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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속된 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서 테스크 간 매핑(inter-task mapping) 함수를 통해 다른 문제에서 학습된 전문가 에
이전트를 모방하는 형식의 전이학습 방법론은 일정 부분 연구가 되어왔다. 하지만 인간의 개념적 직관 이외의 매핑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제안되어있고, 깊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 학습에서의 EM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전이학습 알고리즘의 설명을 시도하고, 대립적 학습 방식을 통해 태스크 간 매핑을 선택하거나 학습하는 방법의
효용을 실험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실험 결과, generative adversarial net (GAN)과 같이 Jansen-Shannon divergence
를 최소화하는 대립적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

1 서 론

테스크 간 매핑은 여러 시간동안 결정을 통해 보상을 최대화

하는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MDP)들 에서의 상태와 행동 집합
사이를 연결하는 함수를 통해 소스 테스크에서의 정책들을 직관

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6]. 기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최적의 매핑을 가정하고 Q-함수로 표현 되는 소스태스크의
정책을 이용해 타겟 태스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도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임의의 두 테스크 상에서 가장 좋은 매핑 함수를
찾을 수 있다면 정책 선택이나 모방 학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

에 테스크 단위의 전이학습 연구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핑 함수를 기계학습을 통해 자동적으

로선택하기위한방법을연구하고자한다. 상태-행동의점유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함수들을 선택하기 위한 Expectation-
Maximiation (EM) 알고리즘을 이용한 설명 후, 대립적 (adver-
sarial) 학습 프레임 워크를 통한 선택방법을 통해 해당 방법의 효
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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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테스크 간 매핑을 통한 전이학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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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arget task.

그림 2: 두 테스크의 그래프 표현.

본논문에서다루고자하는테스크들은그림 2에나타나있다. 왼
쪽의 소스 테스크와 오른쪽의 타겟 테스크 단위시간 t가 0일 때
모두상태 A에서시작하고,상태 D, E에도달각각끝나고 D에더
높은 보상을 받는다. 나머지 상태에서는 작은 음수 보상을 받아
두 테스크 모두 최적의 정책은 가능한 빨리 B 또는 F를 거쳐 D
에 도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겟 테스크에서
의임의의정책이나타내는궤적으로부터전문가에이전트가있는

소스 테스크로의 매핑 함수를 찾고자 한다.

2.2 학습 목적

주어진 정책함수 π ∈ Π 에 대해, 이것의 모든 시간에 대한 점
유율 (occupancy measure) ρπ를

ρπ(s, a, r, s′) =
∞∑
t=0

γtP (st = s, at = a, rt = r, st+1 = s|π, 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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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상태-행동-상태의 점유율 분포.

라 표현하자. 이 때 s는 상태, a는 행동 r은 이때 받는 보상, γ
는 discount factor를 나타낸다. 만약 MDP에서의 정책 함수 π,
상태 전환 확률 Ps(·|s, a), 보상 확률 Pr(·|s, a)을 가정하면, 점유
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s(s′|s, a)Pr(r|s, a)π(a|s)
∞∑
t=0

γtP (st = s|π, θ) (2)

이때 매핑의 목적은 Ps(·|s, a)와 Pr(·|s, a)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핑 함수 θ를 찾는 것이다. 그림 3은 세가지 테스크에서
이 점유율 값을 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identity 함
수를 ground truth로 가정할 때 확실히 소스 전문가와 타겟 전
문가의 점유율이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occupancy measure로 표현되는 평균적인 상태-행동-보상-다음
상태 확률의 likilihood들의 합을 최대화할 수 있는 θ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EM 알고리즘의 formulation을 따르면, 타겟 테스크의 데이터

를 X = (s, a, r, s′)라 하고, 이를 근사하기 위한 매핑 모델을 θ라

할 때, 전이학습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이
다.

maximize
θ

p(X|θ) =
∑
π

p(X,π|θ). (3)

이 때, 이러한 관계식은 다음과 같은 log-liklihood는 다음과 같이
분해되고,

log p(X|θ) = L(q, θ) +DKL(q‖p) (4)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L(q, θ) =
∑
π

q(π) log
{
p(X,π|θ)
q(π)

}
(5)

DKL(q‖p) = −
∑
π

q(π) log
{
p(π|X, θ)
q(π)

}
. (6)

이 때, E 단계에서는 고정된 mapping을 통해 π 점유율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알려진 모방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M 단계에서는 고정된 정책에서 데이터를 통해 가장 설명이 잘되

는 매핑을 학습해 lower bound L(q, θ)를 높이는 것으로 전이학
습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이 중 M
단계를 다양한 대립 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하고자 한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source 테스크의 πE를 통한 전문가 데이터와 π

의데이터를판별하는판별자모델 D를학습하고, 이를속이기위
해 판별자 모델의 목적함수의 반대로 매핑 함수를 학습하는 대립

학습 프레임워크를 따른다. 본 논문은 다양한 판별자의 학습 상식
중 세가지를 시도해보았으며 이 세 함수는의 학습 폭표는 다음과

같다.

JS: max
D∈(0,1)N

EπE
[logD(s, a, r, s′)] + Eπ,θ[log(1−D(s, a, r, s′))]

KL: max
D∈(0,∞)N

α · EπE
[logD(s, a, r, s′)] + Eπ,θ[−D(s, a, r, s′)]

Rev: max
D∈(0,∞)N

EπE
[−D(s, a, r, s′)] + β · Eπ,θ[logD(s, a, r, s′)]

위 수식들은 각각 JS divergence, KL divergence, reverse KL
divergence를 최소화 한다. 자세한 증명은 해당 논문을 인용한
다 [2, 5]. mapping 함수는 생태, 행동 보상을 각각 행렬을 통해
logits을 뽑고 gumbel softmax를 통해 확률적으로 출력한다 [3].
같은 테스크 다른 테스크에서 무작위와 최적 정책의 경우의 학

습을 모두 5번씩 시도하였고 모두 판별자와 매핑 함수를 10만번
epoch에서 각각 번갈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학습하였다.
실험 결과, 우선 표 1a의 같은 테스크상에서의 매핑 학습의 경

우 JS divergence에 따라 학습한 모델이 90%가 넘는 정답률을
보여 가장 좋은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최적 정책
에서는 KL, 무작위 정책에서는 Rev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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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매핑 함수의 정답률 (α = β = 0.2).

(a) Hard-Hard

JS KL Rev

Random 0.904 0.643 0.908
Optimal 0.952 0.927 0.764

(b) Hard-Easy

JS KL Rev

Random 0.748 0.516 0.614
Optimal 0.831 0.788 0.754

고, 실제 전이학습의 경우인 표 1b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
였다. 대부분의 경우 최적 정책에서의 매핑이 무작위 정책에서의
매핑 선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최적의 정책에서 점유율은 상태와 행동에 따라 0에 가까운 매우
희박한 값을 가질 때가 많아 두 실험에서 모두 70%가 넘는 JS
divergence를 최적화 한 모델은 충분히 성공적인 매핑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결정이 필요한 테스크에서의 전이학습

에서 테스크간의 최적의 매핑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을 다루었다. EM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전이학습 문제를 해석하

고, 이 중 매핑 학습에서 대립학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JS divergence를 최적화 하는 매핑 함수가 이러한 방법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험결과를 기반해, 정책의 점진적 향

상에 필요한 적절한 모방학습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완전한 전이

학습을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실험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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