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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시장의 다각화와 짧아진 제품 생명 

주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번한 제품 모델의 
변경을 기존의 로봇 제조 라인으로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1 따라서 여러 대의 
로봇이 일정한 공간마다 배치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개념에서 좁은 
공간에 고밀도로 배치된 다수의 로봇이 작업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셀 생산 개념으로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저가격의 로봇을 투입하여 생산성이 높은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로봇에 
작업을 할당하고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고밀도 
작업용 멀티로봇에 작업을 분배하고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다. 

 
2. 문제 정의 및 가정  

멀티로봇 공정 최적화 문제는 좁은 공간에 
고밀도로 배치된 로봇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는 문제로 정의한다. 이 
문제는 잘 알려진 다수 순회 판매원 문제 
(Multiple Traveling Salesman Problem, MTSP)2를 
로봇 공학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TSP 는 다수의 판매원이 이동한 순회 경로의 
거리와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를 찾는 
문제이다. 
본 논문의 멀티로봇 공정 최적화 문제는 

M 개의 로봇과 N 개의 용접점이 주어졌을 때 
다수의 로봇의 작업 시간과 로봇 간 작업 

부하의 분산, 다른 로봇 간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은 하나의 목적에 
대해서만 전역 최적해를 찾는데 반해,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은 다중의 목적함수에 대해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 중에서도 NSGA-II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II)3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SGA-II 를 이용하여 멀티로봇 
최적화 문제를 Fig. 1과 같이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초기화: MTSP 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분 염색체 표현법(Two-part 
chromosome representation, TCR)4 을 이용해 
임의의 염색체를 가진 모집단을 생성한다. 
 

• 선택연산: 품질비례 룰렛휠 선택법에 의해 
모집단에서 우수한 성질을 가진 염색체를 
임의로 선택한다. 
 

 
Fig. 1 Block diagram of Multi-Objective GA 

NSGA-II를 이용한 고밀도 로봇군의 경로 계획 기법 
Path Planning for High-density Robot Environments using NSGA-II 

*김제석 1,  배종호 1,  #박장현 2 
*J. S. Kim1,  J. H. Bae1, #J. H. Park(jpark@hanyang.ac.kr)2 

1한양대학교 자동차공학과, 2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Key words : Genetic Algorithm, Multiple Traveling Salesman Problem, Multi-objective Optimization 
 

447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교차연산: TCR 에 적합하도록 이분 염색체 
교차연산(Two-part chromosome crossover, 
TCX) 5을 이용하여 교차연산을 수행한다. 
 

• 변이연산: 변이율에 의해 선택된 작업점과 
클러스터의 중심점과의 분산을 확률분포로 
계산하여 임의로 선택하여 변이를 수행한다. 

 
• 평가방법: 멀티로봇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로봇 간의 분산을 최소화 시키는 두 
개의 목적함수에 대해 파레토 순위와 과밀 
거리 3 를 계산하여 각 염색체를 비교하는데 
사용한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로봇 스케줄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Table 1 과 같이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의 변수를 선정하여 Fig. 
2 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임의로 생성된 초기 모집단은 Fig. 2(a)와 같이 
작업점 분배, 최적경로 등이 임의로 생성된 
것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Fig. 2(b)와 같이 용접점이 로봇에 
분배되고 최적경로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Table 1 Variables of Multi-Objective GA 

Setting Value Setting Value 

# of robots 80 Crossover Probability 80% 

# of task points 6 Mutation Probability 8% 

Population Size 100 Stagnation Limit 1000 

 

  
(a) Generation 1 (b) Generation 1000 

 
(c) Objective Values in generation 

Fig. 2 Simulation result of Multi-Objective GA 

그리고 세대의 증가에 따라 Fig. 2(c)와 
같이 다수의 로봇의 작업 시간 F1 과 로봇 간 
작업 부하의 분산 F2 의 목적함수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 유전 알고리즘인 

NSGA-II 를 이용하여 멀티로봇의 작업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로봇 간의 분산을 최소화 
시키는 두 개의 제약 사항에 최적화된 로봇 
스케줄링의 효과적인 기법을 제안하였고, 지역 
개선 휴리스틱을 통해 좀 더빠르게 지역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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