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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구?

새로운 유형의 e-sports

• AI 축구는 2017년 12월 1일 국내 대회 시작

2018년 8월 20일 ~22일까지 국제대회 진행

• 2019년 WCG e-sport 개최

• AI 기술 적용 축구 팀 간 e-sports 경기

• 각 팀의 로봇들은 사람의 조작 없이 참가팀의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

• 참가팀은 AI 기술을 사용하여 팀 전략과 전술을 프로그래밍

• 특장점 : 게임의 오락성과 AI기술에 대한 교육성을 모두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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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구?

새로운 유형의 e-sports

• 컴퓨터의 AI기능 vs. 게이머(gamer)

• 게이머는 AI 프로그래밍과 관련 없음

기존 게임 AI 축구

• 게이머 vs. 게이머 / 컴퓨터 vs. 게이머

• 직접 본인의 전략을 프로그래밍

• 게임전략을 프로그래밍하면서 AI 
기술을 배울 수 있음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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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구?

규칙 기반에서 학습 기반 까지

• 규칙 기반의 다양한 플레이

규칙 기반 학습 기반

• 강화학습과 함께 사용하여
플레이 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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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축구?

학습 과정(3:3 강화학습 기반 게임 - 사각형 모양)



경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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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원리

규칙 기반 학습 기반

• “규칙 엔진 기법” 또는 “연관 규칙 학
습” 을 통해 변수 간의 흥미로운 관계
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플레이

• Google Deepmind 에서 활용한 강화
학습 구조

• 동작(Actions)의 효율성을 보상
(Reward)을 통해 알려줘 효율적인 동
작을 계속하도록 유도하여 이기는 플
레이를 함



10 59

경기 원리

오프라인 시뮬레이터

게이머 컴퓨터팀 #1

오프라인 시뮬레이터 플랫폼

프로그램
전송

컴퓨터팀 #n

프로그램
전송

• 게이머가 시뮬레이터를 다운로드

• 게이머가 각 레벨의 컴퓨터팀들과 경기를 진행

• 게이머의 컴퓨터에서 AI 축구경기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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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원리

온라인 시뮬레이터

게이머

• 게이머가 팀 경쟁을 위한 프로그램을 플랫폼에 업로드

• 온라인 시뮬레이터 플랫폼에서 프로그램 간의 대결을 진행

게이머 #1 게이머 #2 게이머 #n

온라인 시뮬레이터 플랫폼

프로그램
업로드

프로그램
업로드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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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python 또는 C++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경기장 좌표를 이해

• 공과 로봇의 위치에 따른 플레이 개발

•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 언어 교육
(예제 알고리즘 활용)

• 리눅스 초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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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법

Ubuntu 상에서의 python 또는 C++

AI Program (Python/C++)

게임 정보

이미지

좌표

각각의 로봇의 바퀴 속력

게임 상태

초기화 이유

점수
시간



경기규정
- 기본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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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경기장

화면에 보이는 경기장 경기장 규격

축구 공

• 지름 10cm

• 무게 18.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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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축구 로봇

• 세 가지 역할(골키퍼, 수비수, 공격수)로 나누거나 역할 구분없이 플레
이 가능

• 선수는 세 개의 모양 중 선택 가능

• 한 팀에서 여러 모양의 선수 선택 가능

로봇 역할 표시 로봇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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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양

축구 로봇

• 한 팀의 다섯 개의 로봇은 같은 좌표계를 공유함

• 몇몇 사양들은 위의 표와 같이 역할에 따라 다름

로봇 물리법칙 사양

구분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

특징 힘 우위 슈팅 우위 드리블 및 속도 우위

속도 1.8m/s 2.1m/s 2.55m/s

(각)가속도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최대 회전 토크 0.8N*m 1.2N*m 0.4N*m

질량 2.5kg 2.0kg 1.5kg



경기규정
- 경기 규칙 -



20 59

경기 규칙

5:5 로봇 축구

• 각 팀은 골키퍼 1명, 수비수 2명, 공격수 2명으로 구성됨

• 역할은 로봇의 능력은 제한하지 않고 로봇 사양과 초기 위치만 차별화

• A 팀 : 필드 왼쪽, 빨간색 로봇

• B 팀 : 필드 오른쪽, 파란색 로봇

경기 시간

• 10분 경기 : 전반 5분, 후반 5분

• 전반전 A 팀의 킥오프로 경기 진행

• 후반전 양팀의 위치가 바뀜

(위치는 바뀌지만 프로그램 개발 입장에서의 좌표는 동일)

•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 자유롭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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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교착상태

• 교착상태 : 두 팀의 모든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하는 경우

• AI기반의 로봇은 축구공을 제대로 차지 못하는 상황 발생

• AI 축구의 경기장은 실제 경기장과 달리 단단한 벽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로봇들이 공을 벽으로 밀 수 있고, 여러 로봇들이 같은
동작을 한다면 공이 움직이지않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 공이 0.4m/s 미만의 속도로 4초간 움직이는 것을 교착상태로 인지

• 교착상태 발생 지역에 따라 다르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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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교착상태 처리

□ 코너 지역에서 교착상태

•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 :

- 그 지역에 더 많은 로봇이 있는 팀

- 같은 수의 로봇이 있을 경우 공과의 평균 거리가 더 작은 팀

- 평균 거리도 같다면 그 지역의 반대 골대의 팀

□ 페널티 지역에서 교착상태

•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 : 코너 지역에서 교착상태와 동일

- 반대 골대의 팀 : 페널티 킥으로 경기 진행

- 다른 팀 : 골 킥으로 경기 진행

□ 나머지 지역에서 교착 상태

• 공 재배치로 경기 진행



23 59

경기 규칙

페널티 지역 반칙

□ 수비 팀의 반칙

• 수비 팀의 세 개의 로봇만 동시에 페널티 지역 안에 있을 수 있음

• 네 개이상의 로봇이 있다면 공격 팀의 페널티 킥으로 경기 진행

• 단순성을 위해 페널티 지역에서만 반칙 규칙이 있음

• 페널티 지역안에 있을 수 있는 로봇의 수 제한

– 수비 팀이 골대를 완전히 차단 하거나 공격 팀의 여러 개의 로봇이 공을
밀어 넣는 상황을 막기 위함

□ 공격 팀의 반칙

• 공격 팀의 두 개의 로봇만 동시에 페널티 지역 안에 있을 수 있음

• 세 개이상의 로봇이 있다면 수비 팀의 골 킥으로 경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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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공 아웃

• 골대의 측면을 통해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상황

• 골 킥이나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 :

– 공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을 찬 로봇의 수가 적은 팀
(두개 이상의 로봇이 동시에 차는 경우 존재)

– 로봇의 수가 같다면, 공이 나간 방향 골대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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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킥오프

• 경기 시작 시 레드 팀 킥 오프로 경기 진행

• 하프타임 후 블루 팀 킥 오프로 경기 진행

• 골 발생 시 실점한 팀 킥 오프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 공이 센터서클을 벗어난 경우

- 공이 3초 동안 센터서클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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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코너 킥

• 코너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공 아웃 시 코너 킥으로 경기 진행

• 코너 킥이 진행되는 코너 지역의 위치와 공 소유권을 가진 팀에 따라
다른 형식의 코너 킥 진행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가 공을 찬 경우

- 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공격수 코너 킥 수비수 코너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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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페널티 킥

• 페널티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반칙 시 페널티 킥으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공격수(F2) 가 공을 찬 경우

- 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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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골 킥

• 페널티 지역에서 교착상태 또는 반칙 시 골 킥으로 경기 진행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골키퍼(GK) 이외의 로봇들은 다음이 발생하면
움직임

- 공 소유권을 가진 팀의 골키퍼(GK)가 공을 찬 경우

- 3초 동안 로봇이 공을 차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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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퇴장

• 로봇이 뒤집힌 상태로 3초 경과 시 팀의 골대 외벽 뒤로 퇴장

• 퇴장 후 5초 경과 시 기본 포지션(킥 오프 포지션)으로 복귀

• 예외 상황 : 복귀할 위치에 다른 로봇이나 공이 있을 경우 물체가
없어진 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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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공 재배치

• 코너와 페널티 지역 외의 영역(빨간 네모)에서 교착상태 시 공 재배치

• 4개의 지정된 위치(빨간 점) 중 현재 공과 가장 가까운 위치로 재배치

• 로봇들은 재배치 되지 않음



플레이 영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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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예시)

패스, 리시브, 킥 - 사각형 모양

• 기본 함수들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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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예시)

패스, 발리 킥 - 풍뎅이 모양

• 기본 함수들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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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예시)

패스, 리시브, 드리블 - 풍뎅이 모양

• 기본 함수들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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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예시)

패스, 리시브, 킥 - 풍뎅이 모양

• 기본 함수들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플레이



코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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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좌표 시스템

• 모든 좌표는 미터 단위로 표현

• 방향은 오른쪽을 향할 때 0으로 -π에서 π의 라디안으로 표현

(반시계방향 : 0~π, 시계방향 : 0~-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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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로봇 제어

◼ 이동로봇의 제어 입력 u

⚫ 선속도, v

⚫ 각속도, w

◼ 이동로봇의위치차

⚫ 거리차, de

⚫ 방향차, qe

22
dydxde +=

dx

dy

목표
위치

eq

dq
rq

rde qqq -=

X

Y

),,( rrr 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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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main.py

코드 구조
시뮬레이터와 통신 및 수학적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

직관적 이해를 위한 상수

시뮬레이터로부터 받을 프레임

초기화를 위한 class

알고리즘 실행 부분(다음 장 계속)

※ 첨부된 my_strategy파일 속 python파일 참고

- python 편집기가 없는 경우 연결프로그램에서 워드를 선택해 열 수 있음

helper : 자주 사용되는 계산을

함수로 만들어 둔 라이브러리
(43쪽 계속)

players : 선수들의 전략

알고리즘 구현 부분(46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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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main.py

알고리즘 실행 부분

시뮬레이터와 프로그램 연결 및

출력을 위한 함수

(printConsole 함수는 알고리즘 개발 중

변수의 값을 확인하는데 사용 가능)

코드1. 시뮬레이터와 연결

코드2. 전략 실행

연결 종료

공과 로봇의 좌표를 얻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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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main.py

알고리즘 실행 부분(계속)

사용할 변수 초기화를 위한 함수

field, goal, penalty_area :

경기장 각 부분의 크기 [X, Y]

(시뮬레이터 좌표계의 0, 0이 경기장의
중심인 것에 주의, 즉 오른쪽 골의 중심
좌표는 self.field[X]/2, 0)

ball : [x좌표, y좌표]

posture : [x좌표, y좌표, 방향, 
active(T/F), 공 터치(T/F)]

□ 코드1. 시뮬레이터와 연결

시뮬레이터 환경과의 연결 확인
및 변수를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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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main.py

알고리즘 실행 부분(계속)

각 로봇 두 바퀴의 속도들을
시뮬레이터에 넣어주는 함수

wheels : 0L,0R,1L,1R,...,4R을 가진 배열

(0L : 0번 로봇(GK) 왼쪽 바퀴 속도)

•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

시뮬레이터의 프레임으로부터
시간, 점수, 등 정보를 받는 부분

한 프레임이 끝날 때 마다 로봇의
행동 결정 및 좌표 정보 업데이트

□ 코드2. 전략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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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helper.py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계산 함수

각도 단위 변환

(시뮬레이터 환경은 라디안을 사용)

각도를 –π ~ π의 범위로 변환

두 점(x1,y1), (x2,y2) 사이의 거리 반환

prediction_step 뒤의 공 위치 반환

공과 가장 가까운 로봇의 번호 반환

내 팀 골대의 중앙(-3.9,0)과 공 사이의
각도 반환

상대 팀 골대의 중앙(3.9,0)과 공
사이의 각도 반환

• 자주 사용되는 계산을 함수로 만들어 둔 라이브러리

•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함수를 정의하여 전략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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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helper.py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계산 함수(계속)

공이 각 구역에 있는지 확인해 T/F 
반환

id번 로봇이 특정 방향(x,y 또는 angle) 
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T/F 반환
(각도 차이가 180/div 보다 작으면 True)

id번 로봇과 공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이 상대 골대를
지나는지 확인해 T/F 반환

x, y 가 두 점(x1,y1), (x2,y2)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T/F 반환
(tolerance 만큼의 오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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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helper.py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계산 함수(계속)

id 번 로봇이 벽 또는 로봇에 부딪힌
상황인지 확인해 T/F 반환

id 번 로봇을 제외한 두 개 이상의
로봇이 상대 페널티 지역에 있는지
확인해 T/F 반환

id번 로봇과 공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확인해 T/F 반환

움직이고 있는 공이 도착할 (?, y) 반환
(공의 궤적과 y = y가 만나는 점)



46 59

규칙 기반 코드 설명 – players.py

알고리즘 구현 부분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 구현

action : 기본적인 행동을

함수로 만들어 둔 라이브러리
(49쪽 계속)

• 각 선수들의 행동 결정

• 특별히 다른 함수를 선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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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players.py

알고리즘 구현 부분(계속)
•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명령들

(하나의 예시로 Forward_1을 설명함, 포지션 마다 구조는 동일하고 행동만 다름)

기본 변수 초기화

실질적 전략 구현

• helper와 action의 함수들과 if문을
활용

함수 인자

• idx/idx_opp : 공과 가장 가까운 내 팀/ 
상대 팀 로봇 번호

• defense/attack_angle : helper.py 참고

• cur_posture/cur_posture_opp : 내 팀/ 
상대 팀 로봇 정보

• previous/cur/predicted_ball : 한 프레임
전, 현재, 2 프레임 후 공 위치
(예측 위치 : main.py에서 2 프레임 후로 설정,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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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players.py

알고리즘 구현 부분(계속)

• 기본 적으로 공의 위치에 기반한
상황을 기준으로 행동 결정

• 예) 공이 상대필드에 있고, 로봇이
공보다 앞에 있으며, 공에 가장
가까운 로봇이라면,            
공에서 angle의 각도로 0.1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라

• 벽 또는 다른 로봇에 로봇의
전/후면이 매우 가까운 경우,
전/후진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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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코드 설명 – action.py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행동 함수

id번 로봇이 특정 방향(x,y / angle)을
향하는 함수

id번 로봇이 공을 x, y로 차는 함수

id번 로봇이 공을 x, y로 몰고가는 함수

공의 궤적 중 (?, y)를 예측해 id번
로봇이 그 점에서 공이 angle의
각도로 바운드 되도록 받는 함수

공의 궤적 중 (?, y)를 예측해 id번
로봇이 그 점에서 공을 angle의
각도로 차는 함수

id번 로봇이 x, y로 움직이는 함수

• 로봇의 기본적인 행동을 함수로 만들어 둔 라이브러리

•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행동을 정의하여 전략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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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반 코드 설명

학습 기반(시뮬레이터 정보이용)

상태(State) 행동(Action)

보상(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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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반 코드 설명

학습 기반(이차원 이미지를 통한 학습)

이미지 입력
합성곱층1
(Conv 1)

완전 연결층1
(FC 1)

행동(Action)

로봇 1

로봇 2

로봇 3

로봇 4

합성곱층2
(Conv 2)

완전 연결층1
(F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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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반 코드 설명

학습기반(이차원 이미지를 통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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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반 코드 설명

코드 구조 • 규칙기반과 비슷한 구조

이미지 처리를 위한 class

AI 기반 알고리즘 구현 시 입력
state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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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기반 코드 설명

전략 구현

action_number에 따른 11가지의

동작 정의

강화 학습

보상 정의



플레이 영상(규칙 기반 vs 학습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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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규칙 기반 vs 학습 기반)

- 학습 전
• 빨간색 플레이어: 학습 기반

• 파란색 플레이어: 규칙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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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규칙 기반 vs 학습 기반)

- 학습 후(20시간)
• 빨간색 플레이어: 학습 기반

• 파란색 플레이어: 규칙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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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 영상(규칙 기반 vs 학습 기반)

- 학습 후(50시간)
• 빨간색 플레이어: 학습 기반

• 파란색 플레이어: 규칙기반



Start AI Socc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