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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심층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상태 특징 (state feature)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대용량의 신
경망 (neural network)을사용한다. 그러나상태특징들에대한상태공간은심층강화학습에서정책 (policy)을학습하는데에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한다. 실제로 기존의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을 원시 (raw) 상태 특징으로 학습할 때 매우 느리고,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에민감하며,샘플비효율적 (sample inefficient)이다. 따라서효과적인상태공간을가지고
있어야효율적인탐험 (exploration)이가능하며,이로인해최적정책 (optimal policy)을빠르게찾을수있다. 본논문에서는
효과적인상태공간을갖기위해상태특징들로부터환경의 dynamics에적응하는잠재변수모델을사용하여더효율적인심층
강화학습이가능한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하는방법을통해 OpenAI Gym의 LunarLander
와 Hopper환경에대해실험을진행한결과,제안하는방법이기존에존재하는 SOTA (state-of-the-art)강화학습알고리즘보다
훨씬더효율적이고더좋은성능을보임을실험적으로검증하였다.

1 서론

심층강화학습은이미지나센서데이터와같이원시적이고,낮은

레벨의 상태 특징으로부터 특정한 태스크를 자동적으로 학습한다.

최근심층강화학습은광범위한의사결정문제부터제어태스크문

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이러한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를 통해 많

은성공을이루었다 [1, 2, 3, 4, 5]. 그러나상태특징들에대한상태

공간은심층강화학습에서정책을학습하는데에많은어려움들을

야기한다. 실제로기존의심층강화학습알고리즘들은원시적이고,

낮은레벨의상태특징으로부터학습하면학습이매우오래걸리고,

하이퍼파라미터에민감하며,샘플비효율적이다. 따라서효과적인

상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인 탐험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최적정책을빠르게찾을수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상태 공간을 갖기 위해 상태 특징들로

부터 환경의 dynamics에 적응하는 잠재 변수 모델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인심층강화학습이가능한표현학습방법을제안한다. 제

안하는방법에는세가지장점이존재한다. 첫째, 잠재변수모델

을이용한표현학습은유용한잠재상태특징의잠재공간 (latent

space)을 표현한다. 둘 째, 이러한 표현 학습을 이용한 잠재 공간

에서의심층강화학습은기존의탐험방법들보다더효과적인탐험

방법을가진다. 마지막으로,강화학습에서중요하게고려해야할점

인환경의불확실성 (uncertainty)문제를해결할수있다. 만약어

떤행동을통해현재상태에서다음상태를잘예측하는하나의잠

재변수모델을사전에학습할수있다면,잠재상태들에대한잠재

공간을 가진 모델은 상태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적은샘플만으로도효율적인강화학습이가능하다.

이러한모델을갖추기위해우리는간단하지만매우효과적인변

분적추론 (variational inference)기반잠재상태의표현학습방법

론을제안한다. 제안하는방법을통해 OpenAI Gym의 LunarLan-

der와 Hopper 환경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사전 표현 학습된

잠재 공간에서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SOTA

강화학습알고리즘보다훨씬더효율적이며더좋은성능을보임을

검증하였다.

2 배경지식

우리는강화학습문제정의를위해마르코프결정과정 (markov

decision process)을 튜플 (S,A, p, r, γ)로 정의한다. 상태 공간 S

와행동공간A는연속적이며,알려지지않은상태전이확률 (tran-

sition probability) p : S × A × S → R+는 상태 s ∈ S와 행동

a ∈ A가 주어질 때 다음 상태 s′ ∈ S의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r : S → R은 보상 함수 (reward function)이고, γ ∈ (0, 1) 은 할

인인자 (discount factor)이다. 정책 π(a|s)은 상태가 주어졌을 때
행동에대한하나의확률적정책 (stochastic policy)으로정의하고,

P0 : S → R+는 초기 상태 s0의 분포로 정의한다. 에이전트는

매 타임 스텝 (time step)마다 상태 st로부터 정책 π(at|st)를 통
해 행동 at를 취하고 확률적 전이 (stochastic transition) dynamics

p(st+1|st, at)에따라다음상태 st+1로도달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강화학습의 목표는 수식 (1)과 같이 매 타입

스텝마다 정책 π(at|st)으로부터 할인된 미래 보상들의 합의 기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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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최대화하는것이다.

max
π

Eπ
[ ∞∑
t=0

γtr(st, at)

]
(1)

우리는 또한 샘플링이 가능한 확률분포를 정의한다. PπSAS′는

s0 ∼ P0(s0)로 시작하여 정책 π를 따르는 튜플 (s, a, s′)의 결합

확률분포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이고, PπSS′ =
∫
A
dPπSAS′

와 PπA =
∫
S×S′ dPπSAS′는각각상태와행동에대한주변확률분포

(marginal probability distribution)로정의된다.

3 잠재변수모델과강화학습

3.1 잠재변수모델의설계와학습

우리는 V AE [6]또는 β − V AE [7]의변분적추론아이디어를

활용하여사전학습된잠재변수모델을사용한다. 먼저,환경에서

무작위정책 (random policy)을통해얻어진튜플 (s, a, s′)에대한

결합확률분포 PπSAS′를구축하고,이에대한주변확률분포 PπSS′와

PπA를각각구축한다.

그림 1: 잠재변수모델의계산적아키텍쳐

제안하는학습모델은상태 s를잠재벡터 z ∈ Z로임베딩하는
인코더 ψe(z|s)를학습한다. 이러한인코딩은 dynamics p(s′|s, a)
의 충분한 통계량 (sufficient statistics)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표현

하기위해최적화되므로 p(s′|s, a) ≈ p(s′|z, a)가된다.

그림 1은 잠재 변수 모델의 구조를 보여준다. PπSS′에서 샘플링

된상태 s는확률적인코더 ψe(z|s)의입력으로들어가서샘플링된
잠재 벡터를 출력하게 되고, z와 PπA에서 샘플링된 a는 디코더 ψd

의입력으로들어가서다음상태의예측값인 ŝ′을출력한다. 우리

는 뒤따르는 수식 (2)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함으로써 p(s′|z, a)를
p(s′|s, a)로근사시킨다.

JM (ψ) := Es,s′∼ρπ
[
‖ ŝ′ − s′ ‖22 +βDKL

(
ψe(s) ‖ N (0, I)

)]
(2)

수식 (2)의 ρπ는정책 π으로부터의확률적전이 dynamics의분

포이다. 수식 (2)의목적함수는 β−V AE [7]의목적함수와비슷

하지만,목적상다른변분적추론기반의목적함수이다. 해당목적

함수는잠재변수모델의출력값으로나온 ŝ′과실제정답인다음

상태 s′을최소화하는 ‖ ŝ′ − s′ ‖22와하이퍼파라미터 β 계수를이

용하여 상태 s를 인코딩한 ψe(s)가 정규분포 N (0, I)와 멀어지지

않도록압축및유지하는 βDKL

(
ψe(s) ‖ N (0, I)

)
으로이루어진

다. 여기서 β는 V AE [6]또는 β−V AE [7]와는다르게 0.0001로

고정시켰을때더좋은성능을보였으며 4장에서제시한실험에서

모두고정된 β값을사용하였다.

3.2 잠재변수모델을이용한효율적인강화학습

3.1에서제안한잠재변수모델의학습이끝나면,사전학습된모

델의인코더를이용하여강화학습을진행한다. 우리는강화학습알

고리즘으로 off-policy 알고리즘인 SAC (soft actor-critic) [3, 4]을

사용하였다. SAC의학습은수식 (3)와같이파라미터 φ로나타낸

정책 πφ에 대한 Soft Q-함수 Qθ를 갱신하는 Critic의 목적 함수와

수식 (4)와 같이 Critic의 평가된 값을 사용하여 정책 πφ을 갱신하

는 Actor의목적함수를최소화함으로써학습된다.

JQ(θ) := E(zt,at)∼D

[
1

2

(
Qθ(zt, at)−[r(zt, at)+γEzt+1

Vθ̄(zt+1)]
)2
]

(3)

Jπ(φ) := Ezt∼D
[
Eat∼πφ [α log πφ(at|zt)−Qθ(zt, at)]

]
(4)

여기서 D는리플레이버퍼 (replay buffer)이며, Vθ̄는타겟가치

네트워크이다. 기존의 SAC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사전 학습된 모

델의 인코더 ψe(zt|st)를 통해 상태 st를 입력으로 하여 나온 dy-

namics에 적응된 유용한 잠재 상태 zt가 Actor와 Critic 각각 목적

함수에 st를대신하여사용된다.

그림 2: 잠재상태를이용한강화학습의그래피컬모델

우리는잠재변수모델을이용한그래피컬모델을그림 2로나타

내었다. 그림과 같이, 원시 상태가 아닌 환경의 dynamics에 적응

하는유용한잠재상태를통해행동을결정하고,그행동으로다음

상태에 도달한다. 계속해서, 매 타임 스텝마다 잠재 상태를 통해

강화학습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인 탐험 방법을 가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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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존의 원시 상태를 통해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샘플

효율적 (sample efficient)이다.

4 실험결과

OpenAI Gym [8]의 LunarLander-v2와 Hopper-v2 각각의 환경

에대해사전에잠재변수모델의학습을진행한후에강화학습실

험을 진행하였다. SAC의 엔트로피 계수 α는 LunarLander-v2와

Hopper-v2각각 0.3, 0.2으로설정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

그림 3: LunarLander-v2환경실험결과

그림 4: Hopper-v2환경실험결과

우리는 그림 3와 그림 4의 결과를 통해 LunarLander-v2와

Hopper-v2의 성능을 에피소드 (episode) 또는 스텝 (step) 대비 총

보상 (total reward)으로 나타내었다. 위 실험 결과, 두 환경 모두

사전표현학습된잠재변수모델을이용한 SAC에이전트 (red)가

기존의 존재하는 SOTA인 SAC 에이전트 (blue)보다 더 좋은 성능

을보였고,특히 Hopper-v2는압도적인성능을보였다.

5 결론및향후연구

본 논문에서 우리는 환경의 dynamics에 적응하는 잠재 변수 모

델을사용하여효율적인심층강화학습이가능한표현학습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방법은매우간단하면서도유용한잠재상태의

잠재공간을학습할수있었고,사전학습된모델의인코더를이용

한 SAC 알고리즘의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 연

구로는 더 크고 복잡한 환경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더효과적인탐험방법과환경의불확실성을더욱효과적으로낮출

수있는방법론을연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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