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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실세계의문제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는인간의행동을모방하기위해딥강화학습분야가대두되었으며,강화학습의
표현 중 하나인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MDP)의 관찰이 확률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적으로 관찰 가능한 MDP (POMDP)
의 특성을 가지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구조로써 회귀 신경망 및 메모리 구조 등이 포함된 인공 신경망 구조가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에이전트를 행동하는 문제에 대하여 MDP 및 POMDP의 환경을 가정하고, 딥
큐-네트워크(DQN),딥재귀큐-네트워크(DRQN),그리고피드백재귀메모리큐-네트워크(FRMQN)의학습시게임에서
획득하는 실제 점수를 비교하여, 재귀 신경망 및 외현 기억 등의 도입이 딥 강화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본 논문이 MDP로 가정한 환경에서는 DQN이 DRQN보다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준 반면, POMDP
로 가정된 환경에서도 재귀적 구조들의 도입이 기존의 DQN보다 성공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1 서 론

인간의 시각을 비롯한 감각 기관의 정보 처리 능력과 이를 통한

의사 결정의 과정들은 인공지능의 근본적 연구 과제 중 하나이다.
강화 학습은 이러한 과정을 보상을 얻기 위한 에이전트의 행동의

연속으로 정의하는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연구는 최근 딥 러닝
(deep learning)의 성공적인 예측 성능과 맞물려 딥 강화 학습 분
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딥 강화 학습을 통해 인공 신경망은 이제
까지 사람밖에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비

디오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딥 강화 학습의 환경 중 마르코프 결정 프로

세스(MDP) 및 부분적으로 관찰가능한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POMDP)에 적합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적 특성를 탐구하기 위
해, 실세계의 아케이드 게임에서 같은 강화 학습을 적용했을 때
에이전트가 얻는 점수의 총합의 비교 통해 각 환경에서 가장 성공

적인 에이전트를 실험으로서 확인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MDP와 POMDP

MDP는 수학적으로 (S,A,P,R, γ)의 튜플로 표현되며, 각각
상태 집합, 행동 집합, 조건부 전이 확률, 보상 함수, 디스카운트
값으로나타내진다. 어떠한강화학습의환경이MDP라면이론적
으로에이전트는해당 t시점의상태 st의온전한관측이가능할때

가장 높은 보상을 얻는 최적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POMDP
는 (S,A,P,R,Ω,O, γ)로 표현될 수 있고 MDP의 추가적으로

전처리된 화면:
(84x84)

노이즈를 추가한 화면:
(84x84)

시간

...

...

게임 화면:
(210x160x3)

......

...

...

그림 1: Breakout 게임의 강화 학습 환경

관측 집합 Ω와 조건부 관측 확률 O의 가정이 추가 되어 에이전트
는 오직 확률적으로만 환경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매 순
간 감각 기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언제나 온전한 환경의 상태

가 될 수 없기에 대부분의 실제 세계에서의 에이전트는 POMDP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2.2 딥 강화 학습

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의 구조들을 깊게 구성하고 이를 학습하

기 위한 여러가지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좋은 성능을 얻는 지도

학습의 방법론이다. 이를 강화 학습의 적용하여, Mnih et al. [5]
은 딥 큐-네트워크(DQN)을 최적의 행동 가치 함수 Q를 수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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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Q-학습 통해 학습 하였다.

LDQN(θ) = Es,a∼π[(y −Q(s, a; θ))2], (1)

이때 y는레이블역활을하는타깃가치함수으로 y = Es′∼πθ
[r+

γmaxa′ Q(s′, a′; θ−)]이고, r은현재시점의보상, Q는모델의현
재 행동 가치 함수, θ는 모델의 파라미터, 그리고 θ−는 일정 시

점마타 모델의 것으로 고정되는 타깃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이다.
DQN은 Atari2600의 비디오 게임에서 인간 참가자를 과반수를
넘는 게임에서 뛰어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van Hasselt et al. [7]는 수식 2의 더블 Q-학습의 식을 이용하여,

yDoubleQ = Es′∼πθ
[r + γQ(s′, arg max

a′
Q(s′, a′; θ); θ−))] (2)

을 DQN의 타깃 가치 함수에 적용하여 일반 DQN보다 더 견고한
학습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2.3 아케이드 학습 환경

아케이드 학습 환경(arcade learning environment)[2]는 실제
점수 위주의 비디오 게임을 강화 학습 및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

터로 사용하는 연구이다. 그림 1의 벽돌 깨기 게임(Breakout)과
같이 오락용 비디오 게임은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연
속으로 주어지며, 보상 함수 또한 연구자가 만들 필요 없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주어지기 때문에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바로 시

험해 보거나 알고리즘들을 간단히 비교해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다. 본 논문에서는 OpenAI사의 Gym[3] 중 Breakout 게임을 주
요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3 비교 모델

본 실험에서 그림 1과 같이 Breakout 게임은 0과 1사이의
R210×160×3 차원의 RGB 이미지들을 전처리 하여 R84×84 차원

의 흑백 이미지로 전처리하였다. 본 논문에선 이러한 최근 3장의
흑백 이미지를 벽돌 깨기 게임이라는 MDP의 완전한 상태로 가
정한다. POMDP를 가정하기 위해 이 흑백이미지에 추가적으로
임의의 노이즈를 주어 바, 공, 벽돌의 상태를 매시점에서 일부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POMDP에서는 최근 6장의 이미지가 에
이전트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된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모델에서
활성 함수는 ReLU (rectified linear unit)이고, 컨볼루션 신경망
은 필터 수를 제외한 모든 구성은 DQN의 것을 따랐으며, 모든
신경망은 더블 Q-학습의 학습식에 따라 학습되었다. 자세한 모델
의 파라미터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Deep Q-Network

그림 2a에서 보이다시피 일반적인 DQN은 M개의 입력이미지
들을 2차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적은 차원으로 특성을 추

Q

FC layer

CNN

xt−M , . . . ,xt
(a) DQN

Q

LSTM

CNN

xt
(b) DRQN

Q

Memory

LSTM

CNN

xt
(c) FRMQN

그림 2: 각 모델의 간략한 구조

출하고, 모두 연결된(fully-connected)층을 통해 각 행동의 가치
함수를 근사하게 된다. 이러한 Q를 매번 greedy하게 선택하거나
일정확률 ε만큼랜덤한행동을선택하여학습을위해필요한상태

들을비교적효율적으로탐색하여최적의행동가치함수를학습할

수 있다.

3.2 Deep Recurrent Q-Network

그림 2b에서 보이듯 딥 재귀 큐-네트워크(deep recurrent q-
network, DRQN)[4]은 DQN과 구조가 유사하지만, 각 입력에
대한 신경망의 적용이 시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재귀 신경망
의 일종인 LSTM을 통해 그 전의 입력의 특성을 기억할 수 있다.

3.3 Feedback Recurrent Memory Q-Network

피드백 재귀 메모리 큐-네트워크(feedback recurrent memory
q-network, FRMQN)은 그림 2c로 나타낼 수 있다.[6] LSTM을
통해 메모리에서 가져올 벡터를 가져오고 순차적으로 메모리 검

색과 LSTM의 결과를 종합해 상태 가치-함수를 예측하며, 전의
메모리 검색이 피드백으로서 LSTM에 다시 되먹임되어 회귀 신
경망이 하기 힘들었던 고차원적 기억 검색과 추론을 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표 1: 실험에서의 각 모델 구조의 하이퍼 파라미터

DQN DRQN FRMQN

컨볼루션층 1의 필터 수 32 16 16
컨볼루션층 2의 필터 수 64 32 32
컨볼루션층 3의 필터 수 64 32 32

은닉, LSTM, 메모리 512 256 256
벡터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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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DP환경에서의 각 반복에서의 보상의 총 합의 평균. 가
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게임안에서 얻는 점수를 나타냄.

그림 4: POMDP환경에서의 각 반복에서의 보상의 총 합의 평균

4 실험 결과

4.1 일반 MDP 환경

본실험에서는 DQN과 DRQN의일반 MDP게임환경에서비
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보이다시피 DQN은 3,000,000
번째반복부근에서 DRQN에빠르게앞선성능을얻었고그이후
에도 10점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DQN의 우위는 각
상태가 완벽히 관찰될 수 있을 때 재귀신경망 혹은 메모리 구조를

사용한신경망에비해더빠르게행동가치함수를근사할수있는

정적인 딥 컨볼루션 신경망이 가지는 강점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4.2 노이즈가 있는 POMDP 환경

DQN, DRQN, 그리고 FRMQN을 노이즈 환경에서 실험한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마찬기자로 DQN 에이전트의 행동 결정 방
식에 비해 DRQN의 우세가 두드러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FRMQN 또한 DRQN과 비슷한 수준으로 DQN보다 좋은
점수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 강화 학습의 여러 구조들을 비교하며

POMDP 및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으려 노
력했으며, 재귀성을 가지는 인공 신경망 모델이 POMDP 환경의

강화 학습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스케일이
큰실세게의 POMDP문제를풀기위한대용량외현메모리모델
구조 및 관련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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