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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봇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작업 및 경로 계획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경로 생성을 순차적
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작업이 많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경로 생성의 소모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작업 및 경로 계획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독립적인 경로 생성 문제를
만들어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에 대한 실험을 통해 작업 및 경로 계획에서 경로 생성
이 소모 시간의 95% 이상을 차지함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및 경로 계획의 병렬화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1. 서론
최근 지능형 로봇의 발달로 인해 로봇의 작업
수행 능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소나 요리와
같은 보다 복잡한 작업의 자동화 또한 요구되는
추세이다. 이런 작업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 로봇의
작업 계획(task planning)과 그에 맞는 로봇의 경로
생성(motion planning)이 필요하다. 작업 및 경로
계획(task and motion planning)이란 두 플래너를
결합한 방법으로서 로봇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연속된 행동과 경로를
생성한다. 로봇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물체들의 이동을 연속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및 경로 생성은 고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작업 및 경로 생성의 고차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2].
하지만, 작업 및 경로 생성 문제는 작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탐색 공간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각
작업 계획에 대한 경로 생성 문제의 수도 많아져
여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시간의 소모가 증가하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주변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경로 계획 시간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작업 및 경로 생성의 계획 시
간 문제에 대한 병렬화 필요성을 고찰한다. 작업 경
로 생성 문제 중 경로 생성이 시간 소모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계획 시간을 단축
하기 위해 기존 알고리즘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경로 생성을 독립적인 경로 생성 문제로 바꾸고 이
를 multi-core thread에 분배하여 병렬적으로 계산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병렬적인 경로 생성 계획을 통한 빠른 작
업 및 경로 계획 생성 개요도
동들의 순서를 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경로 생성은
기하 공간을 고려하여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의 경로를 구한다.
작업 및 경로 계획은 작업 계획의 행동 선택과 경
로 생성의 기하 공간상의 경로 생성을 결합한 것이
다. 작업 계획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로 생성
은 행동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로를
구한다. 경로 생성이 성공할 경우 이전 행동의 마지
막 상태를 시작 상태로 가지는 다음 행동에 대한 경
로 생성을 진행하고, 경로 생성이 실패할 경우 실패
원인을 고려하여 다른 작업 계획을 찾는다.
기존의 작업 및 경로 계획 연구는 위와 같이 행동
의 순서에 따라 경로 생성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경로 생성을 수행할 경우 행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탐색 공간이 늘어나고 각 작업
계획에 대한 경로 생성의 수도 많아져 시간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 [표 1]. 따라서 이 시간 소모를 줄이

2. 본론
2.1 작업 및 경로 계획
작업 계획은 기하 공간(geometric space)은 고려
하지 않고 시작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추상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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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던 행동의 경로 생성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작업 및 경로 생성의 병렬화
경로 생성 문제들을 Multi-core CPU의 thread에
분배하여, 작업 및 경로 계획 문제를 병렬적으로 빠
르게 해결하고자 한다. 여러 경로 생성 문제들을 병
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행동에 대한 경로
생성 문제를 독립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k 개의 행동이 있을 경우 k 개의 독립된 경로 생성
문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제안된 방법의 전체적인 개요를 나타낸
다. 기존 작업 및 경로 계획에서 행동에 대한 경로
생성을 수행할 경우, 행동의 목표 상태에 해당하는
주변 환경의 상태와 로봇의 상태를 샘플링을 통해
얻어내고, 경로 생성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로를
생성한다. 만약 경로 생성이 성공할 경우 목표 상태
는 다음 행동의 시작 상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
든 행동들에 대해 독립된 경로 생성 문제를 구축하
기 위해, 모든 행동의 시작 지점과 목표 지점을 샘플
링을 통해 설정한다. 첫 행동을 제외한 행동들의 시
작 시점은 이전 행동의 목표 지점이 된다. 행동들이
시작 지점과 목표지점을 각각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의 행동에 대해 독립적인 경로 생성 문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구축된 독립적인 경로 생성 문제들
을 Thread에 분배하여 병렬적으로 계산한다. 만약
경로 생성에 실패할 경우 실패한 작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구하고 위 과정을 반복한다.

(a)

(b)

(c)

[그림 2] 각각 물체 2개, 물체 3개, 물체 4개의 쌓
여진 물체를 다른 배열로 쌓는 실험
증가한다. 각 행동에 대한 경로 생성 문제를 독립적
으로 구축하고 이를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순차적인
경로 생성에서 행동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
는 시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작업 및 경로 계획에서 각 작업에
대한 경로 생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병렬적으로 경
로 생성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순차적으로
계산되던 경로 생성 문제를 독립적인 여러 개의 경
로 생성 문제로 만들어 이를 병렬화해서 해결한다.
실험을 통해 작업 및 경로 계획 문제에서 경로 계획
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안된 병렬화 방법을 통해 소모 시간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병렬화의 장점을 이용해 하나의 작업 계획이
아닌 여러 후보 작업 계획에 대한 경로 생성을 하여
여러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이때 메모리와 계산 효
율, 그리고 생성된 경로의 재사용을 고려한 작업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 연구로 발전시킬 것이다.

2.3 실험
본 논문에서는 물체의 개수를 다르게 하여 쌓여진
물체를 다른 배열로 쌓는 실험을 하였다 [그림 2].
실험 환경은 TMKIT[3] 시뮬레이터에서 7 자유도의
Baxter 로봇 팔을 사용하였다. 작업 및 경로 계획
알고리즘은 IDTMP[1]로 실험하였고, 모션 플래너는
RRT-Connect를 통해 경로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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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2의 실험 결과. Motion ratio는 전체 계
획 시간에서 경로 계획이 차지하는 비율
Task
Motion
Motion
time (s)
time (s)
ratio
실험 (a)
0.190
4.22
95.7 %
실험 (b)
1.664
161.76
99.0 %
실험 (c)
13.197
401.25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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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그림 2의 (a), (b), (c) 문제를 5번씩 실험하
여 작업 계획과 경로 생성의 시간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이다. 물체가 많은 실험일수록 행동의 개수가 많
고 복잡해진다. 모든 실험에서 경로 생성에 걸리는
시간이 전체 계획 시간의 95% 이상 차지하였다. 이
는 작업 및 경로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경로
생성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순차적인 경로 생성에서 행동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탐 색 공간 이 증 가 하 여 경 로 생성 의 소 비 시 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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