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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AGV보다 높은 안전성과 Task Scheduling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AGV를 제안

하였다. AGV는 객체인식 알고리즘인 YOLO로 다른 AGV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피난처로 들어간다. 또한 

마커인식 알고리즘인 ar_markers를 이용하여 그 위치가 적재소인지 생산 공정인지를 판단하여 각 마커마다 

멈추고 피난처에 해당하는 Marker가 인식되고 다른 AGV가 인식되면 피난처로 들어가는 동작을 한다. 이 

모든 로그는 Mobius를 이용해 Spring기반의 웹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스케줄 명령 또한 웹 홈

페이지에서 내리게 된다. 위 작업스케줄은 외판원,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강화학습알고리즘 중 하

나인 DQN을 이용해 최적 값을 도출해 내고 그 값을 DB에 저장해 AGV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

에서는 YOLO와 Marker 그리고 웹을 사용하는 AGV가 기존의 AGV에 비해 더욱 가볍고 큰 시설이 필요

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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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GV(Automated Guided Vehicle)는 Smart-Factory 구성 시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써 미리 정해진 노선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여서 

필요한 자제들을 각 section에 공급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노동효율 

증대 및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구성 인원들에게 편의성을 

주고 인건비를 줄여 최종적으로 공장 전체의 생산력을 올리고 전체적

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비이다. 대부분의 AGV 시스템은 

non-contact formula sensor와 contact formula sensor를 이용해 

물체를 감지해 멈춘다.

본 논문에서는 non-contact formula sensor만을 이용해 더욱 안전

하고 DQN연산을 이용해 더욱 효율적인 AGV를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DQN (Reinforcement Learning)

DQN(Deep Q Network)은 인공지능이 어떠한 상태(state)에 직면

했을 때 그 상태를 관측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따라 행동(action)을 취하는 알고리즘인 Q-Leaning

을 convolutional networks를 이용하여 learning하는 방법이다.

Fig. 1. Naive formulation of DQN

그림 1처럼 여러 개의 State와 Action을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입력으로 넣어 출력값으로 Q-Value를 얻는 방식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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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념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2. formula of expected return

위 수식은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이용해 optimal 

action-value function취해 얻을 수 있는 expected return를 나타낸다. 

각 시간단계를 의미하는 t에서 γ만큼 절약된 보상의 최대 합계를 

뜻하고 관측하고(s) 행동(a) 후 정책인 π=P(a∣s)으로 달성가능하다.

Fig. 3. formula of loss function

그림 3의 수식은 신경망에서의 손실을 제곱 오차로 정의한 것으로 

DQN시의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 수식을 통해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1]

1. 현재 상태 s를 feedforward passing하여 모든 동작에 예측된 

Q값을 얻는다.

2. 다음 상태 s`를 feedforward passing하여 최대 전체 네트워크의 

출력인 max a’ Q(s’, a’)를 계산한다,

3. Q값의 목표를 r + γmax a’ Q(s’, a’)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action들은 1번에서 예측한 Q값으로 설정한다.

4. backpropagation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AGV 구현은 arduino에서 적외선과 초음파로 라인과 물체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모터를 가동하는 역할을 한다. Lattepanda는 YOLO, 

Marker 알고리즘 연산 그리고 사용자의 Scheduling을 받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 서버 컴퓨터에서는 AGV의 로그들을 저장하는 

DB와 사용자가 선택한 Schedule을 바탕으로 외판원 알고리즘과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각각 연산시키고 나온 값을 다시 DQN연산하여 

두 개 중 가장 최적의 값을 DB에 저장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n대의 

AGV가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결과 값을 각각의 AGV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웹에서 AGV1에 대해서는 1번 라인을 False로 설정하고 

나머지 2번, 3번 라인을 True로 설정하고 AGV2에 대해서는 1번 

라인을 True로 설정하고 나머지 2번, 3번 라인을 False로 설정한 

뒤 각각의 AGV를 가동하면 AGV1은 1번 라인에 해당하는 마커가 

인식되면 무시하고 2번, 3번 라인에 해당하는 마커가 인식되면 3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AGV2는 1번 라인에 해당하는 마커가 

인식되면 3초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고 2번, 3번 라인에 해당하는 

마커가 인식되면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더욱이 각각의 AGV에 

설치된 카메라로 YOLO 연산을 하여 다른 AGV가 인식되면 shelter로 

잠시 대피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CCTV역할의 Web-Cam에도 YOLO연산을 넣어 어떠한 AGV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선택한 Schedule은 DQN 

알고리즘과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배차와 빠르게 

최소 경로로 가는 일을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내어 가도록 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Line-Tracing AGV를 기반으로써 객체인식으로 더욱 

안전하고 DQN이 적용된 작업스케줄링으로 효율적인 AGV를 제안하

였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줄을 외판원, 벨먼-포즈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뒤 DQN 연산을 진행하여 최적의 값으로 각각의 AGV들의 

충돌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시킴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 

비용적인 절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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