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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통적인로봇의주행방법은 SLAM을이용하여지도를만들고위치를찾아지도상의원하는지점으로움직임으로써주행
이이루어진다. 하지만유동적인상황에대처하기어렵고의미기반의주행을할수없다. 이런단점을보완하기위해강화학
습을이용한실내환경에서의미기반의자율주행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강화학습을이용한자율주행문제
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적추론을위한메모리는필수적이다. 본논문에서는자율주행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수요건으로
제안되는 외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쿨백 라이블러 발산을 이용하여 최근의 관측값들 간의
정보획득량차이에기반한구성방법을통해의미기반의보다효율적인외부메모리를구성할수있다.

1 서론

전통적으로로봇의자율주행을위한방법으로 SLAM (Simulta-

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1]이연구되고있다. SLAM은

지도를만들고,만들어진지도상에서실시간으로자기위치를찾아

원하는 지점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주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로

봇이정교한주행을할수있는최적화된방법이다. 하지만 SLAM

기반의네비게이션은사전에지도를만들어야하고,로봇의값비싼

센서장비에의존을해야하며,센서에오차가발생하면정확한위치

를찾을수없다. 또한장애물이나지도상에오차가발생하는등의

유동적인상황에유연한대처가어려우며, 화장실, 거실등의목적

지에 대해 언어로 이해하고 주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의미 기반의

주행이불가능하다.

SLAM의이러한단점을보완할수있는방법으로최근강화학습을

이용한실내환경에서의미기반의자율주행방법이연구되고있다

[2, 3, 4, 5]. 메모리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적추론을할수

있는중요한역할을한다 [4]. 하지만대부분의강화학습을이용한

주행기법은시계열모델을이용한내부메모리에의존하거나[3]일

괄적으로 읽고 쓰는 외부 메모리를 추가하는 정도[6, 5]에 그친다.

SLAM으로 해결하기 힘든 의미 기반의 주행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많은 양의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고, 메모리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에이전트의의미기반의주행을위한메모리를구성하는효율적인

방법이대해제안하고자한다.

2 관련연구

강화학습에서는 오래전부터 메모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내부

메모리를 사용해왔다[7]. 하지만 최근 메모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되면서 내부 메모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외부

메모리와의결합을통해해결해나가고있다. 그중대표적인예로

Q-learning에메모리를결합한방법이있다[6].

Q (st, at)← (1− α)Q (st, at)+α
(
rt + γmax

a
Q (st, at)

)
(1)

(1)에서 t시점에서의상태s와행동a,보상 r,학습률 α,할인요인γ

을이용하여함수 Q (s, a)를학습한다.

Et = [et−1, et−2, · · · , et−M ]

Mt = W ·Et

ot = Mtpt

[ht, ct] = LSTM([et,ot−1] ,ht−1, ct−1)

qt = ϕ (ht,ot)

(2)

et는 t시점에서입력된관측값을인코딩한정보이며, Et는 e의마

지막M 시점까지이어붙인정보를가리킨다. Mt는메모리블럭이

며, W는선형변환하는파라미터값을나타낸다. ot, pt는각각검

색된 메모리와 집중 가중치이며, ht, ct는 컨텍스트 벡터와 LSTM

의 메모리 셀을 의미한다. qt는 추정된 행동 가치 값이며, ϕ는 다

층퍼셉트론함수이다. 이방법으로메모리를기반으로복잡한 3D

환경에서의주행을성공적으로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이방법

은마지막M 시점의정보만저장함으로써초기의정보를메모리에

담을수가없다는단점이있다. 이것을보완한방법으로주행에서

사용된방법으로는 Neural Map[4]이있다. 외부메모리의읽고쓰

는 방법을 매 추론 마다 일괄적으로 수행하여 기존의 주행 성능을

개선할수있었다. 하지만이방법은외부메모리를하나의단위로

인식하고일괄적으로읽고씀으로써메모리를구성하는데있어서

의미단위를 입력하기 어려웠으며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비해효율적으로메모리를사용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다.

그 외에도 보조 작업(auxiliary task)을 이용하여 강화학습을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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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연구들이 있다[3, 8]. 이 연구들은 다양한 자가 학습 및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여 희소한 보상에서도 강건한 학습을 할 수

있으며,다양한보조작업을이용하여보다깊은층의뉴럴넷학습

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 주행거리가

짧고복잡도가낮은가상환경에서실험하는데그쳤다.

3 정보량에기반한외부메모리의구성방법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는 LSTM(Long Short-Term

Memory)과 같은 시계열 모델을 통해 형성되는 내부 메모리와 컴

퓨터의메모리를활용하는외부메모리가있다.

ft = σ(Wfxt + Ufht−1 + bf )

it = σ(Wixt + Uiht−1 + bi)

ot = σ(Woxt + Uoht−1 + bo)

ct = ft ◦ ct−1 + it ◦ tanh(Wcxt + Ucht−1 + bc)

ht = ot ◦ tanh(ct)

(3)

(5)에서 xt는 LSTM의 입력 벡터이며, ft, it, ot, ht, ct는 각각

LSTM 내부를 구성하는 gate를 의미한다. W, U, b는 training 과

정에서 학습되는 가중치 행렬과 바이어스 벡터로 정의한다. 내부

메모리는 순차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스스로 기억하지만 장기

의존성 문제[9] 가 있고 직접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반해외부메모리는원하는정보를직접제어할수있고,메모

리크기를원하는만큼조절할수있기때문에메모리를활용하는

태스크에서는중요하게다뤄질수있다.

본논문에서는정보량을기반으로외부메모리를효율적으로구성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쿨백-라이블러 발산을 이용하여 순차적으

로 입력받은 직전 까지의 관측값들과 현재 입력된 관측값들 간의

분포를통해정보량이최대가되는시점을찾아내고,일정구간마

다그차이가최대가되는단위로메모리단위를구성하고자한다.

3.1 쿨백-라이블러발산

DKL (P ‖ Q) =
∑
i

P (i) log
P (i)

Q (i)
(4)

(4) 의 식은 두 확률분포 P , Q간의 차이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쿨

백-라이블러 발산(KL-divergence)을 나타낸다. 쿨백-라이블러 발

산은항상 0보다크거나같은값을가지는데, 두확률분포가같을

때 0이 된다. 위 식을 이용하기에 앞서 입력된 관측값을 인코딩하

는과정을먼저수행한다.

3.2 메모리구성을위한정보획득량차이측정

Vt+1 = CNN(Ot+1) (5)

ht, ct = LSTM([Vt] ,ht−1, ct−1) (6)

Ot는 t시점에서의관측값을나타내며, ht는처음부터 t시점까지의

관측값을 LSTM을통해인코딩된정보를의미한다.

Vt+1 ∼ N
(
µVt+1 , σ

2
Vt+1

)
(7)

ht ∼ N
(
µht

, σ2
ht

)
(8)

(6)에서인코딩된정보를각각가우시안분포를따른다고가정하고

(7), (8)에서평균과분산을통해분포를구한다.

It+1 = DKL (Vt+1 ‖ ht) (9)

(7), (8)에서 구한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 (9)에서 t 시점에서의 정

보획득량을구하기위한쿨백-라이블러발산값을측정한다. 일정

구간마다 I값이최대가되는 t시점에서인코딩된정보 ht 를외부

메모리에저장한다.

4 실험

4.1 태스크

실험에서는 House3D를 이용한 RoomNav[10] 태스크를 수행

하였다. 3D 환경에 만들어진 실내환경으로 1개에서 최대 8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장실, 거실, 침실, 주방 등의 목적지가

주어지고 매번 새로운 위치에서 태스크를 수행한다. 목적지에

도착후해당목적지고유의지정된물체를연속으로두시점이상

관측하면 해당 태스크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논문에서는

20개, 120개, 200개의 실내 환경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 속도와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5개의 실내 환경으로 제한하여 실험하였다.

테스트또한학습한환경에서 1000번의임의의위치에서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1000번 중 성공한 횟수를 확률로 나타내었

다.

좌우 30도, 60도, 그리고 앞으로 0.5m 이동하는 5가지의 이산

행동을 하도록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태스크에 적절한 LSTM

을 이용한 A3C[7]를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였다. 보상은

물체와부딛히면 -0.3,그리고목적지외의공간에서는매시점마다

-0.1이 주어지며 목적지에 가까워질 수록 거리에 따른 긍정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5개의 자연어로 주어지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임베딩 후 LSTM을 통해 인코딩된 시각 정보와 gated-attention을

이용하여목적지를찾아가는데있어서특징표현을잘할수있도록

형성하였다.

4.2 실험환경

실험하는데약 20시간이소요되었으며,각하우스모델마다 2코

어씩할당하여 10개의코어로학습을하고 5개의코어를추가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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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실시간으로성능을측정하였다. 사용한장비의주요특징은

아래와같다.

• CPU:제온 E5-2600 * 2

• GPU: Titan Xp * 4

• RAM: 256GB RAM

4.3 성능비교

객관적인성능비교를위하여같은학습알고리즘을사용하는두

가지기준모델을설정하였다. 외부메모리를사용하지않은첫번

째 기준 모델과 외부 메모리를 사용했지만 쿨백-라이블러 발산을

사용하지않은모델,그리고우리가제안하는모델간의성능비교

를해보았다. 표(1)에따라다른기준모델에비하여우리가제안

하는모델의성능이가장뛰어남을확인할수있다.

표 1: 기준모델과의성능비교표

HouseID Baseline1 Baseline2 Ours

0 34.10% 38.20% 44.90%

1 20.00% 31.10% 33.0%

2 36.20% 56.70% 57.0%

3 51.7% 78.6% 74.7%
4 40.7% 44.2% 57%

5 논의및향후연구

지금까지 1인칭 시각으로 실내환경을 주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메모리를효율적으로구성하기위한방법에대해이야기하였다. 단

순히일괄적으로입,출력되는방법이아닌,현재까지입력된데이

터들과 새로 입력된 데이터 간의 분포를 통해 정보량을 측정하고,

일정구간마다정보량이최대가되는시점에외부메모리에저장하

는방법을사용함으로써메모리를효율적으로구성하였다. 외부메

모리를사용하지않은모델과비교하여학습속도와성능이개선됨

을확인할수있었다.

추후에는이러한메모리구성방법을이용하여효율적인보상및탐

험을할수있는방법에대하여연구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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