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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이전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자율지능형 가상군(Computer Generated Forces, CGF)의 공통된 요소

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 스크립트를 따라 행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적인 에이전트의 지

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발전된 지능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했던 수행이 어려울 때 계획을 다

시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적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계획을 수행 할 때 에이전트가 목적을 위한 적응적 행동을 하려

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적어질 때 스스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학습하여 차후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반영된 더 좋은 계획 및 전술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즉, 목표와 현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측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측정값이 임계값보다 적으면 수정된 계획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위와 같이 에이전트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적어질 때 적응적으로 계획을 새롭게 수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목적

지향적 행위계획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Agent acts for specification purpose, which is common element of CGF (Computer Generated Forces). When basic agent

acts as planned, the advanced intelligence agent can do more than this. It can follow predefined actions along appointed

script to achieve purpose or lay another plans when it is difficult to achieve. In other words, it can amend plan again or

make new plan in order to achieve goals. When plan fails, agent amends oneself, possibly decreases target level to achieve

easily. In doing so, the agent calculates a quantitative value for changing plans in realtime, and choose appropriate

alternative plans when the threshold value reaches an limi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military system in which the

planned action can be mod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achievement and alternative plans can be generated accordingly.

Keywords : Adaptive, Planning, GOAP, MEA, CGF

Ⅰ. 서  론

대규모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속 컴퓨

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Sejong University)
** 정회원, 상명대학교 컴퓨터 과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 정회원-교신저자, 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Sejong University)

접수일자: 2011년 8월16일, 수정완료일: 2011년9월6일

경을 컴퓨터로 모델링 / 시뮬레이션 하여 실세계에서

벌어질 일을 모사, 예측, 추정, 분석하는 시스템이 다 방

면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1] 이와 같이 컴퓨터의

성능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PC게임이나 가상모의

시뮬레이션 등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이러한 배경 내 에이전트의 사용 범위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게임 및 시뮬레이션은 직접적으

로 플레이어와 마주치게 되는 에이전트의 행동이 사실

감과 몰입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지

능적 기술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인 환경을 재현할 때 에이전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자율지능형 가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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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Generated Forces, CGF)의 공통된 요소이

다.[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된 스크립트에 따라 행

위를 하거나 업무 수행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적인

에이전트의 지능이라 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지능은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 수행이 어려울 때

수정하여 새로운 계획을 적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안

으로 CGF 상에서 에이전트의 자율적(Autonomous), 목

적 지향적 (Goal Oriented) 행위 모의기술을 위한 목적

지향적 행위 계획(Goal Oriented Action Planning,

GOAP)기법 뿐만 아니라 수행 중 실패 시 적응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적응적 전술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먼

저 Ⅱ장에서 CGF 관련연구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제

안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 방법

으로 설계 및 구현하고, 마지막 Ⅴ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Ⅱ.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자율지능을 위한 지능적 구현 요소에 관련

된 군사 모의 분야에서 CGF 관련 연구 및 관련 기술에

대해서 논한다.

1. 자율지능 구현요소에 대한 연구

자율지능은 시스템상의 개체(Entity)들이 인간 행위

를 묘사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

는 것을 말한다. CGF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이며, 자율지능의 정도에 따라 SAF

(Semi-Automated Forces)와 FAF (Fully-Automated

Forces)로 구분한다. 인간과 흡사한 수준을 FAF로 분

류하며 현재의 기술은 FAF를 모의하기에 부족하므로

CGF와 SAF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3]

목적 지향적 지능행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해야한

다. 대표적인 예로는 객체의 행위를 결정적으로 기술하

는 방법론인 유한상태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 그리고 입력 변수를 퍼지화 하여 퍼지추론 하는

퍼지 추론, 그리고 객체가 이동할 경로를 스스로 찾는

길 찾기(Path finding)기법과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결

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 등

이 있다. 그 외에 학습기능이 가능한 인공신경망, 지식

을 최적화하거나 자동습득이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 GA)과 상황에 따라서 계획

하고 스케줄 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4]

2. CGF 개발의 현 상황 및 추세

그동안의 경험과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CGF 및

SAF 개발기관들은 개인 단위 혹은 매우 작은 제대 단

위에서의 인간행위 모델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

으며, 정규전 이외의 군사력운용을 위한 모델과 특수

도구 등을 개발 중이다.
[5]

최근 CGF는 명확하고 단순한 상황 및 형태나 최적

경로 탐색, 군집행동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능

적 요소의 구현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

면서 계속적인 확장 및 발전의 형태로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개발 및 상용화 중인 민간 게임의

지능적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보다 실

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6～7]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이전트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지능적 요소가 첨가되어 보다 효과적으

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적 에이전트의 자

연스러운 행동 및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

응적으로 계획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적응적 전술 생

성 방법을 제안한다.

3. 목적 지향적 행위 계획 및 수단-목적 분석방법

목적 지향적 행위 계획 (Goal-Oriented Action

Planning, GOAP)는 목적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목

적 상태로부터 역으로 계획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시점

과 가장 관련된 목표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한다. 이는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아키텍처이다.

즉, 자신이 인식한 상태(현재 상태)로부터 목적 상태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목적 상태로부터 현재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들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8]

GOAP의 구성요소는 목표, 계획, 행위, 계획 조직화

가 있다. 목표는 에이전트가 만족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건을 말하며, 에이전트는 임의의 개수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계획은 순차적인 행위들의 시퀀스를 말한다.

행위는 한 계획안의 단일한 단위를 말하며, 계획 조직

화는 계획을 결정, 취소, 재계획하는 일련의 행위 시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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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액션은 전제조건과 효

과, 키, 값으로 구성된다. 어떠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목표의 역방

향으로 액션의 시퀀스를 찾아 행동 계획을 결정하는 방

식이다.[8]

GOAP 아키텍처는 구조화된 본성 덕분에 행동의 설

정, 관리 재사용이 수월하다. 단, 행위 개수와 행위에 대

한 전제 조건들의 개수에 따라 성능을 좌우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8]

적과의 교전을 예로 들면, 에이전트들은

“적 사살” 이라는 목표가 설정된다. 계획자는 현재의 상

황에서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찾고, “공격”,

“무기 장전”, “무기 선택”의 선결 처리되어야 할 행동들

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위의

흐름을 만들게 된다.

수단-목적 분석방법(Means-End Analysis, MEA)은

초기 상태에서 목적 상태에 이르는 단계를 재귀적으로

구성해 나가며, 현재의 상황에서 현 지점과 목표 지점

간의 거리를 분석하여 두 지점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9]

이 방법은 Allen Newell 과 Herbert A.

Simon 이 1972 년에 저술한 'Human Problem Solving'

에 기술한 것으로서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모형화한 컴퓨

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일반 문제 해결자 - General

Problem Solver ,GPS)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수단-

목적 분석은 현재의 문제 상태와 원하는 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

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Ⅲ. 제안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국방관련 CGF에 MEA기법을 적용

한 GOAP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표에 대한

계획 수행 시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해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

먼저 GOAP만을 이용하여 간단한 전장상황에서의 행

위 시퀀스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에이전트들은

“적 소대 격파” 라는 목표가 설정된다. 계획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찾고, “1분

대 격파”, “2분대 격파”, “매복”등이 선결 처리되어야

할 행동들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행위의 흐름을 만들게 된다.

적과의 교전 상황에서 아군의 피해가 적군의 피해보

다 큰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기

에는 현재의 전장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에이전트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MEA기법을 사

용한다.

우선 적과의 교전이 발생한 이후로 에이전트는 목표

로 하는 아군과 적군의 피해 정도와 현재의 피해 정도

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이 때, 피해 정도를 측정

하는 것은 목표가 적의 사살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값

의 차이가 정해진 임계치를 넘을 경우, 계획자는 현재

의 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된다.

새로운 계획은 GOAP의 계획자에 의해 “1분대 격파”,

“2분대 격파”, “매복”, “우회”, “대기”로 행동들이 도출

되었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계획에 따라 대기 후 우회

하여 매복을 실시하게 된다. 여기서 거리 값을 지속적

으로 측정함으로써 목표와 멀어진다면 변경된 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단지 계획만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행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어

려워지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수정하여 효과적

으로 원래 목적을 이루는 적응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MEA기법은 현재의 상태와 목표와의 차이를 분석하

여 그 차이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

는 방식이므로 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현

재 상태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 목표가 적의 사살, 즉

적의 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현재 상태 또한 적의

그림 1. 가중치를 적용한 행위 시퀀스

Fig. 1. Behavior sequence using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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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

여 목적에서 멀어지는 것을 계산하고 목적에서 멀어지

면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데, 이 때 새로운 계획은 목적

에 가까워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각 행위들에 가중치를 적용한다.[그림 1]

GOAP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각의 행위(노드)들

을 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현재의 전장상황

에서 주변 환경에 맞는 가중치를 행위에 입력함으로써

GOAP의 계획자는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행위들의 가

중치를 기반으로 A*알고리즘
[10～11]

을 적용하여 행위의

시퀀스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적 사살이란 목표가

있고, 적이 바로 전방에 있지만 아군 수와 화력이 모자

를 경우 바로 돌격하는 것보다는 은폐·엄폐하여 우회할

경로를 찾은 다음 매복 혹은 장애물 설치, 교란 등의 방

법이 목표달성에 더 유리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우회경로에 대한 가중치가 더 증가한다. 이러한 방식으

로, 새로운 계획 수립 시 현 상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와 2의 부분 목표들의 레벨은 계층적으로 표현

되어야 한다. 각 행위들에는 행위 선택으로 인한 +, -

비용 값이 있어 그 값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의 연

결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구현방법(설계)

1. 목적 지향적 행위 계획(GOAP)

GOAP는 목적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목적 상

태로부터 역으로 계획하는 방법으로서 단계적인 의사

결정구조이다. 예를 들어, “적을 사살한다.” 라는 목표

를 설정하면, 계획자는 행위의 공간에서 목표를 만족시

킬 수 있는 행위를 찾고, “공격한다.”, “무기를 장전한

다.” 등의 선결 처리되어야할 행동들이 도출이 되어 최

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위의 흐름이 나타

나게 된다.

적과의 교전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수행의 계획

을 GOAP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GOAP를 사용한 소대장의 보병 분대 공격

계획 수립의 예를 보이며 목표는 진지 점령이다. 공격

계획 수립에서 분대이동 및 사격, 장애물 극복 등에 전

략을 수립하고 실행함과 동시에 진지 점령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GOAP의 단계적인 절차는 길 찾기 알고리즘과 유사

그림 2. GOAP를 사용한 공격 계획 수립의 예

Fig. 2. Example of planning attacks using GOAP.

하며 계획자는 행위의 공간을 통하여 길을 찾아야 하는

데 일반적인 탐색 알고리즘인 A*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계획자는 A*알고

리즘의 노드와 맵, 그리고 목표 구현을 위한 설계가 필

요하며 A*알고리즘은 노드와 목표 사이의 휴리스틱 거

리의 비용 연산과 노드의 비용 연산을 필요로 한다.

A*알고리즘을 사용해 시작지점에서 이동비용 g(n)

이 최소이면서 이동 시작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추정

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h(n)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

다. 즉 시작지점에서 이동비용 g(n) 이 최소이면서 이동

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추정된 비용 h(n)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찾는다. 이동지점에서 목표지점까지의 추

정된 비용 h(n)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n)

<= h*(n) 에 해당하는 h*(n) 함수를 사용한다.[10]

CGF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장상황이 작전 간 실시간

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길 찾기 알고리즘만을 적

용해서는 적절한 전술을 생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포격이나 적군의 장애물 설치로 특정 길의 경로가 절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적응

적으로 새로운 길 찾기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한다. 또

한, 장애물에 따라서 장애물을 치우고 이동하거나 장애

물을 우회하거나 경로를 우회하는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장애물의 종류, 모양,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여 퍼지규칙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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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는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퍼지추론으

로 내린 결론에 대하여 길 찾기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수행한다.

2. 검색(Search)

행위의 공간에서 검색하기 위하여 계획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선행조건, 행위의 절차, 행위의 결과 그

리고 최종 목표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현재 상태를 인

식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 및 환경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상황의 상태를 표현하는 적당한

방법은 열거된 상황 속성들의 키, 값, 다루는 주제 등을

포함하는 특성 구조를 나열한다.

3. 계획 및 목표 재설정(Replanning)

명령 하달을 통한 계획의 실행 중 명령의 변경이나

아군, 적군 및 기타 환경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 실행

의 중단 및 이후 계획의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계획

및 목표 재설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명령의 변경으로

인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하기 때

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현 지점과 목표 지점 간의 거리

를 분석하여 두 지점의 거리 차이를 줄여 나가는 방식

인 MEA 기법을 사용해 목표 설정 단계로 되돌아가 명

령 내용을 분석하여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벤트 발생 시에는 현 시점에서

수행 중인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이전 계획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설정하도록 한다.

4. Simulation

아래의 그림들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 한 결과이다. 계획의 실행 중 목표달성에 변화를 줄

요소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

하게 된다.

Blue팀의 현재 상태와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목표 상

그림 3. 최조 작전 계획

Fig. 3. Initial Plan.

그림 4. 상황 변화

Fig. 4. Change in circumstances.

그림 5. 실행

Fig. 5. Execution.

태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객체

간의 주변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되는 상황을 인식하여

목표달성에 방해를 주는 이벤트 발생 시에 계획을 재설

정하여 설계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지능형 가상군(CGF)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목적 지향적 학습을 이용한 적응적 전술

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적응적 지

능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

방법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정립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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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모두 구현하기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이 부족해 많

은 기능을 구현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기능을 선별해서

제대로 설계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

휘되기 위해서는 객체 선별 및 행위나 판단에 내재 되

어야만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율적인 지능

적 요소와 결정적 요소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모든 요소

가 유기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각 객체별로 과업을 분류하여 세부 행위별 동작을 구분

해야 하고 해당 동작을 세분하여 공통의 단위행위를 유

도해야 한다.

자율지능형 가상군(CGF)의 기술이 한 차원 높은 유

용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실시간 시뮬레이

션에 있는 실제 인간 병사에게 사실감을 느끼도록 해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이전트의 자율적인 지능화

기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후에는 본

연구에서 고찰해 본 여러 가지 추론 기술이외에 기계학

습, 인식모델링, 분산병렬 컴퓨팅, 실시간 네트워킹 등

의 공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인간 행동패턴 연

구 분야와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제 간 긴말한 공

동 연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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