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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반 다개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환경감시 알고리즘

Environment Monitoring Algorithm using Behavior-Based Multiple Robot System

권 지 욱*․홍 석 교**․좌 동 경†  

(Ji-Wook Kwon․Suk-Kyo Hong․Dongkyoung Chwa)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 environment monitoring algorithm using a behavior-based multiple robot system. 

This paper handles an escort and a boundary-tracking especially. Unlike previous research works, the proposed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behavior-based multiple robot control allows the system to employ 

the reusable code and general algorithm. Also,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cheaper process with low 

performances. In the proposed method, escort and boundary-tracking missions are constructed by weighted sum of 

predefined basic behaviors after redefining the basic behaviors in previous works and introducing the novel basic 

behavior.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are included to demonstr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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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재난 정보(산불, 조, 기름유출 

등)를 획득하거나 동 인 자연  는 인공  표 (어군, 

VIP 등)을 추 하는 등의 환경감시 임무에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게 동

이고 범 한 인공 이거나 자연 인 환경  사건을 계속

으로 감시하기 해 다개체 로  시스템(multiple robot 

system)은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1-11]. 

따라서 다개체 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 인 환경을 감

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먼 , 경계를 가지

는 환경  사건( 를 들어, 산불, 조, 기름유출, 온도분포 

검출 등)들의 경계선을 추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7]. 

한 동  개체를 다수의 로 들이 둘러싸고 계속 으로 추

하거나 보호하는 호 (escort)에 한 연구들도 꾸 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8-11]. 그러나 [1-10]의 결과들을 살펴

보면, 특정 환경의 지정된 임무에 국한된 특별한 형태의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어, 다개체 로  시스템을 다른 형태의 

임무에 용하기 해서는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

에 합한 코드를 재 작성하여 로 에 용해야 한다. 한, 

알고리즘의 형태가 복잡하여 고성능의 로 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제약된 환경에서 벗어나 실제 환경에 다수의 로 에 

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알고리즘과 코드의 재사용성[12]을 고려하고 가의 성

능의 로 에 용하여 다수의 로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 

행동기반 다개체 시스템 제어 방법이 용될 수 있다. 행동

기반 제어 방법  먼  정의된 기본 행동들을 조합하여 다

개체 로  시스템이 주어진 다양한 임무에 용될 수 있도

록 하는 방식이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11-14].  그러나 기

존의 기본 행동들을 사용하여 효과 인 환경감시 (경계추 , 

호 )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호  임무에 많은 

심을 가져온 행동기반 연구자들은 주로 표 을 둘러싼 

역에 로 들을 배치하고 로 들 간 거리를 조 하는 방식의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 으나[11, 14], 이 외의 경계추 이나 

표 을 심으로 한 군집제어(formation control) 등에는 성

능의 제약을 보인다. 이에 기존의 알고리즘과 코드의 재사

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더 다양한 

임무에 로 시스템을 용하기 해 기본행동 재설계 하거

나 확장하고 실제 임무에 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 임무(경계추 , 호 )를 

수행하기 해 기존의 기본 행동을 재 정의하고, 새로운 기

본행동을 제안하며, 경계추   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조합한 후 성능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

을 통하여, 잘 정의된 기본 행동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임무

가 주어졌을 때 마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 없이 다양한 

임무에 미리 개발된 알고리즘과 코드를 재사용하여 로  시

스템을 투입할 수 있다. 한, 다개체 로  시스템을 유지하

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로 을 구성

하는 데 성능의 로세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시스

템을 구성하는 로 의 부담을 이고 실제 환경에 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본행동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자의 간섭을 이고 로 들 자율성을 높여 시스템을 유지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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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 행동 설명

Table 1 Description of basic behaviors

기본 행동 행동 설명

Homing
하나의 목표지 이나 역으로 모든 구성

로 들이 이동.

Safe-wandering
구성로 들이 장애물 는 다른 로 들과 

충돌 없이 이동.

Dispersion
구성로 들이 특정지 에서 멀어져 흩어

지거나 로 들 간의 간격을 벌림.

Aggregation 일정 범  내에 모든 로 들이 모임.

Tracking
구성로 들이 각각 자신의 다른 목표지

(정지 는 이동)을 가지고 이동.

Tracing 주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함.

Goal-seeking 주어진 목표 들  하나를 선택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  2장에서 다개

체 로 시스템의 기본 행동을 정의하고, 3장에서 정의된 기

본 행동들을 조합하여 환경감시 임무(“escort”와 “boundary- 

tracking”)를 구성한다. 이 게 제안된 행동기반 환경 감시 

알고리즘은 4장에서 모의실험을 통하여 그 사용성과 효용성

을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기본 행동 정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다개체 로  시스템의 

기본 행동들을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본행동은 

[14]에서 소개된 ‘following’, ‘dispersion’, ‘aggregation’, 

‘homing’, ‘safe-wandering’의 다섯 가지 기본행동과, [12-13]

의 기본행동들을 바탕으로 “tracking”과 “tracing”을 재정의 

하고, “goal-seeking”을 새로 소개한다. 이들 기본 행동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하는 기본행동들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의 
기본 행동들은 다음 에서부터 설명한다. (기존 방법을 그

로 사용하는 ‘homing’, ‘safe-wandering’, ‘dispersion’은 

[14]을 참조하기 바람.)

 

2.1 Tracking

  ‘tracking’은 ‘homing’과 흡사한 기본 행동이지만 모든 로

 들이 한 지 으로 모이지 않고 주어진 각자의 목표 을 

향해 이동한다는 에서 차이를 가진다. [12-13]에서의 

“move-to-goal”과 비슷한 동작을 하는 행동으로 일반 인 

로 제어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tracking control”과 비슷

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기

본 행동 ‘tracking’의 설계 기 은 [14]의 ‘homing’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1)

여기서, 는 개체 번호이고, 와 
는 각각 번째 로 의 

치와 목표 이다. 와 같은 설계기 으로부터 그림 1과 

같이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이때, 로 의 속도 입력은 

  ∙      (2)

로 하고, 여기서, 는 양의 실수, 는 로 과 표 과

의 거리이다. 

If the robot is in boundary, 

Stop.

Otherwise,

Turn toward   target.

그림 1 “tracking” 알고리즘. 

Fig.  1 “tracking” algorithm.

2.2 Tracing

  

“tracing”은 [12]에서의 “stay-on-path”와 비슷한 기본행

동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경로뿐만 아니라 센서를 통해 

획득한 선 성분(line: 산불이나 조의 경계 등) 에 로 이 

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행동 ‘tracing’의 설계 기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

여기서 은 경로의 치를 나타내며, 는 양의 실수이

다. 이와 같은 설계기 으로부터 그림 2와 같은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로 의 속도 입력 는 로 들이 경계선 에 치

하여 정지할 경우에는 로 이 경계선으로 이동할 때 상수로 

하고 경계선 에 있을 때는     이다. 반면, 로 들이 경

계선을 따라 계속 이동하도록 하려면 는 변화 없이 항상 

상수로 선택한다.

If the robot is in boundary, 

Stop.

Otherwise,

Turn toward path.

그림 2 “tracing” 알고리즘. 

Fig.  2 “tracing” algorithm.

2.3 Goal-seeking

  “goal-seeking”은 구성 로 들에 여러 목표 이 주어졌을 

때 각 로 이 사용자(supervisor)로부터 목표 을 일일이 할

당받지 않고 로 간의 최 화 알고리즘 없이 스스로 목표

을 정하고 찾아 가도록 하는 기본 행동이다. “goal-seeking”

의 설계 기 은 다음과 같다.

  →  is injective,

    is goal position of the robot}    (4)

   is given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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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d the closest goal in the given goal set 

2. Check the existence of other robots in the goal boundary 

3. If : the robot is out of   and there are other robots in  ,

Mark taboo list and carry out process 1 except the marked goal in the taboo list

4. Else if : the robot is in  and there are other robots in

                      If: the robot is the closet robot to the goal,

then get the goal.

                      Else: 

mark taboo list and carry out process 1 except the marked goal in the   

taboo list

5. If: the robot does not reach the goal and all indexes are marked, 

                           then set the list as zero and carry out process 1 again.

그림 3 “goal-seeking” 알고리즘. 

Fig.  3 “goal-seeking” algorithm.

그림 6 표 을 기 으로 한 “escort (1)”

Fig.  6 ‘Escort (1)’ based on the target.

이때, 를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기 으로부터 그

림 3과 같은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2.4 Aggregation

“aggregation”은 [14]에서의 먼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14]의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향상

된 성능을 가지도록 재정의한다. “aggregation”의 알고리즘

은 최  범  내에 로 들이 모이도록 하기 해 설계되었

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표 을 기 으로 할 경우와 로

들간의 상  치를 기 으로 할 경우의 2가지로 분리하

여 다음과 같은 설계 기 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     (5)

여기서 는 경우에 따라 다른 로 들이 되거나 표 이 될 

수 있다. 먼  (5)의 설계 기 에 만족하도록 하는 표  기

의 알고리즘을 그림 4와 같이 표 가능하다. 한 로 들

간의 상  치를 기 으로 하여 “aggregation” 알고리즘

을 기술하면 그림 5와 같다. 

If target is outside  ,

Turn toward the target.

Otherwise,

Get Linear and angular velocities of target.

그림 4 표  기 의 “aggregation_c” 알고리즘. 

Fig.  4 Target based “aggregation_c” algorithm.

If nearest agent is outside 

Turn toward local center

Otherwise,

Stop

그림 5 표  기 의 “aggregation_l” 알고리즘. 

Fig.  5 Target based “aggregation_l” algorithm.

3. 환경감시 알고리즘(Escort와 Boundary-Tracking)

본 장에서는 앞서 설명된 기본 행동들을 이용하여 환경 

감시 행동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행동들을 조합

하기 해 weighted sum 방법을 사용하고, 때때로 장애물

이나 각 로 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해 센서 정보를 바

탕으로 기본 행동을 선택하여 사용한다[12-14].  

본 논문에서는 환경감시 임무들  ‘Escort’와 ‘Boundary- 

Tracking’ 문제를 주 심사로 다루도록 한다. ‘Escort’는 이동

하는 표 을 로 들이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면서 표 을 계속

으로 감시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한, ‘Boundary -Tracking’

은 닫힌 형태의 경계선을 따라 로 들을 배치시켜 경계선의 

체  모양을 악하는 행동으로 산불이나 유출된 기름띠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를 계속 으로 추 할 수 있

다. 각 행동은 다음의 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3.1 Escort (1)

  이 에서는 각 로 이 표 으로부터 일정 범  내에서 

각 로 들 간에 특정 거리 이상이 되도록 치시키면서 표

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escort”에 해 설명한다. 기존의 

“escort”[11, 14]와 비슷하나 본 논문에서는 로 들이 

  내에 존재하면서 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신 

일정 거리 이상만 유지하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로 들은 

무리하여 거리를 벌리지 않고도 충돌을 회피하면서 표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6에 이 에서 설명하는 “esc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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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Escort (2)’를 한 표 의 이동방향을 기 으로 한 

로 들의 목표 .

Fig. 7 Goal positions of robots based on the moving 

direction of the target for “Escort (2)”.

에 해 도시되어 있다. 그림 6에 도시된 “escort (1)" 을 실

행하기 해서는 정의된 기본 행동들  “safe-wandering”, 

“aggregation_c”, “dispersion”을 조합한다. 이 경우, 모든 로

들은 표 의 치로부터 경계 역을 알아내고 주변에 근

한 로 들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 “escort (1)”을 수

행할 수 있다.

3.2 Escort  (2)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escort”는 먼  정의된 기본 

행동들 에서 ‘goal-seeking’, ‘tracking’, ‘safe-wandering’을 

조합하여 생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을 심으로 각 

로 들의 목표 을 생성하고 이를 추종하도록 한다. 생성되

는 목표 들은 그림 7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표 의 

이동방향을 기 으로 표 을 둘러쌓도록 설정된다. 그림 7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로 들의 목표 은 일정거리를 유지하

면서 표 의 이동방향을 기 으로 하여 균등하게 배치된다. 

각 로 들이 획득한 표 의 치를 이용하여 독립 으로 이

러한 연산을 수행하면 모든 로 들이 동일한 목표 의 집합

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로 들은 목표 의 집합과 

주변로 들의 치로부터 ‘goal-seeking’을 통하여 하나의 

목표 을 선택하고, ‘tracking’과 ‘safe-wandering’을 통해 충

돌 없이 표 을 둘러싸고 이동할 수 있다

3.3 Boundary tracking

“boundary-tracking”은 산불이나 조 등의 환경재해의 

경계를 추 할 수 있는 조합된 행동으로 모든 로 들이 경

계선 에 치하거나 경계선 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에 “boundary-tracking”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8 (a)와 

같이 경계선 에서 로 들이 정지해 있을 경우 기본 행동들 

 “tracing”, “safe-wandering”, “dispersion”, “aggregation”을 

조합한다. 그림 8(b)와 같이 경계선 에서 로 들이 움직여

야 하는 경우 기본 행동 “tracing”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상수인 속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a) 경계선 에 정 치 됨 (b) 경계선 에서 움직임

그림 8 “boundary-tracking”에 의해 경계선 에 배치되거나 

이동 인 다개체 시스템.

Fig. 8 Multiple robot system positioning or moving on the 

boundary by “boundary-tracking”.

4. 모의 실험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성된 “escort”와 “boundary- 

tracking”의 성능을 확인하기 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모의

실험은 앞서 설명한 4가지 알고리즘에 한 시나리오들(Escort 

(1), Escort (2), Boundary-tracking (정지), Boundary- 

tracking (이동)) 에 하여 수행한다. 모의실험에 사용된 이

동로 은 5 로 하고, 로 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각각 

0.2m로 하며, 기 치와 자세 각은 표 2와 같다. 

4.1 Escort (1)

첫 번째 모의실험은 5 의 로 이 표 을 심으로 한 특

정범  안에 치하면서 각 로 들 간의 간격을 벌리고, 

한 충돌을 회피하는 시나리오이다. 모의실험을 하여 표

은 기 치 (4m, 1m, 0rad)에서 출발하여 이동속도 

 sin(m/s), 각속도  (rad)를 가지고 이동
하고, 모든 로 들은 표 으로부터 반경 2m 이내에 치 시

키며 이 후에는 표 의 속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aggregation_c”), 각 로 들은 최소 1.2m이상의 간격을 가

지도록 하 다(“dispersion”). 이때 이동로 들의 주행 경로

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로 들 간의 충돌을 회피하여 모든 이동 로 들은 표 으로

부터 반경 2m 이내의 역에 치하면서 각각 로 들 간의 

간격이 1.2m이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로 들은 경계선에 치한 후에도 간격을 

벌리기 해 이동하여 재 배치되어 표 을 따라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본 논문에서 수정된 기본행동들의 조

합이 기존의 결과들[11, 14]과 비교하 을 때에도 등한 결

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4.2 Escort (2)

두 번째 모의실험은 표 을 심으로 로 들이 치해야 

할 특정 목표 들을 생성하고, 사용자로부터 치를 할당 받

거나 로 들 간의 의 없이 목표지 으로 이동함으로써 표

을 둘러싸고 이동하는 시나리오이다. 표 의 정보는 앞 

과 같고, 모든 로 들은 표 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일

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본 시나리오에서는 5 의 

로 을 사용하므로 로 들은 자동 으로 표 의 이동방향을 

기 으로 0, , , , 에 치하려 한다. 표 과 

이동로 들의 주행 경로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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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scort (1)” 인 이동로 들의 이동경로

Fig. 9 Route of the robots in “escort (1)”

그림 10 "escort (2)" 인 이동로 들의 이동경로

Fig. 10 Route of the robots in "escort (2)"

10에서 볼 수 있듯이, 표 을 심으로 한 오각형의 꼭지

들은 로 들의 목표 이고, 모든 로 들은 이 목표 들  

하나를 골라 표 을 따라 다른 로 들과의 충돌을 회피하면

서 이동하게 된다.

4.3 Boundary-tracking (1)

세 번째 모의실험은 5 의 로 들이 원형의 경계 에 특

정 간격 이상을 가지고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보여 다. 로

들은 경계선을 찾아 움직이게 되고 경계선의에 치하면 

로 은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원형 궤 은 심이 (7, -1)

이고 반지름이 5m 인 별 모양 궤  에 로 들이 충돌 없

이 각각 3m 내에 치 하도록 한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

듯이 각 로 들은 기 치에서 출발하여 경계 에 배치되

고, 다른 로 들과 2.5m 이상의 간격을 가지게 된다. 앞서 

설명한 기본행동에 따라 로 들이 경계선 체를 둘러싸고 

치하게 된다. 이때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계선 

에 자리를 잡은 로 들도 “dispersion”에 의하여 다른 로

들이 근할 경우 경계선을 따리 이동할 수 있다.(그림 11의 

20sec와 25ses)

4.4 Boundary-tracking (2)

마지막 모의실험은 5 의 이동로 들이 별 모양의 경계선

을 따라 이동하면서 앞서 보인 시나리오와 같이 각 로 들 

간의 간격을 3m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로 들간의 충돌을 

방지 한다. 이 경우 로 들은 경계선 에 치하여도 멈추

지 않고 기존의 속도를 유지하게 되어 경계선 를 따라 이

동하게 되고 “dispersion”과 “safe-wandering”에 의해 서로 

간격을 벌리면서 로 간의 충동을 피하게 된다. 그림 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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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oundary-tracking (1)” 인 이동로 들의 이동경로

Fig. 11 Route of the robots in “boundary-tracking (1)”.

그림 12 “boundary-tracking (2)”  이동로 들의 이동경로

Fig. 12 Route of the robots in “boundary-tracking (2)”.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로 들이 기 치로부터 출

발하여 경계를 따라 이동하면서 로 들 간 3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행동기반 다개체 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계

선 추 과 호 임무에 용한다. 기존의 기본 행동들

(“aggregation”, “tracking”, “tracing”)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기본행동 (“goal-seeking”)을 소개하 다. 정의된 기본 행동

들을 조합하여 표 을 일정 범  내에서 추 하거나, 표 을 

기 으로 목표 을 설정하여 로 들이 그 목표 에 치하

여 표 을 추 하는 두 가지 방식의 호 (escort) 임무를 구

성하 고, 한 로 들이 경계선 에 치하거나, 경계선을 

따라 이동하는 경계추 (boundary-tracking) 알고리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하 다. 이 게 환경감시 알고리즘을 기

본 행동을 정의하고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구성함으로

써 설계 알고리즘과 코드의 재사용성을 증가시키고 가의 

로 에 용 가능성을 향상시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제 구

 가능성을 증 시킬 수 있다. 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임무에 로 시스템을 용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더 나아가 새로운 “goal- 

seeking”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간섭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행동기반 환경감

시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실제 환경에서의 구  가능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  검증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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