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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지능형 로봇 – 인간형 로봇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

행동기반 기술

적응진화 기술

인공생명

연구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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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 로봇

정의 :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로봇을 지칭

역할 :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을 대신해 주고 인
간의 행동을 모방

필요한 기술 : 인간의 형태를 모방하기 위한 기계공학 기술 + 인
간의 지능과 감정을 모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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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인간형 로봇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자율 에이전트
기술

사용자 모델링
기술

행동기반 로봇
기술

인지사회성
기술

적응진화 기술 모방학습 기술



5

에이전트 기술: 자율 에이전트 기술

자율 에이전트 : 동적으로 변하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내에서 시
간적 순서에 따라 목표나 동기를 만족

Dynamic Motion Planning

행동선택과 경험으로부터의 학습이 필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력을 통해 작업을
수행

로봇 축구 시뮬레이션

에이전트 상호작용

협력 (Cooperation)

조정 (Coordination)

협상 (Negotiation)
cooperative adaptive

autonomous

Collaborative learning agents

Cooperative agents Interface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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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기술: 사용자 모델링

사용자 모델링 기술

사용자의 행동을 모델링

베이지안 네트워크, 신경망, 규칙기반 시스템

예: 사용자의 수준에 맞추어 Excel 사용을 도움(Microsof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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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기반 기술

기존의 로봇 제어 방법

계획을 통해 로봇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성

문제점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행동기반 인공지능

즉각적으로 입출력을 결정하는 행동모듈을 이용

여러 행동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위 수준의 행동 구현

장점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융통성 있는 로봇 설계가 가능

인지적 로봇

사회성 기술

인간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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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C의 행동기반 제어모델(Humanoid Robot)

Spreading activation network를 사용하여 행동을 제어

ISAC행동 제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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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진화 기술

모방을 통한 학습

사람은 모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

동기 유발 학습

특정 ‘동기’에 강화 시그널을 주어 행위를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
성을 높임

공진화 학습

기존의 진화 알고리즘과 다르게 목표가 변화하며 외부에서 완전히
정의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

기본 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습득

소프트 컴퓨팅 기술

신경망/퍼지/유전자 알고리즘의 통합기술

상호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성능의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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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형 로봇: KISMET

흥미로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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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명: 개요

동기

생명이란 무엇인가?

목표

인공물의 자동설계 및 생성을 위한 진화과정의 메커니즘 탐색

정의(C. Langton)

생명체의 특성을 보이는 인공시스템에 대한 고찰

인공물에 생명거동을 합성함으로 분석에 의한 생물학 보완

현존하는 생물의 한계를 넘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토대 마련

분석
전역제어
정적 모델링

합성
국소제어
동적 모델링

Life-as-it-could-be life-as-we-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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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명: 기본개념

생명의 특성
시공간상의 한 패턴

자기복제 가능

자기를 표현하는 정보의 저장소

물질대사

환경과의 기능적 상호작용

기관의 상호 의존성

교란에 대한 안정성

진화성

기본 개념
창발

개체의 발생

조직체의 개별적 학습

종족의 발생

문화의 발생

환경과의 동작 상호작용
동적 적응 행동

셀 셀

기관 기관

조직 조직

집단 집단

문화 문화

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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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서 인공생명으로

초점의 변화

공학적 방법으로서의 가능성

복잡성의 자동진화

웨트/소프트/하드웨어의 자기조직화

명시적 설계가 필요없는 지능의 창발

• 명시적 정의
• 지능적 해
• 기호 처리

인공지능

• 창발적 시스템
• 지능적 행동
• 연결주의

인공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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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명: 연구분야

인공생태계

게임이론적접근방식 학습이론적접근방식

(자율적지능)

유전자알고리즘

(병렬분산형분류학습)

발생적알고리즘

자기증식
셀룰라오토메타

형태형성
L-시스템

자기복구

카오스, 프렉탈차원의이론 (미시적조직화)

조직적
생명거동
모델

•신경망
•면역계
•홀몬계

구축요소적
생명거동
모델

•효소
•유전자
•자기조직화

생명거동의생성

(인공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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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명: 연구사례

셀룰라 오토메타를 이용한 동적 모델링

Langton : 아담의 루프

De Garis : 인공두뇌

자기복제 과정의 모델링

Lindenmayer : 발생모델

진화 시스템

Todd : 진화적 예술

Ray : 디지털 생태계

Koza : 유전자 프로그래밍

행동 모델

Brooks : 포섭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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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Robotics

영국의 Sussex University

Inman Harvey

신경망의 진화

Phil Husbands

로봇을 위한 신경 시스템의 진화

이탈리아

Stepano Nolfi

스위스

Dario Flore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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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Robotics: Jordan Pollack

공진화를 이용한 로봇의 자동설계

Golem Project

파이프 형태의 기본 요소를 결합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물체를 생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화 시간을 축소

실제 로봇 제작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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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Pollack
Evolving L-System to Generate Virtual Creature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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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ims: 진화 생명체

수영하기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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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ims: 진화 생명체 (2)

점프하기 따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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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Sims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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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로봇 제어기

규칙 기반 시스템 : 퍼지 논리 제어기

입력 : 8개의 거리감지 센서값

출력 : 2개의 모터속도

유전자 알고리즘

소속함수의 타입을 제외한 퍼지 논리 제어기의 모든 파라미터 조정

최대 세대 : 1000

50% 집단 overlapping, 최우수 개체 보존 전략

교차 : 0.5, 돌연변이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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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

퍼지 시스템의 내부 파라미터

퍼지 집합 수

퍼지 집합의 모양

퍼지 규칙

퍼지 규칙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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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규칙기반 시스템의 진화

염색체

변수의 퍼지집합 코딩
규칙의 코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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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적합도변화 최우수 개체의 실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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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라 오토마타 기반 신경망을 이용한 로봇 제어

신경망의구조결정단계 신호전달단계 Khepera시뮬레이터

적합도

진화

염색체

신경망

센서의 값

양쪽 바퀴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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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환경에서의 진화

+
_

1

5

22 10

6

4

3

9
7

실험결과 진화된신경망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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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모듈의 결합

다중모듈의 결합

복잡한 문제 → 작고 쉬운 부문제들의 결합으로 해결

각각의 모듈 학습

각 모듈의 결합을 통한 목표문제 해결 완성

기본행동의 결정

배터리 충전하기

직진하기

빛 따라가기

장애물 회피하기
배터리 충전

영역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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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기반 다중 모듈 결합

(a) 조건 1 (b) 조건 2 (c)  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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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선택 방법을 이용한 모듈결합

규칙 기반 모듈 결합

여러 개의 규칙을 기반으로 모듈 선택을 결정

규칙 설정의 어려움과 유연하지 못한 상황 대처

행동선택 방법론

생물학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행동선택 계산 모델 제시

저수준의 행동결합을 통해 고수준의 행동 창발

유연한 상황 대처

문제 정의

CAM-Brain을 이용하여 진화된 기본 행동 모듈들을 Maes의 행동선
택방법론을 이용하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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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구조

선행조건

추가조건

삭제조건

활성도

실행코드

입력 출력

PREDECESSOR 연결

SUCCESSOR 연결

CONFLICTOR 연결

목표

외부환경 센서

PREDECESSOR 연결

SUCCESSOR 연결

CONFLICTOR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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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선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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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0

1

2

3

4

5

1 501 1001 1501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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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능형 로봇의 설계

기계적인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

친화성 있는 로봇의 설계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자동적인 설계 기능의 구현

인공지능/인공생명 기술의 접목

인공지능 : 수학적/논리적 원리를 이용

인공생명 : 생태계의 원리를 응용

발전방향

인공생명의 창의적인 결과를 기존의 인공지능 연구결과에 접목한 로
봇기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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