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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딥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강화 학습 시스템은 많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샘플의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실세계의 물리적 로봇 환경을 학습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의 적은 데이터만으로 강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부터의 전이 학습 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논문은 무감독 학습 방식 중 하나인 생성적
대립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한 도메인으로부터 다른 도메인으로의 상태 전이와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내제적인 보상을 도출하는 전이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실험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입력과 출력의 특성이 다른
테스크 간에도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Atari 2600 게임 환경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서로 다른 시간 스케일에서의
성능 측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이 학습에 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제안하는 방법이 유효함을 입증한다.

1 서 론

딥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은 복잡한 결정 문
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계 학습 방법 중 하나이다. 딥 신경망
의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에이전트는 다양한 패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 복잡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딥 강화 학습을 실세계 환
경에 적용하기 위해선 학습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데이터의 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실세계에서의 보상
은 시뮬레이션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
이션으로 부터 올바른 사전 지식을 제공받는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은 전이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생성적 대립 프레임 워

크를 제안한다[1, 4]. 제안하는 생성 시스템은 무감독 학습을 통해
한 테스크의 상태에서 다른 테스크의 상태로의 확률적 생성을 목

표로 한다. 생성 모듈이 해당하는 상태를 생성한 후, 이를 평가해
내재적 신호에 의해 보상을 받아 추가 보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

공함으로써 미리 학습된 타 도메인의 정책에서의 좋은 상태 전환

을 모사하도록 권장하여 희박한 보상 환경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강화 학습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A3C 알고리즘이
며, 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오류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다수의
스레드를 이용해 학습을 수행한다[3]:

∇πt = At∇θ log π(at|st; θ), (1)

이 때 θ는 모델의 파라메터, π는 상태에 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정책이고, At는 t 시점의 상태에 대한 행동 at의 평균 가치 대비

추가적으로 얻는 평균 보상을 나타내는 기회 함수를 나타낸다.

2.2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오류 함수의 관점에서 반대 방향
으로 독립적으로 학습되는 프레임워크이다. GAN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 목적을 달성 하며 학습된다[1]:

min
G

max
D
V(D,G). (2)

가장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1]:

V(D, G) = Ex∼pdata(x)
[

log D(x)
]

+ Ez∼pz(z)
[

log(1−D(G(z)))
]
.

3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이 학습

다음 수식은 행동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 구조를 나태

난다:

et = f enc(xt) (3)

ht = f rnn(et, ht−1) (4)

여기서 xt는 관측 벡터값, et는, 컨볼 루션 신경망에 f enc에 의해

처리되는 인코딩된 특성을 나타내며 ht는 LSTM [2]을 나타내는
함수 f rnn에 의해 나타내는 은닉 벡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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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이 학습을 위한 생성적 대립 모델의 학습을 나타내는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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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델의 인식-행동 사이클.

3.1 생성적 대립 전이 추정

그림 1은 전이 학습을 위한 생성적 모델의 학습을 나타낸다.
이전에 학습되었던 테스크를 소스 테스크, 현재 학습하려는 테스
크를 타겟 테스크라고 할 때, 판별자는 소스 테스크로부터 작은
시간 차이 γ에 의해 유효한 순서쌍 (hsrc

τ , hsrc
τ+γ)을 받고, 동시에

생성자에 의해 생성된 합성 상태 (gt, gt+c)를 받는다. 이 합성 상
태는 target테스크로부터작은시간차이 c에의해유효한순서쌍

(hsrc
t , hsrc

t+c)에 의해 조건부로 생성되며, 판별자는 이를 판별하고,
생성자는 생성 결과를 통해 판별자를 속여야 (소스 테스크의 샘플
로 간주되어야)한다. 즉, 모듈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 함수에 의해
학습된다:

min
G

max
D
V(D,G) = E

(hsrc
τ ,hsrc

τ+γ )∼πφ

[
logD(hsrc

τ , hsrc
τ+γ)

]
+ E

z∼pz(z)
(htgt
t ,htgt

t+c)∼πθ

[
log(1−D(G(z|htgt

t ), G(z|htgt
t+c)))

]
.

(5)

일반적인 GAN과 비교하면, 판별자가 입력쌍을 받고 생성자가 대
상 상태에 따라 조건이 지정된 포함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안되는 학습 모델은 상태 궤적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매개 변수화 된 판별자 함수가 완전히

학습되면생성자는미시적인수준에서상태의전개를예측하는것

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3.2 잠재 함수 차를 이용한 내제 보상

소스 테스크에서의 보상의 합을 학습하기 위한 잠재 함수 Φ는
다음과 같이 학습된다:

LΦ(φ) = 1
2 ||Rt − Φ(xsrc

t ;φ)||22, γ = 1. (6)

이 때 Rt는 실제 소스 테스크의 실제 보상의 합을 나타낸다. 그
림 2와 같이 프레임워크는 이 잠재함수를 타겟 테스크 상태의 생
성물에적용하여,연속된함수값간의차이로고유보상을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rIt = Φ(G(z|htgt
t+1))− Φ(G(z|htgt

t )). (7)

이렇게 계산된 내재 보상을 사용함으로써 전이 학습 에이전트가

얻게될 실제 보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tr
t = rt + αrIt . (8)

실제적인 학습 방법은 알고리즘 1로 표현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4.1 다른 테스크 간의 전이 학습

그림 3은 Atari2600 플렛폼의 Pong 게임을 소스 테스크로 사
용했을 때 Breakout 게임의 타겟 테스크 학습 곡선을 나태난다.
올리브색의 선은 정책의 높은 학습률 10−4의 A3C 에이전트를 나
타낸다. 이 실험에서 제안하는 모델(GATE)의 성능은 두 세팅에
서모두일반 A3C에이전트보다초기성능이뛰어나며 30M단계
이전의 성능 가속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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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이 학습
Input: 미리 학습된 모델 φ, 학습률 {ηπ, ηd, ηg}, 데이터 크기
m, 학습 반복 횟수 {nπ, nd, ng}.
repeat
πφ로부터 {hsrc

i }
τ+m
i=τ 를 샘플링한다

πθ로부터 {htgt
i , ai, ri}t+mi=t 를 샘플링한다

for k = 1 to nπ do
내제적 보상{rIi }

t+m
i=t 을 계산한다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gθ를 계산한다

θ ← θ − ηπ · RMSProp(θ, gθ)
end for
for k = 1 to nd do
노이즈 변수 zd ∼ p(z)를 샘플링한다
gw ← ∇w

[ 1
N

( ∑
1≤i<j≤m

V(hsrc
i , hsrc

j ;w)

−
∑

1≤i<j≤m
V(gv(zd|htgt

i ), gv(zd|htgt
j );w)

)]
w ← w + ηd ·Adam(w, gw)

end for
for k = 1 to ng do
노이즈 변수 zg ∼ p(z)를 샘플링한다
gv ← −∇v

[
1
N

∑
1≤i<j≤m

V(gv(zg|htgt
i ), gv(zg|htgt

j );w)
]

v ← v − ηg ·Adam(v, gv)
end for

until θ has not converged

4.2 다른 시간 스케일 간의 전이 학습

그림 4는 게임은 동일하지만 프레임의 속도가 다른 환경에서의
전이 학습 곡선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학
습 단계에서 우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약 10M에서 단계 학습
속도의 차이 명확하게 관찰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프레임

워크와 신경망 구조를 연구했다. 제안된 모델은 에이전트가 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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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왼쪽: 소스 테스크 Pong에서의 학습 곡선. 오른쪽: 타겟
테스크 Breakout에서의 학습 곡선 (α는 내재적 보상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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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ong(왼쪽)과 긴 프레임 Pong(오른쪽)의 전이 학습.

개의 독립적인 신경망 모듈을 이용해 무감독으로 지식의 전달을

수행 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생성적 대립 학습법을
창안하고 구현하였다. 수행된 실험들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초기
단계 학습에서의 특정 성능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시퀀스를 다루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추후 연구로 비디오 데이터와
같은 멀티 모달 데이터에서의 전이 학습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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