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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실내 환경에서 시각정보를 기반으로 출발지점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표지점으로 최적의 경로
를 찾아 자율 주행하는 바퀴달린 로봇을 구현한다. 로봇은 출발지점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표지점으로의 최적
의 경로를 딥강화학습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로봇이 구해진 경로로 자율 주행을 할 때 표면의 굴곡과 이물
질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주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카메라만 장착한 로봇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최적의 경로를 이탈할 경우 이를 인지하도록 
한다. 이 인지를 토대로 로봇이 스스로 경로를 보정하고 계획된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위해 파이캠을 탑재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로 제어하는 바퀴식 자율 주행 로봇이 제작되었
다. 로봇은 실내환경에서 OSX 환경의 서버와 실시간 연동하면서 계획된 최적의 경로로 시험주행을 완료하였
다. 

■ 중심어 :∣바퀴식 주행로봇∣경로 찾기∣딥강화학습∣딥러닝∣자율주행로봇∣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 a wheeled mobile robot that accurately and autonomously finds the 
optimal route from the starting point to the destination point based on computer vision in a complex 
indoor environment. We get a number of waypoints from the starting point to get the best route to 
the target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However, in the case of autonomous driving, the 
majority of cases do not reach their destination accurately due to external factors such as surface 
curvature and foreign objects. Therefore, we propose an algorithm to deepen the waypoints and 
destinations included in the planned route and then correct the route through the waypoint recognition 
while driving to reach the planned destination. 

We built an autonomous wheeled mobile robot controlled by Arduino and equipped with Raspberry 
Pi and Pycamera and tested the planned route in the indoor environment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through real-time linkage with the server in the OSX environment.

■ keyword :∣Wheeled Mobile Robot∣Path Finding∣Deep Reinforcement Learning∣Deep Learning∣
Autonomous Driv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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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율 주행 로봇의 내비게이션은 실내외 환경에서 작
동하는 로봇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1]. 시각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 네비게이션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레이저 등과 같이 주로 비싼 센
서를 장착한 로봇에서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카메라만 
장착된 자율 주행 로봇에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
다. 

카메라만 장착된 자율 주행 로봇은 공장, 철도 플랫
폼/건물, 식당, 상점 등 다양한 분야 및 환경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로봇은 카메라로 인식된 시각정
보를 기반으로 주어진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

실내 환경에서 출발 지점부터 경유지를 포함하여 최
종 목적지까지의 최적의 경로는 딥강화학습을 통해 얻
을 수 있다. 실제 구해진 경로로 자율 주행을 하면 표면
의 굴곡과 이물질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
로 로봇이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자율 주행하기 위해
서는 주행하면서 발생되는 외부적 요인을 로봇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만 장착한 로봇이 외부 요인으
로 인해 최적의 경로를 이탈하여 주행할 때 이를 인지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인지를 토대로 로봇이 경로를 
보정하고 계획된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
게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인 기계학습은 크게 지도
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서로 융합하여 사용되고 있다[1]. 

지도학습은 레이블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결
과를 내는 모델을 만든다. 모델을 실제 적용하면서 오
차를 줄여나가 설계한 모델이 최적화되는 알고리즘이
다. 지도학습에는 선형 회귀, 서포트 벡터 머신, 딥러닝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델을 만들 때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딥러닝 기법이 

주목받고 있다. 
비지도학습은 정확한 답은 없어도 유사한 항목을 그

룹으로 묶는 식의 작업을 통해 데이터 속의 패턴을 찾
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기법은 지
도학습과는 달리 데이터에 표식이 붙어 있지 않아 데이
터 속에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
우에 사용된다. 

강화학습은 사용자가 레이블 된 데이터를 모델에 학
습시킨 지도학습과는 달리,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알
고리즘이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보상을 통해 행동
을 강화하도록 학습시킨다. 강화학습을 딥러닝에 접목
한 것이 딥강화학습으로 딥러닝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1][7].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기반은 딥러닝과 딥강화학습이
다. 

2.1 딥러닝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1]. 그 중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모델이 직접 이미지, 비디오, 텍
스트 또는 사운드를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1].

그림 1. CNN의 구조 

[그림 1]과 같이 CNN은 다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입력계층, 출력계층 및 두 계층 사이의 은닉 계층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 계층은 해당 데이터만이 갖는 특징
을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를 변경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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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여러 유형의 계층이 있지만 가장 많이 접하
는 계층은 컨볼루션(CONV), 활성화(ACT 또는 RELU), 
풀링(POOL), 완전 연결(FC)이 있다. 일련의 이러한 계
층을 특정 방식으로 쌓으면 CNN이 생성된다. 

간단한 텍스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CNN을 
“INPUT => CONV => RELU => FC => SOFTMAX”
와 같이 생성한다면 이것은 입력을 받아 컨볼루션 계층
(CONV)을 적용한 다음 활성화 계층(RELU), 완전히 연
결된 계층(FC), 그리고 마지막으로 SOFTMAX 분류기
를 사용하여 출력을 얻는 CNN을 의미한다. 마지막의 
활성화 계층은 최종 FC를 직접 따르는 것으로 가정되
므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종종 생략되어 묘사된
다[2]. 

2.2 딥강화학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딥강화학습은 강화학습에 딥

러닝을 접목한 기법이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은 로봇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적의 전략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3]. [그림 2]는 강화학습 모델로 각 시간 단계 t에서, 
로봇은 상태 ∈  (가능한 상태의 집합)를 받고 행동 

∈ (상태 에서 사용 가능한 동작의 집합)

를 선택한다. 그 후에 로봇은 보상 를 받는다[4].

그림 2. 강화학습의 모델

일종의 Model-free 강화학습인 Q-learning은 
Christopher JCH Watkins와 Peter Dayan이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Q-learning은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행동 선
택 정책에 사용되는데 action-value 함수를 사용하여 
현재 작업에 대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학습시킨

다. 알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5].

 먼저 Q(s, a) 행렬을 랜덤값으로 초기화한다.
 초기 state s에서 시작한다.
 repeat

- action a를 선택하여 실행한다.
- 액션에 따른 reward r과 변경된 state s를 확인한다.
-

       ∙ max     
-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

 until end

그림 3. Q-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에서 는 현재 상태이고 는 현재 액션이

다. 그리고 는 학습률이며 는 할인 계수이다. 
  는 평가된 값이고 

   ∙ max  는 실제 계산된   값이다. 
평가된 Q-value와 실제 계산된 Q-value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Q-learning 알고리즘이 구동
된다[5].

최근 연구에서는 많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에 딥러닝 기술과 강화학습을 결합하여 전처리 작
업을 하지 않고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하
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데이터에서 다양한 수준의 추
상화를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6]. 

Zou et al의 경우, 모바일 로봇에 대한 신경망과 그 
응용에서 다층 피드 포워드 인공 신경망과 강화학습을 
결합하여 주행 로봇의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구성하였
다[6]. 또한 DQN(Deep Q-network)[7][8]은 
Model-free 강화학습인 Q-learning과 딥러닝의 
Google DeepMind 신경망을 결합한 딥강화학습으로 
무인 항공기[9], 자율 주행 차량[10], Atari 게임[11], 
로봇 제어[12] 등과 같은 많은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적
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율 주행 로봇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
로 주행하고 경로 이탈 시 스스로 보정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적의 경로는 강화학습의 
Q-learning을 기반으로 딥러닝이 이용되었으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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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 “ssd_mobilenet_v2_co
co_2018_03_29”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이 구축되었
다. 구현절차 및 내용은 3장에서 서술한다. 

Ⅲ. 경로보정 자율 주행 로봇의 구현

3.1 바퀴식 자율 주행 로봇
바퀴식 자율 주행 로봇은 [그림 4]와 같이 3개의 바

퀴를 가지고 있으며, 비 홀로 노믹 제약 조건을 따른다
[10]. 두 개의 바퀴는 전방에 위치하며 스텝 모터를 장
착하고 있다. 전방의 두 바퀴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라즈베리파이에 의해 통제된다. 반면, 후방 바퀴는 한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식 지지를 한다. 

그림 4. 로봇의 구조

실제 제작된 바퀴식 자율 이동 로봇의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제작된 로봇

바퀴식 자율 이동 로봇(이하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데카르트식 좌표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로봇에 대한 데카르트식 표현

[그림 6]에 표시된 점와 타켓는 로봇에서 촬영된 
프레임의 하단 중심점과 프레임 상에 인식된 객체의 중
심점 좌표이다. 그리고 는 바퀴를 은 로봇을 나타
내며 은 x축에 대한 로봇의 방향각을 은 로봇의 
선형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그래서 로봇 의 축과 축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 (1), (2)와 같으며 로봇 의 방향각은 (3)과 같다
[10-12].

  cos (1)

   sin (2)

           (3)

로봇 이 표식을 향해 주행할 때 좌우측으로 기울어
진 각도를 과 라고 하면 좌우측 바퀴의 속도는  , 

로 식 (4), (5)와 같다

  

           (4) 

  

           (5)

따라서 로봇 R의 선형속도 은 식 (6)과 같다.

 

    (6)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구조도는 [그림 7]과 같다. 서
버는 맥북 프로에 설치되었으며 로봇의 행동을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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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어명령은 와이파이를 통해 라즈베리파이에 전달
된다. 라즈베리파이는 명령을 해석하여 아두이노에 전
달하고 아두이노는 스텝모터를 통해 로봇의 주행을 제
어한다.

그림 7. 로봇의 제어구조

3.2 딥강화학습을 이용한 경로 찾기
자율 주행 로봇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 및 사용되어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라이다와 레이다 등 
주로 고가의 센서를 장착한 로봇에 한정되었던 것이 사
실이다[13]. 본 연구에서는 고가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저렴한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이하 파이캠)만 장착
하고 실내공간의 한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자율 주행 로봇을 제안하고 제작한다. 

실험장소는 실내 환경에 만들어졌으며 가로, 세로 각
각 180cm의 정사각형 영역의 구간으로 [그림 8]과 같
다. 해당 구간에는 4개의 경유지를 포함하여 최종 목적
지까지 5개의 목표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 실험 장소 

로봇이 [그림 8]의 실험장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실
험장소 이미지를 퍼스펙티브 변환을 통해 가로, 세로 
각 180cm 크기의 9행 9열의 그림 9의 사이버 공간으
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이미지를 통해 로봇이 장애물
을 피하면서 경유지와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도출합니다. 

그림 9. 목적지로의 경로

이때 딥강화학습 모델은 [그림 10]이 이용되었는데 
이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것이다.

model = Sequential()
...
model.add(Dense(esize, input_shape=(esize,)))
model.add(LeakyReLU(alpha=0.24))
model.add(Dense(esize))
model.add(LeakyReLU(alpha=0.24))
model.add(Dense(4))
model.compile(optimizer='adam', loss='mse')
...

그림 10. Q-learning의 딥러닝 모델

최적의 경로를 이용하여 로봇이 실험장소에서 주행
할 때 경유지를 향해 주행하지만 [그림 11]의 녹색 방
향의 최단거리가 아닌 빨간 색과 같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로 이탈은 실험
장소 바닥의 굴곡이나 먼지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인에 따라 로봇의 각 바퀴별 속도를 제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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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는데 이는 센서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그림 11. 로봇의 경로 이탈

이에 본 논문에서는 로봇이 파이캠에 생성되는 영상
자료만을 이용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로봇이 경로를 이탈할 때 영상자료의 경유지와 
목적지 표식을 이용하여 [그림 9]에서 생성한 최적의 
경로로 복귀하도록 경로를 제어하는 방안이다.

 
3.3 딥러닝 객체인식을 이용한 경로제어

로봇이 최적의 경로 상에 존재하는 [그림 9]의 경유
지와 목적지 표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딥러닝으로 학습
시켰다. 이때, 학습 모델은 “ssd_mobilenet_v2_coco
_2018_03_29”를 기반으로 하여 경유지와 목적지 표
식들을 전이학습시킨 “ssd_mobilenet_v2_coco_dc_
2018_03_29”로 새롭게 구축하여 사용되었다. 

로봇과 경유지와 목적지간의 거리(D)는  삼각형 유사
성을 적용하였으며 경로제어 최소유효거리는 5cm이상
으로 하였다. 로봇이 인식한 초점거리(cm)는 F, 이미지 
상의 경유지/목적지의 폭(px)은 P, 그리고 경유지/목적
지의 실측 폭(cm)은 W로 나타내면 거리(D)는 식 (7)과 
같다.

           ×                   (7)

로봇은 경유지나 목적지의 표식을 인식하고 진행방
향에 대한 각도와 거리를 계산한다. [그림 12]의 모

델에서 로봇 의 위치  와 경유지 또는 목적

지 표식  은 각각 위치벡터로 표현되어 식(8)

과 같이 내적을 구한다. 

 ∙     ∙   ∙ cos             (8)
를 풀면 식 (9)와 같다.

  arccos  ∙  
 ∙                 (9)

그리고 2차원 평면상에서 식 (10)의 와 같다.

 





    ∙    

   




        (10)

이때 로봇은 진행방향의 각도 를 [그림 13]와 같이 
주행상태를 확인한다. 로봇이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판
단할 때는 좌/우측 스텝모터의 각도를 수정하여 경로를 
제어한다. 경로제어는 경로제어 최소유효거리일 때 이
루어진다. 

그림 12. 경로 제어 모델

...
    
while  ≠   and (length => 5)
 if   > 0 “  right control and 1 step forward”
 elif   < 0 “  left control and 1 step forward”
 else 1 step forward
...

그림 13. 경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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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로봇의 시험주행에 대한 주행환경의 설정과 
그 주행 결과이다. 표에서 출발지 조건에 대해 10회씩 
총 40회 주행하였으며 경유지와 목적지의 수치는 성공
적으로 통과한 횟수를 의미한다. 시험 4의 저조한 주행 
성적은 로봇이 출발 이후 경유지/목적지의 인식 유무에 
따른 것으로 고정 카메라의 한계로 사료된다. 

[그림 14]는 주행 중인 로봇이 파이캠으로 촬영한 이
미지이며 이미지 좌측하단에는 경로를 제어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결과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14]의 좌측 하
단의 결과정보에서 빨간색은 경유지를 향해 주행 중이
며 27번째 주행 명령을 처리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파
란색은 경유지와 로봇의 각도가 99.0도로 좌측으로 향
하고 있고 경로제어 최소유효거리는 17.0으로 경로제
어가 가능한 거리임을 표시한다. 그래서 우회전하라는 
제어명령이 표시되고 있다. 

그림 14. 스텝 27에서 경로제어

[그림 15]는 99.0도로 기울어져 있던 로봇이 각도를 

보정한 후 목표지점으로 정확하게 주행하는 상태를 보
여준다. 좌측 하단의 결과정보를 살펴보면 경유지를 향
해 주행 중이며 28번째 주행 명령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유지와 로봇의 각도가 90.0도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스텝 28에서 경로제어

Ⅳ. 결 론

딥강화학습은 로봇이 실내외 환경에서 주행할 때 출
발지점에서 경유지를 포함한 목표지점까지 최적의 경
로를 찾을 수 있는 학습기법이다. 그러나 찾아진 경로
를 이용하여 실제로 로봇이 자율 주행하면 표면의 굴곡
과 이물질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의 파이캠 만으로 경로 상에 포
함된 경유지와 목적지를 딥러닝한 로봇이 경로를 이탈
할 때 스스로 경로를 보정하여 계획된 목적지에 정확하
게 도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실험장소는 실내 
사무실이며 로봇은 직접 제작하여 사용되었다. 

이 실험은 파이캠을 장착한 저가의 로봇을 이용한 시
도이다. 공장이나 물류현장, 그리고 상점 등 실내 서비
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센서를 부착한 고가의 로봇
을 저가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
서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경비절
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파이캠은 로봇에 고정된 것

시험주행 출발시
주행조건

경유지
1

경유지
2

경유지
3

경유지
4 목적지

1 10회
반경 5cm이내에서 경유
지1에대한 직진 방향 출
발 시

10 10 10 10 10

2 10회
반경 5cm이내에서 경유
지1에대한 좌우 각각 10
도 치우처 출발 시

10 10 10 10 10

3 10회
반경 5cm이내에서 경유
지1에대한 좌우 각각 20
도 치우처 출발 시

10 10 10 10 10

4 10회
반경 5cm이내에서 경유
지1에대한 좌우 각각 30
도 치우처 출발 시

5 9 10 10 10

표 1. 시험환경설정 및 주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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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각을 벗어난 경우 목적지나 경유지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고정된 파이
캠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유지 표
식은 단일 형태로 만들어졌다. 모양이 다른 다양하고 
정형화된 표식과 일그러진 비정형화된 표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식 인식을 확장하는 연구도 향후 연구 과
제로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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