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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여러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 한 대의 로봇

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멀티 로봇으로 

작업을 하면 로봇간의 충동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공간 내에서 공정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점의 

분배에서부터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멀티로봇 

작업 스케줄링 기법에 관한 연구를 제안한다.

2. 작업점의 분배

K-means Algorithm을 이용하여 군집화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군집의 평균이나 중심값을 임의로 추출하여 

할당하기 때문에 초기값에 의존도가 높고, 크기가 

다른 군집을 찾기 어렵다. K-mean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클러스터방법을 제안한다.

Table 1 Cluster for Random Sampling the data

Cluster Method

Random Sampling the data in the decided cluster;

While ~(termination condition)

 Calculate mean of Sampling Data

 Calculate distance between data and centroid;

 Find minimum value of between two cluster;

 Relocate k-cluster in data;

End

 Table 1과 같이 작업점에 대한 centroid를 직접 

설정하고 k-cluster와 data의 거리값을 계속적으

로 계산하여 k-means Algorithm의 초기화 의존도

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3. 유전 알고리즘 

 3.1 Chromosome encoding

  

Fig. 1 Encoding of a Chromosome

 여러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공정을 계획하기 위해

서는 각 로봇에게 정확한 작업점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공정분배는 Fig 1과 같이 schedi에 각 로봇이 

작업해야 될 작업점 스케줄 정보를 분배하고, allo-

ci에 작업점들의 cluster정보를 할당하였다.[4]

 3.2 Fitness Function

 유전 알고리즘에서 각 해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서 (1)과 같은 Fitness Function을 사용하였다.[3]

 F1는 각 로봇말단이 순회 경로를 통해 이동한 총경

로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적합도이고, F2는 각 

로봇에서부터 작업해야 되는 작업점과 중심점 간

의 거리의 분산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도이다.

 3.3 Selection

식 (1)에 의해서 적합도가 가장 좋은  개체가 

선택되면 식 (2)의 Proportional roulette-wheel 

selection방법을 적용하여 적합도가 높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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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Value

the number of robot 6

The task points 90

Population Size 80

Mutation probability 5%

Crossover probability 10%

Stagnation limit 5000

선택될 확률을 높게 하고, 적합도가 낮은 것은 

선택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한다.

  
 식 (2)에서 F(i)는 Fitness value값을 나타낸다.

 3.4 Crossover

각 부모들 사이에서 임의의 교차점을 좌, 우 선택

된 영역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점 교차 수정안 

방식을 사용하였다.[1]

 3.5 Mutation

Mutation은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의 특정부분

을 강제로 변화시켜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다. Mutation시 작업점의 cluster정보는 바뀌

지 않게 하기 위해 식 (3)과 같이cluster의 cent-

roid와 거리에 따라 유전자의 값을 변형하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2]

4.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로봇 작업공정 계획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변수를 설정

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작업점은 랜덤하게 분포를 시켰고, 다수의 로봇

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Fig 2(b)처럼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대가 

진화할수록 로봇이 작업 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2(c)와 같이 

세대가 진화하면서 Fitness Function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여 최소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 Variables of Simulation

            (a) Before                            (b) After

(c) Fitness function follow the generation

Fig. 2 Simulation Result of generation 5000 times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k-means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자

의 목적에 맞는 작업점 분배를 위한 클러스터 방법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멀티로봇의 작업 공정계획

을 제안하였다. 향후 다양한 Fitness function을 

이용하여 변형된 Crossover와 Mutation방법을 적용

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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