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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고차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행

동 결정 과정을 모방하기 위해 딥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 제안되었으며, 딥 러닝 모델과 강화 학습
알고리즘들을 이용해 복잡한 상태 공간을 가지는 환경에서의 문제들도 에이전트의 최적의 정책을 학습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딥 강화 학습 알고리즘들은 많은 경우에서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강화 학습의 보편적 문제 중
하나인학습을위한보상이주어지는빈도가희박한환경에서의학습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으며, 특성이동적으로변하는
환경에서의 모델 적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서는 딥 강화 학습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들이 있다. 최근 에이전트의
장기적 목표 탐색과 단기적 행동 결정의 두 기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보상이 아닌 장기적 목표의 벡터를 통해 잠재
상태 벡터의 이동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봉건적(feudal) 강화 학습이라는 방법론은 여러 어려웠던 게임들에서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강화 학습에 대한 적응성과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귀 신경망, 혹은 외현
메모리 구조를 사용한 메타 강화 학습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 연구들을 융합하여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시간 특성 및 임베딩 공간 상에서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읽고 쓸 수 있는 외현 메모리를 추가한 개선된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고자 하며, 더불어 강화 학습의 학습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메타 학습의 방법을 채용하여 모델의 학습 속도 및
성능을 향상하려 한다. 본논문에선 기초적 실험으로써, 게임에서 획득하는 실제 점수 등의 비교 등을 통해 제안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서 론

강화 학습은 이러한 인간의 시각을 비롯한 감각 기관의 정보

처리 능력과 이를 통한 의사 결정의 과정을 특정한 보상을 얻기

위한에이전트의행동의연속으로정의하는프레임워크이며, 이러
한 연구는 최근 딥 러닝(deep learning)의 성공적인 예측 성능과
맞물려 딥 강화 학습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딥 강화 학습을 통
해 인공 신경망은 이제까지 인간만이 할 수 다고 여겨졌던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강력한딥강화학습또한다른대
부분의 강화 학습 알고리즘과 같이 매우 희박한 보상 환경에서는

학습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예를들어,장애물을피하고
적을 정확히 공격하는 연속된 행동의 최종 결과로만 한 번의 점수

를 받게 되는 테스크 등의 경우, 학습 과정 중에서 초기에 우연에
의해 이러한 보상을 얻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확률은 상대적

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보상만으로 특정 모델에 효과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가능한 상태 공간이 확장될수록
방문 횟수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수동적인 탐색만으로 해

결될 수 없으며, 소수의 성공적인 경험이 대부분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건한 학습 알고리즘을 요구하게 되었다.
최근 고전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봉건적 (feudal) 강화 학습의

딥러닝으로의 적용인 FeUdal Network (FUN)가 제안 되었다.
관리자가 목표를 정하고, 일꾼이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이 구조는

그림 1: Seaquest 게임의 강화 학습 환경

딥러닝에서 관리자 네트워크의 목표 벡터 학습을 잠재 벡터 공

간 상의 방향 전환의 유사도로 학습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 메모리 기반 신경망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FUN
모델을 개선하여, 기존 모델과의 학습시 게임에서 획득하는 실제
점수를비교하고재귀신경망및외현기억등의도입이딥봉건적

강화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지로 삼

고 있는 주요 연구들을 살펴 본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모델과
실험에 대해 설명하며, 4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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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2.1 딥 강화 학습과 Actor-Critic 알고리즘

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의 구조들을 깊게 구성하고 이를 학습하

기 위한 여러가지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좋은 성능을 얻는 지

도 학습에 사용되어 왔던 방법론이다. 이를 강화 학습의 적용하
여, Mnih et al. 은 딥 러닝 모델로 인간 수준의 딥 강화 학습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5] 여기에 발전하여, 멀티코어 CPU
를 사용해 여러개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비동기적으로 환경을 시

뮬레이션하여 특정 상태의 에이전트를 다양한 경우에서 학습하는

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 (A3C)알고리즘은행동
에 대한 정책 함수가 임의의 확률적일 경우에서 딥 강화 학습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6]
일반적으로 강화 학습의 목표는 γ ∈ [0, 1]일 때 할인된 보상

의 총합 Rt =
∑∞
k=0 γ

krt+k+1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이 때,
advantage actior-critic 알고리즘은 θ라는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

이특정한상태에서의가치함수 V (·; θ)와행동에대한확률분포
를 가지는 정책 함수 π(·; θ)를 내보낸다고 가정할 때, 이 두 함수
를 현재 상태가 xt일 때, 다음과 같은 오류 함수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학습 시킨다.

α(0.5 ∗ (Rt − V (xt; θ))2) + β(At∇θ log π(at|xt; θ)) (1)

이 때, At = Rt − V (xt)이다.

2.2 봉건적 강화 학습

Vezhnevets et al.은 FUN이라는 모델과 봉건적 강화 학습 제
안 하여, 잘 했다. [8] Transition policy gradient의 식은

∇gt = AMt ∇θdcos(st+c − st, gt(θ)) (2)

이를 통해 학습된 목표 벡터인 gt를 통해 내제적 보상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rIt = 1/c
c∑
i=1

dcos(st − st−i, gt−i) (3)

이 내제적 보상은 일꾼 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보상에 더해 주어

지게 되며,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 벡터는 간접적으로
일꾼 신경망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 목표에 영향을 받는 단기적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2.3 메타 강화 학습

기계 학습 분야에서 메타 학습은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서도 학습 속도가 향상되는 기법을 뜻한다. Wang et al.
은 회귀 신경망 이전 행동과 이전 보상을 현재의 입력으로 주고,

은닉 상태를 학습 epoch에 연속되게 함으로써 가상 환경에서의
navigation 문제에서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주었다.[9]

2.4 아케이드 학습 환경

아케이드 학습 환경[2]는 실제 점수 위주의 비디오 게임을 강화
학습 및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연구이다. 그림 1의
탐험 게임과 같이 오락용 비디오 게임은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연속으로 주어지며, 보상 함수 또한 연구자가 만들 필요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주어지기 때문에 강화 학습 알고리즘

을 바로 시험해 보거나 알고리즘들을 간단히 비교해볼 수 있는 특

징을가진다. 본논문에서는 OpenAI사의 Gym[3]에포함된게임
중 Seaquest 게임을 주요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3 모델 구조 및 실험

본 실험에서 게임 데이터는 R210×160×3 차원의 RGB 이미지를
전처리하여 0과 1사이의 R84×84×3 차원으로크기를축소하여모

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모델에서 활성 함
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이고, 컨볼루션 신경망은 필터
수를 제외한 모든 구성은 의 것을 따랐으며, 모든 신경망은 A3C
혹은 FUN의 학습식에 따라 학습되었다.

π

LSTM

CNN

xt
(a) A3C-LSTM

πg

M
anager

Worker

CNN

xt
(b) FUN

πg

M

M
anager

Worker

CNN

xt,at−1, rt−1

(c) 제안하는 모델

그림 2: 각 모델의 간략한 구조

그림 2에서 보이다시피,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모
델은 컨볼루션 신경망을 거친 은닉 벡터를 관리자 RNN과 일꾼
RNN이 처리하여 목표 벡터와 행동의 확률 분포를 출력한다. 이
때, 관리자의 RNN은 일반적인 LSTM이 아닌, 외현 메모리 모델
과 상호작용하는 모델이다. 본 실험에서는 Graves et al.에 의해
제안된 Differentiable Neural Computer(DNC)의 일부를 사용
한다. [4] 이러한 외현 메모리 구조의 사용을 통해 단순히 모델에
최적 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목표에 대한 embedding을 기
억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으로 그림 2의 세 모델의 학

습 가능한 파라메터의 갯수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각

모델의 학습 속도 및 성능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CPU(Intel i5-
6600 Processor)에서 16 스레드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전체 모

962

2017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표 1: 실험에서의 각 모델 구조의 하이퍼 파라미터

A3C-LSTM FUN 제안 모델

컨볼루션층 1의 필터 수 16 16 16
컨볼루션층 2의 필터 수 32 32 32

총 RNN 뉴런 갯수 384 512 512
총 재귀 상태 크기 384 2,816 25,344

그림 3: 상대 시간에 따른 모델들의 학습 곡선

델의 파라메터 수를 자세한 모델의 파라미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하는 모델은 파라메터 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외현 메모리에 의해 되먹임 되는 재귀 상태의
크기가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표 2: 3시간 시점에서 얻은 평균 점수. (16 스레드)

A3C-LSTM FUN 제안 모델

평균 점수 263.75 316.25 318.75

그림 3은해당모델들의상대시간에따른한번의 Seaquest게
임시도에서얻는에이전트의총보상의합의변화를나타낸다. 실
험 결과, FUN 모델이 초기에 가장 빠른 학습 속도를 보여주었다.
다른 두 알고리즘에 비해 제안하는 모델(FUMN)은 변동이 적은
꾸준한 성능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와 같이 동일한 학습한
조건에서 각 스레드에서 얻은 점수를 평균 낸 점수를 비교할 때

모델은 학습 속도에서 약간의 우위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 강화 학습을 고수준의 논의로 발전시킨 봉건

적 강화 학습과 메타 강화 학습 및 여러 연구 사례에 기반한 새로

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모델을
개선하고,다양한분석및본래의목적에가까운전이학습에관한
실험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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