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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방학습은 시간에 걸쳐 결정이 필요한 환경들애서 전문가의 데이터가 주어질 때 이를 에이전트가 효율적으로 학습해 결
정을 생성하는 문제이다. 전문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방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대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과 같이 전문가 데이터와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대립적 모방학습”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대립학습에서의 논의는 전문가 데이터와 에이전트의 환경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구성이
다른 전이학습의 경우로 일반화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때 발생하는 환경의 불일치로 인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학습식을 변형한 정책지향 학습법을 제안한다. 이 학습방법을 이용하면, 모방학습에서의 환경의 내제적 차이와 현재 정책의
차이를 분리하여 대립적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두가지의 2차원 강화학습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제안된 정책지
향 대립적 모방학습은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기존의 학습 방법들에 비해 더 높고 안정적인 실제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고
적용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최적의 정책을 적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서론

1

모방학습은 여러 시간동안 결정을 통해 보상을 최대화 하는 마
르코프 결정 프로세스(Markov Decision Process; MDP)에서 보상
(a) 전문가 환경

(reward) 함수 대신 전문가나 전문가가 일정 수만큼 수행한 데이터
가 주어졌을 때 이들에 대한 관측으로 모방하는 문제를 말한다. 이

(b) 목표 환경

그림 1: Grid World 환경의 초기상태-목표 분포

러한 모방학습을 이용해 인간이나 지능적 개체의 행동을 모델화하
여 복제해 언제든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역강화학습(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러한 전문
가 데이터에 대한 모방학습 문제를 실제와 가까운 보상함수를 추정
하여 이에 대해 다시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방법론 뜻한다. 최근에
는 이러한 역강화학습을 딥러닝의 일종인 대립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해 학습하는 대립적 모방학습이 연구되고 있다[1, 2].

(a) 전문가 환경

(b) 목표 환경

이러한 대립적 모방학습의 본질적으로 상태와 행동의 확률을 일
그림 2: 2차원 이족 로봇

치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가정은 유효하
지만 일정한 환경상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학습법은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립적 모방학습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립함수의 구조를 변형하여 다른 행동을 받아 다른 상태로 바뀌는 전이확률, r : S × A → R는
편향 정보를 제와하고 정책만을 비교해 이것을 일치시키는 학습식 보상 함수, γ ∈ [0, 1]는 할인율, 그리고 ρ0 는 초기 상태 확률이다.
을 제안하며, 두가지의 실험에서환경에 대한 모방학습 적응성을 학 일반적으로 강화학습은 정책 a ∼ π(·|s)이 주어질 때 MDP에서의
P∞
보상의 총합 E[ t=0 r(st , at )|π]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다룬다.
습결과와 수치를 통해 검증한다.

2 목적지향 대립적 모방학습

2.2

대립학습과 역강화학습

생성적 대립 네트워크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는 판별 네트워크 D, 생성 네트워크 G에 대해 다음과 같은 mini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MDP)는
수학적으로 max 최적화 문제를 푼다 [3].
(S, A, P, r, γ, ρ0 )로 표현된다. 여기서 각각 S는 상태의 집
2.1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max V (D, G) = Ex∼pdata (x) [log D(x)]+Ez∼pz (z) [log(1−D(G(z)))]
합, A는 행동의 집합, P : S × A × S → [0, 1]은 어떠한 상태에서 min
G
D

이 때 함수 V 는 데이터와 생성물의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나타 같이 전문가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전문가 환경과 실제 성능을 측정
내게 된다. 이 식에서 판별 네트워크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데이 하게 되는 목표 환경에서 상태(각각 왼쪽 그림), 그리고 목표(각각
터를 구분하려하고, 생성 네트워크는 판별 네트워크를 속여 최대한 오른쪽 그림)가 다른 2차원 확률분포를 통해 샘플링 되어 초기 상
태 분포라는 MDP 특성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데이터와 가까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대립적 모방학습(GAIL)은 전문가의 상태-행동
궤적 데이터가 주어질 때 다음과 같은 학습 방법을 따른다 [1].

2차원 이족로봇 실험은 그림 2와 같이 전문가 환경은 평탄한 평
지에서의 이족보행 데이터를 나타내는 반면, 모방학습의 목표 환경
은 함정과 장애물이 있는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다. 이 경우 MDP

min max Vπ (D) = EπE [log D(s, a)] + Eπ [log(1 − D(s, a))]
π

D

위 식에서의 학습은 우선 마찬가지로 판별 네트워크를 학습 시킨 뒤

에서 전이확률에 일정 수준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

Grid World 실험

오른쪽 부분에서 보상은 log(1−D(s, a))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다.
모든 시간에 대해 각 상태-행동의 확률을 각각 p(s, a), pE (s, a)로
표현할 때 최적의 값들은 다음과 같다 [3].
D? (s, a) =

2.3

pE (s, a)
pπ (s, a) + pE (s, a)

(1)

목적지향적 학습 구조

목적지향적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판별
네트워크를 D1 : S → [0, 1], D2 : S × A → [0, 1]와 같이 두개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 방법을 정의한다.
max V1 (D1 , π) = EπE [log D1 (s)] + Eπ [log(1 − D1 (s))]

(2)

max V2 (D2 , π) = EπE [log D2 (s, a)] + Eπ [log(1 − D2 (s, a))]

(3)

D1

D2

그림 3: Grid World 환경에서의 학습곡선

min V3 (D1,2 , π) = Eπ [log(1 − σ(f2 (s, a) − f1 (s)))]
π

(4)

표 1: Grid World 환경 모방학습 결과
AIRL(s,a) AIRL(s) GAIL(s,a) GAIL(π)

= Eπ [log(1 − Dπ (s, a))]

이 떄 σ는 sigmoid함수, f1 , f2 는 각각 최종 sigmoid를 통과하기전

보상 총합
표준편차

의 logit 값이다. 여기서, 식 1을 일반화 하여 적용하면
Dπ (s, a) =

πE (a|s)
π(a|s) + πE (a|s)

(5)

0.7474
0.0220

0.7503
0.0220

0.7446
0.0222

0.7481
0.0208

본 실험에서는 앞서 설명한 GAIL과 이와 유사한 알고리즘인
AIRL[2]을 비교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3는 각 모방학습의 학습

이기 때문에 두 logit의 차는 편향되지 않은 정책 함수 분포 사이의 곡선이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제안된 모델의 학습 곡선을 볼 때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식 2, 3과 같이 판별 네트워크를 학 학습 초기의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학습ㅎ하며, 학습이 어느정도
습하고 식 4를 통해 복수의 판별 네트워크를 융합한 정책 판별네트 진행 돼었을 때 다른 알고리즘 보다 비교적 높은 보상을 얻는 것
워크 Dπ 를 이용해 보상을 주는 모방학습 프레임워크를 정책지향 을 알 수 있다. 학습이 충분히 수렴 했을 때 제안하는 학습 방법
대립적 모방학습이라 부르고자 한다.

“GAIL(π)”은 표 1에서 보이다시피 두번째로 높은 보상 총합과 가
장 낮은 보상의 표준편차를 보여 기존의 모방학습 알고리즘 보다

3 실험 결과
3.1

실험 설계

제안된 정책지향 대립적 모방학습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으로 우

강건한 학습 방법임을 보여주었다.
3.3

2차원 이족 로봇 실험

그림 4는 1,000,000개의 갯수만큼 데이터를 학습시킨 2차원 2족

선 2차원 Grid World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7 × 7 격자 로봇의 학습곡선을 나타낸다. 목표 환경이 전문가 환경보다 복잡한
모양환경에서 환경에서 각각 좌표로 상태와 목적(goal)이 주어졌을 것을 감안하면, 두 알고리즘 모두 좋은 모방학습을 성능을 나타내
때 하나의 단위 시간마다 4방향중 한 방향을 골라 한 칸만큼 탐색을 었다. 파란새으로 표시된 GAIL알고리즘은 초기 학습 속도가 컸으
진행하고 목적 위치에 도달했을 때 높은 보상을 받는다. 그림 1과 나 학습이 진행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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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책지향 대립적 모방학습의 학습 결과

정책지향 GAIL 방법이 안정적으로 학습되고 최종 성능 또한 더 높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서는 이러한 정책지향 모방학습 방
법을 통해 전문가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았던 함정 또한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어 이러한 학습 프래임워크가 보지 않았던
환경에 적응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강화학습의 특성상 보상
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 때 식 5에서 보이다시피
학습의 보상에 정책 확률분포 사이의 divergence 이외의 signal이
없기 때문에 지엽적인 환경특성에 편향되지 않고 학습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립학습식을 변형하여 편향되지 않은 정책지향

모방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정책지향 대립적
모방학습은 기존의 학습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 안정적인 성
능과, 전문가 환경과 목표 환경이 달라도 일정 수준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본 대립학습을 일반화하여 더 복잡한
환경에 적용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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