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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xii

옮긴이 머리말

이 책은 역자가 강화학습을 주제로 번역한 두 번째 책입니다. 책 한 권의 번역을 마치고 나면 다

시는 번역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번역 생각을 합니다. 번역 작

업은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번역한 《단단한 강화학습》의 번역 과정에서 범했던 실수를 바로잡고 더 적합한 용어를 사

용하여 더 좋은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독자분들과 베타리더분들의 조언

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강화학습》에 비해, 이 책은 좀 더 실용적인 느낌을 주는 책입

니다. 책에 제시된 많은 예제와 코드를 활용하면 심층강화학습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를 꼽는다면 인공위성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역자의 

전공 분야가 인공위성이기도 하지만, New Space의 흐름에 힘입어 인공위성에 인공지능을 적용

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컴퓨팅 파워(하드웨어)가 발전할수록 인공위성의 

자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지상에서 명령을 전송하여 인공위성을 제어하는 관제 시

스템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상 관제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시

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이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결합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번역 

과정을 지켜봐준 사랑하는 윤진영(진봉봉)에게 감사합니다.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의 인내와 관

용에 감사드립니다. 책의 교정과 편집을 도와주신 김정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류를 잡아

주신 베타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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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석(LG전자)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고 최적화시

킬 수 있는 경험을 쌓기에 좋은 책입니다. 실무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딥러닝 도서는 이론에만 치중되어 있거나 코드 일변도 위주이기 마련인데, 이 책은 알고리즘에 

대해 개괄하고 동작 원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 이를 파이썬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구현체를 매칭해 주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는 이들과 실무 코

드를 살펴보면서 이론 배경이 궁금한 독자들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는 책입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난이도가 꽤 있는, 전공 교과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대신에 설명은 무척 

꼼꼼하고 예시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하기에, 책을 완독하기만 한다면 심층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성도 아주 훌륭한데, 본문 설명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반면, 단원 말미마다 단원의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 주고 관련 역사까지 설명하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김호준(한국오픈솔루션)

알파고가 사용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널리 알려진 강화학습에 심층이 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태껏 봐왔던 인공지능 책 중 난도가 역대급이어서 읽는 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단,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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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뛰어난 번역 품질 덕분에 큰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저자가 제공하는 SLM Lab 코드

(파이썬)와 의사코드로 알고리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코드의 최적화 부분도 일

부 설명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무척 도움이 될 듯합니다. 

 박조은(오늘코드)

기본적인 파이썬과 머신러닝, 딥러닝을 다뤄 본 분들이 강화학습을 위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의사코드를 통해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코드로 설명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고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역사와 흐름 속에서 다양한 예제와 예시를 

통해 설명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송헌(루닛)

머신러닝/딥러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원리와 응용 모두

를 포함하고 있어서 강화학습에 대해 배우기에도 좋고, 실무에 적용하기에도 다양한 팁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다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하다 보니 원리와 응용 모두에 깊은 내용을 담

지는 못하고 있으나, 내용도 번역도 좋은 책이었습니다. 

 조원양(스마트사운드)

제목처럼 강화학습을 한층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알고리즘을 분류한 부분

과 강화학습에서 중요한 상태, 행동, 보상 등을 여러 환경별로 정리한 부분은 공부할 때 어떤 부

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힌트를 줍니다. 또한, 이 책의 후반부 ‘실전을 위한 세부사항’

과 ‘환경 설계’ 부분은 강화학습을 실무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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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OpenAI Five 봇이 도타 2 게임의 2018년 세계 챔피언 OG와 시합했다. 도타 2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싸우는 복잡한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 게임

에서 이기려면 전략, 팀워크,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게임을 위해 수많은 변수와 무한에 가까

워 보이는 최적화 탐색공간을 갖는 인공지능 플레이어를 만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도전처

럼 보였다. 하지만 OpenAI 봇이 세계 챔피언을 손쉽게 이겼고, 곧이어 일반 대중과의 시합에서

는 99%의 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혁신이 심층강화학습이었다.

이러한 개발 성과는 최근의 일이지만, 강화학습과 심층학습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

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GPU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최신 기술의 개발

을 촉진했다. 이 책은 심층강화학습을 소개하면서 지난 6년 동안 수행된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

을 추려서 일관성 있는 완전체로 만들었다.

컴퓨터가 비디오 게임에서 이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적용 사례는 아니지만 출발

점은 될 수 있다. 강화학습은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계학습 분야다. 즉, 

시간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하다. 이것은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비디

오 게임을 하는 것이든 거리를 걷는 것이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든 상관없다.

로라 그레서와 와 룬 켕은 기계학습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복잡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많은 논문으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SLM Lab이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심층강화학습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SLM Lab은 파이토치 기반 위에 파이썬으로 코딩

되었지만, 파이썬만 알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책에서는 심층강화학습 문제를 형식화하

는 방법과 해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 때문에, 텐서플로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심층학습의 프

레임워크로 사용하길 원하는 독자에게도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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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심층강화학습 분야의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가 예제 및 코드와 함께 설명되어 있어

서, 독자는 예제와 코드를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OpenAI Gym, Roboschool, Unity ML-Agents 툴킷과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완벽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시리즈 편집자 폴 딕스Paul 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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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심층강화학습deep RL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딥마인드DeepMind가 아타리 아케이드 게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였다. 이미지만 사용하면서 사전 정보 없이도 인공지능 에이전

트는 첫 게임에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누군가의 지도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개념은 우리

의 상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를 자극했고, 그것은 익히 알고 있던 지도학습과는 매우 다

른 것이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작업하기로 했다. 책과 논문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코드를 배

우며 핵심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심층강화학습이 개념적으로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

젝트와 맞먹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업을 진행하며 우리는 심층강화학습의 범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알고리즘이 서로 어

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각 알고리즘이 갖는 고유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을 확실히 체득하기는 쉽지 않았다. 심층강화학습이 새로운 연구 분야였고 이론적 지식이 

아직 책으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연구 논문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직접 학습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이론과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일반적으로, 심층강화학습 알고

리즘은 많은 컴포넌트로 구성되고 튜닝해야 할 하이퍼파라미터도 많기 때문에 민감하고 오류가 

나기 쉽다.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컴포넌트가 적절한 하이퍼파라미터를 통해 유기

적으로 정확히 동작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구현의 세부사항들은 이론으로부터 곧바로 얻

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이론과 구현을 통합적으로 다룬 자료가 있었다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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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론으로부터 실제 구현에 이르는 여정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간단할 수 있다고 생

각했고, 한편으로는 심층강화학습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심층강화학습의 전체 과정을 소개한다. 직관

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론과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실제 구현 및 실용적 조언으로 마무

리한다. 이 책에서 SLM Lab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SLM Lab은 이 책에서 다룬 모든 알고리즘의 구현 코드를 포함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우리가 심층강화학습을 처음 공부할 때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책이다.

심층강화학습은 강화학습에 속하는 한 분야다. 강화학습의 핵심은 함수 근사다. 심층강화학습

에서는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함수를 학습한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과 함께 

기계학습의 세 가지 핵심 기법을 구성한다. 각각의 기법에 따라 문제를 형식화하는 방법과 알고

리즘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책에서는 심층강화학습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이 특히 심층강화학습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범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한된다. 먼저, 강

화학습에서 함수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방법들이 제외된다. 그리고 강화학습이 1950

년대부터 존재했지만, 이 책에서는 2013년과 2019년 사이의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에 

개발된 방법들은 이전에 수행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주요 방법의 흔적

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발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종

합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 책의 대상 독자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심층강화학습

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사전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하지만 독자가 기

계학습과 심층학습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 중간 수준의 실력

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했다. 파이토치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은 심층강화학습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심층강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1부에서는 정책 기반 및 가치 기반 알고리즘에 대해 다룬다. 2장은 최초의 정책 경사 알고리즘

인 REINFORCE를 소개한다. 3장은 최초의 가치 기반 방법인 살사SARSA를 소개한다. 4장은  

심층 Q 네트워크DQN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고, 5장은 이를 향상하는 기법인 목표 네트워크, 이

중 DQN 알고리즘, 우선순위가 있는 경험 재현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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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정책 기반 방법과 가치 기반 방법을 결합한 알고리즘에 대해 다룬다. 6장은 

REINFORCE를 확장한 행동자-비평자Actor-Critic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7장은 행동자-비평자

를 확장할 수 있는 근위 정책 최적화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를 소개한다. 8장은 이 책에서 제

시한 모든 알고리즘에 적용 가능한 동기 및 비동기 병렬화 기법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모

든 알고리즘을 9장에서 요약한다.

알고리즘을 다룬 모든 장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해당 

개념과 관련된 수학적 형식화에 대해 다룬다. 그런 다음,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파이썬으로 구현

하는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SLM Lab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튜닝이 완료된 하

이퍼파라미터와 함께 제시하고 알고리즘의 주요 특징을 그래프와 함께 설명한다. 

3부에서는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다룬다. 10장은 엔지니어

링 및 디버깅 관점에서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하이퍼파라미터의 알마낵almanac(연감)과 결과

를 제시한다. 11장은 SLM Lab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을 제시한다. 12장은 신경망 설계에 대

해 다루고, 13장은 하드웨어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서는 환경 설계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 속하는 14~17장에서는 상태, 행동, 보상, 전이 함수

의 설계를 각각 다룬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장한다. 이 장들에서는 이 책의 모든 알고리즘과 알

고리즘을 작동시키기 위한 실용적 조언을 제시한다. 다음 3개의 장인 11장부터 13장까지는 더

욱 전문화된 주제를 다룬다. 이 부분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으면 된다. 깊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독자는 1, 2, 3, 4, 6, 10장을 읽으면 몇 가지 알고리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4부는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길 원하거나 자신만의 환경을 구성하기 원하는 

독자를 위한 독립된 장들을 포함한다.

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인 SLM Lab[67]은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모듈 형태로 만들어

진 심층강화학습 프레임워크다[114]. SLM은 Strange Loop Machine을 나타낸다. 이는 호프스테

터Hofstadter의 기념비적인 책 《괴델, 에셔, 바흐: 영원한 황금 노끈(Gö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53]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SLM의 특정 예제는 파이토치의 구문

과 기능을 이용하여 신경망을 훈련한다. 하지만 심층강화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

들은 텐서플로와 같은, 다른 심층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1]. 

SLM Lab은 입문자의 심층강화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컴

포넌트를 설계했다. 또한 학술 논문에서 심층강화학습이 논의되는 방식에 따라 컴포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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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이론을 코드로 구현하기 쉽게 만들었다. 

심층강화학습을 배우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실험이다.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SLM Lab은 실험 프레임워크도 제공하여 입문자가 스스로의 가정을 설계하고 실험해 볼 수 있

도록 했다.

SLM Lab 라이브러리는 깃허브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배포된다. 리눅스 또는 맥OS에 라이브

러리를 설치해서 리포지터리 웹사이트 https://github.com/kengz/SLM-Lab에 있는 설명을 따

라 첫 번째 데모를 실행해 볼 것을 권장한다. 리포지터리 웹사이트에 있는 설치 방법에 대한 짧

은 설명이 코드 0.1에 제시되어 있다.

  코드 0.1    SLM-Lab을 깃 브랜치 book에서 설치하는 방법

1. # 리포지터리를 클론
2. git clone https://github.com/kengz/SLM-Lab.git
3. cd SLM-Lab
4. # 이 책에 할당된 브랜치를 체크아웃
5. git checkout book
6. # 디펜던시 설치
7. ./bin/setup
8. # 다음으로, 리포지터리 웹사이트에서 데모 실행 지침을 확인

이것을 먼저 설치해서 이 책의 알고리즘이 소개될 때마다 해당 알고리즘으로 에이전트를 훈련해

보길 권장한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데모를 실행해 보는 것 외에 알고리즘을 설명한 장들(1, 

2부)을 읽기 위해 SLM Lab에 대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에이전트의 훈련을 위한 명령어가 

필요할 때마다 책에 제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층강화학습의 알고리즘에서 좀 더 실용적인 측

면으로 초점을 옮긴 후 11장에서 SLM Lab에 대해 더 많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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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강화학습의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강화학습 문제의 핵심 구성요소인 에이전트와 

환경에 대한 직관을 얻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특히, 에이전트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볼 것이다. 그

런 다음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강화학습을 마르코프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 MDP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것이 강화학습의 이론적 토대다.

다음으로,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함수인 정책policy, 가치 함수value function, 모델

model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이러한 함수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종류의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

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사용하는 함수 근사 기법인 심층학습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

고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의 주요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1.1  강화학습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은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실제 세계의 많

은 문제(비디오 게임, 스포츠, 운전, 재고 관리, 로봇 제어)가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이러한 것들을 수행한다.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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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의 목적 또는 목표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게임에서 승

리하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제품의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기와 같은 것들이다. 목적 달

성을 위해 행동을 취하면 목적 달성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에 대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피

드백feedback을 얻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점수가 얼마인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제품의 

단가가 얼마인지와 같은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순차적 행동

을 해야 하는데, 행동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변화와 피드백을 모두 관찰한 후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한다.

다음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파티에 갔는데 친구들이 깃대를 가져와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손 위에서 깃대의 균형을 잡아보라고 부추긴다. 전에 한 번도 이러한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처음에는 균형을 잘 잡지 못할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깃대를 떨어뜨리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깃대의 느낌을 손에 익히기 위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러한 실수를 통해 소중한 정보를 모으고 깃대의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한 직관도 조금 얻게 된다. 

즉, 깃대의 무게중심이 어딘지, 얼마나 빨리 깃대가 기울어지는지, 얼마나 빨리 손을 움직여야 하는

지, 깃대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야 바닥에 떨어지는지 등의 정보와 직관을 얻는다. 이러한 정보와 직

관을 통해, 다음번 시도에서는 손의 움직임을 바로잡아 좀 더 균형을 잘 잡게 되고 계속해서 움직

임을 조정한다. 그러다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5초 동안 깃대의 균형을 잡을 수 있

게 되고, 나아가 10초, 30초, 1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깃대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강화학습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해 준다. 강화학습에서는 깃대의 균형을 잡는 

학습자를 ‘에이전트agent’라 부르고, 깃대와 학습자를 둘러싼 모든 것을 ‘환경environment’이라 부

른다. 사실, 이 책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해결할 첫 번째 환경은 이 시나리오의 단순화된 형

태인 카트폴CartPole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림 1.1에 묘사되어 있다. 에이전트는 일정 시간 동안  

폴pole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하나의 축을 따라 이동하는 카트cart를 제어한다. 사실은 사람이 더 많

은 것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도 있고, 술

잔으로 가득 채워진 쟁반의 균형을 잡는 것과 같은 유사한 작업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 형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림 1.1    CartPole-v0는 단순화된 형태의 간단한 
환경이다. 카트를 좌우로 이동시키며 200개의 시간 
단계 동안 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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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은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공artificial 에이전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

습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다.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로서, 최적 제어 이론

optimal control theory과 마르코프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 MDP이 등장하던 시기에 함께 연구되

기 시작했다. 리처드 벨만Richard Bellman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강화학습을 연구했는데, 그의 연

구는 동적 프로그래밍과 준선형 방정식의 맥락에서 수행됐다[15]. 벨만이라는 이름은 강화학습

의 유명한 방정식인 벨만 방정식Bellman equation을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할 것이다.

강화학습 문제는 에이전트와 환경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다. 환경은 시

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상태state라고 부른다. 에이전트는 상태를 관

측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행동action을 선택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에이

전트의 행동을 통해 환경은 다음 상태로의 전이transition를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음 상태와  

보상reward이 에이전트에게 주어진다. (상태 ➞ 행동 ➞ 보상)의 순환주기가 완성될 때, 하나의 시간 

단계time step가 지나갔다고 말한다. 이러한 순환주기는 환경이 종료할terminate 때까지, 예를 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이 전체 과정은 그림 1.2에 제어 루프control loop 다이어그램으로 

묘사되어 있다.

에이전트

환경

상태 St 보상 rt
행동 at

rt+1St+1

  그림 1.2    강화학습 제어 루프

에이전트의 행동 생성 함수action-producing function를 정책policy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정책은 

상태로부터 행동을 도출하는 함수다. 행동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에이전트가 관측하게 될 것

과 다음에 취하게 될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이전트와 환경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

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다. 

강화학습 문제는 목적objective을 갖는다. 목적은 에이전트가 받는 보상의 총합이다. 에이전트의  

목표는 좋은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이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것이다. 에이전트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보상 신호를 이용하여 좋은 행동을 강화

reinforce함으로써 행동 선택을 학습lear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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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와 환경은 상호 배타적으로1 정의된다. 따라서 에이전트와 환경이 상태, 행동, 보상을 주

고받는 사이에 모호한 부분이 없다. 에이전트가 아닌 모든 것을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타는 상황에 대해 에이전트와 환경을 효과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몸을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환경은 자전거와 도로가 될 것이다. 자전

거 타는 사람의 정신 작용을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환경은 그 사람의 몸, 자전거, 도로가 될 것이

고, 행동은 뇌에서 근육에 전달되는 신경 신호가 될 것이며, 상태는 뇌에 전달되는 감각 기관의 

입력이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강화학습 시스템은 에이전트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신호를 주고받는 피드백 제어 

루프다.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주고받는 신호는 (st, at, rt)

이고, 각 성분은 상태, 행동, 보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t는 신호가 발생하는 시간 단계를 나타낸다.  

(st, at, rt) 튜플tuple은 경험experience이라고 불린다. 제어 루프는 무한히2 반복되거나 종단 상태

terminal state 또는 최대 시간 단계 t = T에 도달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t = 0에서부터 환경이 

종료되는 시간 수평선time horizon까지의 구간을 에피소드episode라고 부른다. 궤적trajectory은 한 에

피소드에 걸친 경험의 연속, 𝜏 = (s0, a0, r 0), (s1, a1, r 1), . . . 을 나타낸다.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정책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백 개에서 수백만 개에 이

르는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그림 1.3에 묘사된 강화학습 환경의 세 가지 예제를 보면서 상태, 행동, 보상이 어떻게 정의되는

지 알아보자.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AI Gym[18]을 통해 모든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a) 카트폴 (b) 아타리 벽돌깨기 (c) 두 발 보행자

  그림 1.3    각기 다른 상태, 행동, 보상을 갖는 세 가지 환경의 예제. 이 환경들은 모두 OpenAI Gym에서 가져올 수 있다.

1 옮긴이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두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2 무한 제어 루프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환경에 대해 최대 시간 단계 T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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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폴(그림 1.3(a))은 1983년에 바르토Barto, 서튼Sutton, 앤더슨Anderson[11]이 처음으로 소개한 가장 

간단한 강화학습 환경이다. 이 환경에서는 폴이 카트에 부착되어 있어서 마찰 없는 트랙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환경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목적objective: 200개의 시간 단계 동안 폴이 곧게 서 있도록 유지하기

2. 상태state: 4개의 성분 [카트의 위치, 카트의 속도, 폴의 각도, 폴의 각속도]를 갖는 배열  

예⃞ [−0.034, 0.032, −0.031, 0.036]

3. 행동action: 0 또는 1. 행동이 0이면 카트를 정해진 거리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고, 행동이 1이면 

카트를 정해진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4. 보상reward: 폴이 곧게 서 있는 모든 시간 단계에서 +1

5. 종료termination: 폴이 (수직으로부터 12도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카트가 스크린 밖으로 벗어나거나, 

최대 시간 단계인 200에 도달했을 때 발생

아타리 벽돌깨기Atari Breakout 게임(그림 1.3(b))은 에이전트가 제어하는 바닥의 패들paddle, 하나의 

공, 그리고 벽돌로 구성된 레트로풍 아케이드 게임이다. 게임의 목표는 패들로 공을 튕겨 벽돌을 

맞춰서 모든 벽돌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다. 게임을 시작하면 5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공이 스

크린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다.

1. 목적: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기

2. 상태: 160 × 210 해상도의 RGB 디지털 이미지, 즉 게임 화면에 보이는 것

3. 행동: {0, 1, 2, 3}의 집합에서 선택된 하나의 정수. 각 정수는 {정지, 공을 발사하기, 오른쪽으

로 움직이기, 왼쪽으로 움직이기}에 대응된다.

4. 보상: 바로 직전 상태와의 점수 차이

5. 종료: 모든 기회가 사라졌을 때 발생

두 발 보행자BipedalWalker(그림 1.3(c))는 에이전트가 로봇의 라이다lidar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을  

감지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연속적 제어 문제다.

1. 목적: 넘어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걷기

2. 상태: 24개의 성분을 갖는 배열: [로봇 몸체의 각도, 로봇 몸체의 각속도, 속도의 x 성분, 속

도의 y 성분, 고관절 1의 이음새 각도, 고관절 1의 이음새 속력, 무릎 1의 이음새 각도, 무릎  

1의 이음새 속력, 다리 1의 지면 접촉, 고관절 2의 이음새 각도, 고관절 2의 이음새 속력,  

무릎 2의 이음새 각도, 무릎 2의 이음새 속력, 다리 2의 지면 접촉, . . . , 10개의 라이다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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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745e−03, 1.180e−05, −1.539e−03, −1.600e−02, . . . , 7.091e−01, 8.859e−01, 

1.000e+00, 1.000e+00]

3. 행동: [−1.0, 1.0] 범위에 속하는 4개의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 [고관절 1의 회전력torque과 

속도, 무릎 1의 회전력과 속도, 고관절 2의 회전력과 속도, 무릎 2의 회전력과 속도]  

 [0.097, 0.430, 0.205, 0.089]

4. 보상: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보상을 받게 됨. 보상의 최댓값은 +300이고 로봇이 넘어질 때의 

보상은 −100. 로봇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해지는 회전력에 비례하여 보상이 조금씩 줄어듦 

(로봇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비용)

5. 종료: 로봇이 넘어져서 몸체가 바닥에 닿거나 오른쪽에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 또는 최대 

시간 단계인 1600단계에 도달할 때 발생

이러한 환경은 상태와 행동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준다. 카트폴과 두 발 보행자에서, 상태는 위치

와 속도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벡터로 표현된다. 아타리 벽돌깨기에서는 행동이 하나의 불연속적

인 정수로 표현되지만, 두 발 보행자에서는 행동이 4개의 실숫값을 성분으로 갖는 연속적인 벡터

로 표현된다. 보상은 항상 스칼라이지만, 보상의 범위는 문제마다 다르다.

몇 가지 예제를 봤으니, 이제 상태, 행동, 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

st ∈ S는 상태이고, S는 상태 공간이다.

at ∈ A는 행동이고, A는 행동 공간이다.

rt = R(st, at, st+1)는 보상이고, R은 보상 함수다.

상태 공간 S는 환경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이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상태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수, 실수, 벡터, 행렬, 구조체 데이터 또는 비

구조체 데이터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와 비슷하게, 행동 공간 A는 환경에 따라 정의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집합이다. 행동 또한 많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보통은 스칼라 또는 벡터로 정의된다. 

보상 함수 R(st, at, st+1)은 (st, at, st+1)이라는 전이에 대해 하나의 스칼라값을 할당하는데, 그 

값으로는 양수, 음수, 0이 모두 가능하다. 상태 공간, 행동 공간, 보상 함수는 환경에 따라 정의된

다. 이들이 모여서 (s, a, r) 튜플 하나가 정의되는데, 이 튜플이 강화학습 시스템을 나타내는 정

보의 기본적인 단위다.

(식 1.1)

(식 1.2)

(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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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DP로서의 강화학습

이제, 환경이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전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환경이 전이할 때 전이 함수 

transition function로 알려진 것을 이용하는데, 강화학습에서는 순차적 의사결정을 위한 수학적 모델

인 마르코프 결정 과정MDP으로 전이 함수를 표현한다.

전이 함수를 MDP로 표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식 1.4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을 생각해 보자.

식 1.4는 시간 단계 t에서 기존의 모든 상태와 행동을 고려하여 확률분포 P로부터 다음 상태 

st+1을 추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태 st로부터 상태 st+1로 환경이 전이할 확률은 에피소드 안

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상태 s와 행동 a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이 확률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에피소드가 많은 시간 단계 동안 지속된다면 더욱 어렵다. 전이 함수

를 설계할 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생했던 수많은 효과들의 조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의 행동 생성 함수(에이전트의 정책policy)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 행

동이 환경의 미래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태와 행동의 과거 이력을 아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행동을 결정할 때 이 모든 이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현실적인 환경 전이 함수를 만들기 위해, 환경이 이전 상태 st와 행동 at에만 영향을 받아 

다음 상태 st+1로 전이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환경 전이 함수는 MDP가 된다. 이러한 특

성을 마르코프 특성Markov property이라고 부르며, 이때 새로운 전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5는 다음 상태 st+1이 P(st+1 | st, at)라는 확률분포로부터 추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

은 원래의 전이 함수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마르코프 특성에 따르면 시간 단계 t에서

의 현재 상태와 행동은 다음 상태 st+1로의 전이 확률을 온전히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

히 갖고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간결하지만 매우 포괄적이다. 게임, 로봇 제어, 계획을 비롯한 많은 과정이 이러

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은 전이 함수가 마르코프 함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상태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Fibonacci sequence의 점화식 st+1 = st + st−1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st는 

상태를 나타낸다. 함수를 마르코프 함수로 만들기 위해 상태를 s′t = [st, st−1]로 다시 정의하겠다. 

(식 1.4)

(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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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태는 수열의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게 됐다. 이러한 전략은 k개의 

연속적인 상태에 포함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다음 상태로 전이하는 모든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글상자 1.1에는 MDP와 MDP를 일반화한 POMDP에서 상태가 정의되는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내용을 글상자 안에 기술했는데, 처

음 읽을 때는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글상자 1.1    MDP와 POMDP

지금까지, 상태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상태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

며, 에이전트는 그것을 관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관측 상태observed state st라고 부

르자. 두 번째는 상태가 전이 함수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환경의 내부 상태

internal state stint라고 부르자.

MDP에서는 st = stint 다. 즉, 관측 상태와 환경의 내부 상태가 동일하다. 환경이 다음 상

태로 전이하기 위해 이용되는 상태 정보를 에이전트도 관측할 수 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니다. 관측 상태는 환경의 내부 상태와 다를 수도 있다(st ≠ stint). 이 경

우, 에이전트가 관측하는 상태는 환경의 상태에 대한 일부 정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환

경은 부분적으로 관측 가능한 MDPpartially observable MDP, POMDP로 표현된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st = stint 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POMDP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에서 다루는 예제 환경 중에는 완벽한 MDP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

타리3 환경에서는 물체의 위치나 남은 게임 횟수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하나의 RGB 이미

지가 관측 상태 st가 되는데, 여기에는 물체의 속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속도는 행동으로

부터 다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환경의 내부 상태에 포함된다. 

이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st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할 것이

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룰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세계의 흥미로운 문제들이 대부분 POMDP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센서나 데이터의 부족, 모델의 오차, 환경의 오차 때

문이다. POMD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12장에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루면서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3  옮긴이  아타리는 미국 게임 기업의 이름으로, 비디오 게임 분야를 개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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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4장에서 상태 설계를 다룰 때 st와 stint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이것

은 에이전트가 st로부터 학습하기 때문이다. st에 포함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st와 stint

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제 강화학습 문제가 어떻게 MDP로 표현되는지를 알아볼 때가 됐다. MDP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튜플 S, A, P(.), R(.)로 정의된다.

•	S는 상태의 집합이다.

•	A는 행동의 집합이다.

•	P(st+1 | st, at)는 환경의 상태 전이 함수다.

•	R(st, at, st+1)은 환경의 보상 함수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강화학습 문제의 기저에는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다. 바로 에이전트가 전이 

함수 P(st+1 | st, at) 또는 보상 함수 R(st, at, st+1)을 모른다는 것이다. 에이전트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는 상태, 행동, 보상, 즉 (st, at, rt) 튜플을 통해서만 이 두 함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강화학습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최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objective을 표현할 필요

가 있다. 먼저, 하나의 에피소드로부터 발생한 궤적 𝜏 = (s0, a0, r 0), . . . , (sT, aT, rT)를 이용하여 

이득return
4 R(𝜏)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식 1.6은 하나의 궤적 안에서 발생한 보상의 할인discounted값을 모두 더한 것으로 이득을 정의한다. 

이 식에서 𝛾 ∈ [0, 1]는 할인율discount factor을 나타낸다.

이제, 목적objective J(𝜏)는 많은 궤적의 이득에 대한 기댓값으로 식 1.7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

이득 R(𝜏)는 모든 시간 단계 t = 0, . . . , T에서 보상의 할인값 𝛾trt를 더한 것이다. 목적 J(𝜏)는 

4 이 책에서 R은 이득을 나타내고, R은 보상 함수를 나타낸다.

(식 1.6)

(식 1.7)



CHAPTER 01 강화학습 소개10

많은 에피소드에 대한 이득의 평균값이다. 목적이 기댓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행동과 환경은  

확률성stochasticity을 갖는다. 즉, 반복되는 에피소드에서 이득이 항상 같은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다. 목적을 최대로 만드는 것은 이득을 최대로 만드는 것과 같다.

할인율 𝛾 ∈ [0, 1]는 미래의 보상값이 정해지는 방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𝛾 값이 작을수

록 미래의 시간 단계에서 보상에 더 작은 가중치가 할당되고, 이는 이득을 ‘근시안적’으로 만든다.  

𝛾 = 0인 극단적인 경우, 목적은 식 1.8에서처럼 초기 보상 r0으로만 계산된다. 

𝛾 값이 클수록 미래의 시간 단계에서 보상에 더 큰 가중치가 할당된다. 즉, 목적이 좀 더 ‘장기적 관

점’을 갖게 된다. 𝛾 = 1이면, 식 1.9에서처럼 모든 시간 단계에서 보상에 동일한 가중치가 할당된다.

무한한infinite 시간 수평선을 갖는 문제의 경우, 목적이 발산하지 않도록 𝛾 < 1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한한finite 시간 수평선을 갖는 문제의 경우, 할인율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될 수 있

기 때문에 𝛾는 중요한 파라미터다. 이에 대한 예제를 2장의 끝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강화학습을 MDP로 정의하고 이어서 목적도 정의했으므로, 이제 그림 1.2의 강화학습 제어  

고리를 알고리즘 1.1의 MDP 제어 루프로 표현할 수 있다.

  알고리즘 1.1    MDP 제어 루프

1: env(환경)와 에이전트가 주어짐

2: for episode = 0, . . . , MAX_EPISODE do
3:  state = env.reset()
4:  agent.reset()
5:  for t = 0, . . . , T do
6:   action = agent.act(state)
7:   state, reward = env.step(action)
8:   agent.update(action, state, reward)
9:   if env.done() then
10:    break
11:   end if
12:  end for
13: end for

(식 1.8)

(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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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1은 많은 에피소드와 시간 단계에 걸쳐서 에이전트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표현한다.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환경과 에이전트는 초기화된다(라인 3∼4). 초기화 후에 환경은 

초기 상태를 생성한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와 상태 사이의 상호작용이 시작된다. 즉, 주어진 상태

에 대해 에이전트는 행동을 생성한다(라인 6). 이어서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로 건너가면서 주어진 

행동에 대해 다음 상태와 보상을 생성한다(라인 7). agent.act ∼ env.step의 순환 루프는 최대 

시간 단계인 T에 도달하거나 환경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agent.update(라인 8)

라는 새로운 함수도 등장하는데, 이 함수에는 에이전트의 학습 알고리즘이 들어 있다. 목적을 최

대로 달성하기 위해 이 알고리즘은 많은 시간 단계와 에피소드에 걸쳐 데이터를 모으고 내부적으

로 학습을 수행한다.

이 알고리즘에는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에서 일관되게 발생하는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모든 강화학습 문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관된 인터페이스는 

많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일된 구조로 구현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

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SLM Lab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1.3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함수

강화학습을 MDP로 표현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질문은 에이전트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다.

에이전트가 정책policy이라고 알려진 행동 생성 함수를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환경의 다른 특성도 에이전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3개

의 주요 함수가 있다.

1. 상태로부터 행동을 도출하는 정책 𝜋: a ∼ 𝜋(s)

2. 이득의 기댓값 E𝜏[R(𝜏)]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 함수 V𝜋(s) 또는 Q𝜋(s, a)

3. 환경 모델5 P(s′ | s, a)

정책 𝜋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알려

준다. 강화학습 제어 루프에서, 에이전트는 모든 시간 단계에서 상태 s를 관측한 후 어떤 행동을 

5  표기법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 연속된 한 쌍의 튜플 (st, at, rt), (st+1, at+1, rt+1)을 (s, a, r), (s′, a′, r ′)로 표현하는 것이 관례다. 
이때 프라임 기호(′)는 다음 시간 단계를 나타낸다. 이 책 전체에서 이러한 표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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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야 한다. 제어 루프를 작동시키는 행동이 정책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은 제어 루프

에서 필수적이다.

정책은 확률론적stochastic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은 동일한 상태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다양한 

행동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어진 상태 s에 대해 행동 a가 도출될 확률을 𝜋(a | s)로 나타

낼 수 있다. 정책으로부터 추출된 행동을 a ∼ 𝜋(s)와 같이 표현한다.

가치 함수는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이전트는 가치 함수를 이용하여 미래 이득의 관

점에서 상태와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다. 가치 함수에는 V𝜋(s)와 Q𝜋(s, a)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식 1.10에 표현된 가치 함수 V𝜋는 상태의 좋고 나쁨을 나타낸다. V𝜋는 에이전트가 상태 s에서 

현재의 정책 𝜋를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을 나타낸다. 이득 R(𝜏) = 

 𝛾 trt는 현재 상태 s로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의 구간에서 계산된다. 이득을 계산할 때 
상태 s 이전의 모든 보상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득은 미래지향적인 값이다.

가치 함수 V𝜋(s)에 대한 직관을 얻기 위해 간단한 예제를 하나 생각해 보자. 그림 1.4는 에이전트

가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격자공간 환경을 묘사한다.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격자공

간의 칸이 상태를 나타내고, 칸마다 보상이 정해져 있다. 에이전트가 목표 상태에 도달하여 +1

의 보상을 받으면 환경이 종료된다.

오른쪽에는 𝛾 = 0.9를 적용한 식 1.10을 통해 보상으로부터 계산된 가치 V𝜋(s)가 모든 상태에 대

해 표시되어 있다. 가치 함수 V𝜋는 언제나 특정한 정책 𝜋에 따라 결정된다. 이 예제에서는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 항상 최단 경로를 취하는 정책 𝜋가 적용됐다. 다른 정책, 예를 들어 항상 오른

쪽으로 가는 정책을 적용했다면 가치 함수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 가치 함수의 미래지향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에이전트가 가치 함수를 이용해서 보

상이 동일한 서로 다른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에이전트가 목표 상태에 더 가

까울수록 현재 상태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식 1.10)

(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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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간단한 격자공간 환경에서 상태 s에 대한 보상 r과 가치 V𝜋(s). 상태의 가치는 𝛾 = 0.9를 적용한 식 1.10
을 통해 보상으로부터 계산된다. 이때 r = +1인 목표 상태로 가기 위해 최단 경로를 취하는 정책 𝜋를 이용한다.

식 1.11에 표현된 Q 가치 함수 Q𝜋는 상태-행동 쌍의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 Q𝜋는 에이전트가 현

재의 정책 𝜋를 따라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기댓값을 나타낸다. V𝜋와 마찬가지로, 이득은 현재 상태 s로부터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의 구간에서 계산된다. 상태 s 이전의 모든 보상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또한 미래지향적인 값이다.

3장에서 V𝜋와 Q𝜋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은 단지 이러한 함수가 존재하고 에이

전트가 이를 활용하여 강화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면 된다.

전이 함수 P(s′ | s, a)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함수를 학습하면 에이전트는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한 후 환경이 전이하게 될 다음 상태 s′을 예측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실제로 환경을 

경험하지 않고도 학습한 전이 함수만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행동이 가져올 미래를 ‘상상’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좋은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

1.4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좋은 행동을 선택하여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고자 함수를 학습한다. 

이 책에서는 심층강화학습deep RL을 다룬다. 이것은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함수 근사의 기

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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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3개의 함수를 1.3절에서 제시했었다.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에는 이 세 

함수 각각에 대응되는 3개의 주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정책 기반policy-based, 가치 기반value-based, 

모델 기반model-based이라고 불리며, 각각 정책, 가치 함수, 모델을 학습한다. 에이전트가 이들 중 

둘 이상을 학습하는 결합된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정책과 가치 함수를 학습하거나 가치 함수

와 모델을 학습하는 식이다. 그림 1.5는 주요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각 부류와 그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1. A2C: Advantage Actor-Critic
2. A3C: Asynchronous Advantage Actor-Critic
3. GAE: Actor-Critic with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결합된 방법 

(가치와 정책)

•	 **행동자-비평자(Actor-Critic): A2C1, A3C2, GAE3
•	TRPO: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	 **PPO: 근위 정책 최적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	SAC: 소프트 행동자-비평자(So� Actor-Critic)

결합된 방법 

모델 + 가치 그리고 정책

•	다이나Q(Dyna-Q) / 다이나AC(Dyna-AC)
•	알파제로(AlphaZero)
•	 I2A: 상상 증강 에이전트 
(Imagination Augmented Agents)

•	VPN: 가치 예측 네트워크 
(Value Prediction Networks)

가치 기반

•	 **살사(SARSA)
•	 **DQN: 심층 Q 네트워크 
(Deep Q-Network)

•	 **이중 DQN
•	 **DQN + 우선순위가 있는 경험 재현
•	QT-OPT

정책 기반

•	 **REINFORCE

모델 기반

•	 iLQR: 반복적 선형 자승 제어기 
(iterative Linear Quadratic Regulator)

•	MPC: 모델 예측 제어 
(Model Predictive Control)

•	MCTS: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Monte Carlo Tree Search)

  그림 1.5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부류

1.4.1 정책 기반 알고리즘

이 부류의 알고리즘은 정책 𝜋를 학습한다. 좋은 정책은 에이전트의 목적 J(𝜏) = E𝜏∼𝜋    

를 최대로 만드는 궤적을 생성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매우 직관적이다(에이전트가 환경 속에서 행

동을 취하려고 한다면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떤 순간에 무엇이 좋은 행동인지는 상태에 따

라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 함수 𝜋는 상태 s를 입력으로 받아 행동 a ∼ 𝜋(s)를 도출한다. 이것은 에이

전트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장에서 다룰 REINFORCE[148]

는 가장 잘 알려진 정책 기반 알고리즘으로, 이후에 나온 많은 알고리즘의 토대를 형성한다. 

정책 기반 알고리즘의 큰 장점은 이 알고리즘이 매우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책 

기반 알고리즘은 모든 형태의 행동, 즉 이산적 행동, 연속적 행동, 또는 혼합 행동(다수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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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기반 알고리즘은 에이전트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즉 목적 J(𝜏)를 직접 

최적화한다. 게다가, 서튼Sutton 등이 정책 경사 정리Policy Gradient Theorem[133]로 증명했듯이 이 부

류의 방법은 지엽적으로6 최적인 정책locally optimal policy으로 수렴하는 것이 보장된다.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정책의 분산이 크고 훈련 과정이 표본 비효율적sample-inefficient
7이라는 것이다.

1.4.2 가치 기반 알고리즘

에이전트는 V𝜋(s) 또는 Q𝜋(s, a)를 학습한다. 에이전트는 학습한 가치 함수를 이용하여 (s, a) 쌍

을 평가하고 정책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상태 s에서 항상 Q𝜋(s, a)의 추정값을 가장 크게 만드

는 행동 a를 선택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정책일 수 있다. 온전한 가치 기반 접근법에서는 Q𝜋(s, a)

를 정책으로 변환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로 V𝜋(s)보다 Q𝜋(s, a)를 학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

다. 이것은 V𝜋(s)가 상태에 대한 정보만으로 계산되는 반면 Q𝜋(s, a)는 상태와 행동의 쌍을 이용

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 다룰 살사SARSA[118]는 오래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속한다. 살사는 간단하지만 가치 기

반 방법의 많은 핵심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이 부류의 알고리즘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공부하기

에 좋은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큰 분산과 표본 비효율성 때문에 요즘에

는 살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심층 Q 네트워크Deep Q-Network, DQN[88]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중 

DQNDouble DQN[141] 및 우선순위가 있는 경험 재현Prioritized Experience Replay, PER[121]이 적용된 DQN 

같은 알고리즘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다

룰 것이다.

가치 기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정책 기반 알고리즘보다 표본 효율적sample-efficient이다. 이것은 

가치 기반 알고리즘이 분산도 더 작고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도 더 잘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 기반 알고리즘이 최적 정책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가치 기반 알

고리즘의 일반적인 표현법으로는 이산적 행동 공간을 갖는 환경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역

사적으로 큰 제약 조건이었지만, QT-OPT[64] 같은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이산적 행동 

공간을 갖는 환경에도 가치 기반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전역(global) 수렴성의 보장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에 선형화 제어(linearized control)라고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전
역 수렴성이 증명됐다. 파젤(Fazel) 등의 논문 〈Global Convergence of Policy Gradient Methods for Linearized Control Problems〉
(2018)[38]를 참고하라.

7 옮긴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표본이 필요할수록 표본 비효율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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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모델 기반 알고리즘

이 부류의 알고리즘은 환경의 전이 역학transition dynamics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거나 이미 알려진 

모델을 사용한다. 일단 환경 모델 P(s′ | s, a)를 갖게 되면 에이전트는 몇 단계 이후의 궤적을 예

측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할 수 있다. 환경이 상태 s에 놓여 있다면 에이전

트는 반복적으로 P(s′ | s, a)를 적용해 보면서 행동 a1, a2, . . . , an을 통해 상태 s가 어떻게 변할

지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행동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만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에이전트는 추정을 통해 환경 모델로부터 궤적의 예측값을 계산한다. 에이전트는 

각기 다른 행동을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된 궤적을 비교해 

보고 실제로 적용할 행동을 선택한다.

온전한 모델 기반 접근법은 체스 게임에서의 승패와 같은 목표 상태를 갖는 게임이나 목표 상태 

s∗를 갖는 길찾기 문제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 이것은 모델 기반 알고리즘의 전이 함수가 보상의 

모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 기반 알고리즘으로 행동을 계획하려면 에이전트의 

목적에 대한 정보가 상태 자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onte Carlo Tree Search, MCTS은 잘 알려진 모델 기반 방법으로, 전이 함수가 주

어진 결정론적 이산 상태 공간을 다루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체스나 바둑 같은 많은 보드 게

임이 여기에 속하며 최근까지 MCTS를 이용하여 많은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125]. 

MCTS는 기계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몬테카를로 주사위 던지기Monte Carlo rollout라고 불리는 것

을 통해 무작위로 행동을 추출함으로써 게임의 상태를 탐험하고 각 상태의 가치를 추정한다[125]. 

이것이 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이고, 알고리즘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발전해 왔지만 핵심  

개념은 모두 동일하다.

반복적 선형 자승 제어기iterative Linear Quadratic Regulator, iLQR[79]나 모델 예측 제어Model Predictive 

Control, MPC 같은 방법도 있다. 이들은 보통 매우 제한된 가정하에서 전이 역학을 학습한다.8 전이 

역학을 학습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환경 속에서 실제 전이 예제 (s, a, r, s′)을 수집하기 위한 행

동을 해야 할 것이다.

완벽한 모델은 에이전트에게 예측 능력을 주기 때문에, 즉 에이전트는 시나리오를 시험해 봄으로

써 환경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도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기에 모델 기반 방법은 매

우 매력적으로 보인다. 환경으로부터 경험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모델의  

8 예를 들면, iLQR에서는 전이 역학을 상태와 행동의 선형 함수로 가정하고 보상 함수는 이차 함수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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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능력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보틱스가 그러한 경우다. 정책 기반 방법이

나 가치 기반 방법과 비교해 보면, 모델 기반 알고리즘은 훨씬 더 적은 수의 표본 데이터를 이용

하여 좋은 정책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 에이전트가 모델로부터 상상한 경험으로 실제 경험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모델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많은 환경이 확률론적이고, 전이 역학

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모델은 학습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여전

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큰 상태 공간과 행

동 공간을 갖는 환경의 모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모델을 구할 수 있다 하

더라도 쉽게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전이 과정이 극도로 복잡하다면 더욱 그렇다. 두 번

째 어려움은 모델이 미래의 많은 시간 단계에 걸쳐 전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만 모델로서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모델의 정밀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측 오차가 시간 단계마다 빠르게 증

가하여 결국에는 모델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좋은 모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현재로서는 주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여 모델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모델 기반 방법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이 작

동하기만 하면 모델 없는 방법에 비해 보통은 10∼100배 더 표본 효율적이다. 

모델 기반 방법과 모델 없는 방법의 구별에 따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분류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학습된 것이든 이미 알려진 것이든 환경의 전이 역학을 이용하는 모든 알고리즘은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다. 모델 없는 알고리즘은 환경의 전이 역학을 이용하지 않는다.

1.4.4 결합된 방법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은 2개 혹은 그 이상의 주요 강화학습 함수를 학습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각 알고리즘의 강점과 약점을 놓고 보았을 때, 각 알고리즘의 장점만을 취해서 결합된 하나의 알

고리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책과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한 부류의 알고리

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알고리즘에는 행동자-비평자Actor-Critic라는 적절한 이름이 붙었는데, 

이는 정책이 행동act을 만들고 가치 함수가 그 행동을 비평critique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6장에

서 다룬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은 에이전트를 훈련하는 동안, 학습된 가치 함수가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상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담긴 피드백 신호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은 학습된 가치 함수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그런 다음 정책은 정책 기반 방법에

서처럼 행동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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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자-비평자 알고리즘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고 최근에 많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

오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는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TRPO[122], 

근위 정책 최적화Proximal Policy Optimization, PPO[124], 심층 결정론적 정책 경사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s, DDPG[81], 소프트 행동자-비평자Soft Actor-Critic, SAC[47]가 포함된다. 이들 중 PPO가 현재로선 

가장 널리 사용되며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다룰 것이다.

알고리즘이 환경의 전이 함수와 함께 가치 함수 그리고/또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2017년에 

딥마인드DeepMind 출신의 연구원들이 알파제로AlphaZero를 개발했는데, 이는 바둑 게임을 마스터하

기 위해 MCTS에 V𝜋와 정책 𝜋에 대한 학습을 결합한 것이다[127]. 다이나QDyna-Q[130]는 또 하나

의 잘 알려진 알고리즘으로,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반복적으로 학

습한 이후 학습된 모델로부터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Q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절에서 제시한 예제는 많은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몇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결코 

여기 제시된 목록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제를 통해 심층강화학습의 주요 개념과 정

책, 가치 함수,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고 결합될 수 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자 했다. 심층강

화학습은 매우 활발한 연구 분야이고 아마도 몇 개월마다 흥미로운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1.4.5 이 책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이 책에서는 정책 기반 방법과 가치 기반 방법을 다루며 그 둘을 결합한 방법도 다룬다. 예를 들

면 REINFORCE(2장), 살사(3장), DQN(4장), DQN을 확장한 방법(5장), 행동자-비평자(6장), 

PPO(7장)가 있다. 8장에서는 이 모든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병렬화parallelization 방법을 다룬다.

모델 기반 알고리즘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목적으로 저

술되었는데, 모델 없는 방법이 더 잘 개발되어 있고 일반적이어서 좀 더 넓은 영역의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다. 아주 조금만 변경하면 동일한 알고리즘(예⃞ PPO)을 도타 2Dota 2와 같은 비디오 게임

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104], 로봇의 손을 제어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다[101]. 본질적으로, 정책 

기반 또는 가치 기반 알고리즘이 환경 속에서 별도의 맥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그 두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모델 기반 방법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 즉 전이 역학 모델을 필요로 한

다. 체스나 바둑 같은 문제에서, 모델은 단순히 게임의 규칙이고 이는 쉽게 프로그램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딥마인드의 알파제로[127]를 보면 알겠지만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모델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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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학습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책에 제시된 정책 기반 및 가치 기반 알고리즘도 전체 알고리즘의 일부일 뿐이고, 모든 알고리

즘을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이용되면서도 심층강화학습의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하는 알고리즘 위주로 다루었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단단한 기초

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 책에서 다루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나면 현재 진

행 중인 심층강화학습의 연구와 적용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질 것이다.

1.4.6 활성정책과 비활성정책 알고리즘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구분하는 중요한 마지막 기준은 알고리즘을 활성정책on-policy 방법과 

비활성정책off-policy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반복되는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사

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알고리즘이 정책에 대해 학습한다면 그 알고리즘은 활성정책 알고리즘이다. 정책에 대해 학습

한다는 것은 훈련 과정에서 현재의 정책 𝜋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여러 정책 𝜋1, 𝜋2, 𝜋3, . . . 에 대해 훈련이 반복될 때, 훈련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의 정

책만을 이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훈련이 끝난 후에는 데이

터가 더 이상 쓸모없어지므로 모든 데이터는 폐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활성정책 방법은 

표본 비효율적이다(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활성정책 방법에는 

REINFORCE(2장), 살사(3장), 그리고 결합된 방법인 행동자-비평자(6장)와 PPO(7장)가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알고리즘이 비활성정책 알고리즘이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훈

련을 위해 재사용될 수 있다. 그 결과, 비활성정책 방법은 더욱 표본 효율적이지만 이 경우 데이

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비활성정책 방법

에는 DQN(4장)과 DQN을 확장한 방법들(5장)이 있다.

1.4.7 요약

지금까지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주요 부류를 소개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방법

을 알아봤다.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이 부각되는데,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책 기반� 가치 기반� 모델 기반� 또는 결합된 방법: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주요 강화학습 함수가 

무엇인지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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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기반 방법 또는 모델 없는 방법: 알고리즘이 환경의 전이 역학에 대한 모델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	활성정책 또는 비활성정책 방법: 알고리즘이 현재 정책만을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로 학습하

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

1.5  강화학습을 위한 심층학습

이 절에서는 심층학습에 대한 개요와 함께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훈련 과정의 흐

름을 간략히 알아볼 것이다.

심층신경망은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근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심층신경망의 구조는 

서로 교차하는 파라미터 층위layer와 비선형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러한 구조 덕분에 심층신경망은 매우 강력한 함수 근사 능력을 갖는다. 현대적 형태의 신경망은 

1980년대에 르쿤LeCun 등이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훈련해서 손으로 쓴 우편번호

를 인식하는 데 성공했을 때부터 존재해 왔다[70]. 2012년부터는 심층학습이 다양한 문제에 적용

되어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계 번역, 자연어 이해, 음성 합성을 비

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심층학습은 인

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함수 근사 기술이다.

1991년에 제럴드 테사우로Gerald Tesauro가 강화학습으로 신경망을 훈련해서 마스터 수준으로  

백개먼backgammon 게임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신경망과 강화학습이 결합하여 큰 효과를 거둔 최

초의 사례다[135]. 하지만 딥마인드가 2015년에 많은 아타리 게임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달성

하고 나서야 신경망은 이 분야에서 꼭 필요한 함수 근사 방법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때부터 강화

학습 분야에서 개발된 모든 중요한 방법들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함수를 근사한다. 이 책에서 심

층강화학습만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경망은 함수를 학습한다. 이것은 단순히 입력과 출력을 연결 짓는 과정이다. 신경망은 하나의 

입력에 대해 순차적인 계산을 하여 출력을 생성한다. 이 과정을 전방 전달forward pass이라고 부른

다. 신경망을 구성하는 파라미터 𝜃의 값이 정해지면 신경망은 하나의 함수가 된다. 말하자면, ‘함

수가 파라미터 𝜃에 의해 결정된다.’ 파라미터의 값이 달라지면 함수도 달라진다.

함수를 학습하려면, 함수를 충분히 대표할 만한 입력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생성하는 방법과  

신경망이 만들어내는 출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출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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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입력에 대해 ‘정확한’ 출력 또는 목푯값을 생성하고, 신경망이 예측하

는 출력과 목푯값 사이의 오차를 나타내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손실 함

수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입력에 대해 보상이나 이득과 같은 스칼라

값으로 직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스칼라값은 신경망의 출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

내는 값이기 때문에 (바라건대)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이면 최

소화되어야 하는 손실 함수로 생각될 수도 있다.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하는 손실 함수가 주어지면, 신경망의 파라미터값을 변경하여 손실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면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이때 전역 최솟값global minimum을 찾는 과정에서 손

실 함수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경사하강

gradient descent이라고 부른다.

손실 함수를 최소로 만들기 위해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켜 신경망을 훈련

training시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함수 f (x)를 학습할 때 이 함수가 신경망의 가중치 𝜃에 

의해 f (x; 𝜃)와 같이 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x, y가 입출력 데이터이고 L(f (x; 𝜃), y)는 미

리 정의된 손실 함수다. 그러면 훈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체 데이터로부터 일정량의 데이터 묶음batch (x, y)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때 데이터 묶음

의 양은 전체 데이터양에 비해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2. 입력 x로부터 신경망의 전방 전달을 계산하여 출력의 예측값 ŷ = f (x; 𝜃)를 도출한다.

3. 추출된 데이터 묶음의 y와 신경망이 예측한 ŷ을 이용하여 손실 함수 L(ŷ, y)를 계산한다.

4. 신경망의 파라미터에 대해 손실 함수의 경사(편미분) ∇𝜃 L을 계산한다. 파이토치PyTorch[114] 또

는 텐서플로TensorFlow[1] 같은 최신 신경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자동 미분autograd’이라고도 

하는) 역전파backpropagation[117] 알고리즘을 통해 경사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경사를 이용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예를 들면, 확률론적 

경사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기법은 𝜃 ← 𝜃 − 𝛼 ∇𝜃 L과 같은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여

기서 𝛼는 학습률learning rate을 나타내는 스칼라값이다. 하지만 신경망 라이브러리는 이것 말

고도 다른 많은 최적화 기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신경망의 출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거나 또는 손실 함수가 최솟값에 도달하

여 안정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즉 신경망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된다.

강화학습에서는 신경망의 입력 x와 정확한 출력 y가 사전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 에이전

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즉 상태와 보상으로부터 이러한 값들이 생성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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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때문에 강화학습에서는 신경망을 훈련하는 일이 유독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 책에서 줄곧 다룰 것이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강화학습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함수가 MDP 

순환 루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양방향

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에이전트가 행동하고 환경이 전이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훈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에이전트는 모든 시간 

단계를 경험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훈련의 주기는 반복된다. 모든 훈련 단계에서 에이전트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수집되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환경의 현재 상태와 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이 에이전트가 경험할 미래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정 시간 단계의 상태와 보상은 이전 시간 단계의 상태와 보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경사하강의 가정(데이터가 동일독립분포identical independent distribution, i.i.d.를 갖는다는 가정)에 위배

되기 때문에 신경망이 수렴하는 속도와 최종 결과의 정밀도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연구가 수행됐고, 그 결과로 나온 기법 몇 가지를 이 책의 뒷부

분에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층학습은 함수 근사를 위한 강력한 도구다. 심층학습을 강화학

습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보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1.6  강화학습과 지도학습

함수 근사는 심층강화학습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점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SL
9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중에서도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

•	오라클oracle
10의 부재

•	피드백의 희소성

•	훈련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9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약어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거의 모든 알고리즘과 구성요소는 약어 이름을 갖는다).
10 컴퓨터 과학에서 오라클은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주는 가상의 블랙박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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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오라클의 부재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의 주된 차이점은 강화학습 문제에서는 모델의 모든 입력에 대해 ‘정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지도학습에서는 모든 예제에 대해 정답 또는 최적의 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화학습에서 정답과 동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모든 시간 

단계에서 최적의 행동을 알려주는 ‘오라클’의 존재일 것이다.

정답을 통해 한 조각의 데이터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류 문제에 대한 

정답도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그것은 훈련 예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훈련 예제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 어떤 분류 문제에 

1000개의 범주가 있다면(이미지넷ImageNet 데이터 묶음[32]에서처럼), 문제에 대한 답은 예제 하나당 

1000개의 정보(1개의 긍정 부호와 999개의 부정 부호)를 포함한다. 더욱이, 정답이 어떤 범주나 실

숫값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경계 상자bounding box나 의미론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과 같이 

주어진 예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포함한 것일 수도 있다.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한 이후에 받게 되는 보상이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전부다. 에이전트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갖지 못한다. 

대신, 행동 a가 얼마나 좋았는지 혹은 나빴는지에 대한 느낌을 보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뿐이

다. 보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은 정답이 제공하는 정보에 비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는 

자신이 경험하는 상태에 대한 보상만을 학습할 수 있다. (s, a, r)을 학습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s, a, r, s′)이라는 전이를 경험해야만 한다. 경험 부족으로 인해 에이전트는 상태 및 행동 공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에이전트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상태로부터 에피소

드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

다. 첫째,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둘째, 상태를 묘사하기는 쉽더라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뒤로 도는 공중제비를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뮬레이션한다

고 생각해 보자. 에이전트가 공중제비의 성공적인 착지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공중제비를 ‘잘한’ 이후에 로봇의 발이 바닥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환경이 시작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의 상태에 적용되는 보상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 상태에

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로봇이 균형을 잡고 성공적으로 공중제비를 마칠 수도 있고 바

닥에 떨어져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이 착지하는 순간에 로봇 관절의 각위치 

및 각속도, 또는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숫자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공중제비의 시작과 착지 직전의 준비 동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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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분명한 행동을 여러 단계에 걸쳐 연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에이전트가 이 과정을 학습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는 상태 공간 속에서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도 있다.

1.6.2 피드백의 희소성

강화학습에서 보상 함수는 희소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스칼라 보상값은 보통 0이 된다. 이것은 

에이전트가 신경망의 성능 향상을 위해 신경망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정보를 대부

분의 시간 동안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 예제로 돌아와

서, 에이전트가 성공적으로 공중제비를 수행한 후에만 0이 아닌 보상 +1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

자. 에이전트가 취하는 거의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0이라는 동일한 보상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이전트가 자신의 즉각적인 행동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도

록 도와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습은 극도로 어려워진다. 지도학습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 모든 입력 예제에는 그에 해당하는 목표 출력값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신경망

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희소한 피드백과 오라클의 부재라는 특성이 결합되어, 강화학습에서 시간 단계별로 환경으로부

터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지도학습의 훈련 예제에 비해 훨씬 더 적다[72]. 그 결과, 모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상당히 표본 비효율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1.6.3 데이터 생성

지도학습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훈련과는 별개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사실, 지도학습을 문

제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좋은 데이터 묶음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다. 강화

학습에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로부터 데이터가 생성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이러

한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과 훈련을 교차 수행하는 반복적인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면서 생성된

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결합된 것이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훈련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는 반대로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지도학습에는 이러한 순환 구조와 

부트스트랩bootstrap
11에 대한 요구조건이 없다.

11  옮긴이  통계학에서 부트스트랩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대표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으로부터 복원추출(sampling with 
replacement)을 통해 원래의 표본과 같은 크기의 또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 것(resampling)을 의미한다. 새롭게 추출된 표본이 원래의 
표본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원래의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 갖는 대표성을 평가한다.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품질을 변화시키고 데이터가 다시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부트스트랩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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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도 상호작용을 한다(에이전트가 취하는 행동이 실제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환경은 에

이전트의 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이 피드백 루프는 강화학습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지도학습 문제에서는 이러한 피드백 

루프도 없고 알고리즘 훈련을 위해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과 지도학습 사이에 비교적 사소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강화학습에서는 

신경망을 훈련할 때 분명하게 정의되는 손실 함수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경망의 출력과 목표 출력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대신, 환경으로부터 얻은 보상을 이용하

여 목적을 만들고 그 목적이 최대한 달성되도록 신경망을 훈련한다. 지도학습의 관점에서 바라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최적화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

다. 둘 다 어떤 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1.7  요약

이 장에서는 강화학습 문제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태, 행동, 보상의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는 

에이전트와 환경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에이전트는 기대되는 보상의 총합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정책을 이용하여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학습한다. 보상의 총합을 최대

로 만드는 것이 에이전트의 목적이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환경의 전이 함수가 마르코프 특

성을 갖는다는 가정하에서 강화학습이 어떻게 MDP로 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환경 속에서 에이전트가 경험한 것을 이용하여 에이전트가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수를 학습할 수 있다. 특히,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함수

인 정책 𝜋(s)와 가치 함수 V𝜋(S), Q𝜋(s, a), 그리고 모델 P(s′ | s, a)에 대해 알아봤다. 에이전트가 

이 세 함수 중 어떤 함수를 학습하는지에 따라 심층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정책 기반, 가치 기반, 

모델 기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훈련 데이터의 생성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

할 수 있다. 활성정책 알고리즘은 현재 정책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만을 사용한다. 반면에, 비활성

정책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생성될 당시의 정책에 구애받지 않는다.

심층학습의 훈련 과정도 간략히 알아봤고,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