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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딥러닝했다!!!이제 뭐하지…?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http://m.b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703



여러 삽질 끝에 
자율주행 도전!!

   자율주행을 위한 삽질 이야기 
시작됩니다.



mapping localization path planning

Self-driving technology



path planning

Self-driving technology



Karol Zieba. End to End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25 Apr 2016

● Training data contains single images 
sampled from the video, paired with the 
corresponding steering command (1/r)

● Time-stamped video from the cameras is 
captured simultaneously with the steering 
angle applied by the human driver.



Bottom left: Activation of the first layer feature maps. 
Bottom right: Activation of the second layer feature maps

The activations of the first two feature maps appear 
to contain mostly noise

End to End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http://www.youtube.com/watch?v=ndUNTPlJnfM


주행데이터는 어디에서...

게임속에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Supervised Learning



GTA5 이용



Real Game

 Why GTA5?



Image Label

A, W, S, D

방향키



이미지 데이터 라벨

[200, 200, 200, 
199, 199, 199,
199, 198, 198,...]

[0, 1, 0]

[198, 200, 195, 
199, 199, 199, 199, 

198, 198,...]

    
          [0, 0, 1]

[192, 191, 191, 
191, 191, 191, 191, 

191, 190,...]

          [0, 0, 1]



이제 게임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질릴때 까지!!!



https://www.youtube.com
/watch?v=xJ7PWTNdcnk

http://www.youtube.com/watch?v=xJ7PWTNdcnk


대학생 & 직장인의 일주일

워어어어어어어어얼  화아아아아아아 수우우우우우 모오오오오오오옥 금으음 퇼

딥러닝은?

데이터수우우우우우우우집 전처어어어어어어어리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악습 테스트



Train

Karol Zieba. End to End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25 Apr 2016

AlexNet



gray image        300K

Train time : 60H
( CPU : i5  GPU: X )

160 x 120



데이터가 부족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7h1Ts784bTg&feature=youtu.be

http://www.youtube.com/watch?v=7h1Ts784bTg


Test Video

https://youtu.be/B5nhJUo5S6g

http://www.youtube.com/watch?v=B5nhJUo5S6g


Test Video

https://www.youtub
e.com/watch?v=32
ywp_y1QEc

http://www.youtube.com/watch?v=32ywp_y1QEc


Reinforcement
Learning



앞 발표를 통해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강화학습!!



Definition

Learn to make good sequences of decisions

agent : 쥐

environment : 미로

reward : 치즈

action : 방향



Environment

env  =  gym.make(‘GTA5’)???????



GTA5는 GYM환경도 없고 
API도 없다…!!

API를 어떻게 만들지?

오직 영상처리로!!



Environment



Agent



Action

A(좌회전) W(직진) D(우회전)

W     A     D    S     AW     DW     AS     DS



처음에는...

차선을 검출하면 

보상 1



http://www.youtube.com/watch?v=M8rBfKsfPs4


Reward

앞차와의 거리가  0.1 이하

보상 -1

앞차와의 거리가  0.3

보상 1



2D 영상으로 어떻게 거리를 측정할까?

쉽게 쉽게 해봐요~



Tensorflow
 Object Detection API 사용

Reward



Tensorflow Github -> models->research -> object-detection

Reward



Reward



i 를 사용

== ‘number’

Reward



Reward

http://www.youtube.com/watch?v=Hd-DAUeI8TQ


Reward



Accuracy 임계값 70%

Reward



이제 거리를 측정 합시다!!

Reward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Bounding Box

Reward



Reward

왼쪽 박스가 더 크다 = 가깝다



Reward

http://www.youtube.com/watch?v=-9SFz37MHWM


Breakout은 공을 놓치면 게임 다시시작

CartPole은 쓰러지면 게임 다시시작

슈퍼마리오도 죽으면 게임 다시시작

GTA5는 죽으면….?

Done



병원에서 시작...

Done



운전에서의 에피소드가 끝난다는것은?

바로 충돌

충돌을 어떻게 인식하지?

Done



자동차와 충돌

건물과의 충돌은?

Done



영상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검출

cv2.absdiff

http://www.noah.org/wiki/movement.py

Done



주행중

Done



충돌 -> Game Done

Done



설정이 다 끝난 후 실행을 했지만...

결국 구매



Real World에 적용

최종 목표



딥러닝



Control Box 연결선 제거



DC모터 분해



DC모터와 점퍼선 
납땜



모터드라이버와 
라즈베리파이에 

연결



https://docs.google.com/file/d/1F__718lRvcTLzuJK7vZkEUeR0jk2cxIk/preview


DL model

video 

Direct  Key



?

https://namu.wiki/w/FFmpeg



server client



http://www.youtube.com/watch?v=6V66fbQfHjY


같이 할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