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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 요소인 무인반송차(AGV)를 자율 주행시키기 위해 오픈 소스 자율 주행차 시뮬레이터인 

udacity를 이용해 머신 러닝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공장의 운행 루트를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의 전경으로 가공하고, 3개의 

카메라를 부착시킨 AGV를 운행시키면서 머신 러닝시킨다. AGV를 주행하여 얻어진 여러 학습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각각 비교하여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고 운행시킨 결과 AGV가 정해진 운행 루트를 정확하게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 운행 환경에서 저비용으로 AGV 운행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키워드: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자율주행(Autonomous Car),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I. Introduction

최근 딥러닝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 정보에 대한 인식 성능이 획기적

으로 발전함에 따라 응용 분야인 자율주행도 발전하고 있다[1].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한 번의 물리적 테스트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으로 수천 번의 가상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 확보 개발 및 유지보수의 유연성을 기대할 수 있다[2]. 따라서 

본 논문은 오픈 소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 udacity를 가공하여 

스마트 팩토리의 주요 요소인 AGV를 머신 러닝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임의의 공장 환경을 구성하여 학습시켜 최적의 모델과 

시스템의 가용성을 증명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1. Open Source Simulator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터는 오픈소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인 

udacity를 기반으로 한다[3][4].

Fig. 1. Structure of Simulator and Nvidia TX2

시뮬레이터는 Fig 1의 좌측이미지[5]로 구성되며 시뮬레이터에서 

학습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딥러닝의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해 학습한다.

2. Intelligent AGV Machine-Learning System

AGV 머신 러닝 시스템에서 데이터 학습은 Nvidia Jetson TX2 

Developer Kit를 이용하였으며, 운행 경로 개발과 설정값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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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최초 학습 세팅(이하 Setting A)은 Epoch=120, Samples per 

Epoch=300000, batch size=60 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세팅으로 기존 

CNN 모델과 카메라를 통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 학습 모델의 최저 

loss 값은 0.0091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모델로 주행을 시연해본 결과는 

Fig. 2 의 형태를 보이며 주행하는 도중 얼마가지 않아 충돌하였다.

Fig. 2. Simulating Result of Original Version

다음은 CNN 방식을 개선하고 카메라의 범위를 넓혀 이미지를 

확장하였다. CNN 개선방식과 카메라 촬영범위를 확장은 Fig. 3과 

같다.

Fig. 3. Simulator Amendment

이와 같은 세팅을 통하여 Setting A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Setting A에 따라 도출된 최저 loss 값 0.0091에 비하여 

보다 낮은 값인 0.0048이 도출되었다. Fig. 3의 학습 진행에서 Epoch

에 따른 loss 값에 대한 그래프는 Fig. 4와 같다. Epoch에 따른 

loss 값은 점차 감소하며 71번째 Epoch에서 최저 loss 값인 0.0048을 

출력한 이후 근사 값 혹은 다소 상승한 loss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Fig. 3에 따라 71번째 Epoch에서 생성된 모델을 통하여 주행하였다. 

기존의 모델이 충돌하였던 지점인 Fig. 2에서 개선된 모델의 주행 

결과는 Fig. 5와 같이 충돌 없이 주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충돌 없이 

경로 안정적으로 순환한다. 따라서 학습 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CNN의 학습 방식의 개선, 학습 시 사용되는 이미지의 확장, 그리고 

주행카메라 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보다 개선된 주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ig. 4 Graph of loss value per epoch

Fig. 5 Simulating Result of Amendmen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자율 주행차 시뮬레이터를 임의의 공장 

환경에 적용시켰다. 또한 개선된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기존의 방식과 비교해 그에 따른 최적의 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임의의 환경이더라도 개선된 학습방식을 통하여 학습할 

경우 충분히 스마트팩토리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주행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현재 개선안에 이어서 더욱 확장된 각도의 

카메라를 추가시키고 기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인 이미지와 

Steering 이외에 속력이나 Throttle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하

는 것을 향후 개선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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