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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차세대 운송 수단 및 서비스 수단으로 드론

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드론의 제어 

기술 및 자율 비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촬영 수단으로서 드론은 이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취미 생활을 위한 드론이 비전문가

들에게도 널리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드론의 증가되

는 수요와 넓은 활용도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기대

를 받고 있다. 특히 운송 수단으로의 드론이 많은 기

대를 받고 있다. 이는 드론이 목적지까지 다양한 물

체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간의 조작이 아닌 스

스로 판단하여 비행하는 길을 찾아 가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론이 자율 비행을 하기 위해

서는 자신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항법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대표적인 기술로는 주변 환경과의 상대

거리를 카메라와 레이저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로 측

정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자기위치추정기법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SLAM)

이 있다. 하지만 이동체가 고속으로 이동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

한다[1]. 드론 자율 비행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그 중 하나가 학습

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비행 기술이다. 뉴럴네트워크

와 베이지언 등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학습 모델이 제안되었지만 아

직 비행 제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2].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 비행 기술은 크게 지

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과 강

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율 비행 기술의 대부분이 지도

학습에 집중되어 있었다[3, 4]. 지도학습을 사용할 경

우 수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이를 분류하고 만들

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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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강

화학습을 이용한 자율 비행 기술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5]. 강화학습을 사용할 경우 환경에 대한 사

전 지식이나 데이터셋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 또

한 강화학습은 방대한 상태를 가진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6]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쿼드콥터 드론의 자율 주행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것에 앞서 1축 드론 프로토타입의 

수평제어(hovering)를 강화학습을 통해 구현한다.

최종 목표로 사용될 소형 드론을 위해 컴퓨팅 자원은 

라즈베리파이 한 대로 한정하여 1축 드론 프로토타

입을 제작하였다. 또한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보필터(complementary filter)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상보필터가 칼만필터에 비해 많은 컴퓨팅 자

원이 필요하지 않고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

한 각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보필터

에 특정한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각도의 

범위를 -180도에서 +180도로 구현하였다. 강화학습

에는 정책신경망(policy network)을 통해 정책(policy)

을 직접적으로 근사하여 누적 보상을 최대로 하는 최

적 정책을 찾는 Policy Gradient[6]를 REINFORCE

알고리즘[7]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Python과 TensorFlow를 통해 구현하였고 프로토타

입에 구성된 라즈베리파이로 직접 학습을 실행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구현된 방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이나 상태에서도 스스로 학습을 통

해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의 

무게 중심을 일부러 무너트려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결과, 구현한 방법이 프로토타입 수평 제어에 익

숙한 학습된 사람에 비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우수

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상보필터와 강화학습 방법인 Policy

Gradient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 3장에서 구현한 프

로토타입과 제안하는 정책신경망, 학습방법(train

approach)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

안하는 정책신경망으로 실험한 결과를 Episode의 길

이 별로 비교하여 학습 과정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배경 이론

2.1 상보필터(complementary filter)

상보필터는 주파수 특성이 서로 다른 센서 신호를 

융합하는데 사용되는 필터로 저역통과 및 고역통과 

필터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자이로 센서(gyro-

scope)는 고주파 영역에서 신호가 양호하지만 각속

도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드리프트 

현상이 나타나서 각도 센서로 이용할 때 오차가 누적

된다. 반면에 가속도 센서(accelerometer)는 누적되

는 오차가 없이 저주파에서 양호한 각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보필터의 기본 개념은 주파수 특성이 이

렇게 다른 센서를 융합하여, 각 센서에서 얻는 개별 

신호보다 양호한 신호를 얻는 것이다[8, 9]. 오일러 

각 중 하나인 피치(θ) 값을 구할 때 상보필터[10]를 

적용하면 식 (1)을 이용하여 상보필터를 적용한 현재 

피치 값( )을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값은 필터에 적용되는 파라미터 값으로 

보통 대략 0.92∼0.98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식 (1)에서    값은 이전 상태의  값이다.

그리고  값은 가속도 센서로 계산한 피치 값이다.

2.2 Policy Gradient / REINFORCE

강화학습은 상태(state)에 대한 행동(action)을 매

핑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수치적인 보상(reward)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즉 강화학습의 목표

는 누적 보상을 최대로 하는 최적 정책(policy)을 찾

는 것이다. 누적 보상은 정책신경망을 통해 최적화하

고자 하는 목표함수가 되며 최적화를 하게 되는 변수

는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값인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목표함수의 경사상승법(gradient ascent)을 

따라서 근사된 정책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을 Policy

Gradient라고 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와 같다.

      ∇  (2)

식 (2)는 어느 시간 t+1에서 정책신경망의 계수 

  은 이전 시간의 계수인 에 목표함수의 미분인 

∇ 의 일부분을 더한 값이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

서 는 한 번 업데이트할 때 얼마만큼 업데이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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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정하는 Learning Rate이다. 이제 ∇ 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가 Policy Gradient의 주요 과

제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가 REIN-

FORCE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며 고

전적인 방법 중 하나로 Policy Gradient 정리[12]에서 

정의된 큐함수(q-function)를 에이전트가 실제로 받

은 보상들의 합인 반환값()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 를 기댓값의 형태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6, 13].

∇    
∇ log    (3)

식 (3)에서   는 정책신경망에서의 정책의 표

현으로 상태마다 가능한 행동에 따른 확률을 나타낸

다.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도 그렇듯이 기댓값

은 샘플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6]. 결국 정책신경망

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구해야 하는 식은

∇ log  이고 이를 이용하여 REINFORCE 알

고리즘의 업데이트 식을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 ∇ log    (4)

식 (4)에서 는 learning rate을 의미한다. 식 (4)

를 이용하여 에피소드가 끝날 때 까지 기다리면 에피

소드 동안 지나온 상태에 대해 각각의 반환값을 구할 

수 있다. 즉, REINFORCE 알고리즘은 에피소드마다 

실제로 얻은 보상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Policy

Gradien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Monte

Carlo Policy Gradient라고도 부른다[6].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프로토타입 개요 및 구조

본 논문에서는 1축 드론의 수평제어(hovering)를 

강화학습을 통해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

한다. Fig. 1에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의 시스템 구조

도를 나타내었다.

Fig. 1에서 Navio보드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제공

하지 않는 PWM 출력과 무선 조종기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RC input을 지원하며, 가속도센서, 자이

로센서 등의  센서 데이터를 라즈베리파이로 전달한

다. 이를 통해 라즈베리파이에서는 각종 센서 데이터

로부터 정확한 각도(pitch 값)를 측정하기 위한 처리

를 한다. 처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라즈베리파이에

서 직접 강화학습을 진행하고, 예측된 최적의 정책을 

바탕으로 Navio보드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 각 

모터의 PWM 값을 조절하여 프로토타입의 수평 제

어를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프

로토타입의 모습은 Fig. 2와 같다.

Fig. 2에는 실제로 구현된 프로토타입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목재의 중앙부 양 옆면에 베어링을 달고 

긴 연마봉의 중간 지점에 프로토타입이 위치하도록 

하여 자유롭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

다. 추가적으로, 모터의 진동 등 물리적 조건으로부

Raspberry

Pi 3
Motor ESC Navio2

Battery RC

Voltage

Data

Fig. 1. System structure diagram of prototype.

Fig. 2. Prototype of 1-axial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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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얻어지는 센서의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즈

베리파이와 Navio보드를 날개 축에 직접 연결한 것

이 아니라 충격이나 진동을 어느 정도 흡수 할 수 

있는 4개의 댐핑 공 위의 판에 연결하였다.

3.2 Policy network 구조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에서의 에이전트인 프로

토타입의 목표함수를 최대로 하는 최적의 정책을 찾

기 위해 정책신경망을 설계하였다. 정책신경망은 

Input layer, 3개의 Hidden layer 그리고 Output layer

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아

래의 Fig. 3과 같다.

Fig. 3를 보면 Input layer는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에이전트인 프로토타입 상태(state)의 구성 요소인 

각도(degree), 각속도(angular velocity), 왼쪽과 오

른쪽 모터의 PWM 값(left/right motor pwm)을 입력

받을 수 있도록 4개의 노드로 구성되어있다. 3개의 

Hidden layer는 각각 24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

며, Output layer는 왼쪽 모터를 조절하는 3가지 경우

(모터 값 증가, 유지, 감소)의 수와 오른쪽 모터를 조

절하는 3가지 경우(모터 값 증가, 유지, 감소)의 수의 

곱인 9가지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9개의 노

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계층(layer) 사이에는 활

성함수(activation function)로서 ‘tanh’를 사용하였

고. Overfitting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Dropout(rate:

0.7)을 사용하였다[14]. 단 마지막 Output layer에서 

나오는 결과물에서는 단 하나의 최척의 정책을 선택

하기 위하여 Softmax 함수를 사용하였다.

3.3 변형된 상보필터

본 논문에서는 식 (1)에서 보인 상보필터를 약간 

변형함으로써 온전하게 -180°에서 +180° 까지 범위

의 피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의 상보필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Fig.

4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80°= +180°

경계구간을 넘어갈 때만 잔상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나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 둘 중 

하나가 미세한 차이로 -180°= +180° 경계구간을 먼

24 nodes

24 nodes

24 nodes

(Left motor PWM Up, Hold, Down)

X (Right motor PWM Up, Hold, Down)

Degree Angular

Velocity

Left/Right

motor PWM

Fig. 3. The proposed polic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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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통과할 경우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와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의 부호가 달라지며 경계 영역을 넘어

갔음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같은 부호를 갖는 

연속된 영역에서의 변화로 임시로 처리해준 뒤, 다시 

원래 영역 구간 상태로 치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측정된 각도를 연속된 영역으로의 변화로 

임시 처리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Fig. 5

와 같다.

단, 가속도와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를 연속된 

영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각도의 부호를 갖게 만들

어 줄 때는 Filtered Gyro Degree의 부호에 맞추어 

준다. 이 각도는 식 (1)에서      를 의

미하는 것으로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와 비교했을 

때 모터의 진동에 의한 노이즈가 적고, 이전 상태의 

상보필터 각도를 기반으로 각도를 측정하였으므로 

드리프트 현상으로 인한 노이즈로부터 비교적 안전

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Fig. 5의 경우 가속

도를 통해 얻은 각도와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를 

Filtered Gyro Degree의 부호에 맞추어 연속된 영역

의 범위로 임시로 바꾸어주면 –180°∼ +180° 범위

에서 0°∼ -360° 범위로 치환되므로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가 +170°에서 -190°로 치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각도를 이용하여 상보필터를 적용시키고 

다시 영역의 범위를 0°∼ -360° 범위에서 -180°∼

+180°범위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기대하는 정

확한 상보 필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0°∼ +360° 혹은 0°∼ -360° 범위

에서 -180°∼ +180°범위로 치환해줄 수 있는 safe-

Boundary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Algorithm 1에서 정의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0°

∼+360° 혹은 0°∼-360° 영역 범위의 각도에서 –180°

∼ +180° 영역 범위의 각도로 바꿔줄 수 있다. safe-

Boundary 함수를 이용하여 변형된 상보필터의 전체

적인 알고리즘을 정의하면 Algorithm 2와 같다.

Algorithm 1. safeBoundary function for substitution from 

–180° to +180°
input: degree

1 if (degree >= -180 and degree <= 180):

2 pass

3 elif (degree < -180):

4 degree = 360 + degree

5 else:

6 degree = -360 + degree

output: degree of which range is maintained within

-180°∼+180°

Fig. 4. The Probelm with complementary filter beyond 

–180°〓+180° boundary.

Acc Degree

Filtered Gyro Degree

Fig. 5. Temporarily converting the range of accelerometer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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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에서의 는 가 측정된 뒤,

다음   가 측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

다. 이 시간을 계산해주기 위해 큐를 만들어서 현재 

시간을 입력해주고, 큐에 들어있는 이전 시간과 비교

하여 를 구할 수 있다. Algorithm 2에서 11번째 

줄의 조건문은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와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의 부호가 같을 경우, 부호가 다르지만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와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 

사이에 0°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면, 자이로 각도:

-10° / 가속도 각도: +9°), 부호도 다르고 자이로를 

통해 얻은 각도와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 사이에 

-180°=+180° 경계구간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면,

자이로 각도: +178° / 가속도 각도: -170°)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이는 부호도 다르고 자이로를 통해 얻

은 각도와 가속도를 통해 얻은 각도 사이에 -180°=

+180° 경계구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변형된 상보필

터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 나누어진 조건이다.

3.4 정책신경망 Training 방법

REINFORC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신경망을 Training 하기 위해서는 식 (4)

에서 다룬 반환값()을 에피소드 동안 지나온 모든 

상태에 대해 각각 계산해야 한다. 단,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반환값은 감가율(discounted rate)을 적용한 

보상들의 합을 의미한다. 모든 상태에 대한 각각의 

반환값은 식 (5)와 같다[6, 11].

  
  

  

       (5)

식 (5)에서 는 한 에피소드 동안 연속된 제어 과

정의 길이를 의미하고, 는 감가율을 의미하며 

∈  로 표현한다. 그리고   은 시간 에 행동

(action)을 해서 받는 보상(reward)을 의미한다. 모

든 Time step의 반환값을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Training을 위한 계산을 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6].

         (6)

반환값의 성질을 이용한 식 (6)을 이용한 계산법

은 Algorithm 3과 같다.

Algorithm 3의 계산법을 통해 얻은 반환값이 정책

신경망의 업데이트에 어떻게 영항을 주게 되는지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토타입의 상태(state)가 정

책신경망에 입력되면 정책신경망은 그 상태에 따른 

최적의 정책(policy)을 결과로 내보내고, 이 정책에 

Algorithm 2. Modified complementary filter 

Algorithm 2

1: Make a queue for calculating 

2: Set an appropriate value 
3: Initialize  =  before operating motor

4: Enqueue stating time

5: Initialize done = False

6: While (done != True)

7: Enqueue time

8: Calculate  using queue

9: Dequeue

10: Assign sign (     ) to degree_sign

11: Compute 

if (degree_sign * sign ( ) == 1):

          

elif (|       | < 90):

          

else:

  deg                 

safeBoundary () using Algorithm 1.

12:    

13: done = True if program is over els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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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택된 행동(action)으로 인하여 에이전트는 보

상(reward)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상 

값은 식 (7)과 같다.

   deg    (7)

식 (7)에서 정의된 보상을 바탕으로 반환값이 만

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환값은 선택한 행동이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했을 경우 해당 정책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주어 신경망의 계수인 를 학

습시키고, 부정적인 보상을 받게 했을 경우 해당 정

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주어 학습시킨다.

이러한 정책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6]을 

정리하면 Algorithm 4와 같다.

Algorithm 4에서      ,      ,    는 각각 한 

에피소드 동안 연속된 제어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상태, 행동, 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Algorithm 4의 

5번을 보면 정책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성능을 높이

기 위해 정규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6].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변형된 상보필터 적용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형된 상보필터를 이용하여 

-180°〓 +180° 경계구간을 통과하는 실험을 해보면 

Fig. 4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각도가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6의 초록색 그래프인 

상보필터를 이용한 각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자이로센서를 통해 얻은 각

도를, 파란색 그래프는 가속도센서를 통해 얻은 각도

를 의미한다.

이론 2.1에서 알아본 것처럼 프로토타입의 모터를 

돌리지 않는 저주파 환경에서 자이로센서를 통해 얻

은 각도는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지만, 가속도센서

를 통해 얻은 각도는 정확한 각도를 나타낸다. Fig.

6(a)를 보면 상보필터를 통해 얻은 각도가 가속도센

서와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프로토타

입의 모터를 돌리는 고주파 환경에서는 가속도센서

를 통해 얻은 각도는 심한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자

이로센서를 통해 얻은 각도는 비교적 양호한 각도를 

얻어내지만 여전히 드리프트 현상이 존재한다. Fig.

6(b)를 보면 상보필터를 통해 얻은 각도가 가속도센

서의 노이즈를 없애주고 자이로센서를 통해 얻는 각

도의 드리프트 현상을 완화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상보필터를 이용했을 때 Fig. 4와 같이 

각도가 -180°〓 +180° 경계구간을 넘어갈 때 잔상 

Algorithm 3. Efficient calculation of the discounted return function

input: the list with rewards of every time step

1 Initialize discounted_returns_list, temp=0 and ∈  

2 for t in reversed(list of [0, 1, 2, ..., len(the list with rewards)-1]

3 Compute  using equation (6)

temp = the list with rewards[t] +  * temp

4 Assign temp to discounted_returns_list[t]

5 end for

output: the discounted_return_list

Algorithm 4. Policy optimization

Algorithm 4

1: Give initial parameter of 

2: while until convergence and great performance do

3: Perform a trial and obtain      ,      ,    during episode

4: Compute  using Algorithm 3

5: Normalize 

6: Update  using equation (4) with cross entropy

7: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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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났던 문제가 Fig. 6을 보면 해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보필터

를 통해 프로토타입의 정확한 각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제안한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강화학습 결과

“300초(5분) 동안 뒤집히거나 회전 없이 0도를 기

준으로 수렴하거나 각도의 진폭이 작아야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강화학습을 이용한 1축 드론의 수

평제어 방법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강화학습 기반 수평제어 방법 이외에 왼쪽

과 오른쪽 각 모터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설정한 뒤,

기울어진 정도에 비례하여 기울어진 쪽의 모터의 세

기를 증가시키는 룰기반 수평 제어 방식에서는 비례

하는 상수 값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평 제어

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 진행된 제안한 강화학습 기반 수평 제어에

서는 프로토타입의 무게 중심이 애초에 잘 잡혀있는 

즉, 무게중심으로 인한 초기 각도가 0도인 상황에서

는 1축 드론의 조건상 모터의 영향으로 인한 ‘힘의 

균형’ 상태인지 양력 등의 모터가 발생시키는 ‘힘의 

부족’ 상태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띠라서 무

게중심으로 인한 초기 각도가 +45도에서 +52도 사이

인 상태를 무게중심이 무너져 있는 조건의 예시로 

설정하였고, Fig. 7과 같이 프로토타입의 오른쪽 날

개 축에 무게를 더해 균형을 무너트려 학습을 진행하

였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REINFORCE의 가장 큰 특

징 중 하나는 한 번의 에피소드가 끝나야 학습이 진

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에피소드가 길어지면 학습

이 느려지고 반환값의 분산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분이라는 긴 시간을 여러 번의 에피소드로 

잘게 쪼개서 학습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에피소드의 길이를 찾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 에피소드 길이(3초, 5초, 10초) 별

로 각각 65분(5분씩 16번)의 실험을 했을 때 에피소

드별 학습 결과는 Fig. 8과 같았다.

Fig. 8 각각의 그림은 (b)일 때의 수평 제어가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 (a)순이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

다. (c)의 경우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준점

인 0°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표지점인 0°가 아닌 

지점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어 사이클

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어 사이클은 프로

토타입의 센서가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에 

의해 모터로 PWM 제어 값이 출력되고, 그 제어 값의 

영향이 센서로 측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제

어 사이클 시간에 비해 에피소드의 길이, 즉 학습에 

(a)

(b)

Fig. 6. Measured degrees using Gyroscope, Acceler-

ometer, Complementary filter (a) before operat-

ing motor and (b) after operating motor.

 Fig. 7. The prototype of unbalance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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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프로토타입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움직이

는 때의 각속도 때문에 초기의 벌점만 온전히 받게 

되고 옳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보상은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이 일어나는데 방해

가 된다. 때문에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충

분히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식 

(7)의 보상함수 인자들에 가중치를 두고 세밀하게 조

절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Fig. 8에서 확인한 가장 수평제어 성능이 좋았던 

조건은 에피소드 길이를 5초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타입에서는 5초의 에피소

드 길이가 가장 적합한 학습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 조건하에서 학습된 정책에 의해 변화된 모

터 PWM 값을 확인해보자.

Fig. 9(a)에서는 맨 처음 학습을 시작할 때 제멋대

로였던 제어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b)를 통해서는 

1시간이라는 학습 시간이 흐른 뒤엔 오른쪽 무게가 

(b)

(c)

(a)

Fig. 8. The beginning of learning(left) and the end of learning(right). (a) 10 seconds Episode, (b) 5 seconds Episode, 

(c) 3 seconds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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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무거운 상태인 프로토타입에서의 수평제어 

정책이 잘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과 Fig.

9의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수평 제어를 

학습시키는 에피소드 길이의 최적 조건은 제어 사이

클 시간을 고려하여 에이전트의 행동(action)으로 인

해 발생한 보상(reward)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에피소드의 길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되어야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변형된 상보필터를 통해 얻은 정확

한 각도를 측정하고, 이 각도값과 각속도 그리고 왼

쪽과 오른쪽 모터의 PWM값을 이용하여 강화학습

의 한 종류인 REINFORCE 알고리즘을 이용한 Poli-

cy Gradient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학습된 정책신경망을 이용하여 1축 드론 프로토타입

의 수평제어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의 실험에 따른 결과를 통해 적절한 에피소드 길이의 

설계가 정책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본 논문을 통해 최종 목표인 무인 비행체의 자

율 비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차후 과제로는 

각도 오차의 진폭을 더 줄이고 보다 더 안정된 수평 

제어를 통해 2축 드론인 쿼드콥터의 수평 제어가 남

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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