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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정로봇이 환경을 관찰하여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사람 위치, 사물, 사람 감정, 

행동)를 통합하여 고차원의 인지기능을 모방하는 인지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정보의 통합을 통해 제안

하는 모델은 사람이 하루의 일정을 수행할 때 구별 가능한 기본 단위인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순

차적인 이벤트를 인식하여 미래 계획까지 예측한다. 기존 계획 인식(Plan Recognition) 분야에서 가정하

는 정제된 이벤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제안하는 모델은 자동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한다. 

실험을 통해 게임과 같은 한정된 도메인의 문제뿐만이 아닌 무한한 이벤트가 존재하는 실제 생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크기가 조정된 터틀봇을 활용하여 실제 가정환경처럼 구성된 실험실에서 로봇이 사

람을 항상 따라다니며 실시간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로봇이 사람의 일정을 약 90% 구분 

가능하였다.  

 

1. 서  론 

인공지능의 발전은 과거 전문가 시스템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사람을 돕는 로봇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따라서 대중들은 로봇이 고차원의 인지기능을 

탑재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더 나아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그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개념을 쌓아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보의 

개념화 방법은 [1]에서 제안하는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각-언어에 연관된 개념망 형성 방법이 연구되었다. 

또한 미리 정의된 개념을 통해 계획 인식 (Plan 

Recognition)을 수행하여 상황 및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하는 연구는 [3][4]에서 이루어 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능시스템을 

위한 자동 개념망 형성 방법과 그에 따르는 일정 인식 

방법이 혼합된 새로운 인지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관찰자가 관찰대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key hole’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림 1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가정로봇이 사람을 

관찰하며 관찰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 후 

생성된 라이브러리의 관계를 파악하여 계획을 인식하고 

미래의 계획을 예측한다. 본 시스템은 2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관찰대상의 정보 수집 모듈, 두 

번째, 자동 계획 라이브러리 생성 및 인식 모듈로 

구성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관찰대상 정보 수집 모듈 

관찰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 수집 모듈들을 모두 구현하였다.  

 SLAM: 로봇 위치 파악 및 지도생성을 위해서 

tinySLAM[5]을 사용하였다.  

 Human Detect and Follower: 가정로봇이 관측대상인 

사람을 실험 시간내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위해 

관측대상만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YOLO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 [6]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Object Recognizer and Detector: 가정로봇이 

관찰대상을 항상 따라다니는 중, 설치된 Xtion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서버에 수신 받는다. 

서버에서는 수신 받은 이미지를 R-CNN[7]을 통해 

물체 감지 및 인식한다.  

 Activity Recognizer: 강인한 사람 행동 인식기를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특징점 벡터를 설계하였다. 

제안하는 특징점 벡터는 3개의 RGB그리고 깊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추출했으며, 시간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Spatio-Temporal Interest Point (S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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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와 Spatio-Temporal Depth Cuboid Similarity 

(STDCS) [9] 그리고 순간적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넷을 인식하기 위해 고안된 미리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의 최상위 레이어의 특징점을 합친 

새로운 특징점 벡터이다. 이를 Softmax로 학습시켰고 

구분하려는 행동은 총 9가지 (마시기, 핸드폰사용, 

노트북사용, 앉아있기, 걷기, 앉기, 눕기, 

일어나기)이다.  

2.2 딥 개념 계층망을 이용한 자동 단위 이벤트 생성 및 

계획 인식 

계획 인식에 필요한 계획 라이브러리 L은 tuple로 

정의된다.  

L = (A,G,R,P), 

A는 유한 집합의 기본 행동, G는 유한집합의 목표, R은 

목표를 위한 보조 목표 집합, 그리고 P는 목표를 위한 

생성규칙들이다. 전통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실생활의 

모든 이벤트들을 라이브러리로 직접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심층 개념 계층망 (Deep 

Concept Hierarchy)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계획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DCH 모델은 [2]에서 최초 제안되었으며 

이를 발전시킨 방법을 소개한다. 첫 번째 계층에서는 

관찰대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사람, 사물, 

위치, 행동 등)를 입력 받는다. 이렇게 수집된 

observation (o) set (그림 2.a)들은 수식 (1)로 이벤트, 

즉 계획 라이브러리의 단위(A)가 된다. 

  𝒐𝒐 ∈ 𝐴𝐴 when V(𝒐𝒐) > r           (1) 

V(o)는 o가 해당하는 vertex의 값을 나타내며, 한계점 

r은 30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자동으로 생성된 라이브러리는 상위 계층에서 

수식 (2)를 통해 새로운 hyperedge들로 구성이 되고 

이는 추후 개념들간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들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 =  ∆E ∪ {e} and e = ⋃ o𝑚𝑚𝑘𝑘
𝑚𝑚=1   

P(e) =    ∏𝑃𝑃(𝒐𝒐)              (2) 

∆E는 새로운 hyperedge 집합을 나타내며, e는 생성된 

hyperedge를 나타낸다. P(o)는 o의 요소들의 총 확률을 

나타낸다. 

세 번째 계층은 o가 등장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생성된다. 예를 들어, o1이 o2보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면 o1은 o2의 부모가 되는 형식의 e가 생성되며, 

부모 o는 i-1번째 o만 고려한다. 

이렇게 학습된 DCH 모델의 세 번째 계층은 

라이브러리 단위 간의 연관성을 학습 시켰으며, 이는 곧 

계획의 순서를 나타내는 클러스터(R, G) 역할을 한다.  

DCH 모델의 학습과정은 그래프 몬테칼로 방법으로 

학습이 진행되며 베이지안 규칙을 따르는 수식 (3)의 

특징을 따른다. 

G′ =  argmax
𝐺𝐺𝑡𝑡

𝑃𝑃(𝐺𝐺𝑡𝑡|𝑂𝑂) = argmax
𝐺𝐺𝑡𝑡

𝑃𝑃(𝑂𝑂|𝐺𝐺𝑡𝑡)𝑃𝑃(𝐺𝐺𝑡𝑡−1)   (3) 

이는 i번째 그래프구조는 i-1번째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관찰하게 된다며 점근적으로 

모든 이론 공간을 탐색 할 수 있다. O는 관측데이터, 

Gt는 t번째 hypergraph이며 P(Gt|O)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hyperedge를 생성해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무감독학습방법으로 계획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연관성을 학습하여 계획을 클러스터링하여 

인식 할 수 있는 DCH 모델이 구현된다. 
 

3. 실험 및 결과 토의 

실험은 실제 가정환경처럼 구성된 실험실에서 수행되

었으며, 3명의 실험자가 주어진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진

행하였다. 가정로봇은 1M 크기의 ROS가 설치된 core-

i7 processor, 8GB memory, GTX960M GPU 노트북을 

터틀봇과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Ubuntu 14.04가 설치되

어있는 12GB Titan X GPU가 설치된 GPU 서버를 사용

하였다.  

3.1 실험 구성 및 결과 

첫 실험은 DCH 모델이 계획 라이브러리를 무감독학

습방법으로 생성 가능한지 확인 해 보았다. 수집 데이터

의 총 길이는 5160초였으며 실험자는 행동 가능 시나리

그림 1. 시스템 구조 

a) 

b) 

그림 2. 딥 개념 계층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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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임의로 행동을 선택하여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그 결과 그림 3에서 약 180초에 크기 19의 계획 라이

브러리가 생성되었고 계획 이벤트들의 연관성을 그림 4

처럼 확인 할 수 있었다.  

라이브러리 생성가능 여부 확인 후 실험자들의 계획

인식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두 번째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시나리오는 소파에 앉기부엌으로 

이동 후 식사소파에가서 노트북하기소파에 눕기

방에 가서 놀기거실 걷기소파에 앉기 순서로 이루

어져있다. 해당 시나리오를 각 실험자들이 수행하는 동

안 로봇은 항상 따라다니며 실험자를 관찰하였다. 총 데

이터 길이는 5461초였고 각 실험자들의 실험 진행시간

은 다양했다. 실험 진행 후 실험자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를 보고 Ground Truth를 만들었고 이를 계획라이브러리

로 인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약 89%의 성능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는 한명의 실험자에 관한 

계획 인식 결과이다. 

3.2 토의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생활 가능한 로

봇이 계획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지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무감독 학습 방법으로 가정로봇

이 관찰대상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벤트를 스스로 

생성해 나가고, 그에 대한 연관성을 학습하면서 결과적

으로 관찰대상이 하려는 계획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인식된 계획 시퀀스를 사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실험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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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명의 실험자에 대한 계획 인식 결과, 왼쪽-

지도상 표기, 오른쪽-시간 별 이벤트 표기 

표 1. 계획 인식 정확도 

실험자 A B C 

관측 데이터 크기 1660 1753 2048 

정확도 (%) 91 85 90 

그림 4. 이벤트 간 연관성. 파란색-자기자신의 루프, 

빨간색-단일 연관성, 초록색-다중 연관성  

그림 3. 왼쪽-라이브러리 생성 개수,  

오른쪽-이벤트간 연관성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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