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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강화학습연구는다양한분야로연구영역을넓혀가며,전문가를뛰어넘는성능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수많은탐
험으로인해오랜학습시간이소요되고,학습한작업에과적합되어일반화하기어려우며,이로인해학습된모델을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상을 극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강화학습 특성상,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표에
대한 학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태스크 수행을 통한 보상 극대화를 위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지향적시각표현학습을통해학습한강화학습에이전트는더욱효율적인학습커브와개선된학습성능을보여준다. 하지만
추론과정에서목표에대해학습한정책에직접적으로반영하지못한문제가남아있다. 우리는이방법론에다양한주의집중
모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목표 지향적 시각 표현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습 성능과 학습 신뢰도를 개선한다. 목표
지향적표현학습모듈에서 query를구성하여목표지향적주의집중방법을제안하며,내적을이용한주의집중방법과다층
퍼셉트론 주의 집중 방법 등 다양한 주의 집중 방법을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보여준다. 목표 지향적 주의 집중 모델을 통해
기존의방법보다빠르면서도안정적인학습이수행가능하며,일반화성능또한월등히향상됨을확인할수있다.

1 서론

순차적인의사결정을통해태스크를수행하는강화학습은보상

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강화학습의 최근

연구에서는아타리게임과바둑뿐만아니라스타크래프트2등많

은어려운태스크에서전문가를뛰어넘고있다 [1, 2, 3].

하지만지도학습과달리강화학습은샘플마다라벨링되지않고

주어진보상을통해가치를추정하게된다. 태스크에따라서는보

상을얻기위한다양한 trajectory가존재하며, 수많은탐험을통해

보상을찾고학습하는강화학습은,희소보상문제로인해탐험에서

보상을최대화하지못하는경우또한비일비재하다. 강화학습은수

많은시행착오를통해학습을해야하는특성상필요로하는수많

은샘플데이터와그로인한오랜학습시간이요구된다.

아타리게임에서최고성능에도달한 Ape-X [1]에서는 376개의

CPU코어를사용하여 120시간에걸쳐서학습을하였으며,스타크

래프트2게임에서프로게이머의수준에다다른 AlphaStar [2]에서

는 200년의 실제 시간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로봇 등의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전트가 어

렵고복잡한태스크를직접학습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학습하지않은환경에서의일반화가상당히어렵고신뢰하

기 어려운 문제 등 강화학습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시

행착오를 통해 학습을 하는 동안, 해당 태스크를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로 인해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화

성능이결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시각 표현 학습을 처음으

로 시도한 연구[4]에서는 태스크의 목표를 정책의 보조 학습으로

수행함으로써학습의효율성을개선하였다. 이연구에서는시행착

오를 통해 경험한 목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정책 모델에서

컨볼루션층의학습을다층퍼셉트론으로구성된분류모델로추가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학습 시에만 목표

지향적시각표현학습이영향을주고탐험및테스트등의추론과

정에는보조학습이직접적인영향을주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우리는 태스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목표지향적시각표현방법에주의집중모델을제안한다. 주의집

중모델을위해사용되는 query, key, value를다양한소스로부터

구성하였으며 내적 및 다층 퍼셉트론 주의 집중 등의 방법들을 통

해다양한모델을제안한다. 그로인해일반화성능을포함한학습

성능및효율성을극대화하며,학습의설명가능성을개선하여신뢰

도를향상시킨다.

2 목표지향적시각표현을이용한주의집중모델

강화학습에서의주의집중방법을제안한논문들 [3, 5]에서는목

표지향적학습없이정책모델내에서의주의집중을도입하고,성

능을향상시켰다. 아타리등의마코프의사결정 (MDP)상황에서

태스크의전반적인상태가입력되기에가능하다. 우리는목표가뚜

렷한 1인칭네비게이션환경에서목표지향적학습을통해추론한

값을 query로이용한주의집중모델을도입함으로써보다설명가

능하고,보다목표지향적인에이전트를제안한다.



그림 1: 모델개요도

2.1 목표지향적시각표현학습

목표지향적시각표현학습을위해도입된목표분류모델은식3

과같이다층퍼셉트론으로구성되어있다. 정책의학습을돕는보

조학습으로,학습과정에서에피소드가성공할때마다주어진지시

어 w를 기반으로 목표물에 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고, 교차

엔트로피를통해학습을수행함으로써이미지특징추출을하는컨

볼루션 레이어의 학습을 돕는다. 식 1에서는 상태 st의 컨볼루션

레이어를통한임베딩을수행하며,식2에서는 LSTM을통해정책

과가치함수를출력으로한다. :은이어붙임을의미한다.

et = σ(st) (1)

π(at|st), V (st) = f(LSTM(et : w, et−1)) (2)

pt = g(et) (3)

그림 1에서 빨간색 query부분을 제외하면 목표 지향적 시각 표

현학습을위해고안된부분이된다.

2.2 주의집중모델

주의 집중을 위해서는 query, key, value 3가지 벡터가 각각 필

요하며, query와 관련 있는 key일수록 대응되는 value가 출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6]. 가장 대표적인 내적을 이용한 주의 집

중방법은식 (4), (5)과같다.

a = softmax(query ∗ key) (4)

h = value ∗ a (5)

식 (4)에서 query와 key의매트릭스곱을통해내적을구하고,

두벡터간의유사한특징에대해서는높은값이,그렇지않은특징

에 대해서는 낮은 값이 만들어진다. softmax함수를 사용하여 내

적 값을 비율로 나타내어 주의 집중 벡터 a를 만들어낸다. 만들어

진주의집중벡터와 value의곱을통하여유사하다고판단된특징

들은높은비율로,그렇지않은특징은낮은비율로벡터를구성함

으로써주의집중방법이완성된다.

2.3 내적을이용한주의집중방법

가장대표적으로사용되는내적을이용한방법을위해그림 1에

서 f(.)함수와 g(.)함수의값을사용한다. 목표지향적표현학습을

수행하는 g(.)함수를식 (6), (7)와같이각각의퍼셉트론층으로나

눌수있다. 이때, (6)의출력값 x1t을주의집중을위한 querygt로

사용함으로목표지향적주의집중을수행할수있게된다.

x1t = g1(et) (6)

x2t = g2(x
1
t ) (7)

정책과 가치함수의 전 단계를 구성하기 위한 f(.)함수에서

는 다층 퍼셉트론의 중간 값을 두 개의 벡터로 분할하여 각각

keyt, valuet로구성한다.

at = softmax(querygt ∗ keyt) (8)

식(8)에서는주의집중벡터를목표분류모델의벡터와정책을

수행하는다층퍼셉트론의중간값 x1t의내적을통해구성한다. 식

(5)를 통해 주의 집중 방법을 완성한다. 이 구성을 통해 목표물에

대한직접적인주의집중이가능해진다.

2.4 다층퍼셉트론주의집중방법

내적을이용하여유사도를구하고 softmax를이용하는방법이

외에다층퍼셉트론을이용한방법[6]이있다.

agt = tanh(Wqquery
g
t +Wkkeyt) (9)

식 (9)과 같이 각 query와 key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Wq,Wk를 이용하여 벡터를 투영시키고, 각 요소 별 합산을 한

뒤 tanh를 통해 특징 벡터 a를 구하게 된다. 이후 식 (5)를 통해

주의집중방법을사용한다.

2.5 지시어기반의 key를이용한주의집중방법

목표지향적시각학습모듈에서의 queryg를사용한것과같이,

각 태스크에서의 목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 (10)과

같이 key 벡터로해당에피소드의임베딩된지시어 w를사용하여

다층퍼셉트론주의집중방법을사용한방법도함께제안한다.

keyw = w (10)

awt = tanh(Wqquery
g
t +Wkkey

w) (11)



3 실험

목표 지향적 시각표현 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주의 집중 모델을

도입함으로써성능을극대화하기위해목표가명확하게주어지는

1인칭네비게이션환경을실험에사용하였다. 실험에서는 A3C알

고리즘 [7]을사용한강화학습학습방법을사용하였다.

3.1 실험환경

ViZDoom환경에다양한구조가생성된지도에 5가지목표물이

매에피소드마다임의의지점에위치하며지시어를통해해당에피

소드의목표물이주어진다. 서로다른구조의메이즈환경 32개를

생성하여 학습하였으며,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구조의 환경 2개에

서일반화성능실험을진행하였다.

3.2 실험내용

A3C 기본 모델과 목표지향적 시각 표현학습(ToViR)을 함께 비

교,학습하였으며,그림2, 3에서보는바와같은학습커브를확인할

수있다. 주의집중을사용한방법들이비교모델보다높은성능을

보다 가파르게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3의 학습하지 않은

환경에서는보다높은일반화성능을확인할수있다.

그림 2: 학습환경에서의학습커브

그림 3: 학습하지않은환경에서의학습커브

4 결론

많은 샘플을 필요로 하는 강화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화

성능도함께개선할수있는목표지향적시각표현방법에다양한

주의 집중 모델을 통해 에이전트의 목표 지향적 특성을 극대화 하

였다. 분류모델을통해목표지향적학습에서 query를만들어주

의집중모델의토대를제안하며,내적을사용한방법과다층퍼셉

트론방법그리고지시어기반의 key 구성을이용하여실험하였으

며, 모든 주의 집중 방법이 강건하고 안정적인 학습커브를 보여준

다. 향후에는목표물과의관계를통해매상태마다의가치가더욱

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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