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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강화학습은 딥러닝을 함수 근사에 사용하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화학습은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모든 state를 탐색하기 어렵거나, reward가 아주 

희소하게 주어지는 hard exploration 상황에서는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을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응용한 Introspective Reinforcement Learning을 제안한다.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은 전문가의 

시연으로부터 reward function를 구하는 연구분야로, 이를 강화학습에 응용하여 agent가 

탐색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reward function를 구한다. 이렇게 찾아낸 reward function를 

사용하면 실제 reward signal을 얻기 힘든 초기 탐색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하다. 

이를 Mountain Car 환경에서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학습능력을 보인다. 

 

1. 서  론 

강화학습은 최근 발전된 딥러닝 기술을 함수 근사에 

사용하면서 기존에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하 Deep RL)이라 부르며, Q-

value function을 딥러닝으로 근사하는 Deep Q 

Networks라는 기본적인 형태부터[1] policy나 advantage 

function을 근사하는 방식의 다양한 구조와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3][4]. 

그러나 강화학습은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모든 

state를 탐색하기 어렵거나, reward를 아주 희소하게 

얻을 수 있는 hard exploration 상황에서 학습이 극도로 

힘들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eudo-reward나 auxiliary task와 같은 방법을 통해 

agent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활용, 보다 빠른 학습 성능을 보이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hard explor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을 기존의 Reinforcement Learning과 결합한 

Introspective Reinforcement Learning(이하 IntroRL)을 

제안한다. 

역강화학습은 환경으로부터 reward signal이 주어지지 

않는 MDP\R 문제에서 전문가의 시연으로 reward 

함수를 학습하는 연구 분야이다. 즉 전문가의 시연을 

이용해 먼저 reward function을 알아내고, 이렇게 알아낸 

reward function을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agent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결과적으로 agent는 

전문가의 시연을 모방하는 policy를 학습하게 되어 

Learning from Demonstration 혹은 Imitation Learning이라는 

연구 분야로도 확장된다[7]. 

이러한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전문가의 시연이 아닌 

agent가 탐색하면서 얻은 경험들로부터 reward function을 

학습하여 사용할 경우, reward signal을 충분히 얻지 

못하여 Q-learning 학습이 매우 더딘 초기 탐색 

단계에서도 agent를 학습시킬 수 있어, hard exploration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과 달리 reward function을 학습하기 위해 연구된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응용했기 때문에 보다 

이론적으로 철저하며, 기존에 연구된 여러 가지 

역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Mountain Car 환경에서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과의 성능 비교실험 수행하고, 학습 

속도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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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리즘 

2.1 Reinforcement Learning의 문제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agent가 환경을 탐색하면서 

얻은 경험들로부터, 미래에 얻을 reward의 합에 대한 

기댓값을 최대화하는 policy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만약 reward를 얻을 확률이 극히 낮은 문제라면 

강화학습은 그 어떤 초기 학습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무작위적으로 초기화된 Q-value function 에 의한 

maximization bias가 발생하여 오히려 성능을 

악화시킨다[8]. 

 

2.2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의 응용 

역강화학습은 환경으로부터 받는 reward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전문가의 시연으로부터 reward function을 

학습하는 연구분야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reward function을 linear function으로 근사한 뒤, agent의 

경험과 전문가의 시연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직선을 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7]. 

 

2.3 Introspective Reinforcement Learning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ntroRL은 앞서 설명한 

역강화학습을 응용하여, agent가 탐색하여 얻은 

경험으로부터 reward function을 알아내고, 이렇게 구한 

reward function을 실제로 얻은 reward signal과 더하여 Q-

learning에 사용한다[그림 1]. 또는 reward function을 오직 

Q-function으로부터 policy를 계산하는 과정에만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좋은 exploration을 실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그림 2]. 

이때 사용하는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은 reward 

function에 대한 가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linear reward function으로 근사한 경우, agent가 탐색한 

경험을 성공한 경험(누적 reward의 합이 양수인 경우)과 

실패한 경험(누적 reward의 합이 0이하인 경우)으로 

나누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직선을 

closed-form solution으로 풀어내고 그 직선을 reward 

function으로 사용한다. 반면 reward function을 

딥러닝으로 근사한 경우, closed-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Loss를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학습한다. 

  이 Loss의 의미는 성공한 경험에 대해서는 reward 

function의 output의 합이 1이 되도록 Least Square 

Error(LSE)를 정의하고,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는 -1이 

되도록 LSE를 정의한 것이다. 단, 이때 반드시 

regularization term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본질적으로 ill-posed problem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regularization을 걸어주어야만 

좋은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inear reward function을 가정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경험이 

최소한 1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딥러닝 기반의 reward function은 앞서 정의한 Loss에서 

 

그림 1. Q-learning with Introspective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그림 2. Exploration with Introspective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 

표 1. 실험에서 사용한 상세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실험 변수  변수 값 

각 에피소드 최대 시갂 길이 100 

최대 에피소드 반복 횟수 500 

Epsilon-greedy가 줄어드는 최대 시갂 길이 누적 10000 시갂 스텝 

Adaptive Learning Rate 알고리즘 Adam[6] 

Discount Factor 0.99 

Q-value function approximation 3 layer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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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Loss를 계산하여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만으로도 reward function 학습이 가능하다. 
 

3. 실험 

실험에서 비교로 사용한 알고리즘은 모두 [표 1]의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핵심적인 

알고리즘 부분만 바꾸어 총 5가지 비교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장 먼저 Q-learning을 이용한 일반적인 

강화학습, linear reward function을 학습하고 policy에만 

적용한 exploration with linear IntroRL, deep reward 

function을 학습하고 policy에만 적용한 exploration with 

deep IntroRL, linear reward function을 학습하고 Q-

learning에 적용한 Q-learning with linear IntroRL, 

마지막으로 deep reward function을 학습하고 Q-learning에 

적용한 Q-learning with deep IntroRL이 있다. 5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결과 [표 2]와 같이 Q-learning with 

deep IntroRL의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linear reward 

function을 가정한 알고리즘은 모두 학습에 실패하였다. 

Linear reward function은 가장 이론적으로 검증된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실패한 

이유는 끊임없이 성공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 역강화학습에서 성공 데이터는 초기에 

전부 주어지고, policy 탐색 경험만 추가되어 학습한다.) 

그런데 linear function은 closed-form solution에 의해 

계산되므로 새로운 성공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큰 

폭으로 직선의 각도가 변하게 되어, reward function이 쉴 

새 없이 바뀌게 된다. 이를 Q-learning에 적용하면 Q-

function이 불안정한 학습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에 

학습에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deep reward 

function을 가정하면 gradient descent에 의해 점진적인 

함수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단, 딥러닝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regularization을 주지 않으면(λ 0.5 이상), 학습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연구[10]와 달리 전문가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reward function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기존 연구가 학습된 reward와 실제 환경의 

reward를 단순히 더했을 때 성능증가를 분석한 것에 

비해, 이는 훨씬 더 발전된 방법으로 현존하는 모든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적용되어 성능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더 복잡한 

이미지 기반의 게임과 실세계 문제 등에 적용하고, 

Loss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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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알고리즘 비교 실험 결과 

알고리즘 
전체 에피소드의 평균 

시간 스텝 

최근 30개 에피소드

의 평균 시간 스텝 

Q-learning 67.960 44.644 

Exploration with  

Linear IntroRL 
100(학습 실패) 100(학습 실패) 

Exploration with  

Deep IntroRL 
60.073 42.687 

Q-learning with  

Linear introRL 
100(학습 실패) 100(학습 실패) 

Q-learning with  

Deep introRL 
53.79 39.54 

  위의 실험은 500번의 에피소드가 끝난 시점에서 각 알고리

즘이 Mountain Car 문제를 푸는데 걸린 평균 시간 스텝을 측

정함. 4-frame skipping을 사용한 경우로 전문가는 평균 30스

텝으로 문제를 해결. 또한 위 비교실험은 각 알고리즘당 30회

의 실험을 반복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성능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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