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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화학습분야에서는모델의정보를포함하여보다정교한에이전트를만들기위한연구가꾸준히계속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 강화학습은 환경이 확률적으로 거동하는 경우 모델의 학습과 적용이 어려워, 이를 기반한 에이전트가 강건한
모습을보일수없다. 우리는이런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모델을사용하여현재상태의예측값과그오류를계산하고이를
행동 결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model-based 강화학습 방법이 현재 관측값으로부터 미래의
행동궤적을 추론하는 것과는 달리, 제안된 네트워크는 현재 관측값의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통하여 적응적인 전략을 취한다.
우리는해당에이전트가확률적성질이강한환경에서기존의 model-free강화학습에이전트의성능을능가하는것을실험을
통해보여주었으며,이는모델이불확실한환경에서의적응을도울수있음을암시한다.

1 서론

최근의 model-free 강화학습 방법들은 많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model-based 강화학습의 경우

model이 주어진 경우 외에는 강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

는 학습된 내부 모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한 추측이 진

행될수록 에러가 누적되기 때문이다[1].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model-based알고리즘들은전이에대한추측을최소화하고model-

free강화학습의요소를사용한다.

이러한 통합적 강화학습은 대부분 model 정보를 학습을 가속화

하거나추론을정교화하는데에사용한다. 즉,이미수집된관측값

으로부터이후상황을시뮬레이트하여가상의경험을얻어네트워

크를 업데이트 시키거나, 도달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

획을세워보다정교한행동결정을내리는것에집중한다. 그러나

해당접근법들은환경이확정적으로거동할때에는유효한전략이

될수있으나,환경이확률적인상태전이를보이는경우이에대한

예측이어려워예상된상태나관측값의분산이증가하게된다.

이논문에서는상태전이가불확정적일때이를적절하게처리할

수있는 OPERA(Observation-Prediction Error Reinforced Agents)

모델을제안하였다. 해당모델은전이모델을미래상태의유추가

아니라현재상태가얼마나예기치않았는지를판단하는데에사용

하는새로운적용법을고안하였으며,이를통해강화학습에이전트

가 불확정적인 상태 전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에이전트의성능을입증하기위해인지과학적실험에서사용

된환경을차용하여새로운 2D reaching환경을정의하였다.

2 관련연구

2.1 Integrated Reinforcement Learning

Model-free와model-based강화학습의장점을통합하기위한일

련의 연구들이 존재한다[2]. Dyna-Q 알고리즘[3]은 모델을 통해

가상의경험들을생성하여 Q값의학습을촉진한다. Value predic-

tion network(VPN)[4]은추상화된관측값과보상양쪽을예측하는

모델을통해플래닝을수행하였으며행동에대한불확실성을다루

려고시도하였다. Imagination-Augmented Agents(I2A)[5]는모델

을기반으로전개한여러롤아웃을별도의인코더로함축하여정책

망에입력으로제공한다. 우리의에이전트는정책망에추가적인입

력을제공한다는점에서 I2A와맥락을같이하지만,모델이예측하

는대상이미래가아닌현재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2.2 Curiosity-Driven Learning

내부 모델을 활용하는 다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curiosity-

driven 학습이 있다[6]. 해당 분야에서는 에이전트가 추측한 관측

값과 실제 관측값의 차이에 비례하는 내재적 보상을 받아 비교적

덜 접한 관측값으로 에이전트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취하며, 실제

보상구조를바꾼다는점에서앞의연구들과그성격이다르다. 특

히행동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유의미한정보들을추출할수있

는특징추출기법이 curiosity-driven학습과관련되어개발되었다.

이는원초적인감각신호의공간상에서추측을시도하는것이복잡

함과 동시에 노이즈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코딩

방법론을차용하여추상화된관측값의공간에서보다행동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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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PERA의개요도

성이높은정보를바탕으로추측을진행하였다.

3 OPERA

제안된 에이전트는 일반적인 정책망에 AIM(adaptive informa-

tion module)이라명명된추가적인구성요소를더한구조이다. 그

림 1에서확인할수있듯이 AIM은특징추출기와전이모듈의두

하위모듈로이루어진다. 특징추출기는관측값을추상화된표현

φaimt−1 으로 매핑해주는 신경망이며, 전이 모듈은 행동이 조건화되

었을때이전 step의표현을받아현재의추상화된관측값 φ̂aimt 을

예상하는신경망이다. 따라서우리는추상화된관측값의예측오류

를 et = φaimt − φ̂aimt 와같이계산할수있다. 예측오류는현재의

상태전이가희소할수록큰값을가지기때문에예상치못한사건

에대한정보를잘반영할수있으며,전이모듈의학습이성공적이

었을 경우 배경 등의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아 본래의 관측값보다

sparse하다. et는망에추가적으로입력되어환경에빠르게적응하

도록도움을주는데,이때문맥정보가잊혀지는것을방지하기위

해정책망은순환신경망을내부적으로가지도록구성하였다.

추측을 실제의 관측값과 근접시키기 위해, 전이 모듈은 다음의

목적함수를따른다.

Ltr =
1

2
‖et‖22 =

1

2

∥∥∥φaimt − φ̂aimt
∥∥∥2
2

다만특징추출기가전이모듈에서파생된영향만으로업데이트

된다면항상같은값으로매핑하도록학습될것이다. 이를방지하

고추상화공간을의미있게만들기위해별도의목적함수 Lenc 을

두어업데이트한다. 우리는두가지추상표현방법을시도하였는

데, 첫번째로는 정책망에서 사용된 합성곱층으로부터 도출된 특징

표현, 두번째로는 IDF(Inverse Dynamics Feature)[7]이다. IDF는

연속되는관측값쌍 (ot−1, ot)을통해그사이에존재하는행동을

추론하게 학습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중간 특징이다. 이 특징은

배경이나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정보를반영한다고알려져있다.

그림 2: 외부힘이존재하는 2D reaching환경

따라서 정책망의 본래 목적 함수 Lpol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는다음식을통해이루어진다.

min
θp,θe,θt

[Lpol(θp) + αLenc(θe) + βLtr(θt)]

이때 θp, θe, θt는각각정책망,특징추출기,전이모듈의네트워

크파라미터이며, α와 β는특징추출기와전이모듈의 loss coeffi-

cient이다.

4 실험결과

우리는 OPERA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확률성이 있는 2D

reaching 환경을 정의하였다(그림 2). 해당 환경은 사람의 운동능

력 일반화 실험을 위해 고안된 환경[8]으로 에이전트의 속도에 따

라계산되는외부역장이에이전트에추가적으로간섭하도록설계

되어있다. 해당역장은다음과같이계산되며,그림 3에서주기값

이주어졌을때역장의형태를예시하고있다.[
∆ẋ

∆ẏ

]
= −F

√
ẋ2 + ẏ2

[
− sinmΘ

cosmΘ

]
, Θ = arctan

ẏ

ẋ

주기 m 은 매번 0과 4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설정되며, 따라서

환경이 리셋되었을 때 에이전트는 행동에 따라 어떤 관측값이 발

생할지 특정할 수 없다. F는 0.5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4

은 우리의 에이전트와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

주고있다. OPERA에서핵심정책망으로는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9]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베이스라인은 일반적인

PPO및 순환신경망을 덧붙인 PPO(recurrent-PPO)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적인 PPO는 reaching을 수행하는 데

에 실패하였으나 순환신경망이 포함된 나머지 에이전트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물체간의 겹침이

일어나 PPO가 목표 위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IDF를 사용한 OPERA는 recurrent-PPO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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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D reaching환경에서주기에따라적용되는외부역장의
시각화

만 정책망의 합성곱 특징을 사용한 OPERA는 약 2배가량 빠르게

환경에적응한다. 이는정의된 2D reaching환경이복잡한노이즈

나 배경이 없어서 보다 변화가 심하지 않은 특징 추출기를 사용했

을때정책망이이를학습하기수월하기때문으로유추된다.

5 결론

우리는model-free와model-based강화학습을다른관점에서통

합하는확장된정책망 OPERA를소개하였다. 기존의연구들은미

래 상태에 대한 예측적인 분석을 model-free 정책망에 제공하였지

만우리의에이전트는현재상태의정보를추가적으로분해하는데

에 전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OPERA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관

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어 불확정성이 큰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

한결과기존의정책망에비해빠른적응을보여주었다. 향후에는

보다복잡하고노이즈가있는환경에서추가적으로제안된에이전

트의 학습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예상 관측값의 에러가 확률적인

사건을잘반영하고있는지정성적으로평가하기위해이를시각화

하는방법을고안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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