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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공장, 물류창고, 서비스영역에서 유연한 물류이송을 위한 자율 이동형 모바일 로봇의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에서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SLAM)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된 모바일 로봇 자율 주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정 

및 이동 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경로로 주행하는 Mapless Navigation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Mapless 
Navigation을 위하여 Deep Q Network(DQN)을 통해 고정 및 이동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학습하였고 두 종류의 장애물 

회피에 대하여 각각 정확도 90%, 93%를 얻었다. 또한 DQN은 많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한 목

표의 크기 변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단축된 학습시간과 장애물 회피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in accordan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autonomous mobile robots for flexible logistics 
transfer is increasing in factories, the warehouses and the service areas, etc. In large factories, many manual work is 
required to use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SLAM), so the need for the improved mobile robot autonomous 
driving is emerging. 

Accordingly,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mapless navigation that travels in an optimal path avoiding fixed or 
moving obstacles is proposed. For mapless navigation, the robot is trained to avoid fixed or moving obstacles through 
Deep Q Network (DQN) and accuracy 90% and 93% are obtained for two types of obstacle avoidance, respectively. In 
addition, DQN requires a lot of learning time to meet the required performance before use. To shorten this, the target size 
change algorithm is proposed and confirmed the reduced learning time and performance of obstacle avoidance throug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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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 관련 연구들 중, 제조업 분야에서는 최근,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기존 공장 설비에 접목시킨 ‘스
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다수의 IoT 센서 등을 통해 취득된 데

이터를 인공 신경망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통해 설비의 

제어 및 고장진단을 수행한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유연 생산 시스템의 구축인데, 최
근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은 물류용 모바일 로봇을 통해 

공정 설비 간에 자유롭게 재료 및 물류를 이송하여 다품

종의 생산에도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들은 우선적으로 주행

할 공간의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SLAM을 통해 맵

(Map)의 형태로 취득하고 위치를 동기화 한다[1-3]. 그 

후 라이다(LiDAR) 및 오도메트리(Odometry)를 사용해 

목표지점까지 경로를 생성(Path Planning)하고 목표로 

이동(Navigation)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Navigation 방법은 로봇을 운용하기 전에 SLAM을 수행

한 후, 장애물의 정보를 이용한 Cost Map을 사용하여 경

로 계획을 수행[4-5]한다. 그러나 SLAM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초기에 장애물의 위치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학습시켜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공간에 대해 한번 Mapping을 수행한 후에는 모바

일 로봇의 주행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공장 

혹은 창고와 같은 대규모의 공간에서 SLAM을 수행하

고 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바일 로봇

의 목표 지점까지 라이다 및 뎁스 카메라(Depth Camera)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목

표지점까지 이동하는 Mapless Navigation에 관한 연구

가 늘어나고 있다[6-7].
한편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바일 로봇들은 사람과 같

은 공간에서 협업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율 

주행을 수행 할 때 사람 및 중요 장비 등과 부딪히거나 

이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모바일 로봇은 자

율 주행을 구현 하면서 이러한 장애물의 특성을 인지하

고 회피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로봇의 

Mapless Navigatio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Deep Q 
Network(DQN)를 많이 사용하여 구현하는데, DQN은 

Trail and Error를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

습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모바일 로봇이 주행 중에 인지되는 이동 및 고정 

장애물을 회피 하고 동시에 최적 경로로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DQN 기반 Mapless Navigation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이 장애물을 회피하여 목

표지점을 가는 것을 강화학습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

고 장애물의 특성을 학습한 후 학습된 안전거리를 유지

하면서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방법을 구현 한다.

2.1. 실험 환경 구성

강화학습은 학습을 위해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시행

착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로봇 및 환경에서 바

로 학습을 수행하기에는 안전성 및 효율성 부분에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의 프로그래밍에 사용

되는 ROS와 Turtlebot3 Machine Learning 튜토리얼 패

키지[8]를 기반으로 에피소드 시퀀스 및 알고리즘을 수

정하여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다. 그림 1의 실제 모바일 

로봇은 물리엔진 기반의 가상 시뮬레이션 툴인 GAZEBO
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구현하였으며 테스트를 위한 환경

은 GAZEBO내에서 그림 3과 같이 구성된다.

Fig. 1 Mobile robot in real world 

Fig. 2 Mobile robot in GAZ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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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experiment environment

실험환경은 6m×6m 크기의 정사각형 벽 내부에 고정

된 원통형의 장애물 2개가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장애물의 크기는 반지름 0.3m이며 약 2m 간
격을 두고 설치된다. 목표지점의 좌표는 붉은색의 반투

명 사각형으로 표기되며 장애물 주변의 미리 지정된 8
개의 좌표에서 랜덤하게 설정된다.

위의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테스트 후 그림 4와 같이 

사람 및 장애물을 배치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을 구성하였다. 고가의 장애물 및 저가의 장애물을 의미

하는 모니터와 컵을 이미지화하여 배치하였으며 사람

은 움직일 때와 멈춰있을 때의 2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가상환경 내에서 구현된 모바일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

와 라이다 센서 사양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a) Case of human standing

(b) Case of human walking
Fig. 4 Experiment environment with obstacles and human:

Table. 1 Specification of sensors 

Sensor Variable value

Camera
Frame of view ∠°

frame size  × 

LiDAR

Max 

Min 

Number of samples 

resolution ⦟°

GAZEBO에서 구현된 사양은 실제 모바일 로봇에 장

착 되어 있는 Intel D415 Depth Camera, RP LiDAR A1
의 사양을 따랐으며 LiDAR의 경우 분해능을 실제 사양

인 ⦟1°에서 ⦟6°로 간략화 하였다. 이는 저성능의 라이

다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써 범용성을 높

일 수 있다[9].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컴퓨터의 사양은 

Intel Xeon E3-1270v5, RAM 16Gb, Geforce GTX1070 
8Gb이며 우분투 및 Keras를 사용해 구현하였다.

교육 시간의 단축을 위한 초기 목표 지점의 반경은 최

종 반경의 2배인 0.8m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지점에 도

착할 때마다 1%씩 감소하여 최종 반경 0.4m까지 줄어

든다. 하나의 에피소드(episode)는 모바일 로봇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거나 벽, 장애물, 사람과 충돌이 발생하였

을 때, 그리고 200초를 초과 하여도 목표지점에 도착하

지 못했을 때를 종료시점으로 하여 학습한다. 충돌판정

은 모바일 로봇이 장애물의 15cm 이내로 접근하였을 경

우로 설정하였다.

Table. 2 Reward type and value 

Reward type Value

Driving reward   
 

Goal reward      

Collision reward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는 표 2와 같이 환경에 따른 

보상(reward)을 설정하였다. Goal reward, Collision reward 
그리고 Human collision reward는 각각 목표 지점에 도

착했을 때, 벽 혹은 장애물과 부딪혔을 때, 사람과 부딪

혔을 때 Agent가 얻는 Immediate reward이다. Driving 
reward는 매 시간 t에서 받는 보상으로서 골과 로봇의 

헤딩 방향에 따라 Heading reward 및 Distance reward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간 t에서 Heading과 목표지점이 이

루는 각도를  , 로봇과 목표지점간의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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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할 때 Driving reward는 수식(3)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 ×   (2)

     
 

(3)

수식 (1)에서 은 모바일 로봇과 목표지점이 이루

는 각도를 의미하고 수식(2)에서 ∈는 에피소드가 시작

하였을 때 모바일 로봇과 목표지점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2.2. Deep Q-Network 구성

모바일 로봇의 주변 환경에 따른 주행을 위하여 구성

된 인공 신경망은 그림 5와 같이 신경망들을 서로 직접

적으로 연결하는 완전 연결 레이어(fully connected network) 
및 드롭아웃 레이어(dropout layer)를 사용하여 구성하

였다. 이 네트워크의 입력은 라이다의 스캔 데이터와 목

표 지점까지의 거리 및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Fig. 5 Structure of neural network

드롭아웃 레이어는 인공 신경망을 교육할 때 의도적

으로 일부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데이터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는 신경망이 교육에 사용되는 학습 데

이터 셋에 대해 오버 피팅 되는 것을 방지하며 본 논문

에서는 20%로 설정하였다. 각 신경망은 가우시안 분포

로 초기화되며 입력층(input layer) 및 은닉층(hidden 
layer)의 활성화 함수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출
력층(output layer)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선형함수를 사

용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DQN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관측 상태(observed states)

는 라이다를 통해 얻은 12도 간격의 측정 거리, 그리고 

로봇과 골 사이의 각도 및 거리로서 32개의 데이터가 입

력된다. 출력층은 모바일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며 결정

된 행동에 따른 모바일 로봇의 속도는 표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All output actions of mobile robot 

Action Linear Velocity (m/s) Angular Velocity (rad/s)

0 0.05 -1.5

1 0.2 -0.75

2 0.25 0

3 0.2 0.75

4 0.05 1.5

업데이트의 방식을 결정하는 옵티마이저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한 종류인 RMSprop를 사용하였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 계

산하는 기존의 Gradient Descent와 달리 미니 배치 크기

를 통해 일정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속도

를 상승 시킨 것이며 Geoffrey Hinton이 제안한 방법

[10]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인 Gradient descent의 경우  th 은닉층의 가중

치를  , 입력을 , 출력 레이어의 출력을   그리고 

는 원가함수(cost function)이라 할 때 아래의 수식 (4) - 
(6)를 이용하여 인공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

    (4)







 





(5)


    


(6)

수식 (4)은  th 은닉층의 출력을 나타내며 (5)는 원가

함수와 가중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가중치에 대한 

원가함수의 변화량이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중치

를 업데이트하면 최적의 가중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며 이는 수식 (6)과 같이 표현된다. 수식 (6)에서 

는 학습률(learning rate)를 뜻하는데 이때 각각의 가중

치를 업데이트하면서 가중치의 변화량에 따라 이를 변

화시키는 것이 RMSprop이다. 기본적인 개념은 많이 변

화한 가중치는 최적값에 상대적으로 가까울 것이므로 

학습률을 감소시켜 극소점(local minimum point)에 빠

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변화시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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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값에 가까이 이동 하도록 하는 것이다. RMSprop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7)

위의 수식 (7)은 가중치에 대한 원가함수를 제곱한 값

의 일정 비율을 계속 축적하여 제곱합으로 나타낼 수 있

는  통해 가중치간의 변화량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기존의 Gradient descent 업데이트의 수식

인 수식 (6)을 변경하면 아래의 수식 (8)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8)

수식 (8)에서 는 이하의 작은 숫자로 설정하며 

학습률이 0으로 나눠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학습의 시간 단축을 위해 

Target Size의 변화 방법을 제시한다. 교육 초기에는 그

림 6과 같이 목표 지점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을 통하여 

모바일 로봇의 탐험 범위를 감소시키고 목표 지점에 빠

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바일 로봇이 목표지

점에 도착함으로 인해 에피소드가 종료되면 목표 지점

의 크기를 점차 감소시켜서 결국에는 기존의 목표 지점

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목표지

점의 크기를 2배로 조정하였으며 목표지점에 도달하면 

1%씩 크기를 감소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Fig. 6 Traditional target size and revised target size of 
global position in simulation

Ⅲ. 실 험 

3.1. 목표지점 크기의 변화를 이용한 학습기간 개선

학습 초기에 목표지점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킨 후 

모바일 로봇이 목표지점에 도착할 때마다 1%씩 크기를 

감소시키고, 이와 함께 DQN을 수행하며 관찰한 실험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No Decreasing

은 목표지점 크기의 증감 없이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며 

Decreasing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목표 지점의 크기를 

변화 시켜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확도는 에피소드 100회당 몇 번 목적지에 도착 여부

로 설정하였는데, 600회의 에피소드를 지났을 때 두 시

험은 같은 목표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정확도는 

약 20% 개선됨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횟수의 

에피소드에서 최대 30% 개선됨을 보였다. 
학습시간 단축은 동일한 학습결과를 얻기 위한 필요

한 학습시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학습 시 1회의 에피

소드는 평균 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Fig. 7 Comparison between proposed algorithm and 
general algorithm

실험 결과에 한하여 비교하면 정확도 20%를 달성하

기 위해서 일반적인 학습방법 (No Decreasing)을 사용

하는 경우 에피소드 1,800회가 필요하여 제안된 학습방

법은 600회의 에피소드가 필요하여 1,200회의 학습단

축을 할 수 있다.

3.2. DQN 학습 완료 후 테스트 

앞서 언급한 방법을 이용해 추가적인 학습을 계속 진

행하였으며, 학습 완료 후 테스트 환경에서 2번의 실험 

Test-1 및 Test-2를 수행하였을 때 Total reward의 결과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은 100번의 에피소드를 

진행하였으며, Total reward가 0에 가깝게 나온 에피소

드들은 충돌 등으로 인해 목표 도달에 실패한 경우를 나

타내며, 보상이 높은 경우에는 최적의 경로로 목표지점

에 도착하였음을 나타낸다. Mapless Navigation의 학습

에는 약 20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충돌하지 않고 도착할 

확률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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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1

(b) Test-2
Fig. 8 Results of total rewards after learning

Table. 4 Test result of mapless navigation

Episode Accuracy

Test-1 90%

Test-2 93%

3.3. 사람 및 장애물 존재 환경에서의 테스트

학습완료 후 앞서 그림 10과 같이 사람이 서있거나 

걸어 다니는 환경에서 Mapless Navigation에 대한 테스

트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1,000회의 에피

소드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의 인덱스에서 목표지점에 부딪히지 않고 도착

한 모든 경우를 Goal, 최적 경로를 통해 목표지점에 도

달한 경우는 Optimal로 나타내었다. 최적 경로 주행은 

그림 10과 같이 장애물 사이를 피해 최단거리로 주행하

는 것을 뜻하며 이는 에피소드 종료까지의 소요 시간 및 

획득한 보상의 크기를 통해 구분하였다. 

(a) while human is standing

(b) while human is walking
Fig. 9 Accuracy of every path and optimal path

   

Fig. 10 Results of total rewards after learning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로봇이 이동물체를 인지하고 

주행할 수 있는 Mapless Navigation을 위하여 DQN 기
반의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가상환경 공간인 GAZEBO 
내에서 구현된 모바일 로봇은 실제 모바일 로봇과 동일

하게 뎁스 카메라 및 라이다를 통해 주변 환경을 관찰하

며 주행하게 하였다. 주변 환경은 2개의 원통형 장애물

이 존재하는 정사각형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 내에 사람을 배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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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완전 연결 레이어를 사

용하여 DQN 기반의 Mapless Navigation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이동물체에 대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장

애물이 존재하는 환경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제시한 모바일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 Mapless Navigation 
방법이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하여 정확도 90%, 93%를 얻

었으며 제시된 방법이 유효함을 보였다. 또한 Mapless 
Navigation의 단점인 많은 학습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목표 지점 크기 변화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정확도 개

선 및 학습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 보면 동일한 정확도 20%을 달성하기 위

한 필요한 에피소드의 횟수가 1,200회 단축됨을 보였다. 
향후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회피 방법 등을 다양하

게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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