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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수의 로 은 수색/정찰에서의 시공간 효율성과 로  오

작동에 한 안 성에서 단일 로 보다 우월하다. 이에 다

수 로 의 력 운용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1-5], 

이 연구들은 집 형(Centralized)과 분산형(Decentralized) 방식

으로 구분된다[6].

각 로 을 하나의 제어 모듈로서 간주하고 체 로  집

합을 하나의 형 시스템으로서 운 하도록 하는 집 형 방

식은 운 의 최  해를 제공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각 로 들의 동작 상태를 알아야 하는 운 상의 

어려움이 있다[7]. 이러한 실 인 제약을 극복하고자 지능

형 공간 는 유비쿼터스 공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앙제

어기에서 각 로 의 동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

법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내에서의 로  운

에 한정되어 활용되는 기술이었다[8].

한 집 형 방식에서는 로  행동 결정 알고리즘의 계산

량이 로  수에 비례하여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7]. 이를 한 방법으로 시공간(Configuration-Time 

Space)에 제한 역을 두고 행동 결정하는 방식 등이 개발

되었으나, 이 한 로 의 수가 단 일 경우 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한편, 분산형 방식은 각 로 이 체 집단의 목 을 달성

하도록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비록 

최  해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로 에 문제가 발생되

었을 때에도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 성, 로 의 수

가 증가되더라도 계산량의 증가가 다는 , 그리고 일부 

환경 정보와 로  정보들만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 결정이 

가능하다는 들이 집 형 방식보다 강 이 있다. 이 장

들로 비정형 환경의 필드 분야에서는 실 인 안으로 

단되고 있다.

분산형 방식은 로  간 통신을 기 으로 직 인 통신

(Explicit Communication)이 가능한 경우와 암묵 인 통신

(Implicit Communication)이 가능한 경우로 나뉘고 있다. 후

자가 비록 자보다 비효율 이지만, 수 이나 복잡한 환경

으로 통신의 가시성(Visibility)이 확보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도 용가능한 장 이 있다.  

이에 실 인 비정형 외부 환경에 용가능하다는 에

서 분산형 방식에서의 작업 생산성(Productivity)을 증가시

키기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Robert Zlot 등은 시

장 기반 근 방법(Market-based Approach)으로서, 로  

사이의 입찰(bidding)과 경매(auction) 방식을 사용한 작업 

재분배를 통하여 작업 효율성을 증 시키려 하 다[9]. 

Maltinoli이 제시한 미지 역에서의 두 의 조 행동에 

의한 스틱 제거 문제(Stick-Pulling Problem)[10]는 두  

이상의 로 의 조 문제로 재정의 되었다[5, 11]. 그러나 이

들이 사용한 근 방법에서는 로 들이 자신의 치를 알지 

못하는 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로 들은 발견된 스

틱의 치를 기록하는 지도를 가질 수 없었으며 이미 발견

된 스틱들의 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스틱이 

없는 역으로의 재방문을 제한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군

집로 의 생산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로 들이 자신의 치를 정확히 악

하고 있다는 제하에서 군집로 의 운  알고리즘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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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GPS 기반 항법 기술 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반의 자기 치 결정 방법 등

에 의하여 로 들은 자기 자신의 치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12]. 로  치 정보를 활용하여 군집로 의 작업 생

산성을 증 시키는 방안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스틱이 발견

되지 않은 역의 재방문을 제한하고 발견되었지만 소거되

지 않은 스틱에 한 재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

용한다. 

이를 하여 2장에서는 스틱 제거 문제의 정의를 하고 3

장에서는 본 논문의 근 방법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시

뮬 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그

리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 조 스틱 제거 문 제

(Collaborative Stick- Pulling Problem)

2 .1 가정과 용어

본 논문에서는 군집로 을 활용하여 스틱을 제거하는 문

제에 한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각 스틱들은 두 개 이상의 

로 들이 조 작업을 해야지만 소거할 수 있는 것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 1) 작업 환경(수색 역)은 2차원 환경이며 작업 환

경 내에는 고정 장애물도 이동 장애물도 없다.

(가정 2) 로 은 환경 지도를 사 에 갖고 있지 않으나, 

자신의 센서를 활용하여 지역 환경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스틱 치에 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가정 3) 로 은 스스로 충돌을 회피할 수 있으며, 로 들

의 성능(감지, 이동, 조작)은 균등하다.

(가정 4) 로 은 자신의 치를 정확히 악할 수 있다.

(가정 5) 로 은 순간 이동 모델(Instantaneous Mobility 

Model), 즉 가감속 없이 순간 방향 환이 가능하

고, 항상 최  속도로 이동한다.

(가정 6) 로 은 감지 역 내의 스틱에 한 상  치

와 소거에 필요한 로 의 수를 악할 수 있다.

(가정 7) 로  간 통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용 시, 가정 4와 가정 5는 논쟁이 될 수 있으나, 

SLAM 기술의 발 으로 로 의 자기 치 인식 능력이 크

게 향상되어 있으며, 가감속 시간이나 방향 환 시간은 작

업 역에서의 이동 시간에 비하여 히 작을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다. 

2 .2  문 제 정의

미지 역에 놓인 고정 스틱들은 로 들의 조 작업을 

통하여 제거될 수 있으며, 각 스틱들에 해서 제거에 필요

한 로 의 수와 작업 시간은 사 에 정의되어 있다. 

기호 의미

R 로  집합

NR 로  총 수

S 스틱 집합

NS 스틱의 수

R(Sj) 스틱 j를 잡고 있는 로  집합

D(Sj) 스틱 j의 심 의 치

NR(Sj) 스틱 j 소거에 필요한 로  수

Te(Ri)
로  Ri가 이동하고 스틱을 제거하는데 소요

한  시간

Ts(Ri)
로  Ri가 이동하고 탐색하는데 소요한  

시간

Tw(Ri)
로  Ri가 총 스틱에 하여 기하는데 소

요한  시간

TW (Ri, Sj)
로  Ri가 스틱 j에 하여 재 단계에서의 

기 인 시간

EW (Rj, Sj)
로  Ri가 스틱 j에 하여 허용가능한 최  

기 시간

Sw(Rj, Sj)
로  Ri가 스틱 j에 하여 남은 기 허용 

시간 

Te(Sj) 스틱 j의 소거에 필요한 작업 시간

B(Ri)
로  Ri에 등록된 스틱 집합(북마크)으로, 트

리 구조를 가지고 있음

h(Ri) 로  Ri의 북마크의 깊이

NB(Ri) 로  Ri의 북마크에 등록된 총 스틱의 수

Bk(Ri)

로  Ri의 북마크에서 k- 벨에 속한 스틱의 

집합으로, 0 벨이 가장 상 (최 에 발견된 

스틱) 스틱임

표  1 기호용

Table 1 Symbol

로  간 통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로 들은 각자 자

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로 들은 스틱이 발견되면 해

당 스틱에서 다른 로 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하거나 다른 

스틱들을 추가로 탐색할 수도 있다.  

로  Ri의 운용 시간은 탐색 시간(Tw(Ri) ), 수색/이동 

시간(Tw(Ri))과 스틱 제거 시간(Te(Ri))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논문에서는 로 의 생산성과 군집로 들의 생산성을 

식 (1)과 식(2)와 같이 각각 정의 한다.

 


(1)



























(2)

그런데, 스틱 소거에 사용되는 소요시간은 사 에 정의되

어 있기 때문에, 식(2)에서 분자 항과 분모 항의 마지막 항

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집로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분모항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을 최소화 

시켜야 하기에 군집로 의 스틱 소거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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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로 의 스틱 소거 문제)

군집로 의 스틱 제거 작업의 생산성을 극 화 하는 개별 

로 의 행동 해를 도출하는 문제로, 군집 로 들의 스틱 

기 시간과 스틱 발견을 한 탐색과 이동 시간의 합을 최소

화 시키면서 모든 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로 들의 행동 방

법을 도출하는 문제.

3. 조 스틱 제거를 한 행동 략

미지의 역에서 조 스틱 제거에 한 최  해를 항상 

제공하는 군집로 의 행동 결정 방법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각 로 들의 스틱이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 스틱에 기하거나 스틱이 없는 지역에 재방문하

는 횟수를 여주는 행동 략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 

근 방법이다. 이를 하여 본 논문에서의 군집로 의 행  

모드를 그림 1과 같이 정의되었으며, 이들은 3.1 의 스틱 

지도의 생성  활용과 련이 있다. 

그림 1 로 의 행  모드

Fig. 1 Robot's Behavior Mode 

3.1 스틱 지도

본 논문에서는 발견은 되었지만 소거되지 않은 스틱들에 

한 재방문으로 해당 스틱들의 제거 확률을 높여 으로써 

스틱 제거 작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발

견되었지만 소거되지 않은 스틱들의 집합은 그림 2와 같은 

스틱 지도를 이용하여 리한다. 스틱 지도는 트리 구조의 

자료 구조체로, 스틱들에 한 물리  공간 치 정보와 자

료 구조 내의 토폴로지 정보(계층 정보와 스틱 간 상하 

계)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의 가장 상  계층, 즉 Level 0에 놓인 스틱은 로

이 최 로 발견한 스틱이고, 이 스틱을 심으로 추가 탐

색(Sweep 모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스틱들이 Level 1에 

속한 스틱들이다(그림 2에서는 스틱 2와 스틱 3). 그리고 연

속하여 스틱 2를 심으로 탐색하여 검출된 스틱 4와 스틱 

5, 그리고 스틱 3을 심으로 검출된 스틱 6, 스틱 7, 그리고 

스틱 8이 각각 최하  층에 놓이며 발견된 순서에 따라 스

틱 지도에 놓여진다.

스틱 2와 스틱 4 는 스틱 3과 스틱 8과 같이 스틱 지도

에서 상하로 연결된 스틱들은 물리  공간상에서도 근 된 

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스틱 2와 스틱 3과 같이 수평 

계에 놓인 스틱들은 공통의 부모 스틱(그림 2에서는 스틱 

1)에 가깝게 치하고 있다. 이러한 스틱 지도의 토폴로지와 

물리  공간 계는 스틱들을 제거하기 하여 순환하여 방

문하는 행 (Circuit 모드)에서의 스틱의 방문 순서를 조

함으로써 군집 로 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련된다. 

그림 2  스틱 지도

Fig. 2  Stick Map

3.2  행  모 드

Wander 모드는 군집 로 의 행동 기모드로 새로운 스

틱을 찾으러 탐색하는 행동 모드이다. 불필요한 역, 즉 스

틱이 없는 것이 확인된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제한하기 하

여, 각 로 들은 탐색 역을 섹터로 구분한 자신만의 탐색 

지도를 갖는다(Fig.1(a)). 로 은 새로운 스틱이 발견되면, 

해당 스틱을 자신이 리하고 있는 스틱 집합에 등록하고, 

이 스틱을 제거하기 하여 Hold 모드로 환한다.

로  Ri에 한 Wander 행  알고리즘

BEGIN (Wander Mode)

STEP 

1

다음 조건까지 주어진 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님

 (조건 1) 발견한 이 없는 스틱 발견.

 (조건 2) 주어진 지역을 모두 검색.  

조건 1의 경우에는 Go to Step 2

조건 2의 경우에는 Go to Step 3

STEP 

2

2.1 발견된 스틱(Sj) 소거에 필요한 로  수(NRS(j)) 이상

의 로 들이 이미 기 이거나, 소거(Pull Mode) 인 경

우에는 Go to Step 1

2.2 발견된 스틱(Sj)을 B(Ri)의 최상 계층(L0)에 등록시킴

2.3 Switch to Hold Mode

STEP 

3

3.1 해당 지역을 스틱이 없는 지역으로 등록함

3.2 미 탐색 역으로 이동한 후, Go to Step 1

END (Wander Mode)

표  2  배회 모드

Table 2  Wand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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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모드는 로 들이 스틱 제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

리는 행동 모드이다(Fig.1(b)). 로 들의 기 시간(TW(Ri, 

Sj))이 길어지면 생산성이 하된다. 스틱에 주어진 로 들

의 최  허용 시간(EW(Rj, Sj))이 작을 수로 기 시간은 

어들게 되지만, 이 시간이 무 짧으면 원하는 수만큼 로

들이 모여들 가능성이 작아진다. 

Hold 모드 상태에 있는 로 들은 EW(Rj, Sj) 내에 스틱 

제거에 필요한 수만큼 로 들이 모이게 되면 해당 스틱을 

제거하는 상태(Pull 모드)로 환된다. 지정된 시간 내에서

도 스틱을 제거할 수 없으면 각 로 들은 Hold 해당 스틱의 

제거를 포기하고, Hold 모드의 이  행동 상태에 따라 다른 

스틱을 찾는 모드(Sweep 모드)로 환되거나 는 이미 등

록된 다음 스틱을 제거하는 모드(Circuit 모드)로 환된다.

로  Ri에 한 Hold 행  알고리즘

BEGIN (Hold Mode)

STEP 

1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스틱(Sj)에 기

(조건 1) 스틱을 잡고 있는 로  수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  

(조건 2)스틱(Sj) 허용 최  기 시간 과

조건 1의 경우에는 Go to Step 2

조건 2의 경우에는 Go to Step 3

STEP 

2

2.1 스틱 제거에 필요한 로  수(NRS(j)) 이상의 로 이 해당 

스틱에 모이면(Hold 상태) Pull 모드로 환

2.2 그 외의 경우에는 기 시간(TW(Ri, Sj))을 기화 시킨 

후 Go to Step 1

STEP 

3

3.1 이  동작 모드가 Circuit 모드 을 경우는 Circuit 

모드로, 이외의 경우는 Sweep 모드로 환

END (Hold Mode)

표  3 기 모드

Table 3 Hold Mode

Sweep 모드는 군집 로 들이 스틱 제거의 생산성을 높이

기 하여 스틱들을 추가로 검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스틱 

지도(B(Ri))를 작성하는 행동 모드이다(Fig.1(c)). 이 행동 

모드에서 새로운 스틱, 즉 스틱 지도에 등록되지 않은 스틱

이 발견되면 해당 스틱을 방문하기 한 작업을 수행하기 

하여 Hold 모드로 환되며, Hold 모드에서도 소거되지 

못하면 재차 Sweep 모드로 복귀되어 주어진 역에서의 스

틱 탐색을 계속한다. 

한 인 된 역에서 새로운 스틱이 발견되면 Sweep 모

드에서 탐색할 역은 스틱 지도에 포함된 스틱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모든 분할 역들의 합으로 확 된다. 스틱 탐색 

역들에 한 탐색이 모두 끝나서 더 이상 새로운 스틱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스틱 지도에 등록된 스틱들

을 제거하는 Circuit 모드로 환된다.

Circuit 모드는 스틱 지도에 등록된 스틱들을 차례로 방문

하는 행동 모드이다(Fig.1(d)). 방문할 스틱의 선택은 트리 

구조의 비 탐색 방법을  사용하 다. 즉, 재 스틱과 동

일한 계층에 소속된 스틱들 에서 재 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스틱을 방문할 스틱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리고 모든 스틱들에 한 방문이 완료되면 최상  스

틱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함으로서, 스틱들의 소거를 한 방

문을 계속한다.

로  Ri에 한 Sweep 행  알고리즘

BEGIN (Sweep Mode)

STEP 

1

다음 조건까지 주어진 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님

(조건 1) 발견한 이 없는 스틱을 발견.

(조건 2) 주어진 지역을 모두 검색.  

조건 1의 경우에는 Go to Step 2

조건 2의 경우에는 Go to Step 3

STEP 

2

2.1 발견된 스틱(Sj)에 이미 소거에 필요한 로  수(NRS(j)) 

이상의 로 들이 Hold 상태에 있거나 소거 작업(Pull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 Go to Step 1

2.2 발견된 스틱(Sj)을 B(Ri)에 등록. 트리 구조에서의 등록 

치는 이  단계에서 마지막에 머물 던 스틱의 아래임

2.3 Sweep 역을 B(Ri)에 등록된 모든 스틱들이 포함된 

분할 검색 역을 포함하도록 확 시킴 

2.4 Switch to Hold Mode

STEP 

3
3.1 Switch to Circuit Mode

END (Sweep Mode)

표   4 주변탐색 모드

Table 4 Sweep Mode

이 행동 모드의 첫 단계는 스틱 지도의 토폴로지 치를 

찾는 것이다. Circuit 모드의 이  상태가 Hold 모드일 경우

에는 재 치에 해당되는 스틱이 소거되지 않았으며 스틱 

지도에도 련 정보가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 정보를 활용하

지만, 이  모드가 Pull 모드인 경우에는 해당 스틱이 제거

되었기에 스틱 지도에서도 련 정보가 제거된 상태이다. 

따라서 스틱 소거 에 소거될 스틱의 계층 정보를 장하

고 이를 활용하여 스틱 지도상의 계층을 확인한다. 

로  Ri에 한 Circuit 행  알고리즘

BEGIN (Circuit Mode)

STEP 

1
스틱 지도상의 계층(k) 확인. 

STEP 

2

2.1 Bk(Ri)에 소속된 스틱 들 에서 방문하지 않은 스틱들이 

있으면 Go to Step 3 

2.2 B(k+1)(Ri)에 소속된 스틱이 없으면 Step 4

2.3 k <- k +1 

2.4 Go to Step 2.2

STEP 

3

3.1 Bk(Ri)에 소속된 스틱 들 에서 방문하지 않은 스틱들 

에서 재 치에서 가장 가까운 스틱을 선택하여, 해당 

스틱으로 이동

3.2 Switch Hold Mode

STEP 

4

4.1 B0(Ri), 즉 최상  계층의 스틱에 방문

4.3 Switch Hold Mode

END (Circuit Mode)

표   5  순회 모드

Table 5  Circuit Mode

Pull 모드는 군집 로 들이 조하여 스틱을 소거하는 작

업 모드이다. 스틱 소거 후에는 이  동작 모드와 재 스

틱 지도에 소거해야할 스틱의 유무에 따라 Circuit 모드, 

Sweep 모드 는 스틱 탐색 Wander 모드로 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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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Ri에 한 Circuit 행  알고리즘

BEGIN (Pull Mode)

STEP 

1

1.1 해당 스틱의 계층 정보(k)를 장한 후, 스틱의 소거와 스

틱 지도에서의 정보를 삭제함

1.2 k 계층에 더 이상의 스틱이 없는 경우, k+1이하 계층에 

속한 스틱들의 계층 번호를 1씩 여

STEP 

2

이  동작 모드(Hold 모드 을 경우에는 Hold 모드 이 의 

동작 모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조건 1) Sweep 모드 경우 Go to Step 3

(조건 2) Wander 모드 경우 Go to Step 4

(조건 3) Circuit 모드 경우 Go to Step 5

STEP 

3
Switch to Sweep Mode

STEP 

4
Switch to Wander Mode

STEP 

5

5.1 k가 0이었을 경우, 즉 B(Ri)에 스틱이 없을 경우에는 스틱

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 한 후, Switch to 

Wander Mode 

5.2 이 외의 경우에는 Switch to Circuit Mode 

END (Pull Mode)

표   6 소거 모드

Table 6 Pull Mode

4. 실험  결과

4.1 시뮬 이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 

Matlab을 기반으로 한 시뮬 이터를 개발하 다. 개체의 동

작 환경은 100m x 100m의 2차원 환경이고, 모든 로 들의 

반경은 0.5m, 최  이동 속도 1m/sec로 사용된 로 은 수

(NR)는 10 , 50 , 그리고 70 이다. 편의를 하여 모든 

로 들은 순시 으로 멈춘 상태에서 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으며, 속도의 가감 없이 진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가

정하 다. 한 각 개체간의 충돌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동

작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부터 0.5m 이내에 근 시 

임의의 각도로 회 하게 함으로써 동작 환경을 벗어나지 않

도록 하 다. 

모든 스틱들에 하여 스틱 소거에 필요한 로 의 수

(NR(Sj))를 2 , 소거 작업 시간(Te(Sj))를 0sec로 가정하

다. 한, 로 은 스틱과의 거리가 5m이내인 경우 외 없

이 스틱을 발견하고 정확한 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

정하 다. 다른 로 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하는 로 의 

최  허용 스틱 기 시간(EW(Rj, Sj))은 10sec로 설정하

다.

4.2  실험 결과

실험 공간에서 23개의 스틱을 10 , 50  그리고 70 를 

활용하여 소거하 다. 그림 3에서의 세로축은 제거되지 않

은 스틱의 수이며, 이 값이 빠르게 0으로 수렴해 갈수록 군

집로 의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3과 같이 스틱을 동시에 제거하는데 필요한 로 의 

수( 이 실험에서는 각 스틱을 제거하는데 로 이 2 이기에 

스틱을 동시에 소거하기 해서는 총 46 가 필요함)보다 

많은 로 들이 투입된 경우, 즉 70 와 50 의 로 이 사용

된 경우에는 스틱의 분포나 로 의 기 치에 계없이 

빠르게 스틱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10 인 경우에는 스틱의 

분포에 따라 로 이 스틱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

었는데, 이것은 로 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스틱 지도에 기록

된 국부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Circuit 모드에서 로 이 일정 수만

큼(2회) 스틱 지도 상의 스틱들을 재방문하더라도 하나의 

스틱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스틱들이 다른 로 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외딴 지역에 치해 있다고 단하여 

이 역들에 한 정보를 제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

록 하 다. 이 결과 10 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종극에는 모든 스틱들이 제거됨을 확인하 다. 이는 로 들

에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행동 모드를 부여하 기에, 어느 순

간 일정 지역에 스틱 제거에 필요한 수, 즉 2  이상으로 로

이 모여들 확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즉 시간에 따라 2  이상이 스틱이 존재하는 특

정 지역에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사건에 한 확률들이 시

간에 따라 증가하는 확률  완비성(Probabilistic 

Completeness)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모든 스틱이 제거된다고 단된다. 

그림 3 실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군집 이동형 사회 안  로 의 미지 역

을 조 탐색을 한 효율 인 행동 략을 제시하 다. 이

를 하여 스틱 지도를 작성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하여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로 들

이  역을 효과 으로 탐색하고 있음을 시뮬 이션 실험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로 들 간에 통신이 허용되지 않으나 각 

로 들이 자신의 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음을 가정하

는데, 이것은 재의 GPS 기반 치 추정 기술이나 SLAM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로 의 기구 / 기 인 기능이 보완되었을 경

우에 공공 인 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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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공학과 졸업, 1985년 Univ. of Texas 

at Austin 기계공학과 졸업(석사), 1989

년 동 학원 기계공학과 졸업(박사), 

1990~ 재 한양 학교 교수

지 상 훈 (池 相 勳)

1971년 4월 19일생, 1995년 서울 학교 

제어계측공하과 졸업, 1997년 동 학원 

기공학부 졸업(석사), 2007년 동 학  

기컴퓨터공학과 졸업(박사), 재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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