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 년 월3 2 2008 06 119

서론1.

최근 로봇 응용분야의 확장으로 다수의 로봇으

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자율분산성을 가지는 군집 로봇시스,

템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군.

집 로봇시스템은 중앙관리형 시스템에 비하여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로 각각의 로봇은 주변,

의 환경이나 물체 등을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을 독

립적으로 결정하며 주어진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

하여 다른 로봇과 협동할 수 있다 둘째로는 강건.

성 과 유연성 을 가지고(robustness) (flexibility)

있다는 것이다 몇 대의 로봇이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

어진 일에 대하여 오직 로봇의 행동 규칙만 바꾸어

줌으로써 여러 가지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는 시스템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개개의 로봇

은 자신의 주변상황에 따라 자신의 일을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1].

군집 로봇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중앙 집중식 제어를 많이 사용 하였는데 중앙 집,

중식 제어는 중앙에서 필요한 임무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제어가 가

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어해야 할.

로봇 제어 시스템들이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서 로봇 제어 시스템의 유연성과 강인함이 점점 중

요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군집 로봇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관해서 는Parker

다수 로봇의 작업 수행을 위해 형태의 알heuristic

고리즘을 제안하였고 는 다수의 로[2], Ogasawara

봇을 이용해 커다란 물체를 수송하기위해 자율 분

산 로봇 제어 방식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2].

는 군집 로봇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

산식 제어 방법을 가정하였고 다수의 로봇이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로간의 충돌을 피하고 자,

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탐색하여 다음 행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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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법으로 Distance Based Action

과making (DBAM) Area Based Action Making

(ABAM)의 융합 모델을 사용하였다.

강화 학습은 로 하여금 주변 환경의 탐색agent

을 통해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도

록 한다 보상 값이 존재하는 어떤 불확실한 영역.

을 탐색하는 동안 는 연속적인 상태 공간을agent

따라 적절한 보상 값을 전달함으로써 임의의 상태,

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학습하게 된

다 강화 학습을 구현하기위한 많은 방법 중[4]. ,

본 논문에서는 Cascade Support Vector Machine

과 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 임의Q-learning [5,6].

의 상태 공간은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로 나타난 값에 대하여. Q-

을 사용함으로써 로봇의 행동에 대Cascade SVM

한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7].

과DBAM ABAM의 융합 모델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형 기반의 과12 Q-learning Cascade SVM

을 적용한다algorithm .

본 논문의 장에서는 로봇의 행동 결정 과정에2

서 과DBAM ABAM의 융합 모델에 대해 나타낸다.

장에서는3 다각형 기반의 알고리즘과Q-learning

에 대하여 논하며 장에서는 무작Cascade SVM , 4

위 과 의 융합 모델 각형 기반의, DBAM AMAB , 6

알고리즘 각형 기반의Q-learning , 12 Q-learning

과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여 목표물Cascade SVM

탐색의 시뮬레이션 및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한다5 .

로봇의 행동 결정 과정.Ⅱ

과Distance-based action making (DBAM)

방법은 로봇Area-based action making (ABAM)

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

이다 방법은 로봇이 주위의 환경을 거리로. DBAM

인식하는 방법으로 로봇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의

해서 행동을 결정한다 반면 방법은 로봇이. ABAM

자신 주변의 환경을 둘 사이의 거리가 아닌 자신

주변의 면적을 계산하여 얻어진 정보로부터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방법의 핵심은. ABAM

로봇으로 하여금 자신 주위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

가도록 한다는데 있는데 결국 방법은 행동, ABAM

기반 방향 전환 (behavior-based direction

change) 방식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은 과 방법이[8,9]. 1 DBAM ABAM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그림 는 같은2

환경 아래 로봇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 방법이 어떻게 다음 행동을 선택DBAM ABAM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행동 결정 방식2

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우선 방법의 경, DBAM

우에는 로봇 주위의 상황을 장애물과 로봇사이의

거리만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로봇이 취할 수 있

는 다음 행동 자체가 많지만 방법의 경우, ABAM

에는 넓이를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

에 로봇이 다음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는 있지만 부정확한 행동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 방법을 융합한 모델을 사DBAM ABAM

용한다 방법을 통해서 로봇으로부터 가장. DBAM

거리가 먼 방향을 선택하고 방법으로 주위, ABAM

환경에서 가장 넓이가 큰 공간을 선택하게 된다.

단순히 거리만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DBAM

방법은 계산 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 행동을 선택할 때 단순히 넓이만을 고.

려하는 방법은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확률ABAM

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산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과 의 행동 선택 기준1. DBAM ABAM .

Fig. 1. Action selection basis of DBAM and

ABAM

과 방법의 융합 모델은 행동을 선DBAM ABAM

택할 때 거리가 가장 멀고 넓이가 가장 큰 곳을,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로봇과 물체와의 거리가 로.

봇의 반경을 등분 하였을 때 장애물이 차지하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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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를 뺀 것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선택한 방법은 로봇으로부터

장애물과의 거리가 가장 먼 방향을 선택하고 선택,

되어진 방향 중에서도 장애물이 차지하는 넓이가

가장 작은 공간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림 은 과 방법의 융합 모델에 관한3 DBAM ABAM

그림이다.

그림 과 의 행동 선택의 예2. DBAM ABAM .

Fig. 2. An illustrative example of action

selection with DBAM and ABAM

그림 과 의 융합모델3. DBAM ABAM

Fig. 3. Fusion model with DBAM and ABAM

다각형 기반의 과. Q-learning CascadeⅢ

알고리즘SVM

은 강화학습으로 잘 알려진 알고리즘Q-learning

이다 그리고 로봇이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보상의 개념을 이용해서 최적의 제어를 얻을 수 있

다 여기서 보상은 행동 후 보상을 하게 된[10].

다 알고리즘은 표 에서 설명하는 것. Q-learning 1

과 같다 여기서. 는 상태를, 는 행동을, 은 보상

값을, 는 함수 값의 조정을 위한 계수Q- (discount

이다 또한 갱신될 값은 다음의 식 에factor) . Q (1)

따라서 갱신된다.

  ←′ ′ (1)

그림 는 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4 Q-learning

여준다 각각의 정사각형은 상태를 나타낸다 은. . R

로봇을 나타낸다 상태의 천이에 따른 화살표 위에.

나타난 값은 그 행동을 취함에 따른 값을 나타낸Q

다 예를 들어 초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상태를. ,

천이하는데 따른 값은 화살표 위의 값인Q

ˆ 와 같다.

표 모델링을 위한 초기 파라미터들1. .

Table 1. Initial parameters for modeling

   


 


 

′
′ ′

′
  ← ′   ← ′

그림 의 예4. Q-learning

Fig. 4. An illustrative example of Q-learning

초기 상태에서 만약 로봇이 오른쪽으로 행동을

취한다면 업데이트 되는 값은, Q ,   을

초기 값으로 할 때

    ←  


←{63,81,100} (2)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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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으로 면적 기반 행동 결정을 강화

시킨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로Q-learning [11].

봇이 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반이6

되는 면적의 모양은 육각형이 된다 따라서 어떤.

임의의 상태의 로봇은 방향으로 행동을 취할 수6

있고 개의 값을 갖게 된다 그림 에, 6 Q . 5

적용의 간단한 예를 나타내었다Q-learning .

그림 각형 면적 기반 의 예5. 6 Q-learning

Fig. 5. An illustrative example of Hexagon

based Q-learning

만약 초기 상태에 서 로봇이 방향으로 행+60°

동을 결정하였고 상태 천이 후 가 가장 넓은, Area2

영역을 보장하였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값은, Q


 

로 표현될 수 있고 그 값은 이 초기 상, 0

태에서의 보상 값이라고 했을 때,

   ← 

′ ′

← ⋯
← 

(3)

과 같이 된다 초기 상태 이후의 보상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4)

결과적으로 로봇은 이 값을 학습함으로써 진행 경Q

로를 결정할 수 있다 [12].

기존의 각형 기반의 은 면적 기반6 Q-learning

행동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인데 기반,

이 되는 단위 면적은 각형으로 하였다 그 이유로6 .

는 단위 면적의 조합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

는 다각형은 각형을 제외하면 각형뿐이기 때문이4 6

다 또한 기존의 실험은 개의 적외선 센서를 가진. 6

로봇을 바탕으로 제안된 알고리즘이다 반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각형 기반 과12 Q-learning

알고리즘은 면적과 거리를 동시에Cascade SVM

고려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의. 12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방향으로 물체를 측정하12

고 로봇 주위의 넓이를 등분하여 인식한 후 각12

넓이에서 물체의 넓이를 뺀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가장 넓고 물체와 로봇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방,

향으로 행동을 취한다.

본 알고리즘은 기존의 Q-learning 알고리즘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이전의Q-learning Q

값과 비교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의 상태를 좋은 방향으로 학습해 나가는 방법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각형 기반의. 12

과 알고리즘은 이전의Q-learning Cascade SVM

값에 의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최적의 행동을Q

결정하게 된다. 값의 갱신은 다음의 식 로 이루Q (5)

어진다.

 ← 

′ ′

← 

′     

  
(5)

 는 로봇이 포함되어 있는 각 영역에

서 장애물의 넓이를 뺀 값을 의미하고, 은

로봇과 장애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종속적인 의 구조7. SVM

Fig. 7. Structure of cascade SVM

여기서  이 가질 수 있는 가지12

의 값과 이 가질 수 있는 가지의 값이 각12

가 되어서 입력 값으로 들어가Training Data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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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의 분류기로부터 얻어진 개의25 SVM 25

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절한Support Vector

값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7

의 구조이다Cascade SVM .

전체 집합이 개의 세부집합으training data 12

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알고리Cascade SVM

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서 진행된다.

분류기를 생성하기 위해Step1. SVM

 을 학습시킨다 첫 번째 층에서 생.

성된 의 집합을support vectors  이

라고 한다.

Step2.  을 결합시키고 결합된 데이

터 집합을 학습시켜  을 생성한다.

번째 층과 번째 층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3 4

   을 생성한다.

Step3.  에 을 추가하고

 에 을 추가한 후 와step2

동일한 방법으로 학습시킨다 여기서 생성된.

의 집합을support vectors 
′ 

′ 
′  

′

이라고 한다.

만약Step4. 와 
′ , 와 

′ , 와 
′

그리고,..., 와 
′ 이 차이점이 없거나 차이

점이 있는 집합의 각 요소들이 고정된 값이 나오거

나 혹은 그 차이가 주어진 값, 보다 작을 때는 최

종적으로 나오는 결과 값은 
′ 가 되고 그때

함수를 얻을 수 가 있다SVM .

만약Step5. 와 
′ , 와 

′ , 와 
′

그리고,..., 와 
′ 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으로 돌아간다step3 .

은 기존의 에 비해 모든Cascade SVM SVM

이 전체 집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SVM Data

각의 이 한 가지씩의 를 다룸으SVM Traning Data

로써 학습 속도가 향상되고 가지 상황 전부에, 12

대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각형 기반12 Q-learning

과 Cascade SVM 알고리즘에서 Cascade 의 역SVM

할은 피드백을 얼마나 시킬 것인지 혹은 Support

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따란 실험 결과Vector

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Ⅳ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보이

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개의 알고리즘을 이용하4

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8, 9,

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행횟10, 11 .

수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목표물을 찾은 로봇의 수,

를 나타낸다 실험 환경에는 대의 로봇과 개의. 10 25

장애물 그리고 개의 목표물이 있으며 작업공간은, 1 ,

로봇의 크기는 목표물의 크기100×100 ( 1×1,

으로 가정하였고 탐색시간은 회당 총1×1) , 1 60sec

로 총 번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100 .

특성상 랜덤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실map

험을 번 정도 반복을 하여 그 결과 값을 평균하30

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첫 번째는 무작위 탐색,

방법 두 번째는 과 의 융합 모델을 사DBAM ABAM

용해 보았고 세 번째는 각형 기반의, 6 Q-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각형 기반의 과12 Q-learning Cascade

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시뮬레이션SVM

하였다.

그림 무작위 탐색8.

Fig. 8. Random search

그림 과 의 융합모델9. DBAM ABAM

Fig. 9. Fusion model with DBAM and 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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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형 기반10. 6 Q-learning

Fig. 10. Hexagon based Q-learning

그림 각형 기반 과11. 12 Q-leaning Cascade SVM

Fig. 11. Dodecagon based Q-learning and

Cascade SVM

총 회의 탐색 시도에서 랜덤 탐색의 경우는100

횟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

기 힘들었다 또한 랜덤 탐색의 특성상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과. DBAM

의 융합 모델인 경우 모든 회의 시행동ABAM , 100

안 평균적으로 대 정도의 로봇이 목표물을 찾아4,5

내었다 이것은 과 융합모델을 통해. DBAM ABAM

서도 탐색의 성능이 상당히 강화 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세 번째 방법인 각형 기반의. 6 Q-learning

알고리즘은 평균적으로 대 정도의 로봇이 목표물6

탐색에 성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각형 기반 과 알12 Q-learning Cascade SVM

고리즘을 통한 탐색의 결과는 총 회 시행에 평100

균적으로 대 정도의 로봇이 목표물 탐색에 성공7.5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가지. 3

방법보다는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 있

게 상황인식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결론.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험적 지식이 없고 장애물

이 놓여있는 공간에서의 목표물 탐색 알고리즘으로

각형 기반의 과 알고12 Q-learning Cascade SVM

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대의 로. 10

봇과 개의 장애물 그리고 개의 목표물로 가정25 1

하여 실험을 하였고 실험의 결과를 통해 각형, 12

기반의 과 알고리즘이Q-learning cascade SVM

목표물 탐색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다수의 로봇이 좀 더 효율적.

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로봇간의 통신

기술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

라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기법 혹은 Data

기법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Mining

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봇의 수 자체가 군.

집로봇 시스템 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수이므로,

앞으로는 수 십대 혹은 수백 대의 로봇을 기본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는 다수의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하나의

목표물을 추적한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보다

더 많은 장애물과 방해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장애물 자체도 정적으로 존재하는 장애물뿐만 아니

라 동적으로 변하는 장애물에 대한 회피 알고리즘

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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