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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층의 인공신경망 모델이 수많은 분야에 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2015년 Mnih이 

고안한 DQN(Deep Q Network)는 Atari game에서 인간 수 의 성능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을 자아냈다. 본 논문에서는 Atari DQN Model을 실내 자율주행 모바일 로 에 용하여 신경망 모델

이 최단 경로를 추종하며 장애물 회피를 한 행동을 학습시키기 해 로 이 가지는 상태 정보들을 

84*84 Mat로 가공하 고 15가지의 행동을 정의하 다. 한 Virtual world에서 신경망 모델이 실제와 

유사한 재 상태를 입력받아 가장 최 의 정책을 학습하고 Real World에 용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1. 서론

 최근 뇌의 생물학 인 신경연결망을 모방한 다층의 인공 

세포와 연결망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과 연결망의 강도

(Weight)를 학습시키는 딥 러닝 방법을 이용한 심층 신경

망 모델이 수많은 분야에 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

다. 그 가운데 Mnih et al (2015)이 고안한 강화학습의 한 

방법인 Q-Learning을 심층신경망에 용시켜 학습시킨 

DQN(Deep Q Network)는 Atari의 49개의 게임에 한 

결과 타 알고리즘보다 43개의 게임에서 우 를 차지하

고 29개의 게임에서는 human tester 수의 75% 이상을 

얻어 인간 수 의 제어 능력을 보여주었다[1]. 본 논문은 

이 기술을 모바일 로 에 목시켜 심층 신경망이 학습을 

통해  실내 환경에서 장애물 회피에 특화될 수 있도록 유

도시키기 한 연구의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 심층 신경망

의 입력 데이터는 Lidar의 2D 스캔을 통한 주변 장애물 

거리 정보, ROS의 Gmapping 패키지를 이용하여 미리 작

성된 실내 지도에서 로 의 치  자세 정보, Dijkstra 

algorithm을 이용한 지도상의 출발지와 목 지에 한 최

단거리 정보를 사용하 다. 이를 통해 모델은 학습으로 업

데이트된 연결망의 강도에 따라 입력 데이터에 해 장애

물 회피를 한 최 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신경망 모

델링  학습 방법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2.  본론

2.1 강화학습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의 경우 학습 단계에서 

많은 입력 데이터와 그에 한 정답(label)을 필요로 하지

만 모델이 상태에 따른 라벨이 붙은 학습 데이터를 만든

다는 것은 의미 없는 반복 인 작업이 요구되고 연구자의 

성향에 의해 Labeling된 정답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 없

기 때문에 합하지 않다. 하지만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은 학습자가 능동 으로 환경에 

한 행동을 하고, 이 행동에 한 평가를 받아 학습이 이

루어 진다[4]. 따라서 연구자는 입력 데이터와 몇 가지의 

선택지, 그리고 규칙을 통한 보상을 정의하여 데이터 셋을 

만들 필요가 없고  연구자의 개입이 지도 학습 방법에 

해 비교  은 강화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심층 신경망 

모델의 연결망의 강도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 방법  Watkins and 

Dayan,(1992)에 의해 제안된 TD기법 기반 알고리즘으로 

행동가치함수 를 이용하여 최  정책를 찾는 기법인 

Q-Learning[2]이 심층 신경망에 용된 Deep Q-Learning 

방법을 통해 모델을 학습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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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네트워크 구조

(그림 1) Diagram of tabular Q learning algorithm. [3]

2.2 Neural network architecture

 인공 신경망의 구조는 Mnih et al (2015)이 고안한 

Q-Learning에 신경망이 결합된 DQN구조를 참고하여 사

용하 다[1].

2.2.1 Input layer

(그림 2) 이미지 형태로 표 된 입력데이터

 입력 데이터는 앞서 언 한 장애물, 치, 경로 데이터를 

토 로 하여 그림 1의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들을 동시에 

나타내는 픽셀당 1byte, 84*84 배열로 가공하 고 

OpenCV Library를 이용하여 시각화 하 다. 픽셀 한칸당 

8.333cm의 거리를 의미하고 로 의 Lidar는 앙에 고정

되어 있어 심층 신경망 모델은 항상 주변 3.5m까지의 장

애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Lidar 센서의 성능에 따라 

더 먼 거리까지 인식이 가능하지만 입력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연산의 속도가 하될 수 있고, 거리 정보의 분해능

에 따라 심층 신경망의 인식 정 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

로 신경망이 부분 인 찰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

고 모델에게 시간  의존 계를 학습시키기 하여 재 

시 (t)으로 부터 2번째  시 (t-2)까지 3장의 임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84*84*3 형태의 Input layer를 설계하

다. 

2.2.2 Output layer

 모바일 로 은  방향 이동이 가능한 메카넘 휠을 이용

하여 설계하 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15개의 행동을 

정의하 다. 따라서 Output layer로 15개의 노드를 설계하

여 15개의 동작에 한 값(상태에서 행동를 취

하 을 때 얻는 가치)에 해 Softmax function을 이용해 

출력 값들을 0~1사이의 값으로 normalize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갖는 액션 노드를 선택하도록 하 다.

(그림 3) 자체 제작한 방향 이동 모바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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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바일 로  액션 선택지

2.2.3 Hidden layer

 DQN은 입력단에 합성곱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미지 픽셀에 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 각 

역의 계를 악하여 상정보를 처리하기 함이다. 

Hidden layer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1st layer : 32 convolutional filter of 8*8, 4 stride, 20*20*32 

2nd layer : 64 convolutional filter of 4*4, 2 stride 9*9*64

3rd layer : 64 convolutional filter of 8*8, 1 stride 7*7*64

4th layer : Fully-connected layer of rectified linear 512 node

5th layer : Fully-connected linear Output layer 15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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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ward 정의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으로 신경망의 연결망 강도

를 업데이트 하는 것은 supervised learning에서 정답에 

한 Label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행동에 따른 보상을 이

용하여 역 를 통해 각각의 가 치를 Update시킨다. 

따라서 Reward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신경망 모델

의 학습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음의  3가지에 한 리워드를 정의하 다.

    

2.3.1 경로 추종에 따른 양의 보상

 먼  Dijkstra algorithm을 통한 최단 거리를 추종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기 하여 재 로 의 치()와 이   

임에서의 로 의 치(), 재 로 이 바라보는 

방향(), 체 경로  1m 거리의 경로 포인트(), 로

에서   까지의 방향()에 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



2.3.2 장애물 충돌에 따른 음의 보상

 로 이 주행을 하며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은 으

로 피하기 하여 주변 스캔 거리의 값 가운데 가장 작은 

값()이 0.3m 이하일 경우 아주 큰 패 티를 부여

하고 모든 상태를 기화 하도록 설계하 다.

    ≤ 

2.3.3 시간에 한 음의 보상

 시간에 따라 패 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경망 모델은 

계속해서 정지 행동을 취하여 상태를 유지하려 경향을 보

인다. 따라서 매 입력마다 계속해서 패 티를 부여하여 이

를 방지하기 해 다음과 같이 음의 리워드를 정의하 다.  

  

2.4 Replay Memory, Target Q-Network

 첫 번째로 강화학습 방법에서 에이 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 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이 때 데

이터가 순차 으로 수집되어 높은 correlation에 의해 학습

이 불안정해 질 것이다. Nature에 등재된 

GoogleDeepmind의 논문에 따르면 Atari 게임 환경에서 

학습을 시킬 때 입력 데이터간의 Correlation을 이기 

해 아래와 같이  Agent의 경험들을 Replay memory에 

장한다.

    상태  액션  리워드
그 다음 학습을 할 때 Replay memory로부터 Random 

sampling을 통해 미니뱃치를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한다. 

이 방법을 통해 학습을 할 때 데이터가 순차 이지 않게 

구성할 수 있어 입력 데이터 간의 Correlation을 일 수 

있다.

 두 번째로 Non-stationary targets 문제를 완화하기 하

여 Q-network와 같은 구조이지만 별도의 라미터를 가

진 Target network를 만들어 일정 스텝마다 Target 

network의 라미터를 Q-Network의 라미터로 업데이

트 시킨다. 이 방법을 통해 Q-Network 업데이트 타겟이 

움직이는 상을 방지할 수 있다. 아래 그림5는 

GoogleDeepmind에서 Replay memory size를 1,000,000으

로 놓고 Target network update step을 10,000으로 설정

한 성능 비교 실험이다[1].

<표2> Replay memory, Target Q-Network 유무에 따

른 퍼포먼스 차이 비교[1] 

 실험에서 Replay memory, Target Network 사용 유무

에 따라 각각의 게임에서 에피소드에서 얻는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 의 임베디드 보드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Replay 

memory size를 1/10 가량 여 사용하 다.

 

2.5 가상 학습 환경 조성

 신경망 모델을 강화학습 방법으로 Real world에서 학습

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된 반복 인 노동을 필요로 하

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환경 시뮬 이터 gazebo를 이용하여 가상의 환경 속에서 

신경망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학

습하도록 하 다. 한 단계 인 학습을 통해 안정 인 학

습을 할 수 있도록 신경망 모델의 학습 정도에 따라 환경

의 난이도를 높여가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 다.

(그림 5) Gazebo상의 가상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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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로 의 Lidar를 통한 2D Scan값, 성센서를 이용한 자

세 정보, 지도로부터 출발지에서 목 지까지의 Dijkstra 

algorithm 정보를 토 로 Atari DQN 모델에 사용된 입력 

이어의 크기와 같은 84*84 크기의 입력 이미지를 만들

었고, 다양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15개의 출력 층을 정의하

다. 그리고 보상을 정의하여 로 이 경로를 추종하며 장

애물에는 부딪히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음의 보상을 

줘서 리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 다. 이후 DQN

에서 행동에 한 보상에 해 행동가치함수를 이용하여 

최 의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수많은 학습을 반복한다면 

로 이 주어진 상태에 해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 지에 

도착하기 한 최 의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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