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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bstraction
01 [논문 요약]

✓ High-Dimensional Sensory Input에 대해 RL을 사용하여
Control Policy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DL Model을 선보임

✓ CNN 모델을 사용하고, 변형된 Q-Learning을 사용하여 학습함

✓ 2600개가 넘는 다양한 게임을 학습시키는데
동일한 Model과 동일한 Learning Algorithm을 사용



Part Base Knowledge
01 [Q-Learning]

✓ Model-Free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그 행동이
최고의 보상을 주는지 학습

✓ Ex) 걷는 법을 배우는 로봇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강화

✓ Alphago Zero는 RL을 잘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Part Base Knowledge
01 [Model-Based Learning]

✓ Model-based Learning은 Environment에 대해 알고 있으며 Action
에 따른 Environment의 변화를 아는 상태

✓ 어떤 State에서 어떤 Action이 최고의 Reward를 주는지 알 수 있음

✓ Environment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Exploration이 필요 없음



Part Base Knowledge
01 [Model-Free Learning]

✓ Model-Free Learning은 Environment에 대해 모르며
Action에 따른 Next State와 Next Reward를 수동적으로 받음

✓ Environment를 모르므로 Exploration(탐험)을 통한 Trial and Error로
Policy Function을 점차 학습시켜야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pected sum of future reward를 최대로 하는
Policy Function을 구하고자 함



Part Base Knowledge
01 [Q-Value Function]

✓ 어떤 상태 s에서 어떤 행동 a를 했을 때, 그 행동의 가치를 나타내는 Q(s,a) 함수를 사용

✓ 미래의 보상을 계산하기 위해 0~1 사이의 𝛾(Discount Factor)를 사용

✓ 현재 상태로부터 ∆t 시간이 흐른 후에 얻는 보상r은 𝛾∆t만큼 Discounted된 r ∗ 𝛾∆t’

✓ Q-Value는 어떤 시간 t에서 전략 𝜋를 따라 행동 a를 할 때 미래의 보상들의 총합의 기대값



Part Base Knowledge
01 [Q-Learning]

✓ FMDP에서 Agent가 Expected sum of future reward를 극대화하도록 Policy를 학습하는 것

✓ Q는 고정된 값으로 시작하여, Agent의 Action at으로 얻은 Reward rt를 통해 갱신됨

✓ 이전의 값과 새로운 정보의 Weighted Sum을 이용하는 Value Iteration 기법



Part

✓ Gradient Descent를 전체 데이터(Batch)가 아닌
일부 데이터의 모음(Mini-Batch)를 사용하는 방법

✓ BGD(Batch Gradient Descent)는 하나의 step을 위해
전체 데이터를 계산 하므로 계산량이 많음

✓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는 Mini-Batch를 사용하여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더 많은 Step을 나아갈 수 있음

✓ Local Minima에 빠지지 않고 Global Minima에 수렴할 가능
성이 더 높음

Base Knowledge
01 [Stochastic Gradient Descent]

<BGD, SGD>



Part

✓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 a가 가장 정답에 근접한 직선이지만, 
b근처의 데이터만 보면 b가 정답에 가까운 직선이 됨

✓ 고르게 분포된 데이터를 사용해야 정답에 근접한 직선을
찾을 수 있음

✓ RL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Data가 들어오기 때문에
b와 같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

✓ Experience Replay Memory에 데이터(Experience)를 저장한 후
Random하게 뽑아서 학습을 진행

Base Knowledge
01 [Experience Replay Memory]



Part Base Knowledge
01 [Greedy Algorithm]

✓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각 단계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 미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 반환 X

✓ 왼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에 6이 나온 주사위를 선택

✓ Exploration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 X



Part Base Knowledge
01 [∈ - Greedy Algorithm]

✓ 0~1사이의 ∈라는 Hyper-Parameter를 통해 행동 결정

✓ 일정한 확률 ∈로는 Random으로 선택
1 −∈의 확률로는 최상의 결과를 냈던 행동을 선택

✓ ∈ =0.5일 때, 50%의 확률로는 무작위로 주사위를 선택하고,
50%의 확률로는 6이 나온 주사위를 선택한다.



Part Introduction
01 [논문 요약]

✓ CNN이 복잡한 RL 환경에서 원시 비디오로부터 성공적으로 Control Policy를 학습할 수 있음을 증명

✓ Variant Q-Learning을 사용하며, weigh를 update하기 위해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 사용

✓ Correlated Data & Non-stationary distributions의 문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Experience Replay Memory 사용

✓ 하나의 Neural Network를 사용하였고, 게임에 대한 특정 정보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시각 데이터와 Reward 그리고 터미널로부터 오는 신호, 행동들로 만 학습을 진행

✓ 동일한 Network Architecture와 Hyperparameter를 사용하여 다양한 게임의 학습 진행



Part BackGround
02 [논문 요약]

✓ Agent가 time-step마다 할 수 있는 행동들 (A={1, …, K}중에서 한가지(𝑎𝑡)를 선택

✓ 입력(Image)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𝑎𝑡 )을 통해 보상 𝑟𝑡 를 받고 State를 갱신

✓ 현재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받으므로 행동의 sequence 𝑠𝑡 = x1, a1, x2, a2, … , a𝑡−1, x𝑡를 통해 학습 진행

✓ Future Reward를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학습



Part

✓ 시간 t에서 Discount Factor(𝛾)가 적용된 보상 𝑟𝑡 = σ𝑡′=𝑡
𝑇 𝛾𝑡

′−𝑡𝑟𝑡′ (T는 게임의 종료 시점)
ex) 𝑟3 = 𝑟3 + 𝛾1𝑟4 + 𝛾2𝑟5 + 𝛾3𝑟6 + … + 𝛾𝑇−3𝑟𝑇

✓ 새로 정의한 action-value function 𝑄∗ 𝑠, 𝑎 = 𝑚𝑎𝑥𝜋𝐸[𝑅𝑡|𝑠𝑡 = 𝑠, 𝑎𝑡 = 𝑎, 𝜋] (𝑠𝑡는 Sequence, a는 선택한 Action)
즉, Policy 𝜋를 통해 얻을 수 있는 Reward 의 Maximum Expected Value를 구함

✓ Bellman Equation에 따라 all possible action a’에 대해 next time-step에서 Optimal 𝑄∗ 𝑠, 𝑎 를 안다면
Optimal Strategy는 r + 𝛾 ∗ 𝑄∗ 𝑠, 𝑎 를 Maximize하는 것이다.

✓ RL은 위와 같은 Optimal Strategy를 iterative update하게 사용, converge 𝑄𝑖 → 𝑄∗ as (𝑖 → ∞)

BackGround
02 [논문 요약]



Part

✓ But 이러한 Action-Value Function은 각 Sequence에 대해 독립적으로 estimate되므로 비현실적이다.

✓ 𝜃를 Weight로 갖는 Non-Linear Network Function Approximator를 통해 Approximate 

✓ 𝜃를 학습시키기 위해 i번째 iteration에서 다음과 같은 loss function을 갖게 하여
𝜃가 Converge 할 때 까지 반복시키고, 여기서 𝑦𝑖는 iteration의 target value이다.

✓ 𝜃𝑖−1 은 𝐿𝑖(𝜃𝑖) 를 optimizing 할 때 정해진다.

BackGround
02 [논문 요약]



Part

✓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은 Gradient를 얻게 됨

✓ Emulation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Model-Free Algorithm

✓ Learning Policy와 Behavior Policy가 다른 Off-Policy(𝜃 vs ∈)

BackGround
02 [논문 요약]



Part

✓ Agent가 매 time-step마다 했던 Experience(𝑒𝑡)들을 Experience Replay에 저장
𝑒𝑡 = (𝑠𝑡 , a𝑡, 𝑟𝑡 , 𝑠𝑡+1) stored in 𝐷 = 𝑒1, … , 𝑒𝑁

✓ Deep-Q Algorithm에서는 D에서 random하게 sampling한 e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

✓ Sampling한 e를 바탕으로 e-greedy Policy를 통해 Action을 선택 및 수행

✓ ∅ 함수를 통해 임의의 e에 따라 다른 Arbitrary Input Length를 Fixed Length로 변환하여 사용

Deep Reinforcement Learning
02 [논문 요약]



Part Deep Reinforcement Learning
02 [논문 요약]

Algorithm 1 Deep-Q Learning with Experience Memory

1. Replay Memory D를 크기 N으로 초기화 한다.
2. Q(s, a) 를 random weight로 초기화한다.
3. Episode를 1~M까지 반복한다.
4. Sequence 𝑠1을 Image 𝑥1으로 초기화하고, ∅함수로를 전처리하여 ∅1을 구한다.
5. 해당 에피소드에 대해 t= 1 ~ T까지 반복한다.
6. ∈-greedy 알고리즘에 따라 Action을 선택한다.
7. Emulator에서 action 𝑎𝑡 를 수행하고, reward 𝑟𝑡 와 image 𝑥𝑡+1 을 받는다.
8. st+1 = st, at, xt+1로 설정하고 전처리하여 ∅𝑡+1을 구한다.
9. Experience Memory(D)에 transition(∅𝑡, a𝑡, 𝑟𝑡 , ∅𝑡+1)을 저장한다.
10. D에 저장된 sample들 중에서 minibatch의 개수만큼 random하게 뽑는다.
11. 전처리한 결과인 ∅𝑗+1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yj = rj 로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yj = rj + 𝛾𝑚𝑎𝑥𝑎′𝑄(∅𝑗+1, 𝑎
′; 𝜃)로 저장한다.

12. 방정식 3을 따라 gradient descent step을 수행한다.
13. t=T가 되면 반복문을 종료한다.
14. Episode=M이 되면 반복문을 종료한다.

<Equation 3>

Deep-Q Learning Algorithm



Part

02 [논문 요약]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tari Game은 128 color palette의 210x160 pixel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를 직접 작업하는 것은 엄청난 계산양을 필요로 하므로 Preprocessing 과정을 적용한다.

1. RGB로 표현된 이미지를 Gray-Scale의 이미지로 변환한다.
2. 210x160 pixel의 이미지를 110x84 pixel의 이미지로 down-sampling 시킨다.
3. GPU 처리를 위해 110x84픽셀의 이미지를 84x84로 crop한다.

=> Last 4 frame에 대해 preprocessing하여 stack에 넣어둔다.

Preprocessing



Part

02 [논문 요약]

Deep Reinforcement Learning

Model Architecture

Q-Value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다.

1. History와 action을 input으로 하고, 그에 대해 예측된 Q-Value를 구하는 것
2. History만을 input으로 하여 모든 행동에 대해 예측된 Q-Value를 구하는 것

=> 1번을 사용하면 들어온 action에 대해 separate forward pass를 진행해야 하고, 들어온 action에 따라 연산
의 양도 Linear하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2번을 통해 한번의 single forward pass로 처리하여 연산의 양을 줄인다.



Part

1. Each Step의 Experience가 potentially 많은 weight updates에 재사용된다.
→Experience를 한번만 사용했던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Data Efficiency하다.

2. 연속적인 sample들로부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은 데이터들 간의 high correlations때문에 비효율적이다.
→e-greedy Algorithm을 통해 데이터를 random하게 추출하여 correlations를 break하고 update 효율을 높인다.

3. 기존의 on-policy를 사용하면 매개변수가 학습된 다음, 데이터 샘플을 결정한다.
즉, 이전 행동에 dominate 되어 training distribution이 그에 따라 바뀌고, local minimum으로 수렴할 수 있다.
→ Experience Replay를 통해 training distribution이 균형을 이뤄 학습을 원활하게 한다.

02 [논문 요약]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dvantages of DQN



Part

1. Experience Replay에 마지막 N개의 Experience만 저장되며, Update를 위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Transition의 중요성에 대한 차별화 없이 Finite 크기의 Memory에 overwrite한다.

2. 마찬가지로 Data를 Sampling 할 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더 좋고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는 Transition에 대한 정교한 Sampling 전략이 부족하다.

02 [논문 요약]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isadvantages of DQN



Part

02 [논문 요약]

Experiment

1. Reward Structure: 양의 보상은 1, 음의 보상은 -1로 수정

2. RMSProp Algorithm & ∈-greedy Algorithm: 32 크기의 mini-batch를 RMSProp에 적용하였고, 
∈값을 1~100만 번째 프레임까지는 1에서 0.1 까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고, 이후에는 0.1로 고정

3. Frame Skipping Technique: Agent가 모든 Frame을 보고 Action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K번째 프레임을 보고
액션을 고르게 하였고, 마지막 행동은 skipped된 frames에 반복 적용시켰다.



Part

02 [논문 요약]

Experiment

Point A: Screen의 왼쪽에 enemy가 등장하였을 때, predicted value가 jump함

Point B: enemy를 발견하여 발사한 미사일이 적을 맞추려고 할 때 predicted value가 상승함

Point C: Screen에서 enemy가 사라졌을 때 predicted value가 다시 감소함

Visualizing the Value Function



Part

02 [논문 요약]

Experiment

Main Evaluation



Part Conclusion
02 [논문 요약]

✓ RL을 위한 새로운 Deep Learning Model을 소개함

✓ Raw pixel들 만을 입력으로 사용하여 2600개가 넘는 어려운 Control Policy를 학습

✓ 학습을 위해 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 Experience Memory를 적용한 Deep Q-Learning 소개

✓ Architecture나 Hyper-parameter의 변화 없이 7개 중 6개의 게임에서 경이적인 결과를 도출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Part Base Knowledge
01 [Deep Learning]

✓ Autonomous, Self-teaching System으로 Pattern을 찾기 위한
Algorithm을 학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사용

✓ 이미지에서 edges, shapes, colors와 같은
특징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 Ex) 이미지에서 고양이를 찾는 알고리즘에서 사용 가능

✓ Apple의 Face ID는 DL을 잘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Part Base Knowledge
01 [Reinforcement Learning]

✓ Autonomous, Self-teaching System으로 Trial and Error를 통해 학
습하여, 보상의 극대화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학습

✓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으며 그 행동이
최고의 보상을 주는지 학습

✓ Ex) 걷는 법을 배우는 로봇은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강화

✓ Alphago Zero는 RL을 잘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Part Base Knowledge
01 [DL vs RL]

Deep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공통점 • Autonomous, Self-Teaching System

차이점
• Training Set으로부터 학습

• 학습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

• 최고의 보상을 위한 행동 선택

• 동적으로 학습하며 행동을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