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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율 로봇을 지원하는 로봇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온톨로지를 통한 로봇의 지식 체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이에 따른 추
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독거 노
인을 보조하는 실용적인 SilverMate 로봇분야와 같은 로봇의 지능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로봇의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안하는 지식 체계는 로봇의 자전

적 기억을 중심으로 자전적 기억을 기술하기 위한 5W1H 모델을 제안하고 의미적 상관관계를 기술

하기 위해 의미기억 모델로서 SCOT-SN 모델, 절차적 기억 모델로서 TES 모델을 정의한다. 
 

                                                           
1 이 논문은 2007 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R01-2007-000-20135-0). 
이 논문은 MKE/IITA 의 IT R&D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8-F-038-01, 상황 적응 로봇 인지 기술개발). 

1. 서론 

오늘날 자율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
능적인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수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연구 분야 중에서 로봇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온톨

로지를 통한 로봇의 지식 체계에 대한 스키마를 설계

하고 추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최근에 로봇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DF/S

기반의 OWL 온톨로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OWL
은 웹 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웹 자원을 기술하

기 위한 언어로 개발되었지만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서 온톨로지를 기술하기 위한 언어로서 이용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독거 노인을 보조하는 실용적인 SilverMate 로봇, 교
육용 로봇(Teaching Robot), 엔터테인먼트 로봇

(Entertainment Robot) 등과 같은 로봇의 지능적인 서비

스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로봇의 지식 체계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지식 체계 프
레임워크 설계의 시작점은 인간의 기억 메모리 분석

을 통해 로봇이 가져야 되는 로봇의 기억 메모리를 
정의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기존에 연
구되어온 지식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3 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다. 
 

2. 문제 분석 및 동기 부여 

인간의 지능은 논리적인 추론, 정보 분석, 예측 등
과 같은 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능의 밑바

탕은 기억 메모리에 있다. 인지 과학분야에서 인간의 
기억 메모리는 감각 기억(Sensory memory),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 또는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장기 기억(Long-term Memory)로 분류되며 이와 같은 
기억 메모리가 체계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인간의 
지능적인 생각 및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기억 메모리를 지식(Knowledge)이라고 표현하

며 인간처럼 행동하는 자율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지식 체계

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로봇의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취급하여 파일 
형태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이다. 
[1]은 전신주의 전선을 움직이면서 전선을 유지 보수

하는 로봇에서의 태스크 지식(Task Knowledge), 비전 
데이터(Vision Data), 조작 데이터(Manipulation Data)를 
태스크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히 저장하여 태스크 
플래너(Task Planner), 암 컨트롤러(Arm Controller)가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2]는 HRI 로봇환경에서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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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 시스템 기법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 프로세스 
기법(Learning Process Mechanism)을 제안하였다. 이 논
문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메모리 하부 아키텍처

(Memory Subsystem Architecture)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아키텍처는 사람의 기억 메모리의 가장 단순한 형태

인 단기 기억, 장기 기억과 비슷하게 DM(Data 
Memory)를 위한 “Short term memory function”, SM(Set 
Memory)를 위한 “Middle term memory function”, 
NM(Name Memory)를 위한 “Long term memory function”
와 같은 기억 체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분류는 정보의 기억 시간으로만 구분을 하며 단순 저
장소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분류로는 로봇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논리(Logic) 언어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경우이다. 
FL(Frame Logic)을 사용한 [3], DL(Description Logic)을 
사용한 [4], OWL 을 사용한 [5] 논문들이 이 분류에 
해당된다. 논리 언어를 이용한 지식 모델링의 장점은 
로봇의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의 밑바탕인 추론 기능

을 지원할 수 있다. [6]은 논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

지만 지식 기반의 로봇 제어를 위한 추론 모듈

(Reasoning Module)을 지원하기 위해 “Situation”, “Rule 
base”, “Action description”, “Case base”을 모델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 체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의 지능에서 핵심이 되는 지식 체계 중에 하나인 자
전적 기억(인간이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기
술하는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전적 기
억은 인간이 예측, 학습, 정보 분석등과 같은 고차원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로봇에서의 자전적 기억

의 유지 관리는 로봇이 상위 수준의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3. 로봇 지식 체계 프레임워크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장기 기
억은 의미 기억(Semantic Memory), 자전적 기억

(Episodic Memory), 절차적 기억(Procedural Memory) 메
모리이다. 장기 기억의 지식 저장 및 질의를 담당하

는 작업 기억과 외부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감각 기억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은 이들 기억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로봇의 자
전적 기억을 설계하기 위해 인간의 기억 체계와 유사

한 로봇의 기억 체계를 제안한다.  
그림 1 는 기억 사이의 관계성을 추상적으로 설명

하는 예제이다. 작업 기억에 “자전거를 타다”를 인지

하게 되면 정보의 의미 참조를 위해서 세 개의 기억

과 의미 참조 연관성을 맺게 된다. 즉, 의미적 분석을 
위해 객관적인 지식을 저장하고 있는 의미 기억을 참
조하여 “타다”, “자전거”와 같은 의미를 참조한다. 이
때 포함된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원”, “맑음” 등
과 같은 관련된 정보들도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과
거의 기억을 5W1H(When, Where, What, Why, Who, How) 
형태로 저장된 자전적 기억과 연관된다. 예를 들어 
“어제 공원에서 친구와 놀기 위해 자전거를 탔다”와 

같은 과거 기억을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기억

으로부터 “자전거 타는 방법”을 참조한다. 이러한 정
보는 일반적으로 룰 형태로 표현되며 뒤에서 상세하

게 다룰 것이다. 
인간의 작업 기억은 감각 기억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로부터 장기기억을 검색하여 관련된 정보를 일시

적으로 저장하고 정보 분석을 하는 기관이다. 작업 
기억에서 다루는 정보는 복잡하기 때문에 로봇이 처
리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작업 기억에 저장되는 정보를 정의 1 과 같이 정의한

다. 기본적으로 자전적 기억의 밑바탕이 되는 5W1H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정의 1 (로봇 데이터의 정의): 자전적 기억을 구성하는 정보

를 기술하기 위해 시간, 공간, 상황, 객체 정보를 정의한다. 
- 시간(Time): 시간 정보로서 yyyy-mm-dd hh:mm:ss.sss 로 밀리초 
단위까지 표현된다. 

- 공간(Space): 로봇이 이동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 상황(Context): 로봇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작업, 사물의 상태, 
환경 정보를 나타낸다. 

- 객체(Object): 의자, 책상, 소파 등과 같은 물체 정보를 나타낸

다. 
 
정의 1 에서 정의한 로봇 데이터를 로봇 지식으로

서 저장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기억으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지식을 저장하는 의미 
기억은 SCOT-SN 모델,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을 저장

하기 위한 자전적 기억은 TES 모델, 룰 정보에 대한 
지식인 절차적 기억으로 Cb-ARN 모델을 제안한다. 

 
3.1 SCOT-SN 모델 

로봇의 자전적 기억을 구성하는 5W1H 의 의미를 
참조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SCOT-
SN(Space, Context, Object and Time in Semantic Network) 
모델을 제안한다. SCOT-SN 모델에서는 지식을 그 의
미에 따라 4 개의 풀(Pool)로 분류하는데 각각은 공간 
풀(Space Pool:SP), 상황 풀(Context Pool:CP), 객체 풀 
(Object Pool:OP) 그리고 시간 풀(Time Pool:TP)로 분류

된다. 각각의 지식 풀에서는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지
식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풀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그림 1) 작업, 의미, 자전적, 절차적 기억 사이의 

관계 

RIDING A BICYCLE

Procedural Memory

자전거타는방법

Semantic Memory

맑음, 공원, 자전거,탔다, 친구,
놀다

Episodic Memory

When
어제

Where
공원에서

What
자전거를

How
탔다

Who Why
친구와 놀기위해

Facts

Events

Skills/
Habits

Reference 
the method information 
of What + How

Reference 
the semantic information of

When, Where, Who, Why, What , and How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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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함으로써 자전적 기억의 근간을 이루는 5W1H 을 
기술하는 기반이 된다. 즉, 공간 풀은 Where 정보를 
참조하는 집합이 되며 상황 풀은 What, How, Why 를 
참조하는 집합이 된다. 그리고 시간 풀은 When 정보

를 참조하는 집합이며 객체 풀은 Who 를 포함한 객
체들을 참조하는 집합이 된다. 

그림 2 는 위에서 설명한 SCOT-SN 모델의 예를 설
명한다. 본 논문에서 SCOT-SN 모델은 정의 2 와 같이 
정의된다. 

 
정의 2 (SCOT-SN 모델의 정의): SCOT-SN 모델은 상황, 공
간, 객체, 시간의 개념에 대한 정의로서 노드와 이들 사이

의 관계를 위한 단방향 및 양방향 간선을 가지는 상황 풀, 
공간 풀, 객체 풀, 시간 풀에 대한 그래프가 관계성 RCS 
(Relationship between Context and Space), RSO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Object), RCT (Relationship between Context and 
Time)에 의해 연결된 그래프이다. 즉,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 , , , ,  
 
3.1.1 공간 풀(Space Pool) 

공간 풀은 공간적 의미를 지니는 지식들을 그 요소

로 한다. 각 공간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그 공간의 특
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물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ex:"
강의실"에는 "의자", "책상" 등이 있다.), 이러한 연관

성들은 객체 풀의 요소들과의 관계성으로 표현된다. 
그림 2 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과 객체 사이의 관계는 
1:N 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공간 정보

는 실제로 로봇 플랫폼상에서 시맨틱 맵(Semantic Map)
과 연계되며 로봇의 위치 인식(Localization)을 위한 공
간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공간 풀에 대한 정의

는 정의 3 과 같다. 
 
정의 3(공간 풀에 대한 정의): 공간 풀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공간에 대한 정의로서 노
드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RS 를 가지는 그래프이

다.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3.1.2 상황 풀(Context Pool) 

상황 풀은 상황 지식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요소

들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 지식들은 어떠한 객체의 
상태나 행위들을 묘사하는 것들로써 각각 특정한 행
위의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 풀(Purpose Pool)과 행위 
그 자체를 나타내는 행동 풀(Behavior Pool )로 분류된

다. 예를 들면 “Taking Lecture”의 단순한 문장은 현재 
“강의 중” 이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 구문적으

로 “Take” + “Lecture”로 구분되며 “Take”는 행동, 

“Lecture”는 목적에 해당된다. 상황 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정의 4(상황 풀에 대한 정의): 상황 풀은 목적 풀에 해당되

는 목적의 정의를 가지는 노드와 행동 풀에 해당되는 행동

의 정의를 노드 사이의 단방향 관계성을 가지는 
RPB(Relationship between Purpose and Behavior)에 의해 연결된 
그래프이다. 즉,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  
 
3.1.3 객체 풀(Object Pool)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는 사물들, 즉 객체들을 기술

하는 요소의 집합으로써 객체 풀을 정의한다. 어떤 
상황을 인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카메라에 
의해 추출된 객체들 사이의 공간 관계(Spatio-
Relationship)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객체와 상
황 사이를 연결하는 정보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상
황 풀안에 목적 풀의 하나인 “Lecture”라는 상황의 목
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on(Projector, Desk), 
beside(Person, Desk), front(Chair, Desk)와 같이 객체들 
사이의 공간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정의 5(객체 풀에 대한 정의): 객체 풀은 객체에 대한 정의

를 가지는 노드와 객체와 객체 사이의 공간 관계정보인 
SRO(Spatio-Relationship between Objects)를 간선으로 가지는 
그래프이다. 즉,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3.1.4 시간 풀(Time Pool) 

시간에 관련된 지식은 시간 풀의 요소들로 기술한

다. 각 요소들은 각각 특정 시각을 나타내는 요소들

(ex:"Monday", "Evening")과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요소들(ex:"Three Hours", "One Day"), 그리고 현재를 기
준으로 한 특정한 때를 나타내는 요소들(ex:"Today", 
"Before")으로 나뉘어진다. 시간 풀의 요소들 또한 상
황 풀의 요소들과의 관계성으로써 기술된다. 예를 들
면 Breakfast 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이루어 지는 상황

이기 때문에 시간 요소인 Morning 과 연결된다. 이러

한 시간에 대한 정의는 W3C 에서 정의한 시간 온톨

로지 [7]를 이용한다. 
 
3.2 TES 모델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전적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는 
오감에 의한 감각적 기억을 기반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로봇에서의 자전적 기억

으로의 모델링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정의 1 에

서 정의한 로봇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적 기억을 

(그림 3) SCOT-S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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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1H 에 기반으로 한 TES(Temporal Episodic Structure) 
모델로 표현한다. 

 
정의 6(TES 모델의 정의): TES 모델은 로봇의 과거 기억을 
5W1H 형태로 저장하는 것으로 상황의 시작과 종료를 단일 
기억으로 가지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인지한 Instance 
Knowledge(IK)를 저장하는 5W1H 리스트이다. 즉,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 , ,  
 
TES 모델의 각 구성요소들의 모든 값들은 5W1H

를 기반으로 하게 되며 하나의 자전적 기억은 When
에 의해 구분된다. When 에 해당되는 시간은 특정 상
황(What,How)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한다. 이를 기준

으로 공간 정보인 Where, 주체 또는 대상인 Who, 원
인 정보인 Why 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

서 로봇이 인지한 객체 정보를 자전적 기억으로 저장

하기 위해 IK 를 요구한다. 이러한 TES 모델의 전체

적인 구성 예제는 그림 3 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 3 에서 보는 것처럼 “To present, Professor took 

Seminar at Laboratory”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상황 정
보는 (Seminar,Take)가 되고 이러한 상황의 시작과 끝
을 나타내기 위해 When 의 “STARTTIME”과 
“ENDTIME”이 같이 저장된다. 그리고 다른 정보인 
Where(Laboratory), Who(Professor), Why(Present)가 저장

된다. 마지막으로 (Seminar,Take)중에 로봇이 인지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다. 예를 들면 Desk, Chair, 
Notebook, Projector 가 인지 되었으면 “Instance 
Knowledge”에 객체의 이름과 객체의 세부 특성들이 
저장된다.  인지된 Desk 의 세부특성은 색깔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color, brown), 높이 정보를 위한 
(height, 100cm)등과 같은 세부 특징 정보가 기술된다. 
세부 특징 정보는 객체 모델링의 상세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특징 
정보 기술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3.3 Cb-ARN 모델 (Context-based Action Rule Network 

Model) 

로봇에서의 상황(What?+How)에 대한 “method 
information”은 특정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문제해결의 수단은 액션/태
스크 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최적의 룰들을 선택하

고 일련의 시퀀스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룰들이 지식 정보와의 
연결관계가 미약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FactsSemantic 및 EventsEpisodic 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능적 행동을 위한 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태스크 플래너(Task Planner)가 상황에 따른 최적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b-AR 
(Context-based Action Rule)은 특정 상황에 대한 방법 
지식 (method information)을 기술하기 위한 모델이다. 
SkillsProcedure 에 저장되는 룰은 상황과 액션(Action)
의 쌍으로 기술된다.  

정의 6(Context-based Action Rule): 상황 정보는 What 인 목
적(Purpose)와 How 인 행동(Behavior)의 쌍으로 기술되기 때
문에 C=<Purpose,Behavior> or <Behavior>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Cb-AR 은 “IF Context THEN Actions”로 표현된다. 
 
정의 6 에 의해서 하나의 룰은 특정 상황을 만족할 

경우에 수행되어야 하는 액션의 리스트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IF <Balance,Lose> THEN { turn(Handle), 
stop()}”일 경우에 “균형을 잃다”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핸들을 돌리고 멈추어야 되는 
액션을 기술할 수 있다. 로봇에서의 액션은 로봇 플
랫폼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
는다. 
 
4. 결론 및 향후 계획 

지금까지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참여하는 지식 체
계를 로봇에 적용하기 위한 의미 기억을 위한 SCOT-
SN 모델, 자전적 기억을 위한 TES 모델, 절차적 기억

을 위한 Cb-ARN 모델을 알아보았다. 각 모델은 서로 
의미적 연관성으로 묶여 있으며, 로봇의 외부 컴포넌

트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로봇이 지능적인 
행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제 로봇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서 지능적인 행동의 정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론 엔진과 
같은 외부 모듈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하는 추론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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