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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화학습은바둑으로부터시작하여스타크래프트게임,자율주행및로봇팔의조작등기존의해결하기어려운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상으로 학습을 하는 강화학습은 학습 속도가 느리고, 성능이 제한적이며,
딥러닝모델의깊은층을쌓을수없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기존의강화학습모델에보조
작업을추가함으로써강화학습의단점들을극복하고,쉽게해결하기어려웠던시맨틱네비게이션태스크의성능개선이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맨틱 네비게이션은 지도 없이 목적지를 찾아가야 하는 문제로써, 기존의 방법들은 목적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목적지를 인식하는 시맨틱 네비게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 작업으로의 목적지 인식 태스
크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목적지 인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네비게이션 학습 과정에 스스로 수집함으로써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 시뮬레이션 House3D에서 주행을 위한 외부 메모리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들과비교하여가장뛰어난성능을보여준다.

1 서론

강화학습은 수년 전 알파고로 대두되는 바둑으로부터 시작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주목 받고 있

다[1]. 그와함께강화학습은 DQN, A3C, PPO등아타리게임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고 있다[2, 3,

4]. 최근에는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스타크래프트 게임, 자율 주행

및 로봇 팔의 조작 등의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강화학습의

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5, 6, 7].

하지만강화학습은데이터와레이블이주어지는지도학습과달리

보상만으로학습이이루어지기때문에학습속도가느리고,복잡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학습 성능이 제한적이다. 또한 학습하는데 있

어서많은양의학습데이터가필요하며,딥러닝모델의특성상층

을 깊이 쌓을 수록 유리한데 보상만으로는 깊은 층을 학습시킬 수

없다[8, 9].

이러한문제들은강화학습에도보조작업(auxiliary task)을통한자

기지도학습(self-supervised learning)을통해해결할수있다. 보

조작업은태스크를수행하기위한모델에보상예측모델,깊이예

측모델등이추가되어태스크를학습하는것을말한다. 보조작업

을통한자기지도학습은학습에필요한그래디언트를추가로확보

하게되고,효율적인학습을도와학습속도개선및딥러닝모델의

층을 깊이 쌓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보조작업을 이용한 강화

학습 방법들은 복잡한 환경에서의 네비게이션 태스크를 성공적으

로수행하였다[8, 9].

강화학습을이용하여지도없이수행되는실내환경에서의시맨틱

네비게이션은 해결하기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동적 탐험을 이용

한 방법이 있다[10, 11]. 이 방법은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예측된상황과다른정도에따라서추가적인보상을줌으로

써에이전트의적극적인탐험을유도한다. 하지만이방법은딥러

닝모델의특성상정확한예측이어렵고,그로인해얻게되는보상

또한오류가발생할수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시맨틱 네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인식하고 나아가

야 하는데, 그동안의 학습 방법들은 목적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지지않았다. 우리는최근의딥강화학습방법과함께사용가능한

목적지 인식을 위한 자기 지도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정책과함께보조작업을이용하여목적지를학습하는방법으로,시

맨틱네비게이션태스크의성능이다른방법들보다뚜렷하게향상

되었다. 이방법은기존의보조작업과같은방법으로사용될수있

으며,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내환경에서의네비게이션태스크를수행할수있도록돕는다.

2 시맨틱네비게이션을위한목적지인식학습

지도 없이 언어로 주어지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시맨틱

네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시맨틱 네비게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적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목적지를 인식하는 모듈을

정책모델과함께사용할수있는보조작업으로,자기지도학습을

통해학습이가능하다. 목적지인식을위한보조작업을학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데이터 셋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정책 모델에 같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효율적인학습을수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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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조작업으로목적지인식학습

목적지인식은목적지에대한분류모델을학습함으로써이루어

진다. 이미지특징추출이후다층퍼셉트론으로구성된목적지인

식 모듈에서는 모델의 예측 값 pi 와 실제 정답 yi가 식(1)을 통해

교차엔트로피값을구한다.

Ltarget = −ΣM
i yilog(pi) (1)

2.2 정책함수

본 논문에서는 시맨틱 네비게이션의 정책 함수로 A3C (Asyn-

chronous Advantage Actor Criti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3]. 이

알고리즘은 비동기적으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병렬적으로 처리

함으로써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한 House3D

환경[12]은 다양한 실내 환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데,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다른 실내 환경에서 병렬적으로

학습하게함으로써다양한환경에서빠르게학습이가능하다. 액터

크리틱은가치함수 V (st; θ)와정책 π(at|st; θ)을도출한다. A3C

알고리즘의손실함수는아래식과같다.

LA3C = ∇logπ(at|st; θ)(Rt−V (st; θv)) + β∇H(π(st; θ)) (2)

Rt는 t시점에서의보상이며, H는엔트로피텀,하이퍼파라미터 β

는엔트로피정규화계수이다.

2.3 정책함수업데이트

보조작업으로 목적지 인식에 대한 손실 함수 Ltarget은 정책 함

수 A3C의 손실 함수 LA3C 에 비해 적은 가중치를 둠으로써 메인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수식 (3)에서 η는 보조 학습

에대한하이퍼파라미터로실험에서는 0.5의값이사용되었다.

Ltotal = LA3C + ηLtarget (3)

3 실험

실험에서는 SUNCG데이터셋[13]을이용하여만든House3D환

경의 RoomNav 태스크를 사용하였다[12]. House3D는 복잡한 실

내 환경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였으며, 주방, 거실, 화장실, 침실, 다

이닝룸까지 5 종류의 방이 다양한 규모의 집에 구현되어 있다. 집

의규모에따라 1개에서 8개의방으로구성되어있으며,실외마당

및복층등다양한규모의환경을제공한다. House3D의 RoomNav

태스크는 목적지를 자연어로 제공하며,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하여

100스텝이내에목적지에도달해야한다. 보상은매스텝마다목

적지에 가까워진 거리만큼 주어지며 목적지에 도달하여 태스크가

성공하게되면 1의보상을받는다. 우연히도달하는것을방지하기

위하여 목적지 특유의 오브젝트를 연속으로 두 타임 스텝동안 관

찰되어야 태스크의 성공으로 판단한다. 실험의 시간 소요와 복잡

도를낮추기위하여본논문에서는임의의 5개의환경을선택하여

학습하였다.

정책모델은표1에서제안한 baseline1과같은모델로,보조작업과

는컨볼루션층을공유하여사용하였다.

3.1 보조작업의학습을위한데이터수집

목적지 분류 보조 작업은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위해 각 목적지

에 대한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하는

house3D 태스크에서 학습 과정에 성공한 에피소드의 마지막 상태

(state)를데이터로수집함으로써네비게이션의학습과동시에보조

작업학습에필요한데이터가수집된다. 각클래스별로최대 5000

장씩의데이터를임의로수집하였으며,수집시임의의확률로학

습과테스트셋으로나누어저장하였다.

그림 1: 보조작업의학습을위해수집된데이터예시

3.2 학습결과

표 1에각환경별로태스크성공률을나타내었다. 학습에서사

용한 환경과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각 환경 별로

1000번의임의의시작지점에서테스트를수행하였다. Baseline1

의 경우 House3D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본 논문의 실험과같

은 세팅으로 재구성하여 실험한 성능이다[12]. Baseline2 의 경우

쿨백-라이블러발산(KL-Divergence)을이용하여효율적으로구성

된외부메모리를사용하여제안한방법이다[14]. Ours는본논문

에서제안하는방법으로다른베이스라인에비해높은성능을나타

냄을확인할수있다.

보조작업으로목적지인식태스크의테스트성능은 1에수렴하였

다. 분류개수가많지않고클래스마다두드러지는특성상어렵지

않은태스크임을유추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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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aseline과비교한실험결과

HouseID Baseline1 Baseline2 [14] Ours

House 0 34.10% 44.90% 64%
House 1 20.0% 33.0% 35.0%
House 2 36.20% 57.0% 75.80%
House 3 51.70% 74.4% 88.40%
House 4 40.70% 57% 79.60%

4 결론및향후연구

우리는강화학습을효율적으로학습할수있는보조작업을추가

하는방법에시맨틱네비게이션을위한목적지인식모듈을제안하

였다. 목적지를 인식하는 보조 작업을 추가함으로써 태스크 성공

확률이 극대화 되었으며, 목적지 인식 보조 작업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함으로써 데

이터수집을스스로할수있도록하였다. 보조작업과네비게이션

태스크 모두 성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의 방법들보다

상당한 성능향상을 이루어냈다. 추후에는 본 연구 방법을 강화학

습의 다른 태스크에 적용함으로써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임

을나타내고자하며,더욱효율적인학습방법을위한설계도가능

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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