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자율주행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실외 자율
주행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였지만[2] 실내 자율주
행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내 환경에서의 자
율주행은 야간 경비, 화재 시 소화기 위치 알림, 
부서간의 정보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율주행드론의 연구에
서 심층신경망의 입력 부분을 강화하여 심층신경
망의 조향 기능을 향상시켰다.

Ⅱ. 제안된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은 Jetson TX2 보드가 신경망 연산
을 담당한다. 노트북은 Jetson TX2 보드와 원격 데
스크톱을 이용해 연결하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
게 해주는 역할이다.. Jetson TX2 보드에서 나오는 
조향명령은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로 입력 
된다. 아두이노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Jetson TX2 

보드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L298N 모터드라
이브를 이용하여 모형차를 제어한다.

<Fig. 1> System relationship configuration

Ⅲ.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별도의 데스크탑 시스템을 구축하
여 심층신경망 학습을 진행하였다. 데스크탑 시스
템의 스펙은 I7 8700k, 48GB RAM, GTX 1060 
3GB 이다. 학습 시스템에서 모델을 받아와 조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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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실내복도 환경에서 실험한 자율주행 드론[1]은 드론의 연산성능 한계로 인해 노트북이  신경망 
연산을 해서 드론에게 조향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VIDIA사의 Jetson TX2 보드를 활용하여 실내복도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을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autonomous driving drones experimented in the existing indoor corridor environment was a way to give the 
steering command to the drones by the neural network operation of the notebook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the drones. In this pap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have studied autonomous driving in indoor 
corridor environment using NVIDIA Jetson TX2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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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시스템은 NVIDIA사의 Jetson TX2 온보드 
컴퓨터이다. 이 시스템은 모형차에 탑재되어 다른 
시스템의 도움없이 모형차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Jetson TX2에서 조향명령을 받
아와 모형차를 제어할 하드웨어는 Arduino UNO 
보드이다. UNO 보드는 모형차를 조향하기 위해 
L298N 모터 드라이브에 세부적인 제어명령을 내린
다.
  비전 처리는 심층신경망에 의해 실행된다. 심층
신경망은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조향명령을 내리
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언어는 
Python을 사용했다. 개발 IDE는 Pycharm을 이용했
다. 그 밖에도 웹캠에서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OpenCV를 사용했으며, 불러온 이미지를 중첩하기 
위해 numpy 모듈을 사용했다. 심층신경망을 구현한 
API는 Tensorflow 모듈에 있는 keras API를 사용했
다.
  Jetson TX2에 달린 웹캠에서 심층신경망으로 전
송하는 이미지는 크기가 640 x 480이다. 이대로 학
습 및 예측을 진행하면 시스템에 많은 연산부담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는 심층신경망 입력 전 
224 x 244로 축소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4번
을 거친 후 이미지는 채널 방향으로 중첩된다. 따
라서 최종 입력데이터의 크기는 640 x 480 x 12가 
된다. 입력한 데이터는 3개의 Convolution 계층과 
하나의 Fully connected 계층을 거치게 된다. 각 
Convolution 계층의 필터 크기는 전부 3 x 3이다. 
필터의 개수는 16, 32, 64로 2배수로 증가한다. 각 
필터를 거치면서 이미지 데이터는 특징맵으로 변환
된다. 각 특징맵에는 필터가 검출한 특징이 표시된
다. Convolution 계층마다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기 
전 MaxPooling 계층이 존재한다. MaxPooling은 특
징맵을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엔 Fully 
connected 계층이 존재한다. Fully connected 계층의 
인공노드의 수는 각각 1048, 524개이다. 이 계층을 
통과하면 3개의 out을 얻게 된다.
  심층신경망은 평균적으로 0.25초에 한번 조향명
령을 내렸다. 실험과정을 거치면서 심층신경망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
기 위해 정확도 및 각 명령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정확도의 핀단 기준은 모형차가 벽면에 충돌이 발
생한 상황을 야기한 명령으로 정했다. 조사는 심층
신경망에서 결정한 조향명령과 조향명령을 내리는
데 바탕이 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결과
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Accyracy by direction

Direction Accuracy(%) Percent(%)
Left 95 27
Right 97 22
Straight 100 51

  조사 결과 정확도는 좌측 95%, 우측 97%, 정면 
100%가 나왔다. 각 명령의 비율은 좌측 27%, 우측 
22%, 정면 51%가 나왔다. 직선 구간의 복도 특성
상 심층신경망은 주로 직진 조향 명령을 내린 것
으로 확인했다.

<Table. 2> Result

Result(average)
Record 74s

Accident per try 0.2
Steering per
second

0.25s

  본 논문은 실내복도 환경에서의 자율주행차를 다
루었다. 신경망 학습은 단조로운 복도 환경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 4장을 중첩해서 입력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입력된 4장의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신경망이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향
후 모형차가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직
선방향으로 정확하게 조향할 수 있도록 연구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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