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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gen etic p rogram m in g)을 이용한 진화 하드웨어

(ev olvable h ardw are)의 자동 재구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문

제 영역의 기반 지식을 반영할 수 있고, 구조화된 해(solu tion )의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하드웨어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특유의 트리 구조로 인하여 하드웨어 구현이 어려우며, 트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유전 연산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체는

크기가 가변적이어서 주어진 하드웨어가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개체가 생성된다. 이

런 문제들로 인하여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진화 하드웨어의 재구성 알고리즘으로 이용

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구성 하드웨어상에 트리 구조를 표현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개체 표현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 개체의 선형

성을 받아들여 완전한 형태의 개체를 생성한다. 그리고 주어진 하드웨어가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개체가 탐색되더라도 문제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할 작업을 분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탐색된 하드웨어 회로를 서브 작업

의 계산 순서에 맞추어 진화 하드웨어에 구현하여, 주어진 하드웨어보다 큰 하드웨어

를 이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은 자율 이동 로봇 (au t on om ou s m obile r ob ot )의 온라인 학습 과정에

적용되었다. 제안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유전 연산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

적의 제어 회로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을 복수개의 로봇 협조 행

동을 위한 제어기 진화문제에 적용한 결과, 모든 제어 회로를 한꺼번에 탐색하는 것이

아닌 현재 수행중인 임무에 필요한 서브 작업용 회로를 먼저 탐색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마치 복수개의 칩 (chip )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실행시간에 자율 이동 로봇의 센서 진화(sen sor ev olu tion )를 시도한

결과 센서의 특성에 맞춘 센서 해석 회로를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유전자 프로그래밍, 진화 하드웨어, 자율 이동 로봇, 센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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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 구 배 경

특정 알고리즘에 특화된 하드웨어 구조를 갖는 주문형 프로세서(ASIC)는 범용 하드웨

어와 비교할 수 없는 계산성능을 보인다 . 그러나 주문형반도체는 하나의 알고리즘만을

수행하는 극도의 경직성을 갖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빠른 계산성능이라는 장점은 그대

로 유지하면서 여러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재구성 하드웨

어(r econfigu rable h ar dw are)이다. 재구성 하드웨어는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결함에도 견고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Jenkin s 1994]. 재구성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예는 FPGA (field

p rogram m able gate array)로, 하드웨어 내부의 구성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비트 스트

링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서 임의의 하드웨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재구성 가능한 하

드웨어는 유연성에 따라 (1) 프로그램 가능 하드웨어, (2)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 (3)

부분적 재구성 하드웨어, (4) 동적 재구성 하드웨어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이

중 후자의 2가지가 동적 재구성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진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재

구성 하드웨어는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중 회로의 일부를 변형할 수 있어서 범용 프로

세서의 유연성과 주문형 프로세서의 계산 성능을 모두 제공해 줄 새로운 접근 방법으

로 기대 받고 있다 [Rin con , 1999].

재구성 하드웨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구성 하드웨어의 동적 재구성 방법이

다. 여러 방법 중에서 진화 알고리즘(evolu tion ary algorith m )도 한 가지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다 . 진화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조가 제어되는 하드웨어를 특별히 진화 하드

웨어(evolvable h ardw are)라고 한다 . 진화 하드웨어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

혹자는 진화 연산의 하드웨어 설계 응용이라고 파악하기도 하며, 혹자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임무 변화에 맞추어 자동적이며 동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드웨어를 진화

하드웨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화 하드웨어란 진화 연산의 하드웨어 구현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 진화 하드웨어는 동적으로 하드웨어 구조를

변경시키는 하드웨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 진화 알고리즘은 자연선택과 유전학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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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산 방식으로 유전자 알고리즘(gen etic algorithm s), 진화 전략(evolu tion

str ategies), 진화 프로그래밍(evolu tion ary p r ogram m in g), 유전자 프로그래밍(gen etic

p rogram m in g)이 여기에 속한다 [Forgel, 1995].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였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가변 길이의

트리 구조 혹은 LISP의 S-exp ression과 유사한 개체를 사용하여, 이전 지식을 탐색 과

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따라서 이론적으로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LISP 프

로그램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화 하드웨어에 유전자 프로그

래밍을 응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적었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이 유전자 알고리즘에 비하

여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체

특유의 트리 구조가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트리

구조로 인하여 구현의 난이도가 배가되었으며 유전 연산자 사용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

뿐만 아니라 크기가 가변적인 트리구조로 인하여 주어진 하드웨어의 수용 능력을 뛰

어 넘는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진화 하드웨어

에 응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2 연 구 내 용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하드웨어 제어를 위한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

체 표현 기법을 연구한다 . 둘째, 범용 프로세서와 주문형 프로세서의 장점을 모두 이

용하기 위한 진화 하드웨어 제어 기법을 연구한다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화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동작시키려면 개체를 어떻

게 표현해야하는지 연구하였다 . 유전자 프로그램의 장점은 트리 구조를 이용한 개체

구조에 있다 . 그러나 진화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 트리 구조라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의 장점은 구현의 난이도를 배가하는 원인이 된다 . 이의 해결을 위하여 유전자 트리의

하드웨어 표현법을 제안하였으며, 유전자 트리의 구현 난이도와 유전 연산자 사용 제

약을 해결하였다 . 범용 프로세서와 주문형 프로세서의 장점을 혼합한 접근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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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려면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작업의 분할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적인 작

업 분할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제안된 방법에서는 유전자 트리

개체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로봇 협동 문제에 적용되어 그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주로 로봇 문제에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진화 하드웨어

와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자율 이동 로봇에 응용함으로서, 실시간 학습 방법론의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율 이동 로봇을 다룰 때 만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센서의

신뢰성 문제에 진화 하드웨어를 적용하였다 . 로봇이 사용하는 센서는 같은 종류의 것

이라고 하여도, 센서 자체의 고유성이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한 센서의 해석 기준

이 다른 센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 센서에서도 관측 결과가

큰 편차를 갖기 때문에 동적으로 해석 기준을 최적화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

에서는 진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실행시간에 동적으로 센서 해석 회로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이론을 바탕으로 관련 연

구에 대하여 설명한다 . 3장에서는 각종 제안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장은 실험 및

결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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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 련 연 구

2.1 유 전자 프로 그래 밍

진화 연산 또는 진화 알고리즘은 적자 생존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진화 현상과 유전

학에 근거한 계산 모델이다 . 해(solu tion )를 나타내는 개체(in dividu al)들로 개체군을 형

성한 후 그 개체군에 대하여 각 개체의 적합도(fitn ess)에 따라 유전 연산자(gen etic

op erator )를 적용하여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전체적으

로 우수한 해들로 진화시킨다.

표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진화 알고리즘은 해를 표현하는 방식과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 진화 프로그래밍(EP), 진화 전략(ES), 유전자 알고리즘(GA), 그리고 유전자 프로

그래밍(GP)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유전자 알고리즘은 일정한 길이의 이진 스트링

으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해를 표현하고, 진화 전략은 실수로 구성된 벡터로 가능한

해를 표현하며, 진화 프로그래밍과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각각 그래프와 트리 형태로

표현된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가장 유사한데 차이점은 해의 표현 방식

이다 .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진 스트링으로 문제를 표현하는데 비하여 유전자 프로그래

밍은 가변 길이의 구조를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진화시킨다 . 이 프로그램은 보통 유

전자 프로그램(gen etic p r ogram )개체, 염색체(ch rom osom e), 해라고 불리우며 보통

LISP의 S-exp ression으로 해석될 수 있다 [Koza, 1992].

표 1. 진화 연산 방식의 종류

종류 해의 표현 방식 주연산자

진화 프로그래밍 이산치 그래프 크기 고정 m u tation

진화 전략 실수 벡터 길이 고정 m u tation

유전자 알고리즘 0/ 1 스트링 길이 고정 crossover

유전자 프로그래밍 기본 함수 트리 크기 가변 crossover

유전자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함수 집합과 종단 노드 집합에서 임의의 원소를 선택하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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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함으로서 초기 개체군을 구성한다 .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군의 각 프로그램

을 실행시켜 원하는 프로그램과의 근접도를 나타내는 적합도를 부여한다. 세 번째 단

계는 적합도에 기반한 유전 연산을 통해 새로운 개체군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유전 연

산은 주로 우수한 프로그램의 복제(rep r odu ction ),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형하는 돌연변

이(m u tation ), 두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서로 교환하는 교차연산(crossover )으로 이루어

진다 .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프로그램을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결과로

출력한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실행시키기 전에 설정해야 할 중요 조건이 몇몇 있다. 이것은

종단 노드 집합, 함수 집합, 적합도 함수, 매개 변수, 결과의 명시 방법과 종료 조건을

의미한다. 종단 노드 집합과 함수 집합의 원소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 사용된다 .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이들 종단 노드 집합과 함수 집합의 원소를 무작

위 적으로 선택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을 생성시킨다. 적합도 함수는 찾고자하는 프로그

램과 개체간의 근접도를 표시하는 함수로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개념이다 . 적합도 함

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 그 외에 중요한 것으로 개

체 집단의 크기와 최대 진화 횟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수행 후

결과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와 프로그램의 종료 조건의 설정을 결정해야 한

다.

2.2 진 화 하 드웨 어

2.2.1 재구성 하드웨어

1980년대 들어 탄생한 FPLD (Field Pr ogram m able Logic Device)는 기존의 주문형 프

로세서(ASICs)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FPLD를 이용하여 설계를 할 경

우 제조 공정에서 물리적으로 고정되는 ASIC과는 달리 설계자가 설계 시점에서 칩의

회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동일한 하드웨어 상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는 범용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적 유연성(softw are flexib ility)과는 달리 FPLD를

이용하면 하드웨어 수준에서 특정 작업에 특화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 FPLD의 이

러한 유연성은 높은 유연성과 낮은 계산 성능을 보이는 범용 프로세서와 최악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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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높은 계산성능을 갖는 주문형 프로세서의 장점을 모두 취합하는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

FPLD를 재구성 스키마에 의하여 구분하면 프로그램 가능 하드웨어(p rogram m able),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reconfigu rable), 부분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p artially

recon figu rable) 그리고 동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dyn am ic reconfigu rable)로 나눌 수

있다 .

프로그램 가능 하드웨어는 PLA(Program m able Logic Arrays)와 PAL(Program m able

Array Logic)과 같은 종류의 FPLD를 의미한다 . 이 부류에 속하는 FPLD는 퓨즈와 안

티 퓨즈에 기반한 회로로 구성되며, 기능이 결정되어 하드웨어에 구현되면 물리적으로

구성이 고정되어 동일한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는 한번 기능이 결정되면 고정되어 버리는 프로그램 가능 하

드웨어의 단점을 극복한 하드웨어로 여러 번 하드웨어 회로를 변경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재구성 가능한 FPLD(recon figu rable FPLDs)라고 불리운다. 이 종류에 속

하는 FPLD의 대표적 예로는 FPGA와 CPLD가 있다. 그러나 무한번 재구성 가능한 것

은 아니며, 하드웨어 구현 기술에 따라 재구성 횟수의 제한이 있다 . EPROM이나

EEPROM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의 경우 회로가 재구성될 때까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표 2. Sw itch -p rogram m in g techn ology

Sw itch typ e Rep r ogram m able? Volatile?

Fu se N o N o

Antifu se N o N o

EPROM Yes(ou t of circu it ) N o

EEPROM Yes(in cir cu it) N o

SRAM Yes Yes

SRAM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전원의 공급이 끊기면 회로 구성을 잃는다는 특징이 있

지만, ROM기반 방식보다 회로 재구성이 빠르며 쉽고 재구성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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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는 디바이스의 일정 부분의 회로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FPLD이다 . 이 부류로 분류되는 디바이스는 하드웨어의 일부 회로가 변경되는 동

안 나머지 회로가 동작을 중지하고, 재구성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는 특징이 있

다. 부분적 재구성 하드웨어의 장점은 회로의 재구성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회로의

일부만 변경하면 되므로 프로그램 가능 하드웨어나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보다 짧은

시간에 회로 재구성을 마칠 수 있다 . 이런 종류의 디바이스는 외부 디바이스가 정적

메모리 주소를 읽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동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는 실행 시간 재구성 하드웨어(ru n -tim e reconfigu rable

h ardw are)라고 불리우는 디바이스이다. 동적 재구성 하드웨어에서는 하드웨어 일부의

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나머지 회로의 동작을 중지시킬 필요가 없다. 동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의 접근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종류의 하드웨어는 디바

이스를 구성하는 SRAM의 각 메모리 주소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재구성 후보로

선정된 부분의 구성 정보는 외부 제어 디바이스에 의해 변경되며, 새로운 구성정보는

메모리에 저장된다 .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는 복수개의 재구성 메모리 플레인

(recon figu ration m em ory p lan e)을 별도로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다 . 복수개의 메모리

플레인 중 특정 시점에 동작하는 것은 하나이며, 나머지 메모리 플레인을 대상으로 메

모리 내용에 대한 재구성을 실시한다 . 프로세서에서 하드웨어 교환 요청이 오면 재구

성이 끝난 메모리 플레인의 내용을 하드웨어에 구현한다 .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경우 한

클럭 사이클만에 하드웨어 구성 내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성으로 인한 계산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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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w itch -p r ogram m in g techn ologies for m ost FPLD ven d or s

Ven d or Antifu se EPROM/ FLASH EEPROM SRAM

Actel

3200 DX

1200 XL

ACT 3,2,1

SPGA

Altera

Classic

MAX5000

FLASH logic(FLASH )

MAX9000

MAX7000

FLEX10K

FLEX6000

FLEX8000

Atm el
ATV

ATF(FLASH )

AT40K

AT6000

Xilin x SRAM
XC7300

XC9500(FLASH )

XC4000

XC5200

XC3*00

XC6200

XC2000

표 4. Dyn am ically reconfigu rable FPLDs

Fam ily Typ e Contexts Reconfigu ration tim e Cap acity

Xilin x XC6200 Com m ercial 1 40n s/ cell 100k gates

Atm el AT6000 Com m ercial 1 0.2u s/ cell-8m s/ t otal
200k gates/ 6400

register

MIT DPGA Academ ic 4 9.5n s

SIDSA FIPSOC Com m ercial 2 10n s(1cycle) 10k gates

재구성 하드웨어의 재구성 방식은 컴파일 재구성(com p ile-tim e reconfigu rability)와

실행 시간 재구성(ru n -tim e recon figu rability)가 있으며 실행 시간 재구성은 전역 실행

시간 재구성(glob al ru n -tim e reconfigu rability)와 지역 실행 시간 재구성(local

ru n -tim e reconfigu rability)로 나눌 수 있다 . 컴파일 재구성 방식은 프로그램 가능 방

식과 재구성 가능 방식의 하드웨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플레이스먼트와 라우팅

(p lacem ent & r ou tin g)과정에서 결정된 회로를 하드웨어에 표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한다 . 실행 시간 재구성 방식은 부분적 재구성 가능 하드웨어와 동적 재구성 가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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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 전역 실행 시간 재구성 방식은 회로 전체의 구성을 바

꾸는 방식이다 .

이 방식에서는 하드웨어상에서 동작시킬 작업들에 특화된 회로를 미리 설계해 놓은

후 실행 순서에 맞추어 하드웨어 전체 회로를 교체한다 . 이 방식은 그림 1의 (a)에 해

당한다 . 그림 1의 (b )에서 지역 실행 시간 재구성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 지역 실시간

재구성 방식에서는 하드웨어의 다른 회로들이 동작하는 동안 일부 블록의 회로를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의 (b )를 보면 2번째 작업의 회로 블록과 여유 부분의

회로 블록을 합하여 3번째 작업의 회로를 위한 블록을 준비한 후 하드웨어 회로를 교

체하고 있다 [Rin con , 1998].

2.2.2 진화 하드웨어

진화 하드웨어는 재구성 하드웨어의 일종으로 재구성 알고리즘으로 진화 연산을 사용

하는 하드웨어를 지칭한다 . 진화 하드웨어는 진화 연산의 하드웨어 응용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하여 동적이며 자동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진화 하드웨어를 전자에 맞추어 관찰하는 것은 진화 연산을

이용한 하드웨어 설계 연구자 사이의 관점이며, 후자는 온라인 적응 학습이 가능한 하

드웨어 시스템 연구자 사이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구현을 통하여 진화 연산의 계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시도를 진화 하드웨어라고 하지

는 않는다는 점이다 . 진화 하드웨어를 특징짓는 것은 진화 연산을 이용한 하드웨어 구

조의 동적 재구성이다.

여러 진화 연산 방법론 중 어떤 방법이 특히 진화 하드웨어에 적합한 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가

특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N ait o, 1996], [Ib a, 1996], [Miller, 1999], [de Garis, 1997].

유전자 알고리즘이 특히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

하면 사용중인 진화 하드웨어의 구성 비트 스트림(configu ration bit stream )을 개체로

사용하여 진화를 수행할 수 있다 . 둘째, 유전자 알고리즘은 탐색 성능의 우수성은 여

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 셋째, 유전자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상에 쉽게 구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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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erk ow ski, 1999]. 진화 연산을 이용한 하드웨어의 진화적 설계를 연구할 경우 이

같은 연구 경향은 쉽게 관찰된다 .

온라인 적응 학습 가능한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진화 하드웨어를 이용

할 경우 유전자 프로그래밍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단이 된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특

유의 개체 구조로 우수한 표현 능력을 갖는다 . 진화 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작업을 유전

자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트리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환경의 변화에 온라인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진화시킬 수 있다 . 둘째, 유전자

그림 1. Glob al Ru n -Tim e Reconfigu rability와 Local Ru n -Tim e

Recon figu 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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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의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를 하드웨어의 회로 블록으로 설정할 경우, 무작위 분포

된 이진 스트림으로부터 함수 블록을 진화시키는 불필요한 탐색 단계를 생략할 수 있

다.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유전자 프로그래밍과 진화 하드웨어

를 접목시키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enn ett III, 1996], [Koza, 1998], [Seok,

2000].

2.3 센 서 진 화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의미있는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로봇은 사전에 잘 정의된

한정된 작업공간에서의 작업만을 수행한다 . 이들 로봇은 로봇이 수행할 작업과, 작업

환경, 그리고 로봇의 특성을 사전에 감안하여 설계되는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 이런 접

근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로봇의 동적 특성과 로봇 센서의 특징과 같은 정

보는 실제 로봇을 동작시키지 않고서는 획득할 수 없다 . 또한 도메인 지식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엄청난 프로그래밍 시간을 요구한다 [Thru n,

1996].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동 로봇은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하에 자율 이동 로봇을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Br ooks, 1989], [N olfi, 1993], [Parisi, 1992], [Thru n, 1998], [Thru n, 1996]. 자율 이

동 로봇은 센서를 통하여 주위 환경을 인식하기 때문에 로봇의 성능과 로봇의 센서

시스템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봇의 센서 시

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Balakrishn an , 1996], [Lichten steiger,

1999], [Liese, 2000], [Mark, 1998]. 이들 노력은 센서 진화라는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센서 진화는 기본적인 인지의 카테고리들이 선택되고 다듬어지는 계통적인 학습의

일종이다[Cariani, 1998]. 그러나 이들 접근법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 이들 접근법은

일반적인 센서들이 갖는 신뢰성의 부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 현재의 센서들은 원하

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능력이 부족하며, 잡음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 더나아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여도 같은 측정 결과를 얻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스마트 센서를 제작하여 관측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

이 필수적이다 . Brign ell에 의하면 스마트 센서의 개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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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첫 번째, 인지 과정과 관련된 복잡도를 센서가 처리하여 중앙 처리 장치의 부하

를 덜어준다 . 두 번째, 디지털 신호 처리 및 반도체 개발 기술의 발전을 센서에 적용

하여 센서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Brign ell, 1992]. 스마트 센서의 개발을 위한 접근

시도는 센서 최적화와 관찰 영역 선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보았

을 때 센서 진화란 최적화된 센서 위상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Lee는

유전자 프로그래밍과 신경망을 이용하여 결정 기준을 학습하는 센서 시스템을 소개하

였다 [Lee, 2000]. Men czer는 laten t en er gy m odel" 클래스를 이용하여 복잡도를 제어

하는 환경을 정의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 이 실험에서는 환경에 대항하여 센서 시스

템을 최적화하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Men czer , 1994]. Lichten steiger는

16개의 광센서로 이루어진 인공눈의 최적화된 형태를 진화시켰다 [Lichten steiger,

1999]. 이와 유사하게 Mark는 PCA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에이전트 센서의

수 및 관측범위를 최적화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Mark, 1998]. Balakrish n an은 신경망

컨트롤러의 진화를 통하여 센서의 위치와 위치를 최적화시켰다 [Balakrishn an , 1996].

센서 진화 연구가 단일 로봇 연구에 제한된 것은 아니다 . H ackw ood는 리버스 어닐링

(reverse ann ealin g)을 이용하여 복수개의 로봇을 이용하여 정찰하는 경우 최적의 위치

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H ackw ood, 1991]. 관심있는 영역을 선정하려는 시도

는 보다 관련된 센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Liese는 시각 환경의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비쥬얼 인지기의 특정 스펙트럼에 대한 민감도를 진화를 이용하

여 찾는 시도를 하였다[Liese, 2000]. Ziegler는 인공 화학(ar tificial ch em istry)을 이용하

여 효과적인 정보 처리 경로를 진화시켰다[Ziegler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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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안 방 법 론

3.1 컨 텍스 트 교 환 (Context sw itching)

진화 하드웨어는 실행 시간 재구성(Ru n -Tim e Recon gifu ration )을 이용하여 수행할 작

업을 하드웨어에 구현한 후 수행시키고 있다 .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드웨어 상

에서 수행될 작업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수행될 작업이 4개의 작업으로

분할되어 계산 순서에 맞추어 하드웨어 상에서 구현되어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과정은 설계자의 작업 분석에 의하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컨텍스트

교환은 작업 분할의 자동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방법이다 . 제안 방법은 유전자 프로그

래밍의 우수한 표현 능력과 대부분의 작업이 시간 순서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의 열로

분할될 수 있다는 관찰에 기초한 방법이다 . 컨텍스트 교환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1) Evolver: evolver에서는 주어진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를 이용하여 분할한 작업을

표시하는 유전자 트리(gen etic tree)를 진화시킨다 .

(2) Divider: d ivider는 evolver가 진화시킨 유전자 트리를 입력으로 받아 분할하는 작

업을 담당한다. 분할된 서브 트리들은 하드웨어 구현 가능한 형태로 전환

된다 .

(3) Hardware Library : d ivider에 의하여 분할된 서브 트리들은 하드웨어 구현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h ar dw are libr ary에 저장된다 .

일반적으로 유전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적합도 함수의 설계이다. 컨텍스

트 교환에서는 적합도 함수에 추가하여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의 설정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 제안 방법에서는 유전자 트리의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의 정보를 하드웨어 상에 대칭 시켜 구현한다. 따라서 함수 블록과 종단 노

드는 하드웨어 블록의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만 프로세스의 하드웨어 구

현과정에서 난이도를 줄일 수 있다.

컨텍스트 교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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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자원을 분석한다 .

(2)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함수 노드 F 와 종단 노드 T 를 정의한다 .

F = {f 1 , f 2 . . .f n }

T = { t 1 , t2 . . . t m }

Con text sw itchin g에서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의 정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는 하드웨어 블록으로 사용된다. 하드웨어 구현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함수 노드 집합의 모든 원소는 하드웨어 상에서 교환이 용이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점은 종단 노드 집합의 모든 원소에도 해당되는 점이다 .

(3) 조건 노드 C = {c 1 , c 2 . . . c j }를 정의한다 . 이 노드들은 함수 노드 F 의 원소이기는

하지만, 유전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사용되지는 않는 특이한 종류의 노드들이다. 이

노드들은 일종의 f lag으로 사용된다 . 조건 노드들은 선정된 서브 트리의 뿌리 노

그림 2. 컨텍스트 교환 과정. Evolver에서 주어진 작업을 표현하기 위한 유전자 트

리를 진화시키면, d ivider에서는 진화된 유전자 트리를 받아 하드웨어에

표현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할한다 . 분할된 서브 트리들은 하드웨어에 구현

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 h ardw are libr ary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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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r oot n ode)로 사용되며, 조건 노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하드웨어 상에 표현

된 회로들이 교체된다.

(4) Evolver를 사용하여 목적하는 기능을 갖는 유전자 트리를 진화시킨다.

(5) Divid er를 이용하여 진화된 유전자 트리를 분할한다. 분할 작업은 트리의 원자 함

수 (종단 노드와 함수 노드) 수준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분할점이 위치

하고 있는 지점 이하의 서브 트리의 크기가 주어진 하드웨어에 표현할 수 있는 정

도가 되면 분할 작업을 멈추게 된다. 서브 트리의 용량은 해당 서브 트리에 속한

함수 노드와 종단 노드의 수에서 알 수 있다 . (단계 (5)가 그림 4의 단계 (b )에 속

한다 .)

(6) 분할된 서브 트리와 조건 노드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브 트리를 생성한다 . 조건 노

드는 새로 만들어진 서브 트리의 뿌리 노드 역할을 한다 .

(7) 분할된 트리를 하드웨어에 표현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변환 결과는 h ar dw are

libr ary에 저장된다.

(8) 계산 순서에 맞추어 분할된 서브 트리를 하드웨어에 표현한다 . 계산 결과는 외부

메모리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다 . (단계 (8)은 그림 4의 단계 (c)에 해당한다 .)

(9) 중간 결과를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3. 유전자 트리의 하드웨어 구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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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이 컨텍스트 교환이라고 명명된 것은 수행할 작업을 분할하여 해당 컨텍

스트를 계산 순서에 맞추어 교환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컨텍스트 교환 방식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작업의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1) 관계 복잡도: 관계 복잡도는 분할된 작업간의 관계 복잡도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사이클의 존재나 회귀 관계의 존재 등이 그 예이다 . 관계 복잡도는 루프(loop )를

그림 4. Divider의 동작 과정의 세부 설명. 점선 무늬의 사각 상자는 주어진 하드

웨어 자원을 의미한다. 진화된 유전자 트리는 하드웨어에 표현 가능한 크

기로 분할되며, 분할된 서브 트리들은 계산 순서에 맞추어 하드웨어상에

구현되어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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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생각하면 그 중요성이 쉽게 이해된다 . 만약 루프 블록의 크기가 작아서

하나의 서브 트리로 표현된다면, 해당 서브 트리를 루프에 특화된 형태로 구성하

면 되므로 진화 하드웨어의 구성에 적합하다 . 그러나 루프 블록의 크기가 주어진

하드웨어 블록보다 크다면 루프를 표현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컨텍스트가 계속 교

환되어야 한다 . 만약 교환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재구성 시간으로 인하여 계산 성

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

(2) 거주 기간: 거주 기간은 분할된 작업이 하드웨어 상에 표현되어 다음 작업으로 교

환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 거주 기간은 컨텍스트 교환으로 인한 재구성 시

간이 계산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다 . 각 작업들의 거주 기간이 특정 값 이

하가 되면, 재구성 시간으로 인하여 컨텍스트 교환 기법을 사용한 것이 도리어 계

산성능의 악화를 낳을 수 있다 .

관계 복잡도와 거주 기간은 어떤 작업에 컨텍스트 교환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로봇 제어 문제의 경우, 서브 작업간의 연관성이 거의

없고, 각 작업의 거주 기간이 길기 때문에 컨텍스트 교환의 적용에 적합하다

컨텍스트 교환 방식은 작업 분할을 통하여 범용 프로세서와 주문형 프로세서의 장점

을 모두 취합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다는 장점 외에, 적응 시스템의 구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제안 방법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에 기반한 접근 방법이다 .

유전자 프로그래밍은 넓은 문제 표현력이라는 장점만으로 인하여 주목받는 방법론은

아니다 .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 트리의 노드 재구성을 통하여 환경

변화 혹은 작업 조건 변화에 따른 적응 학습이 가능하다. 제안 방법은 유전자 프로그

래밍을 차용함으로서 적응 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H ar dw are libr ary

에 저장되어 있는 각 컨텍스트들은 정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이크

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진화 과정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환경의 변화가 감지

되면, 현재 실행중인 컨텍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컨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진화 연산을

수행하여 보다 최적화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방법은 온라인 적응 시

스템의 구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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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자 트 리의 하드웨어 표현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주어진 작업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자 트리를 하드웨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 그림 6에서 유전자 트리를 하드웨어로

표현하는 과정의 모습이 나와 있다. 그림 6의 과정에서는 라우팅 제약을 고려하지 않

았으며 유전자 트리도 깊이 5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라우팅 제약이 고려되

그림 5. 컨텍스트 교환을 이용한 작업 실행. 주어진 작업은 하드웨어에 표현할 수

있는 크기로 분할되어 각 분할 결과에 특화된 하드웨어 회로로 구성된다.

분할 결과는 계산 순서에 맞추어 하드웨어에 표현되어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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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고 유전자 트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유전자 트리의 표현은 그리 간단

한 문제가 아니다 . 그 뿐만 아니라 트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드들을 배치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하드웨어 자원의 양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유전자 트리의 선형 표현법이다.

유전자 트리의 선형 표현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1) 진화 과정에서 사용될 함수 노드 집합 F = {f 1 , f 2 . . .f n }와 종단 노드 집합

T = { t 1 , t2 . . . t m }를 결정한다.

(2) F 와 T 의 각 원소에 선별 번호를 부여한다. 선별 번호는 이진수열로 주어진다.

(3) F 와 T 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의 유전자 트리를 진화시킨다.

(4) 진화된 유전자 트리의 루트 노드부터 각 종단 노드까지의 경로를 분석한 후 선별

번호를 이용하여 각 경로를 이진수의 열로 변환한다.

(5) 분석된 이진수열 중 가장 길이가 긴 열의 길이에 맞추어 길이가 짧은 열들에 특수

기호를 추가한다 .

(6) 분석 및 보강이 끝난 이진수열이 표현하는 정보에 의하여 하드웨어 회로를 구성한

다 .

그림 6. 유전자 트리의 하드웨어 변환 과정을 보이고 있다. 라우팅 제약은 고려하

지 않은 상태에서 트리의 하드웨어 표현 결과이다. 트리의 규모가 커지고

라우팅 제약이 고려되면 유전자 트리를 하드웨어 구조로 변환하는 작업의

난이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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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에서 유전자 트리의 선형 표시방법에 관하여 보이고 있다 . 5번 경로와 14번

경로의 경우 다른 경로들에 비하여 길이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 이 같은 경로가 발

생하는 경우 사전에 정의된 수열로 빈 공간을 채워 다른 경로들과 길이를 맞추도록

한다 .

선형 표시방법의 특징은 상위 노드들이 중복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예를 들어 루트

노드의 경우 14개의 경로에 모두 나타난다 . 각 경로가 의미하는 것은 입력 정보의 해

석 경로이다 . 각 경로의 하드웨어 구현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 와 경로 는 상호간의

연결이 없다 .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중복 노드의 표현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게 된다 .

(1) 유전자 트리를 하드웨어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트리 구조의 특성 유지 제약으로 인

한 난이도 발생을 피할 수 있다 .

(2) 입력 정보의 해석 경로가 선형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의 활용도

를 높일 수 있다 . 예를 들어 블록 형태로 표현할 경우 사용할 수 없었던 격자 모

양의 잉여 부분을 이용한 경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

그림 7. 유전자 트리의 선형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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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리 구조의 표현으로 발생하는 유전 연산자 사용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 . 기존의

트리 표현형의 경우 노드 돌연변이만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선형 표현법의 사용

으로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였다 .

3.3 센서진 화

그림 8. 센서 진화 프로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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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센서 진화 프로시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다.

센서 조율과정은 진화 하드웨어와 별도의 외부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센서 조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1) 트리 구조를 표현할 개체를 무작위로 생성한다 .

(2) 생성된 트리구조를 하드웨어 표현을 위한 이진 스트링으로 변환한다 .

(3) 개체 정보에 맞추어 진화 하드웨어를 구성한다 . 진화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은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개체이다 .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측값의 최대 범위와 최소 범위를 의미하는, 최대 트리와 최소 트리 두

개의 서브 트리로 구성된다 .

(4) 센서의 관측값과 개체가 나타내는 값을 비교한다 .

(5) 유효 관측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측 시도의 수를 센다.

(6) 유효 관측값의 수를 기록한 후, 다른 개체의 구성 정보에 맞추어 진화 하드웨어를

재구성한다 .

(7) 모든 개체에 대하여 단계 4에서 단계 6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8) 각 객체의 유효 관측값의 수를 이용하여 적합도를 계산한다 .

(9) 적합도에 맞추어 최적의 개체를 결정한 후, 유전 연산자를 이용하여 최적의 개체

로부터 다른 개체를 생성해낸다.

(10) 새롭게 구성된 개체에 대하여 단계 2부터 단계 7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

그림 9. 센서 진화에 사용된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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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료조건을 만족시킬때까지 단계 2에서 단계 10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

그림 9는 조율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프로그래밍 개체의 예를 보이고 있다 . 개

체는 소프트웨어 함수 노드와 하드웨어 함수 노드, 하드웨어 터미널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 소프트웨어 함수 노드는 유전 연산을 위한 것으로 노드의 깊이에 따라 유전 연

산이 적용될 확률을 나타낸다 . 또한 소프트웨어 함수 노드는 최대값 및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하드웨어 함수 노드와 하드웨어 터미널 노드는 진화 하드웨어에 존

재하는 비교기에 입력될 최대값 및 최소값 정보를 하드웨어적으로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대값 및 최소값은 11비트로 표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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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및 결 과

4.1 로봇의 협 조 행동 진화 실험

2대의 KH EPERA 로봇을 이용하여 협조 행동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실험

을 하였다. 그림 10는 실험 환경을 보이고 있다. 실험 환경은 2대의 KH EPERA 로봇과

빛으로 표시되는 물체, 장애물로 이루어져 있다 .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물체

를 이동시키는 것 실험 목적이다 .

그림 10은 실험용 시스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스템은 크게 H PC(h ost PC)와 로

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로봇 부분은 KH EPERA 로봇을 의미하며 센서 정보를

H PC로 전송하며 H PC로부터 움직임 정보를 받아 로봇 모터를 제어한다. H PC 부분은

로봇 제어 부분과 통신 부분, 진화 하드웨어 부분으로 구성된다. 로봇 제어 부분은 로

봇과 H PC간의 정보 교류 및 적합도 계산, 실험 시작시의 로봇 움직임을 담당한다 . 통

신 부분은 로봇 제어 부분과 진화 하드웨어간의 통신, 적합도 그래프 생성, 개체군 저

장의 역할을 한다 . 진화 하드웨어는 V . C . C .상의 H .O .T.(h ar dw are object tech n ology)

보드 상에 위치하며 Xilin x사의 xc6216 FPGA로 이루어져 있다. 진화 하드웨어 부분에

서 컨텍스트 교환, 유전 연산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로봇과 H PC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림 12 14에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갖는 개체의

그림 10. 로봇 협조 행동 진화를 위한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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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그래프이며, 그림 13은 각 개체의 평균 적합도, 그림 14는 세대별 장애물 충돌

횟수 및 목표 근접 회수를 보인다 . 그림 13의 그래프를 보면 30 70세대 사이에서 큰

편차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의 실선 그래프를 보면 목표지점에의 접근 성

공 횟수는 70세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70번째 세대부터

그림 11. Sy 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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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A v erage fitn ess

그림 13. 세대 별 충돌 횟수 및 목표 접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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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제어 논리를 갖는 개체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30 70세대

사이의 큰 편차이다. 그림 12의 실험은 지도 생성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 . 그 결과 실

험 로봇은 장애물을 인지하였을 때의 행동 요령은 학습할 수 있지만,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임무 수행에 있어 큰 편차를 갖게

되는 것이다 .

4.2 유전자 트 리의 하드웨어 표현 문 제

선형 표현법을 이용한 유전자 트리의 표현 방법의 효율을 일반 트리를 이용한 표

현법과 비교하여 보았다. 일반 트리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표현형을 구성할 경우 문제

가 되는 것은 트리의 크기가 일정 이상을 넘어가면 하드웨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해지

며, 트리간의 노드 연결을 위한 라우팅 자원 소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 따라서 완전한

트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트리의 표현만이 가능해지며, 이용된 자원도 라우팅

에 60 70% 의 자원이 소비되어 정작 계산에 필요한 기능의 표현에 제약이 발생한다 .

트리의 부분적 표현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트리의 형태상 제약으로 인하여

그림 14. Best fitn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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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돌연변이 연산자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림 15과 그림 16는 일반적인 유전자 트리 표기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선형 표시

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p lacem en t&rou tin g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자원 이용률 비교

Tree rep resentation Lin ear r ep resentation

Total r esou rce u sage 80.9 % 86.7%

Placem ent resou rce u sage 37.8 % 49.2 %

표5는 일반적인 유전자 트리 표기법과 선형 표기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자원 이용

률을 나타낸다. 선형 표기법의 경우, 전체적인 자원 이용률이 향상되었으며 r ou tin g에

소비되는 자원의 양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를 통하여 볼 때, 선형 표시법

의 사용을 통하여 유전자 트리의 하드웨어 표현에 용이성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자원

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안방법의 더욱 중요한 장점은 유전 연산자

의 사용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 그림 17에서는 트리 표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그림 15. 특별한 처리를 사용안한 개체 표

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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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선형 표시법을 사용한 결과

그림 17. 새로운 개체 표현법의 사용으로 유전 연산자의 사용이 자유로워진 결과

탐색 성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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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성능과 선형 표기법을 이용하였을 경우의 실험 성능을 보이고 있다 .

실험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로봇

의 제어 논리를 찾는 시뮬레이션 실험이다 . 여기서 시뮬레이션 실험이란 실제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을 의미한다 . 개체의 진화는 진화 하드웨어 상에서 이루어졌으나

개체로 입력되는 센서 정보나 개체의 출력을 이용한 로봇의 이동은 시뮬레이터 상에

서 이루어졌다. 적합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장애물과의 충돌 횟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입력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경로의 완전성여부이다. 일반적인

트리 표기법을 이용할 경우 표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돌연변이 연산만을 사용하였으

며, 선형 표현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돌연변이 연산과 교차 연산을 모두 사용하였다 .

실험 결과 최적의 개체를 찾는 과정에서 약 2.7배의 시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17의 결과 그래프를 살펴보면 교차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한번 탐색된 최적의

개체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돌연변이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최적 개체의 구조

가 큰 편차를 갖고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교차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우수한 개체의

스키마(sch em a)가 다른 개체를 향하여 쉽게 퍼져 갈 수 있는데 반하여, 돌연변이 연산

자를 사용할 경우 우수한 개체의 스키마의 전파는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돌연변이 연산자에 의한 파괴 확률이 커진다 . 그림 13의 실선 그래프가 보이는 큰 편

차는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한 것이다.

4.3 유전자 프 로그래밍을 이용 한 센서 조율

자율 이동 로봇은 센서를 통하여 환경을 인지한다 . 그러나 동일한 종류의 센서라

그림 18. 문제상황 1 - 동일조건에서 센서만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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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관측값을 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 표 6과 표 7

은 이런 종류의 문제점에 관한 좋은 예이다 . 표6은 그림 18의 상황에서의 측정 결과이

다. 그림 18의 상황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케페라 로봇에 장비된 4개의 IR 센서가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문제상황 1에서는 외부 환경은 동일

하게 유지하면서, 로봇을 회전시켜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센서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6. 문제 상황 1에서의 관측 결과

상황 1 2 3 4
평균 236.02 187.62 59.91 71.14
표준편차 146.67 117.88 77 79

그림 19에서 문제 상황 1의 관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다 . 그림 19에서 알

수 있듯, 관측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경우, 같은 상황의 관측값이라고는 인정하기 힘든

관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 표 7은 그림 20의 상황에서의 측정 결과이다 . 그림 20의 상

황은 하나의 센서가 여러 상황에서 어떤 관측값을 보이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문

그림 19. 문제 상황 1에 대한 센서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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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 2에서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로봇을 전진시켜 장애물과의 거리

를 줄여가면서 환경을 측정한 것이다 . 그림 21에서 관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

다.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 관측 결과만을 놓고는 로봇이 어떤 상황에 위치하고

그림 20. 문제 상황 2 - 동일 센서에서 환경을 변경한다.

그림 21. 문제상황 2에서의 센서 관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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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제 상황 2에서의 관측 결과

상황 1 2 3 4
평균 316.5 140.35 43.47 39.21
표준편차 75.59 76.81 53.29 51.31

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 표 6과 표 7, 그림 19와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 케페라 로

봇의 센서는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 첫째, 동

일한 조건에서도 각 센서들의 측정값이 매우 큰 편차를 갖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신

뢰할 수 없으며 사전에 판단기준을 정의하여 모든 센서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둘째, 측정 결과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센서 측정 결과만을 이용해서는, 장애

물까지의 거리 추정이 어렵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3.3에서 설명한 센서 진화를 이용한다 . 센서 진화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센서의 특성에 맞추어 관측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해

석 회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그림 22과 그림 23에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에러율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8과 표 9에서 센서 진화를 사용하였을 경

우 개선율을 보이고 있다 .

표 8. 문제 상황 1에 대한 개선 결과

에러율 Situ ation 1 Situ ation 2 Situ ation 3 Situ ation 4

센서 진화

사용안함
2.3586 1.9507 2.7594 2.3496

센서 진화 사용 1.8582 0.7873 1.6923 0

개선율 21% 60% 39% 100%

표 9. 문제 상황 2에 대한 개선 결과

에러율 Situ ation 1 Situ ation 2 Situ ation 3 Situ ation 4

센서 진화

사용안함
2.8498 1.2458 1.8375 0.2726

센서 진화 사용 2.4054 0.5050 1.4064 0

개선율 16% 60% 24% 100%

표 8과 9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에러율이 크게는 100 %에서 작게는 16 %까지 개

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의 개체는 20여세대만에 탐색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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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문제 상황 1에 대한 실험 결과

그림 23. 문제 상황 2에 대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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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진화 하드웨어 응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방향

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첫째, 주어진 하드웨어에 표현할 수 없는 크기의 작업을 하드

웨어에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 둘째, 유전자 트리의 표현형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셋째, 진화 하드웨어의 한 응용으로서 센서 진화에 적용하였다.

범용 프로세서와 주문형 프로세서의 장점을 혼합한 접근 방법이 가능한 진화 하드

웨어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서 수행될 작업의 분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적인 작업 분할의 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제안 방

법은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뛰어난 표현력을 이용한 것으로 로봇 협동 문제에 적용되

어 그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로봇 협동 문제의 경우 서브 작업간의 복잡도가

낮고, 작업 교체가 빈번하지 않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낮은 작업에 속한다 . 제안 방법

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 적용하여 추가의 개선 사항의

탐색 및 성능 평가 방법의 확보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유전자 트리의 표현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선형 표현법을 제안하였다 . 유전자 프

로그래밍을 하드웨어에 응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전자 트리의 구현 난이도와

유전 연산자 사용의 제약이다. 트리 구조의 특징을 유지한 채로 하드웨어에 구현하면,

트리 표현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의 양이 너무나 커진다. 이는 라우팅 자원의 제약

하에 트리 구조를 표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선형 표현법에 의한 유

전자 트리 표현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안된 것이다 . 제안된 방법은 루트 노드에서

각 종단 노드까지의 경로를 하나의 해석 경로로 설정하고, 각 해석 경로마다 독자적인

하드웨어 블록을 부여하였다 . 이 같은 표현법의 사용으로 유전자 트리 표현과정에서의

난이도를 대폭 줄였으며, 라우팅으로 인해 낭비되는 하드웨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트리 표현의 문제 해결로 인하여 각종 유전 연산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자율 이동 로봇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진화 하드웨어를 이용한

진화적 센서 조율 방법을 제시하였다 . 자율 이동 로봇은 주어진 센서만을 이용하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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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인식하고 앞으로 행할 동작을 결정해야 한다 . 따라서 자율 이동 로봇의 성능 향

상에 있어서 센서가 갖는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센서의 경우, 같은

종류의 센서가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관측값을 보이는 등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센서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센서 해석 루틴을 구성하면

로봇의 정확한 동작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센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센서 해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실제 관측값에 바탕하여 센서 해석 논리를 구성

해가능 하드웨어 회로를 진화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 그 결과 환경 및 센서

의 특성을 학습함에 따라 최적의 회로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지능 센서를 구현할 수

있었다 . 진화 하드웨어를 이용함으로서 사전에 알기 어려운 센서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해석 회로의 구현에 성공하여 로봇의 인지 능력 향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

었다 .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의 진화 하드웨어 응용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중

점을 두었다 .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진화 하드웨어 설계에 응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여 응용 실험에서 그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

그러나 본 연구를 실제적인 목적에 응용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은 아직은 칩 하나에

서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현재의 수

준에서는 외부 프로세서에서 유전자 개체의 유지 관리 및 적합도 연산등을 처리해주

어야 한다 . 이는 현재 이용가능한 진화하드웨어 칩의 용량 문제로 인한 것이다 . 제한

된 칩내에서 유전 연산과 관련된 모든 계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실제

응용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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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 is th esis p resen ts a m eth od for au tom atic r econfigu ration of ev olvable h ardw are

u sin g gen etic p r ogram m in g. On e of th e ad vantages of gen etic p rogram m in g is th at

it can in corp orate b ack gr ou n d kn ow led ge in p r oblem d om ain s an d ev olve solu tion s

of stru ctu red rep resen tation . Bu t in th e case of h ardw are im p lem en ted gen etic

p rogram m in g, th ere are som e draw b acks . First, it is difficu lt to im p lem ent th e

u niqu e tr ee stru ctu re on h ar dw are . Secon d, th ere is som e restriction s on th e u se of

gen etic op erat ors . Th ird , w ith gen etic tree gr ow in g b ey on d certain lim it, th e

evolved ch rom osom e m ay n ot b e p rop erly im p lem en ted on th e given h ardw are .

Th erefore, th ere h ave b een relatively few attem p ts t o u se gen etic p r ogram m in g as a

recon figu ration algorith m of evolvable h ar dw are .

This th esis in trodu ces a n ew m eth od for solvin g th e p r oblem s in rep resentin g

th e tr ee stru ctu res on evolvable h ardw are . By ad op tin g th e lin ear r ep resentation of

gen etic algorithm s, n o restriction s are im p osed on th e sh ap e of gen etic trees . Th e

m eth od au tom atically d ecom p oses a com p lex p rocess in t o a nu m b er of

su bp rocesses w hich are th en m ap p ed int o sp ecific h ar dw are com p on en ts t o

im p rove flexib ility an d ad ap tability of th e h ardw are .

Th e p rop osed m eth od h as b een tested on on lin e learnin g of au ton om ou s m obile

rob ots . Sin ce all gen etic op erators are available, th e p rop osed m eth od d ecreased th e

search tim e for th e op tim al con tr ol logic. Th e m eth od w as also tested on

m u lti-rob ot coop eration p roblem . Searchin g th e sub control logic for cu rr ent tasks

in stead of th e w h ole control logic, th e p r op osed m eth od cou ld virtu ally in crease

th e cap acity of ch ip . Th e p rop osed m eth od w as also ap p lied t o sen sor evolu tion .

By u sin g th e p r op osed m eth od, th e in terp retation logic for th e ch aracteristics of

each sen sor cou ld b e obtain ed du rin g ru ntim e .

Keyw ord s: gen etic p r ogram m in g, evolvable h ar dw are, au ton om ou s m obile rob ots,

sen sor ev olu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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