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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 환경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지능형 로봇에 강화 학습 기법을 적용하는 접근법

은 실제 세계의 로봇들의 학습에 유용하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장애물을 회

피하고, 로봇이 특정 목표물을 인식하면 목표물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 검증은 구현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1. 서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지능형 로봇들이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으로는 

무인 잠수함, 물류 로봇, 드론 등이 대표적이다

[1,2,3]. 이러한 자율 로봇은 다양하게 주어진 환경

에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강화 학습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4].  

  실 세계에서 로봇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초기화해야 하는 어려운 문

제가 존재하는데, 어떤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에피소

드 반복이 비용이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불가능한 경

우도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강화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실 환

경과 유사한 가상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제약

이 적은 가상환경에서 에피소드를 무한 반복하는 방

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즉, 가상환경에서 학습

된 모델을 실 환경에서 적용하는 방법이다[5].  

  본 논문은 지능형 로봇의 강화 학습 방법으로 가상

환경에서 학습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실 환경에 사용

하는 접근법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런 방법의 가능성만을 확인하였다면[6], 본 논문에

서는 로봇이 장애물 회피뿐만 아니라 특정 목표물을 

인식하고 그 목표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알고리즘

을 학습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유용성은 실험으로 증

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3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념 및 구성

을 언급하였다. 4 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서술하였

으며,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하였다. 

 

2. 관련 연구 

 

2.1 Unity3D 강화 학습  

 

  Unity3D 에서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개발하고 에이

전트(Agent)를 학습시킬 수 있는 ML-Agents 를 오픈

소스(open-source) 형태로 제공한다. ML-Agents 가 

제공하는 학습 알고리즘에는 강화 학습, 모방 학습

(Imitation Learning), 신경 진화 및 기타 기계학습  

등이 있다. 

  강화 학습은 에이전트가 경험을 통해 학습 과정을 

기반으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환경상태 정보를 반복

적으로 학습하고, 보상 값을 통합하여 개선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 즉 에이전트의 연속된 

행동에 따른 누적 보상을 평가하고 이를 학습하여 정

책을 개선한다[7].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와 환경(environment)은 

(그림 1)과 같이 action, state, reward 3 가지를 통

해 상호작용하며,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최

대한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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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와 환경의 상호작용 

 

2.2 포섭 구조 

  

  로봇의 다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니 브룩스

의 포섭 구조를 적용한다. 포섭 구조란 단순 행동들

이 계층적으로 존재할 때 개별의 계층들이 유기적으

로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행동 수준에 따라 계층의 순서를 결

정하며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차원의 목표를 수행한

다. 또한 최상위 계층 목표에 대응하면서 하위 계층 

목표를 달성하는 병렬화된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계층 간에는 억압과 억제로 조절되는데, 상위 계층

은 보다 섬세한 제어가 가능한 구조이며, 하위 계층

은 기본적인 기능 모듈로 구성된다. 평소에는 하위 

계층으로 동작하다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상위 계

층이 하위 계층의 모듈을 억압 또는 억제하게 된다

[8].  

 

3. 로봇 학습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로봇의 강화 학습을 위한 환경으로 실 환경과 유사

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여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 모

델을 생성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 충분한 학습이 완

료되면 해당 모델을 실제 환경의 로봇에 적용하여 테

스트하게 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 환경이 얼

마나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하는가이다. 특히 가상 환

경센서에서 관측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크기가 실제 

환경의 센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는 전체적인 효

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가상 환경에

서는 노이즈가 없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노

이즈를 어떻게 제거시키는 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3.2 로봇의 기본적 운동 

 

  로봇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센서로부터 주

기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이렇게 입력받은 이

미지에서 미리 지정된 객체가 인식되면 로봇은 인식

된 객체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원하는 객

체가 인식되지 않으면 장애물을 회피하며 무작위 방

향으로 이동한다. 시스템은 로봇의 이동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은 기본 운동 함수를 제공한다.  

 

이름 기능 

stop 움직임을 멈춘다 

go ahead 앞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go back 뒤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turn left 왼쪽으로 일정 각도만큼 회전한다. 

turn right 오른쪽으로 일정 각도만큼 회전한다 

check detect 영상에서 목표 객체가 있는지 확인한

다 

 

<표 1> 로봇의 기본 운동 함수 

 

3.3 로봇 포섭 구조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로봇의 운동은 2 개의 층으로 

제어된다. Wandering 층은 목표물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Goal Driving 층은 목표물이 감지되었

을 때 목표물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 시스템 포섭 구조 

 

4. 구현 및 실험 

 

  실제 환경에서 로봇은 기본적인 운동 기능과 외부 

데이터를 인지하는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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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운동 기능과 이미지 센서

를 구현하였다. 

 

4.1 가상 환경 및 모델 생성 

 

  가상 환경은 Unity3D 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강

화 학습 모듈은 ML-Agents 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가

상환경 두 개를 구축하여 wandering 동작을 수행하는 

모델과 goal driving 동작을 수행하는 모델을 각각 

하나씩 생성하였다. 로봇은 4 각 박스로 표현하였으

며 카메라는 가상 카메라, 거리 측정 센서는 unity3D

의 ray-cast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4.1.1 goal driving 모델 생성 

 

  goal driving 동작 학습을 위한 가상환경에서 목표

물은 구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한 개의 에피소드는 목표물에 도달하면 긍정적 보

상으로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목표물에 도달하

지 못하면 부정적 보상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학

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험을 하

는 모습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가상환경에서의 goal driving 모델 주행 예 

 

4.1.2 wandering 모델 생성  

  

  wandering 동작 학습을 위한 가상환경에서 장애물

은 로봇과 같이 4각 박스로 표현하였다. 

  에이전트가 go action 을 취하면 긍정적인 보상을 

주었으며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back action 을 취할 

경우 부정적인 보상을 주었다. 또한 과학습

(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에피소드가 시작할때 

마다 장애물과 에이전트의 위치를 무작위로 배치하였

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은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가상환경에서의 wandering 모델 주행 예 

      

4.1.3 학습된 모델의 학습률 

  

  학습 알고리즘은 wandering 과 goal driving 모두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를 사용하였고, 

학습률의 변화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충분한 반복을 

통해 점차 안정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6) goal driving 모델 학습률 그래프 

 

 
 

(그림 7) wandering 모델 학습률 그래프 

 

4.2 실제 환경 로봇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구성은 아래 그림

과 같다. 운동을 위한 모터 장치와 목표 이미지를 탐

지하는 이미지 센서, 거리를 측정하는 3 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된다. 이미지 센서는 허스키렌즈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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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초음파 센서로는 HC-SR04 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했으며, 신경

망 모듈 연산을 위해 Coral TPU 를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8)은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는 로봇의 사진이다. 

 

 
 

(그림 8) 실제 환경의 로봇 

 

4.3실제 환경 로봇 실험 

 

가상 환경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환경의 로봇

에 가져와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환경과 실제 환

경의 차이 때문에 센서 값의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또한 PC 환경에서 생성된 모델을 라즈베리파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tensorflow lite 모듈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tensorflow lite converter

를 사용하여 모델을 변환하였다. 

  아래 (그림 9)는 실험에서 로봇이 이동한 경로의 

위치를 보여 준다. 

 

 
 

(그림 9) 로봇 이동 경로 사진 

 

실험 결과 가상환경에서의 모델 동작과 같이 실 세

계의 로봇도 장애물 회피 동작과 목적지 인식 및 도

달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지능형 로봇의 강화 학습은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우리는 가

상 환경을 구축하고 제약이 없는 가상환경에서 학습

하여 모델을 만들고 실 세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접

근법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특정 목적지를 지정하고 로봇이 이 목적지

로 이동하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유용성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접

근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 환경이 얼마나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하는가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로봇이 동적 환경에서 다양한 목표를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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