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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능형 에이 트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에이 트 행동 생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형 행동 선택 네트워크와 STRIPS 계획 시스템을 이용

한 가정환경 서비스 에이 트의 행동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행동 선택 네트워크는 재 상태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

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목 별로 모듈화하여 설계한다. 한 

특정 서비스의 수행을 목 으로 하는 네트워크와 공통된 

목 을 수행하기 한 네트워크를 독립 으로 설계하여 네

트워크를 재사용하고, 활성도 계산량을 인다. 반응형 계획 

시스템은 재 상황에 맞는 빠르고 유연한 행동을 생성할 

수 있지만 복잡한 목 을 가진 서비스 요구에 응하기 힘

들다. 따라서 STRIPS언어를 이용한 계획 기반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행동 선택 네트워크의 

시 스를 생성한다. 실험을 통해 모듈형 행동선택 네트워크

의 활성도 계산량 감소를 증명하 으며, 제안하는 방법을 

Unity3D를 이용하여 구 한 가정환경 시스템에 용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키워드: 서비스 에이 트, 모듈형 행동선택 네트워크. 

STRIPS 언어, 계층  계획 시스템

Abstract Recently, agent research about generating 

behaviors for achieving specific goals have been con-

duc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method using 

STRIPS planning and modular behavior selection 

networks. The behavior selection network (BSN) can 

generate actions quickly by taking the current context 

into account. and it is designed for specific goals to 

reduce computation of activation. The module consists of 

specific networks and common networks. The former is 

for specific goal and the latter is for common goal. These 

two kinds of networks are designed independently for 

reusing and reducing the computation of activation level. 

The reactive system like BSN can generate behaviors 

flexibly and quickly. However, it is not easy to be applied 

to complex problems. The STRIPS planning can generate 

the sequences of behavior selection networks for solving 

complex problems. To verify the us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we apply the method to the home 

environment implemented using Unity3D. Experimental 

results confirm the reduction in computation.

Keywords: service agent, modular behavior selection 

networks, STRIPS language, hierarchical 

planning system

1. 서 론

최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자 편의를 증 하기 

해 지능형 에이 트의 행동을 생성하기 한 연구가 주

목받고 있다. 통 인 계획 방법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시 스를 생성하고 에이 트의 행동을 수행하 지만 변

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반

면 반응형 방법은 센서정보를 통해 재 상황을 악하고 

상황에 맞는 에이 트 행동을 빠르고 유연하게 생성하지

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복합 시

스템은 두 시스템의 융합으로 상호 단 을 보완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환경 서비스 에이 트의 행동생성

을 해 STRIPS 언어의 계획 생성 방법과 모듈형 행

동선택 네트워크의 복합 방법을 이용한 시스템을 제안

한다. 사용자의 요구를 단순 요구와 복합 요구로 구분하

고, 단순 요구에 응하는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설계한

다. 행동선택 네트워크는 단순 요구에 응하는 네트워

크와 여러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공용 목 을 달성하기

한 네트워크로 설계한다. 사용자의 복합 요구에 의한 

행동선택 네트워크 모듈의 시 스를 STRIPS 계획 방

법을 사용하여 생성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Unity3D를 이용하여 구성한 가정환

경에 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하 다.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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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모듈형 행동선택 네트워크의 활성도 계산량 

감소를 증명하 다.

본 논문은 총 5 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서는 행동 

생성을 한 연구를 소개하고 3 에서는 제안하는 행동

선택 네트워크와 STRIPS를 통한 에이 트 행동생성 

방법에 하여 기술한다. 4 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한 

실험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며, 5

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과제에 해서 검토한다.

2. 련 연구

2.1 지능형 에이 트

지능형 에이 트는 학습･추론･계획 능력  하나 이

상의 능력을 갖는 에이 트를 말한다[1]. Yoon 등은 사

용자의 의도에 응하기 한 지능형 에이 트 시스템

을 제안하 다[2]. Toan 등은 지능형 에이 트 기반의 

자동화 웹서비스 구조를 제안하 다[3]. 이처럼 최근 다

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자의 편의성 증가를 한 지

능형 에이 트를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행동선택 네트워크

에이 트의 행동생성을 해서 환경정보에 따라 반응

으로 한 행동을 생성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Maes가 제안한 행동선택 네트워크(Behavior Selec-

tion Network: BSN)는 목 을 달성하기 해 동물의 

행동발  모델을 네트워크로 제안한 것으로, 환경, 목 , 

행동노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활성도를 계

산하여 목 을 달성하는 방법이다[4]. 하지만 실 인 

문제에 용하기 해 행동노드와 목 의 수를 늘리면 

목 들이 충돌하거나, 선택된 행동이 실제 환경에서 수

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Tyrrell은 목 별 네트워크 모듈화를 

통해 목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 다[5]. Decugis 는 

선택된 행동의 실세계 반  여부를 악하기 한 환경

노드 사용을 제안하 다[6].

2.3 하이 리드 계획 시스템

통 인 계획시스템의 행동생성 방법은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한다. Kemke 등은 STRIPS를 

이용한 계획 시스템을 설계하여 여행 시스템에 용하

다[7]. Breuer 등은 통  계획시스템을 확장하여 사

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로  Johnny를 개발하 다

[8]. 이러한 통 인 인공지능 방법은 주어진 환경과 

문제에 종속 이면서 많은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유연하고 빠르게 행동을 생성하기 어렵다.

반응 인 행동생성 방법은 재 환경에 맞는 행동을 

유연하고 빠르게 선택한다. Bryson 등은 시맨틱 웹 서

비스를 하여 계층  반응형 시스템을 제안하 다[9]. 

각 에이 트에 독립 인 반응형 시스템과 각 요소들을

표 1 계획 시스템의 련 연구

Table 1 Related work of planning system

Author Method Type of system

Kemke et al. [7] STRIPS
Classical 

planning

Breuer et al. [8]
Hierarchical 

Task Network

Classical 

planning

Bryson et al. [9]
Priority based

reactive system
Reactive system

Gardiol et al. [10] POMDP Reactive system

Palomeras et al. 

[12]

Reinforcement learning 

and Petri nets
Hybrid system

Bartak et al. [13]
SGPlan and 

Greedy bots
Hybrid system

최 화 하기 한 상  반응형 계획시스템으로 설계하

다. Gardiol 등은 로 의 행동 제어를 하여 부분

찰 마코  의사결정 방법(Partially Observable Markov 

Decision Process: POMDP)을 사용하 다[10]. 하지만 

이러한 행동기반 방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하기 어렵다.

두 방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한 하이 리드 시스템

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행동을 생성할 수 

있다[11]. Palomeras 등은 수  차량 제어를 해 반응, 

실행 임무의 세 계층으로 설계하 다[12]. Bartack 등은 

동 으로 변하는 게임환경에서 3개 타입의 반응형 에이

트의 행동을 통 인 계획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비

교하 다[13]. 표 1은 계획시스템의 련 연구이다.

3. 제안하는 방법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서비스 응을 해 가정

환경 에이 트의 하이 리드 행동선택 시스템을 제안하

다[14].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증명한다.

3.1 시스템 구조

Yoon 등은 사용자의 의도를 단순의도(Single service 

request)와 복합의도(Complex service request)로 정의

하 다[2]. 본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단순의도는 특정 장

치 하나를 조정하기 한 요구로, 복합의도는 다수 장치

의 조정이 필요한 요구로 정의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의 구조이다. 사용자 서비스 

요구 분석 모듈에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분류한다. 행동

선택 네트워크 모듈은 서비스 모듈(Service behavior 

selection network module)과 공용 네트워크(Common 

behavior selection network module)의 두 계층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모듈은 사용자의 단순 서비스 요구에 

응하기 한 에이 트의 행동을 생성하는 네트워크이

다. 공용 네트워크는 서비스 모듈들 사이에서 공용으로 



690 정보과학회논문지 : 컴퓨 의 실제  터 제 19 권 제 12 호(2013.12)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architecture

사용되는 네트워크로 서비스 네트워크 모듈들 안의 공

용 행동 노드가 선택되었을 경우 수행된다. STRIPS 계

획 모듈은 STRIPS 계획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요구에 

응하기 한 BSN의 시 스(Sequence)를 계획한다.

3.2 모듈형 행동선택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는 행동선택 네트워크를 특정 목 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설

계한다. 한 각 네트워크는 실제 환경에서의 행동 수행

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 수행 노드를 갖는다.

정의 1. Maes의 BSN (MBSN)     이때 

  는  환경 (Environment),    

는 행동 (Action),    는 목  (Goal)의 집

합이다. Maes의 BSN에서 각 노드의 활성도를 비교하

는 최악 계산량 는 행동 노드의 개수 ⌗ , 환경의 

개수 ⌗, 목 의 개수 ⌗, 그리고 각 노드간의 선행

자 연결 개수 ⌗, 후임자 연결 개수 ⌗, 충돌자 연결 

개수 ⌗의 총합을 곱하여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  (1)

MBSN이 하나의 목 을 갖도록 모듈화하는 Tyerrell

의 모듈형 BS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2. Tyrrell의 모듈형 BSN     이며 

활성도 최악 계산량은 식 (2)로 표 되며 이때 ⌗⌗

⌗⌗ 을 ⌗로 표시된다.

        ′⌗
⌗⋅⌗⌗⌗⌗

⌗
⌗⋅⌗

 (2)

실제 환경에서 선택된 행동의 수행 유무를 알기 해 

Decugis는 환경노드(Environment node) 를 제안하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확장된 모듈형 BSN은 

다음과 같다.

정의 3. 제안하는 모듈형 BSN   이때 

는 특정 목 을 해서 수행되는 BSN이고  는 공용 

목 을 해서 수행되는 BSN이다.

                ′′    (3)

정의 4. 특정 목표 BSN (Specific BSN) 

      이때 는 특정 목 을 수행

하기 한 목표이며, 는 공용 BSN을 수행하기 

한 행동 노드(Common node)이고 활성도 계산량은 식 

(4)와 같다. 그림 2는 설계한 라디오 조정 BSN이다.

     ⌗

⌗ ⌗⋅⌗ ⋅⌗
 (4)

그림 2 라디오 조정 BSN

Fig. 2 Radio Management BSN

정의 5. 공용 BSN(Common BSN)  

이고, 이때 는 공용 BSN의 목표이며   와 연결되

며 활성도 계산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5)

공용 BSN 는 에서 환경 집합의 교집합  ∩  

∩ 와 동일한 선행조건, 추가조건, 삭제

조건을 갖는 행동노드  ∩∩ 

을 하나의 공통된 목  로 모듈화하여 설계된다. 그림 

3은 제안하는 모듈화 BSN의 구조이다.

그림 3 모듈화 BSN의 구조

Fig. 3 Construction of modular B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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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TRIPS 계획 설계

통 인 계획 방법에서 STRIPS언어는 에이 트가 

속한 환경을 고려한 행동 시 스를 생성하여 목 을 달

성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요구의 목 으로 

모듈화된 BSN의 시 스를 STRIPS언어를 이용하여 생

성한다. STRIPS언어는 행동(Action)과 계획(Plan)으로 

계층 으로 구성된다. 행동은 행동이 수행되기 해 만

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수행 후 재 상태에 변화를 주

는 효과를 정의한다. 를 들어 재 장치의 상태 정보를 

획득하기 한 "Get_info"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Action: Get_info(devide)

Mode: Collect information

Precondition: At(complex service)

Effect: Update_info(device)

정의된 “Get_info”행동의 선행 조건은 복합 서비스를 

요구받았을 때이며 효과로는 장치 정보를 갱신한다. 각

각의 행동으로 구성된 시 스를 생성하기 한 계획을 

정의한다. 표 2는 복합 서비스  하나인 “Control Appli-

ances”의 수행단계별 행동의 정의이다.

단일 서비스 BSN의 목 과 행동들로 구성된 시 스

는 시 스 큐에 장된다. 그림 4는 시 스 큐에서의 수

행 과정이다. 하나의 BSN이 수행된 후 큐에 남아있는 

행동이나 목 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복합 서비스

를 완료한다. 한 시 스 수행  문제가 발생하면 외

처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달한다.

표 2 Control Appliances 계획

Table 2 Plan of Control Appliances

Plan Action Precondition Effect

Acquire 

the state 

of device

Get_info

(TV)

At(Control 

Appliances)

Update_info

(TV)

Get_info

(Radio)

At(Control 

Appliances)

Update_info

(Radio)

Get_info

(Airc.)

At(Control 

Appliances)

Update_info

(Aircond.)

Manageme

nt device

Control

(TV)

At(TV), Info(TV, 

On)

Finish

(TV)

Control

(Radio)

At(Radio), 

Info(Radio, On)

Finish

(Radio)

Control

(Airc.)

At(Airc.), Info(Airc., 

On)

Finish

(Airc.)

Pass(TV)
At(TV), Info(TV, 

Off)

Finish

(TV)

Pass

(Radio)

At(Radio), 

Info(Radio, Off)

Finish

(Radio)

Pass

(Airc.)

At(Airc.), Info(Airc., 

Off)

Finish

(Airc.)

Finish 

Control 
Finish

Finish(TV),

Finish(Radio),

Finish(Airc.)

Finish(Control 

Appliances)

그림 4 복합 서비스 수행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complex service

4. 실험결과  분석

4.1 모듈의 수에 따른 활성도 계산량 변화

MBSN과 제안하는 방법의 활성도 계산량 차이를 비교

하기 해 노드의 수는 10-35까지, 목표의 수는 5-10까

지 변화를 주었으며 그 외의 조건을 동등하게 설정하

다. MBSN은 최소 250에서 최  1050의 비교 횟수를 갖

는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최소 32에서 최  133의 비교횟

수를 갖는다. 한 노드의 수가 목표의 수보다 계산량에 

더 많은 향을 다. 그림 5는 활성도 계산량 결과이다.

그림 5 MBSN과 제안하는 방법의 활성도 계산량

Fig. 5 Activity computation of MBSN and proposed method

그림 6 Unity3D를 이용해 구 한 가정 환경

Fig 6. Home environment using Unity 3D

4.2 에이 트 행동생성 유용성 평가

제안하는 시스템을 Unity3D를 이용하여  그림6과 같

이 가정환경 서비스 에이 트에 용하 으며 NodeXL을 

사용하여 BSN 활성도를 시각화했다. 표 3은 정의한 가정

환경 서비스의 종류이며,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한 복합서비스의 수행시 활성도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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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정환경 서비스

Table 3 home environment service

Single
TV Control, Radio Control, Light Control, 

Air-conditioner Control

Complex Saving energy, Control Appliances

Radio 1_Off selection (  )

Identify_Pro. selection (  )

Aircon 1_Off selection (  )

그림 7 BSN의 활성도 변화

Fig. 7 BSN Change of activation level

토요일 오후 3시, 에어컨을 틀고 방에서 라디오를 듣

던 보던 사용자는 친구의 화를 받고 외출을 한다. 외

출시 에서 사용자는 에이 트에게 가 제품 상태조

정 명령을 내린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의도에 응하기 한 에이

트의 행동생성을 한 STRIPS언어와 모듈형 행동선

택 네트워크의 하이 리드 방법을 제안하 다. 모듈형 

행동선택 네트워크는 공용 선택 네트워크와 특정 목

을 한 네트워크로 설계하 으며, 실험을 통해 활성도 

계산량의 감소를 입증하 다. 한 제안한 방법을 

Unity3D를 이용하여 구 한 가정환경 에이 트에 용

하여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향후에는 다수의 서

비스를 한 모듈형 BSN과 복합 서비스를 응하기 

한 STRIPS 설계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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