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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있어야 한다. Execution Monitoring system이 바로 이
런 로봇의 계획된 행동에 대한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인 모바일 로봇의 행동은 불확실하거나 변화

실패를 분류한다.

하는 환경에서 강건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기존의 Execution Monitoring system[1]은 예측모델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실행하면

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 값이나 Sensor의 예상 결과

서 발생하게 되는 움직임과 계획 또는 환경적 요소에

값 또는 Semantic정보[2]중 하나만을 이용하여 실제

서 비롯된 예외적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

로봇이 행동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여 행동의 성공여

는 능력이 필요하다. Execution Monitoring이란 로봇

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Execution Monitoring 은

수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을 구분하는

치적 Sensor Data(RangeFinder,Sonar,Encoder를 수치

데 있어서 Sensor Data와 Semantic 정보를 이용한

적으로 표현)와 Semantic정보를 함께 적용하여 예외적

Execution Monitoring을 제한하고 있다.

상황을 판단 할 수 있다.

II. 본론
I. 서론
2.1 Semantic information

실생활 환경에서의 모바일 로봇은 변화하거나 예상
하지 못한 환경에서 계획한 행동을 안전하고 이상 없

그림1에서와 같이 Semantic information은 Object들

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이 행동하

에 대한 지식들을 나열한 것으로써 각각의 Class들과

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실행하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보여준다.

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제 세계는 다양한 변수들

예를 들자면 거실이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Object들은

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맞추어 계획을 세

소파, TV, 액자 등이 있고 이것들의 위치정보들 또한

운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로봇은

연관지어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쓰이는 Semantic

반드시 계획된 행동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판단할 수

information은 Description Logics[2]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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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는 정상적인 주행이 이루어진 경우로
써, 수치적 Sensor정보가 오차범위내이고 공간적 물체
가 인식된 경우이다. Case2의 경우는 주행이 조금 어
긋난 경우로써 Sensor Data의 정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 왔지만, 공간 내의 Object를 인식 못했을 경우이
다. Case 3 경우 또한 주행이 어긋나서 수치적 Sensor

그림1. Semantic information

정보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이지만 Object를 인
식하게 되어 Semantic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정상적인

2.2 Execution Monitoring.

주행으로 판단되었다. Case 4는 잘못된 공간으로 이동

본 논문에 제시한 Execution Monitoring은 Sensor
Fusion을

이용한

확률적

모델을

기반으로

된 경우로써 Sensor Data의 Grometry한 정보는 같지

Vision

만

System의 물체인식에서 생성된 Semantic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성공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혀

다른

Sensor정보가

P(x|Zs,Zv)는

공간의

Object가

오차범위를

인식되어

벗어나진

수치적
않았지만

Semantic정보가 어긋났기 때문에 실패한 주행으로 판

Sensor Data와 Semantic information이 있을 시에 로

단되었다.

봇이 X 위치에 있을 확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나게 된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수식 

Table1에서

보듯이

Sensor

Data가

실패하더라도

Semantic 정보를 통해 성공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판

  로봇의 위치

단할

      
     정보

Monitoring과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제한한 방법은

수

있다.

요약하자면

기존의

Execution

Sensor Fusion을 이용한 확률적 모델로 이동결과에 대

여기서 Zs는 Sensor Data들을 말한다. Zv는 기존 연구

한 성공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의 Vision System에서 얻어진 Semantic정보를 말한

는 예외 상황 또는 성공 상황에 대한 Sensor들의

다.[4] Zs,Zv는 조건부 독립을 가정하였고, P(Zs|x1)는

Meta Rule를 정의 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

LikeHood이다.

을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논문시사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일부는 『2단계 BK21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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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원의 21세기 프론티어 과제의 지능 로봇 사업의 지
원을 받았음.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Case에 대해 로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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