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계획문제를 풀기 위한

계획 그래프 기반의 휴리스틱

김현식O 김인철

경기대학교 컴퓨터과학과

advance7@kyonggi.ac.kr, kic@kyonggi.ac.kr

Planning Graph Based Heuristics for Solving

Contingent Planning Problems

Hyun-Sik KimO In-Cheol K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yonggi University

많은 실세계 계획문제들은 대부분 인식의 불완전성(partial observation)과 동작의 비결정성

(non-deterministic action)을 포함하고 있다. 인식의 불완전성과 동작의 비결정성이 존재하면 에이전트가 놓

일 상태를 미리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목표 도달성을 보장하는 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이 주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에 감지동작들(sensing actions)을 포함시키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감지동작의 가능한 모든 실행결과들을 미리 예상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에 도달 가능한 해 계획

(solution plan)을 구하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조건부 계획문제(conditional / contingent planning problem)라 부

른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계획문제에 대한 해는 믿음상태 공간(belief state space) 상의 탐색을 통해 도

출 가능하다. 하지만 인식의 불완전성과 동작의 비결정성을 가정한 믿음상태 공간의 크기는 상태 공간

(state space)의 크기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조건부 계획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믿음상태 공간상의 탐색을 매우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휴리스틱의 개발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계획문제 명세로부터 휴리스틱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원래 계획문제에 대한 간략

화(relaxation)와 간략화된 계획문제에 대한 해 도출(solution extraction) 과정이 요구된다. 전통적 계획문제

들(classical planning problems)을 위한 상태공간 탐색 휴리스틱 계산에 널리 이용된 간략화 방법은 각 동작

의 부정 효과(negative effect)들을 모두 삭제하여 동작들 사이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배제하는 삭제-간략화

(delete-relaxation)이다[1, 2]. 일반적으로 삭제-간략화된 계획문제에 대한 최적 해(optimal solution)는 허용성

있는(admissible) 양질의 탐색 휴리스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계획문제

들과는 달리 인식의 불완전성과 동작의 비결정성을 가정하는 조건부 계획문제들의 경우, 양질의 탐색 휴

리스틱을 자동으로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추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전통적 계

획문제를 위한 상태공간 탐색에서는 각 개별 상태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치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조건부

계획문제를 위한 믿음상태공간 탐색에서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상태들의 집합인 하나의 믿음상태에 대

한 휴리스틱 평가치를 구하여야 한다. 둘째, 전통적 계획문제에서 한 상태의 휴리스틱 평가치는 그 상태

에서 목표까지 도달거리 즉, 해 계획의 길이(length)를 의미하며, 이때 해 계획은 OR 탐색 그래프에서 하

나의 해 경로(solution path)를 구성하는 동작들의 시퀀스이다. 하지만 비결정적 동작과 감지동작들을 포함

하는 하나의 조건부 계획은 단순히 단일 해 경로를 구성하는 동작들의 시퀀스가 아니라 AND-OR 탐색

그래프에서 하나의 AND 서브 그래프(subgraph)를 구성하는 동작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건

부 계획문제 풀이를 위한 믿음상태의 휴리스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AND 분기가지(branch)를 포함한 해

그래프에 대한 비용 추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식의 불완전성과 동작의 비결정성을 모두 포함한 조건부 계획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

운 융합 계획그래프(Merged Planning Graph, MPG)와 이것을 이용한 GD(Goal Dependency) 휴리스틱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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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소개한다. 융합 계획그래프는 전통적 계획문제들을 위한 자동화된 휴리스틱 계산에 이용되던 간략

화된 계획그래프(Relaxed Planning Graph, RPG)를 조건부 계획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 계획그래프

이다. 융합 계획그래프에서는 조건부 계획문제의 비결정적 동작과 감지동작들을 휴리스틱 계산에 효과적

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삭제-간략화외에도 비결정적 동작과 감지동작들에 대한 효과-융합 간략

화(effect-merge relaxation)를 추가로 이용한다. 융합 계획그래프의 계층별 전개과정과 병행적으로 진행되

는 GD 휴리스틱 계산에서는 계획 그래프의 새로운 계층에서 달성되는 목표(goal) 및 부속 목표(subgoal)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함으로써 중복성이 배제된 목표 집합들의 최소 도달비용을 추정한다. 따라서 GD

휴리스틱 계산법은 전통적인 최대 휴리스틱(max heuristics)이나 합산 휴리스틱(additive heuristics)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휴리스틱 평가치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융합 계획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효과-융합 간략화 과정과 삭제-간략화 과정에 대하

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GD 휴리스틱 계산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서로 다른 계획문제 도메인을

이용한 비교 실험을 통해서 GD 휴리스틱의 정확성과 탐색 효율성을 평가해 본다. 이 실험에서는 GD

휴리스틱 계산방법을 최대 휴리스틱(max heuristic), 합산 휴리스틱(additive heuristic), 겹침 휴리스틱

(overlap heuristic)[3] 등과 같은 다른 휴리스틱 계산방법들과 서로 비교하였다. 또 이 실험을 위해 로봇

도메인과 블록 도메인, 그리고 저녁준비 도메인 등 3 가지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임의로 생성한 총 15

개의 계획문제들을 이용하였으며, 탐색 알고리즘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팀이 개발한

HSCP(Heuristic Search for Conditional plan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휴리스틱의 정확성을 알아보

기 위한 평가 척도로는 각 문제의 초기 믿음상태에서 목표까지의 실제 최소 도달비용과 각 휴리스틱의

추정치를 비교하였으며, 휴리스틱이 실제로 탐색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탐색과

정 동안 각 휴리스틱에 의해 생성된 믿음상태 공간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실험을 통해 GD

휴리스틱이 기존의 최대 휴리스틱과 합산 휴리스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목표와 동작들 사이에 서로 중복과 겹침 현상 등 긍정적 상호작용(positive interactions)이 많

은 계획문제 도메인들에서 특히 GD 휴리스틱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D 휴리스틱

과 겹침 휴리스틱이 최대 휴리스틱이나 합산 휴리스틱에 비해 적은 수의 믿음상태들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최대 휴리스틱과 합산 휴리스틱에 비해 정보력이 높은 GD 휴리스틱과 겹침 휴리스

틱이 탐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유도함으로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본 연

구에서는 정보력이 높은 GD 휴리스틱과 겹침 휴리스틱 사이에 서로 계산시간을 비교하는 실험을 포함

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완전히 펼쳐진 계획그래프의 모든 계층에 대해 목표들간의 의존관계를 전역적

으로 분석하는 겹침 휴리스틱의 계산 알고리즘에 비해, 단순히 계획그래프의 새로 확장된 리터럴 층과

직전의 동작 층만을 분석하는 GD 휴리스틱의 계산 알고리즘을 비교할 때, GD 휴리스틱 계산에 소요되

는 시간이 훨씬 짧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향후 연구로는 비교실험을 통해 계

산시간 면에서 GD 휴리스틱이 겹침 휴리스틱을 비롯한 다른 휴리스틱보다 우수함을 보이는 일과 목표

들간의 부정적 상호작용(negative interactions)을 고려하여 GD 휴리스틱의 정확성을 더욱 개선하는 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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