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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집로봇이란 하나의 일을 단순한 작업을 하는 여러 대의 로봇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로봇들

을 일컫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로봇을 이용하여 미로를 탐색하고 스스로 작업을 분할하

여 목표물을 운반하는 로봇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했다. 또한 작성된 제어 프로그램으로 로봇 수
와 작업 목표물 개수에 따른 군집로봇의 효과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작성된 제어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환경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군집로봇을 사용하면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

다. 또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로봇 수를 늘리는 것은 일정 한계까지 작업 효과

가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작업 효과를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로봇의 발명으로, 인간이 하기 힘든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런 로봇 중 외부 환경을 인식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로봇을 지능형 로
봇이라고 한다[1]. 이중 군집로봇은 여러 로봇이 각자

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는 로봇들을 말한다. 군집 
로봇들은 복잡한 단일 로봇에 비해 기능이 떨어지지

만, 협력하여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
일 로봇이 불가능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결
함이 생겼을 때 군집로봇은 그 로봇을 제외한 다른 
로봇들로 작업을 완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병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CPU 숫자

를 증가시킴에 따라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
는다. Amdahl 의 법칙에 따르면, 속도증가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그림 1 과 같은 속도효율을 보
인다. 

 
그림 1 Amdahl 법칙에 따른 속도증가 

군집로봇 또한 로봇 수를 증가 시킴에 따라 작업효율

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군
집로봇은 통신시간과 군집행위를 위한 대기시간과 같
은 다양한 작업효율 저하요소로 인하여 CPU 와는 달
리 속도가 더 느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작업량에 
따른 적합한 로봇 수를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Pyro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여 
군집지능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Pyro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하여 군집로봇이 가지는 
효과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로를 제작

하고, 릴레이 방식의 군집지능을 설계한 후, 작업량 
및 로봇 수에 따른 작업 효율을 살펴본다.  

 
2. 연구환경 

2.1 Pyro 
Python Robotics 의 약자로, Python 언어로 제작된 로

봇 개발 플랫폼이다. Pyro 는 Bryn Mawr 대학에서 커
리큘럼을 개설하여 교육한 적이 있는, 교육적 목적과 
실제 로봇에 적용하여 개발 가능한 개발 목적에 동시

에 부합하는 로봇 개발 플랫폼이다[3]. 로봇 하드웨어

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을 작성

하고 인공지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2.2 플레이어 / 스테이지(Player / Stage) 
Stage 는 Pyro 에서 지원하는 시뮬레이터로, 2 차원 

다중 로봇 시뮬레이터이다. 플레이어는 일종의 미들

웨어로, Pyro 와 Stage 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로봇에 장착된 각종 장치를 통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 초음파 및 레이저 센서, 카메라와 같은 장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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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MWare 

리눅스환경에서만 구동되는 Stage 시뮬레이터를 사
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운영체제를 새
로 설치하지 않고도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Debian 리눅스를 사용

하였다. 
 

3. 목표물 이동 알고리즘 

우리가 가정한 시나리오는 단순한 미로 상황에서,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하여 목표물을 가지고 돌
아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 로봇이 먼저 미
로를 탐색하고, 이 후 최단경로를 다른 로봇들에게 
알린다. 최단경로를 일정하게 나누어 로봇을 배치하

고, 각자에게 주어진 구역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물건

을 운반하게 된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 로봇이 벽을 따라 미로를 탐색 
② 미로를 탐색하면서 최단경로 생성 
③ 도착 후 다른 로봇에게 최단경로 전달 
④ 리더로봇이 물건을 찾아 집음 
⑤ 나머지 로봇들이 맡은 구역으로 이동 
⑥ 각자 주어진 구역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물건을 

주고받아, 목적지에서 출발지로 운반한다. 
 
3.1 벽 따라가기 

하나의 벽으로 이루어진 가장 단순한 미로를 생각

하여, 왼쪽 벽을 짚고 가면서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3.2 물건집기 
Pyro 에서 지원하는 카메라 장치와 그립퍼 장치를 

이용한다. 먼저 카메라에 물체가 보일 때까지 회전한

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카메라에서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목표물을 계산해 낸다. 회전과 
전진을 이용하여 목표물에 접근하여, 그립퍼 장치로 
잡을 수 있을 때 그립퍼 장치를 작동시켜 잡는다. 잡
지 못하면 그립퍼 장치를 열고, 뒤로 이동한 뒤 다시 
찾는다. 마지막으로 처음 물건을 찾기 시작했던 지점

으로 돌아간다. 
 

3.3 최단경로 구성 
벽 따라가기 알고리즘을 실행하면서, 최단경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이다. 가장 제한적인 격
자형 미로를 가정하였으므로, GPS 장치를 통해서 로봇

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동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채워가면서, 막힌 길을 이동하였을 경우

에 백트래킹기법을 사용하여 최단경로를 찾는다. 
 

3.4 최단경로 이동 알고리즘 
최단경로 구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은 방향이 적

힌 최단경로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이다. 먼저 같은 방
향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현재 위치

에서 직선거리로 얼마만큼 연결되어있는지 찾는다. 

목적지의 좌표를 알게 되면, 현재 위치와 x 축으로 얼
마나 떨어져 있는지, y 축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 로봇의 각도를 GPS 장치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벡터를 외적하여, 양수가 나오면 좌측으

로, 음수가 나오면 우측으로 회전한다. 외적 값이 0
에 가까워 지면 목표지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는 속
도로 신속하게 목표지점으로 이동한다. 

 
3.5 릴레이 방식을 이용한 목표물 이동 

앞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같이, 탐색 목적으로 리더 
로봇을 하나 보낸다. 리더로봇은 벽 따라가기 알고리

즘을 통해 미로를 탐색하고 최단경로를 얻은 후 다른 
로봇과 작업을 시작한다.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를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로봇이 왕복하면서 일을 하는 방법 
 구간을 나누어 서로 바통을 전달하는 식으로 

릴레이를 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2 로봇 3 대의 릴레이 방법 

4. 실험 및 연구결과 

4.1 실험순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로봇을 사용할 때 로봇 개수와 

목표물 개수에 따른 변화를 실험하였다. 이는 군집 
로봇의 효과를 살펴보고, 작업에 필요한 로봇 개수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군집 제어 프로그램 작성을 가능

하게 해준다. 실험은 목표물 수와 시간과 관계, 로봇 
수와 시간관계, 목표물과 로봇 수에 따른 효과를 실
험하였다. 

 
4.2 실험 1 목표물 수와 소요되는 시간의 관계 

로봇 수가 일정할 때, 목표물 수에 따른 소요시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한 실험이다. 로봇의 수는 4 개로 
고정하였고, 목표물의 수를 1 개에서 7 개까지 증가시

키면서 실험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목표물 수와 소요시간의 관계 

 

목표물 1 2 3 4 5 6 7 
시간(분) 2.28 3.28 4.20 5.25 6.27 7.2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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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목표물의 수와 소요시간의 관계 그래프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로봇의 수가 일정하면 목표

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선형적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실험 2 로봇 수와 소요되는 시간의 관계 
목표물의 수가 일정할 때, 로봇의 수에 따른 시간

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목표물의 수를 4 개로 고정하였으며, 로봇의 수를 1
개에서 7 개로 늘려가며 실험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로봇의 수와 소요시간의 관계 

 

 
그림 4 로봇의 수와 소요시간의 관계 그래프 

   
위 결과를 볼 때, 로봇의 수가 증가한다고 항상 좋

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목표물의 수가 4
개일 때는 로봇의 수가 4 개일 때 가장 효율이 좋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실험 3 목표물과 로봇 수에 따른 효율성 
이번 실험에서는 로봇의 수와 목표물의 수를 모두 

변화시켜가며 실험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목표물과 로봇 수에 따른 효율성 

 목표물의 수 

 1 2 3 4 5 6 7 

1 1.55 4.32 7.07 9.77 12.6 15.3 18 

2 1.58 3.13 4.65 6.18 7.68 9.23 10.8

3 1.75 2.98 4.25 5.58 6.9 8.25 9.52

4 2.28 3.28 4.2 5.25 6.27 7.25 8.25

5 2.85 3.67 4.51 5.31 6.13 6.97 7.79

6 3.42 4.12 4.84 5.55 6.23 6.92 7.62

로

봇

의

수

7 3.99 4.59 5.2 5.79 6.37 6.97 7.58

  

 
그림 5 목표물과 로봇 수에 따른 효율성 그래프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았을 때, 목표물의 수가 높

아질 수록 효율이 가장 높은 로봇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로봇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집 지능 로봇 제어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군집 지능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군집 지능 로봇 제어 프로그램은 리더 로봇을 이용

하여 미로를 통과할 수 있으며 최단 경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릴레이 형태로 작업을 수행

함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군집 지능 로봇 제어 프로그램이 가지는 효과

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군집 지능은 다수 개의 

로봇을 사용하는 만큼, 다수 개의 로봇이 군집 지능

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과 의사소통 시간을 필

요로 하므로 최적화된 로봇의 수를 찾는 것은 효과적

인 군집 지능 제어를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물 개수와 로봇 개수에 따른 시

간 변화를 살펴보고 두 개의 변위 요소를 모두 사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시간 변화 량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에서는 로봇 개수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로봇수 1 2 3 4 5 6 7 
시간(분) 2.28 3.28 4.20 5.25 6.27 7.2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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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걸리는 지연시간 

● 물건을 주고받을 때 걸리는 지연시간 

●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지연시간 
 
실험 전에 예측한 것과 같이 작업 준비에 따른 지

연시간, 물건을 주고받을 때 걸리는 지연시간 등으로 

인하여 선형적인 증가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의사소통에 따른 지연시간이 없었지만 실제로 

통신 장비를 사용한 군집 지능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지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형

적인 작업효율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연시간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는 이상적인 환경이라

면 로봇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는 지나치게 작업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향후연구 

본 연구는 앞으로 크게 2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효율 개선이다. 소프

트웨어 적인 효율 개선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
다. 현재 미로 탐색 알고리즘은 복잡한 미로를 통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로 탐색 알고리즘을 개선할 것
이다. 또한 릴레이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다. 직진 
주행을 할 경우 현재 좀 더 높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 경우 릴레이 구간을 세분하여 효
율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환경 구현이다. 현재 다양한 이
동 로봇이 시판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한 Pyro 환경

은 이동 로봇 5 종 이상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로봇

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환경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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