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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옮
긴
이

머리말에서 저자들은 심층 강화학습이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로 아타리 게임을 위한 2015년 

딥마인드의 연구 성과를 언급했지만, 우리의 피부에 좀 더 와닿는 사건은 2016년 (역시 딥마인드

의) 알파고가 바둑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 9단을 5전 4승 1패로 꺾은 일일 것입니다. 바둑이 체

스보다 훨씬 복잡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1997년에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

프가 IBM의 딥블루에 패한 사건보다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

면 인간이 바둑에서 기계를 다만 한 게임이라도 이긴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강화학습과 심층 

신경망의 조합인 ‘심층 강화학습’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기계학습 기술이라는 점은 알파고와 

그 후속작 알파제로의 화려한 성과들이 입증합니다. 그리고 덜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심층 강

화학습은 자율주행차 등의 좀 더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심층 강화학습의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는 이 책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

해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론을 충실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지

는 알려주지 않는 책이 있는가 하면, 예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잘 돌아가긴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은 이론과 실제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

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표 2.1(p.26)인데, 이런 접근방식에는 “관련된 모든 수학 

공식을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옮길 수 있다”(저자 머리말 참고)는 

저자들의 깨달음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론을 설명할 때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끈 그림(제2

장 참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큰 특징인데, 참신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번역하면서 저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책을 썼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번역서의 

독자도 그렇게 느낀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저자들의 열성은 예제 코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책을 위한 깃허브 저장소(http://mng.

bz/JzKp)를 보면 각 장의 예제 코드가 Jupyter Notebook 파일로 마련되어 있어서, 적절한 환경

을 갖춘 독자라면 실습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래밍 책이라도 그렇듯이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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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환경 구성이나 기반 소프트웨어의 변화 때문에 이 책의 예제들이 100% 잘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자들은 독자들이 깃허브 저장소에 제출한 이슈나 PR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돌아가지 않는 예제가 있다면 우선은 역자 웹사이트를 확인하되, 

원서 깃허브 저장소의 Issues 페이지와 Pull requests 페이지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역자 웹사

이트 http://occamsrazr.net의 ‘번역서 정보’ 페이지에 이 책을 위한 페이지로 가는 링크가 있

습니다. 거기서 예제 실행 오류를 알려 주시면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오타, 오역 보고도 환

영합니다.

 감사의 글로 옮긴이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5년여 전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제3판)을 시작으로 이 책까지 여러 뜻깊은 인공지능 학술서와 개발서의 번역을 제게 

맡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식과 수식을 조판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조판 디자이너인 최병찬 과장님을 비롯해 이 책의 탄생에 기여한 모든 분께 감

사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가족의 건강과 원고의 건강을 모두 지켜

낸 교정 전문가 오현숙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미있게 읽으시길!

― 옮긴이 류광

류광    

커누스 교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예술》 시리즈(한빛미디어)를 포함하여 60여 종의 다양한 IT 전문서를 번역한 

전문 번역가이다. 인공지능 관련 번역서로는 이 책 외에도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제3판)》(제이펍, 2016), 《심층 

학습》(제이펍, 2018), 《신경망과 심층 학습》(제이펍, 2019), 《파이썬으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인 액션》(제이펍, 2020)
이 있으며,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의 제4판을 준비 중이다.

번역과 프로그래밍 외에 소프트웨어 문서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며,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표준 문서 형

식으로 쓰이는 DocBook의 국내 사용자 모임인 닥북 한국(http://docbook.kr)의 일원이다. 홈페이지 occam’s 

Razor(http://occamsrazr.net)와 게임 개발 사이트 GpgStudy(http://www.gpgstudy.com)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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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강화학습은 2015년 딥마인드DeepMind가 다수의 아타리 2600용 게임들을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알고리즘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두 필자)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실질적인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두 필자 모두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했고 신경과학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오래전부터 인

공지능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사실 우리 중 한 명은 벌써 고등학교 시절에 C#으로 신경

망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그런 초기 경험이 있었지만 인공지능 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심층학습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2012년 

경에 심층학습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되살아

났다. 이 흥미롭고 급성장하는 심층학습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 우리는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기계학습 기술을 도입했다. 알렉스는 기계학습 공학자로 직업을 바꾸

고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서 일했으며, 브랜던은 학술적인 신경과학 연구에서 기계학습을 사

용하기 시작했다. 심층 강화학습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교과서와 1차 연구 논문들을 

읽었는데, 난해한 고급 수학과 기계학습 이론을 해독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층 강화학습의 기본을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관련된 모든 수학 공식을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

는 코드로 옮길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기계학습 세계에서 배운, 그리고 우리의 직업과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배

운 것들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블로그 글들에 좋은 평이 많이 달려서 아예 책

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려운 주제의 학습을 위한 자료의 대부

분이, 쉽게 쓰려다 보니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략해서 실제로는 학습에 도움이 되

지 않거나, 반대로 고급 수학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전문

가를 위한 문헌을 프로그래밍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비교적 풍부하지만 신경망은 기본만 알

머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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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강좌 형태로 이식하고자 우리가 노력한 결과이다. 우리는 비슷한 주

제의 다른 책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리고 독자가 책의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게 하는 우

리만의 참신한 교육 기법을 이 책에 도입했다. 이 책은 심층 강화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하지만, 

끝까지 읽어 나가면 딥마인드나 OpenAI 같은 업계 기반 연구진은 물론이고 버클리 인공지능 

연구소(Berkeley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BAIR)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같은 최고급 학

술 연구진이 고안한 최신의 알고리즘들도 구현하게 될 것이다.

― 지은이  알렉스 짜이, 브랜던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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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 그 과정에서 편집자 캔디스 웨스

트와 수재너 클라인의 신세를 많이 졌다. 이들은 책을 만드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도왔으며, 우리가 옆길로 새지 않게 해주었다. 책을 쓰려면 챙겨야 할 세부 사항이 아주 많은

데,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도운 편집진이 없었다면 많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을 들여 우리의 원고를 읽고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한 기술 편집자 마크-필립 휴

겟과 앨 크링클러, 그리고 모든 리뷰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체적으로, 리뷰어 알 라

히미, 아리엘 가미뉴, 클라우디오 베르나르도 로드리게스, 데이비트 크리프, Dr. 브렛 페닝턴, 

에즈라 조엘 슈로더, 조지 L. 게인즈, 갓프레드 아사모아, 헬무트 하우실트, 아이크 오콘쿼, 조

너선 우드, 칼리얀 레디, M.에드워드(에드) 보라스키, 마이클 홀러, 나디아 누리, 사트야짓 사랑

기, 토비아스 카츠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일한 매닝Manning 출판사의 모든 이에

게 고마움을 전한다. 개발 담당자 캐런, 리뷰 담당자 이반 마르티노비치, 프로젝트 담당자 디

어드리 하이엄 교정 담당자 앤디 캐럴, 감수 담당자 제이슨 에버릿에게 감사한다.

 요즘에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자가 출판으로 책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우리

도 처음에는 그쪽을 고려했다. 그러나 매닝과 저술 및 출판 전 과정을 경험해 보니, 전문적인 

편집진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통찰력 있는 피드백으로 문장의 명료

함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교정 담당자 앤디 캐럴에게 감사한다.

 알렉스는 학부생 시절 일찌감치 기계학습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지도교수 제이미에게 감

사한다.

 브랜던은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자신을 참아준, 그리고 멋진 

두 자녀 이슬라와 아빈을 자신에게 선사한 아내 신주Xinzhu에게 감사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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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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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대
이

하여

대상 독자
본서 《심층 강학학습 인 액션》은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서 최신 알고리즘의 구현까

지 독자를 이끄는 하나의 강좌(course)이다. 이 책은 하나의 강좌인 만큼, 각 장은 그 장의 주

제 또는 개념을 보여주는 주요 예제 프로젝트 하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 장의 주요 예제

는 현세대 소비자용 노트북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는 값비싼 GPU나 클라

우드 컴퓨팅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한 결정이다(물론 그런 자원이 있으면 예제들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 책은 프로그래밍 배경지식이 있으며 신경망(심층학습)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은 독자가 파이썬을 능숙하게 다루며 간단한 신경망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본 적이 있다고(비록 그 내부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가

정한다. 이 책에서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쓰이지

만, 강화학습 이외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심층학습 개념과 기법도 설명

한다. 따라서 꼭 심층학습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책으로 심층 강화학습을 배울 수 있다.

로드맵: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2부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심층 강화학습의 기초를 설명한다.

• 제1장에서는 심층학습과 강화학습을 개괄하고, 그 둘의 조합인 심층 강화학습을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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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에서는 이 책 전체에 계속 등장하는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의 첫 실용적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구현해 본다.

• 제3장에서는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두 가지 주요 범주 중 하나인 심층 Q 학습을 소

개한다. 심층 Q 학습은 2015년에 딥마인드가 여러 아타리 2600용 게임을 초인적인 수준

으로 플레이하는 데 사용한 알고리즘이다.

• 제4장에서는 심층 강화학습의 또 다른 주요 범주인 정책 기울기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훈련한다.

• 제5장에서는 제3장의 심층 Q 학습과 제4장의 정책 기울기 방법을 조합해서 행위자-비

평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혼성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제1부에서 닦은 토대에 기초해서 최근 심층 강화학습 분야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한다.

• 제6장에서는 생물학적 진화의 원리들을 이용해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진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다.

• 제7장에서는 확률 개념을 도입해서 심층 Q 학습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

한다.

• 제8장에서는 강화학습 에이전트에 일종의 호기심을 부여해서 외부의 단서 없이도 환경

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험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 제9장에서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훈련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다수의 에이전트가 상

호작용하는 시스템에 맞게 확장한다.

• 제10장에서는 주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해석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11장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지면 관계

상 다루지 않았지만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심층 강화학습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소개

한다.

제1부의 각 장은 그 이전 장에서 배운 내용에 기초하므로 모두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다. 제2부

의 장들은 아무 순서로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순서대로 읽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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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코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하나의 강좌인 만큼, 예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코드를 본문에 수록해 두었다. 예제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주요 코드는 ‘목록 1.1’ 형태의 

번호 붙은 제목과 함께 개별적인 코드 목록(listing)으로 제시하고, 간단히 실행할 만한 몇 줄 

정도의 코드는 제목 없이 제시했다(보통의 경우 파이썬 콘솔 프롬프트 >>>와 함께). 개별 코드 블

록과 본문 안의 코드 모두 env.reset()처럼 고정폭 글꼴로 표시했다.

 이 책을 출간하는 시점에서 본문에 수록된 모든 예제 코드는 잘 작동함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심층학습 분야와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언제까지라도 예제 코드

가 의도대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본문의 예제 코드는 또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데 필

요한 최소한의 형태로만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서 깃허브 저장소 http://mng.bz/JzKp에 있

는 좀 더 완전한(그리고 갱신된) 소스 코드를 참고하길 강력히 권한다. 우리 필자들은 이 저장소

를 적어도 한동안은 계속 갱신할 것이다. 깃허브 저장소에는 예제 프로젝트들의 코드가 편리

한 Jupyter Notebook 파일 형태로 수록되어 있고 코드의 주석도 더 상세하다. 또한 이 책의 여

러 그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추가적인 코드도 수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장에 대한 

Jupyter Notebook들을 참고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학습이 훨씬 원활할 것이다.

 우리 필자들은 이 책에서 여러분이 단지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피상적으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심층 강화학습의 핵심 개념들을 충실하게 배

우게 되리라고 믿는다. 심지어 언젠가 파이썬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기본을 이해한

다면 다른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로도 이 책의 모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대하여xvi



알렉스 짜이Alex Zai는 심화 코딩 부트캠프인 Codesmith의 CTO를 역임했고, 현재는 기술 자문

으로 일한다. 또한 그는 우버Uber의 소프트웨어 기술자이자 Banjo와 아마존의 기계학습 공학

자이며, 오픈소스 심층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MXNet에도 기여한다. 그는 또한 두 개

의 기업을 공동 창업한 기업가인데, 그중 한 회사는 Y-combinator에 참여했다. 

브랜던 브라운Brandon Brown은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는 파트타임으로 소

프트웨어 개발 일도 했지만, 결국은 의학으로 진로를 잡았다. 보건 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일한 적도 있는 그는 현재 의사이며, 심층 강화학습에 영감을 얻은 계산 정신 의학

(computational psychiatry)의 연구에 관심이 있다.

저자
개소

저자 소개 xvii



이 책의 앞표지에 나온 인물화에는 “Femme de l’Istria”, 즉 “이스트라의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

어 있다. 이 그림은 1797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Costumes de Différents Pays라는 화집의 일부인데, 

이 화집에는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Sauveur(1757-1810)가 여러 나라의 복식을 손

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채색한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다. 드 생소뵈르의 화집이 보여주는 다양

성은 200년 전만 해도 세계 여러 도시와 마을의 문화가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를 실감케 한다. 

지리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했다. 도시의 거리이든 시골 마을

에서든, 옷차림만 봐도 그 사람이 사는 곳이나 직업, 지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식이 변하고 그토록 풍부했던 지역별 다양성도 사라졌다. 이제는 옷차

림만으로는 어느 마을은커녕 어느 대륙에 사는 사람인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어쩌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을 개인 차원에서의 좀 더 다채로운 생활 방식과 맞바꾼 것일지도 모른

다. 물론 다수의 독자에게 그것은 다채로운, 그러나 숨 가쁘게 돌아가는 기술 의존적 생활 방

식일 것이다.

 고만고만한 컴퓨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매닝은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라세 드 생소뵈르의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서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을 기리고자 한다. 

표지
그림

개소

 표지 그림 소개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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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서(이글루시큐리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gym 환경에서 코드와 사례 설명을 함께 수록한 

책의 구성이 실행하며 배운다는 관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 액션’ 시리즈들은 코드를 실

행해 보며 배우는 저에겐 잘 맞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강화학습 번역서가 없던 때에 영

어로 강화학습 용어들을 접해서 그런지 번역된 단어가 한 번에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용현(마이크로소프트 MVP)

수학 및 통계 관련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입문자용 서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각광

을 받고 있는 파이토치와 gym을 이용하여 강화학습 코드를 만들어 보고, 사용된 코드에 대

한 이론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에만 치우쳐 교재 같은 책과 코드만 강조하여 배경

을 이해하기에 설명이 부족한 책의 중간을 유지하면서 강화학습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일관

성 있는 역자분의 깔끔한 문체와 번역은 도서 내용 이외에 번역체를 읽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가 없어 즐거운 독서가 되었습니다.

    사지원(현대엠엔소프트)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코드로 이해하는 강화학습 전문서’입니다. 수학의 어려움으로 강화

학습 공부를 주저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

만, 책에서 소개된 수학적 내용과 이를 파이썬 코드로 옮기면서 독자들 스스로 강화학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이펍에서 펴낸 《단단한 강화학습》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용어 선정은 독자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변경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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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헌(규슈대학교 대학원)

책을 받고 나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인 액션’ 시리즈 중에

서도 이해하기 쉽고 응용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번역도 상당히 읽기 편하고 역자분의 코멘트도 적절해서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

화학습의 기본을 익힌 후에 더 최신 내용을 배우고 싶고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은 수식과 이론보다는 코드와 간결한 설명으로 최신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서 

빠르게 익히고 따라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단한 강화학습》을 읽고 

이 책을 읽으면 주요 내용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민혁(현대모비스)

강화학습의 이론과 예제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강화학습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다만,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세한 용어 번역이 낯설 수 있습니다.

    이요셉(지나가는 IT인)

지적으로 도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읽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강화학습의 구성 및 동작 방식

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점

도 좋았고, 수학 수식과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를 병기한 점도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태환

강화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엄밀히 설명하면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인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친근하게 개발도 

하면서 강화학습에 대해 깊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조원양(하이트론씨스템즈)

이 책은 강화학습의 기본 내용부터 최신 이론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

트 II는 다른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귀중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강화학습을 폭넓게 

공부하려는 엔지니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시연(데이터 저널리스트)

심층 강화학습은 마치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해 목표하는 결과로 이끄는 마케팅과 비슷한데

요. 목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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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합니다. 이때 큰 장점은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 빠른 속도로 다시 최적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

람은 수학적 지식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능력만 갖춰져 있습니다. 이 책은 수학적 

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끈 그림을 활용해 도식화해서 심층 강화학습을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심층 강화학습의 큰 틀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나 처음 접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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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s
P A R T  I

다섯 장(chapter)으로 이루어진 제1부는 심층 강화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을 가르친다. 제1부의 
장들을 차례로 읽고 나면, 제2부의 장들은 아무 순서로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은 심층 강화학습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심층 강화학습의 주요 개념과 용도를 배우게 

될 것이다. 제2장부터는 구체적인 예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심층 Q 신경망을 구현한다. 심층 Q 신경망은 초인적인 실력으로 아타리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딥마인드가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알고리즘이다.

제4장과 제5장은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정책 기울기 방법과 행위자-비평자 

방법을 소개한다. 심층 Q 신경망에 비한 그 두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Foundations
P A R T  I



1
강화학습이란?

C H A P T E R

이번 장의 내용

 ■ 기계학습의 개요 

 ■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서의 강화학습 소개 

 ■ 강화학습의 기본 틀

미래의 컴퓨터 언어에서는 컴퓨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절차를 서술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수

행했으면 하는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마빈 민스키Marvin Minksy, 1970년 ACM 튜링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이 책을 선택한 독자는 이미지 분류나 예측 문제에 심층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그렇지 않은 독자라면 부록 A의 심층학습 관련 내용을 읽어 보기 바란다). 

기계학습의 한 분야인 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은 심층학습 모형(즉,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 과제를 해결하려 한다(강화학습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1.2절에서 정의할 것이다).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는 여러 범주(category)의 

이미지들, 이를테면 다양한 동물 이미지들을 기계학습 모형역주1이 분석해서 각 이미지가 구체

적으로 어떤 동물인지를 분류한다(그림 1.1).

역주1    모델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책에서는 통계학, 제어이론 등 기계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와의 연관

성을 고려해서 ‘모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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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류기

고양이

고양이

개

개

이미지 분류기

그림 1.1  이미지 분류기는 이미지 하나를 입력받고 그 이미지의 분류명, 즉 유한한 개수의 범주 또는 부류(class) 
중 그 이미지가 속한 부류의 이름을 돌려주는 함수 또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1.1 심층 강화학습에서 ‘심층’의 의미
심층학습 모형(deep learning model)은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기계학습 모

형의 하나일 뿐이다. 일반화해서 말하면, 분류 문제란 어떤 입력 하나(그림 1.1의 예에서는 이미

지)를 받고 그 입력의 분류명(그림 1.1의 예에서는 이미지가 묘사하는 동물의 종류)을 돌려주는 함수 

또는 모형을 구하는 것일 뿐이다. 보통의 경우 그런 함수에는 고정된 개수의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parameter; 또는 모수)들이 있다. 이런 종류의 모형을 매개변수 모형(parametric model; 또는 모

수적 모형)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모형의 매개변수들을 난수(무작위한 값)로 초기화한다. 따라

서, 이 상태의 모형에 이미지를 입력하면 무작위한 분류명이 나온다. 모형이 좀 더 정확한 분

류명을 출력하도록 매개변수들을 반복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훈련(training)이라고 부른다.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형의 매개변수들이 최적의 값들에 도달하며, 그때부터는 훈

련을 더 반복해도 분류 결과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매개변수 모형은 회귀(regression)에도 쓰

인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귀는 모형을 일단의 데이터data(자료)에 적합시킴으로써 모형으로 미

지의(이전에는 보지 못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2). 매개변수가 더 많거나 내부 

구조가 더 정교한 모형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회귀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

 심층 신경망은 주어진 과제(이를테면 이미지 분류 등)를 푸는 여러 매개변수적 기계학습 모

형 중 가장 정확한 것이 심층 신경망일 때가 많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심층 신경망

의 위력은 대체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심층 신경망은 수많은 층(layer; 또는 

계층)으로 이루어진다(‘심층’이라는 말은 그래서 붙은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층 덕분에 심층 신경

망은 입력 데이터의 계층적 표현(layered representation)을 학습할 수 있다. 계층적 표현은 합성성

(compositionality; 또는 조합성, 구성성)을 가진다. 간단히 말하면, 계층적 표현은 복잡한 데이터

를 좀 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의 합성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러한 구성요소들은 각각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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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구성요소들로 분할되어서 결국에는 더 쪼갤 수 없는 원자적 단위들에 도달한다.

 자연어(인간의 언어)에도 그런 합성성이 있다(그림 1.3).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은 여러 장

(chapter)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여러 문단으로, 각 문단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다. 그런 식으

로 나아가다 보면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인 단어에 도달한다. 이러한 각각의 분할 수준에 나름

의 의미가 있음을 주의하기 바란다. 한 권의 책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 문단은 전체 의미에 일조하는 작은 규모의 요점을 담고 있다. 심층 신경망이 데이

터의 합성 표현을 배우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심층 신경망은 이미지를 일단의 기

본적인 윤곽선들과 재질(텍스처)들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런 기본 요소들을 좀 더 완전한 형상

으로 조합함으로써 급기야는 복잡한 이미지 전체를 파악한다. 대체로 심층 신경망의 위력은 

이처럼 합성적 표현으로 복잡성을 처리하는 능력에서 비롯한다.

매개변수 함수

매개변수 함수

훈련 데이터

훈련 데이터

훈련되지 않은 매개변수 함수

훈련된 매개변수 함수

(a)

(b)

그림 1.2  아마도 가장 단순한 기계학습 모형은 f(x) = mx + b 형태의 간단한 직선 함수일 것이다. 이 직선 함수
에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m과 절편에 해당하는 매개변수 b가 있다. 이들은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들이므로, 이 직선 함수는 하나의 매개변수 함수 또는 매개변수 모형에 해당한다. 2차원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두 매개변수를 무작위로 초기화한 후(이를테면 [m = 3.4, b = 
0.3]) 그 자료점(data point)들로 훈련 알고리즘을 돌려서 직선이 그 훈련 데이터에 잘 적합하도록 매개
변수들을 조정한다. (b)는 두 매개변수가 최적값 [m = 2, b = 1]에 가깝게 조정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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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John hit the ball” 같은 문장을 개별 단어 수준에 이를 때까지 거듭 
분해해서 일종의 위계구조(트리)를 얻을 수 있다. 그림의 예에서 문장

(sentence, S)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noun, N)와 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구(verb phrase, VP)로 분해되며, 동사구는 다시 동사 “hit”와 명
사구(noun phrase, NP)로 분해된다. 명사구는 개별 단어 “the”와역주2 

“ball”로 분해된다.

1.2 강화학습2

문제와 그 해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task)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알고리즘을 구분해야 한다. 심층학습 알고리즘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과제에 적용할 수 있다. 심층학습 알고리즘의 흔한 적용 대상은 이미지 분류 

및 예측 과제이다. 심층학습 이전의 자동 이미지 처리 기법들은 복잡한 이미지를 제대로 처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도가 아주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이미지 처리 외에도 자동화가 유용한 

과제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차량 주행)이나 주식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도 자동

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차량 자율주행에도 이미지 처리가 어느 정도 포함되지만, 자율

주행에서는 시각 정보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들을 통틀어 제어 

과제(control task)라고 부른다.

비디오 게임 게임 컨트롤러

갱신

입력 동작 지정

강화학습 알고리즘

그림 1.4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과는 달리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와 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강화학습 알
고리즘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다음에 취할 동작을 결정한다. 그 동작(행위)에 따라 이후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의 예에서는 비디오 게임이 입력이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다

음에 취할 동작을 결정해서 게임 컨트롤러를 움직인다. 그러면 게임이 갱신된다(플레이어 캐릭터가 이

동하거나 무기를 발사하는 등).

역주2    참고로 그림의 D는 definite article, 즉 정관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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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제어 과제의 표현 및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틀(프레임워크)이

다. 강화학습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과제(그림 1.4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 

등)에 맞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강화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심층

학습 알고리즘이 흔히 쓰이는데, 이는 심층학습에 복잡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이 있기 때문이다.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강화학습을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심층 강화학습에 초점을 두지만, 여러분은 제어 과제를 위한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틀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림 1.5는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틀에서 심층학습이 어

디에 자리하는지 보여준다. 강화학습의 일반적인 틀을 소개한 후에는 그 틀에 맞는 적절한 심

층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강화학습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며, 심층학습에 관해 잘 몰랐던 것들도 배우게 될 것이다.

기계학습

심층학습

제어 과제

강화학습

심층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다

강화학습은 제어 
과제를 해결하는 

틀이다

강화학습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5  심층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다.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강화학습을 위한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
해서 제어 과제를 풀 수 있다.

 이미지 처리에서 제어 과제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시간이라는 요소가 도입되어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처리에서는 고정된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심층학습 알고리즘

을 훈련한다. 훈련을 충분히 반복하면 새로운 미지의 이미지들을 분류 또는 예측하는 고성능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 이때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 집합(data set)을역주3 일종의 데이터 ‘공간

(space)’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추상적인 공간에서 비슷한 이미지들은 서로 가까이 있고,  구

별되는 이미지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그림 1.6).

 제어 과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데이터 공간을 처리하지만, 각 데이터 조각에 시간이라는 추

가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제어 과제에서는 데이터가 시공간에 존재한다. 이

는 알고리즘이 주어진 한 시점에서 내리는 결정에 그 이전 시점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

이다. 통상적인 이미지 분류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는 이런 특징이 없다. 시간의 존재 때문에 

훈련은 동적으로 변한다. 즉, 알고리즘의 훈련에 쓰이는 데이터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알고리

즘이 내린 결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역주3    데이터 세트라고도 하지만, 부분집합, 합집합, 교집합 등 집합(또는 중복집합)의 개념 및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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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단어들을 2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현한 그래프. 점의 색은 단어의 품사를 나타낸다. 비슷한 단어들은 
뭉쳐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떨어져 있다. A, B, C, D는 뜻이 비슷한 단어들의 군집들이다.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도 이처럼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군집화 특성을 보일 때가 많다.

 통상적인 이미지 분류와 비슷한 과제들은 대부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의 범주에 속

한다. 지도학습에서는 학습 알고리즘(학습 모형)을 훈련할 때 ‘정답’을 제시해서 알고리즘을 올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학습 알고리즘은 처음에는 무작위로 분류 또는 예측 결과를 산출하

되,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정답과 자신의 결과를 비교해서 점차 매개변수들을 조정해 나간다. 

따라서 지도학습을 위해서는 정답이 포함된 훈련 데이터, 소위 분류된 데이터(labeled data)를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 있

다. 다양한 식물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심층학습 알고리즘을 훈련하려면 수천, 수만 

장의 식물 이미지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들 각각에 적절한 분류명(식물 종 이름)

을 붙이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흔히 행렬 형태)으로 변환해서 훈련 데이

터를 준비해야 한다.

 반면 강화학습에서는 각 단계의 ‘정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최종적인 목표(goal)와 피해야 

할 상황을 지정하고, 행동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개에게 묘기

를 가르칠 때 잘했으면 잘했다고 간식을 주는 것과 비슷하게, 강화학습에서는 알고리즘이 어

떤 상위 목표(고수준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제공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벌점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과제라면 “충돌 사고 없이 A 지점에서 B 지점

으로 간다”를 상위 목표로 삼으면 될 것이다. 만일 차량이 B 지점에 좀 더 가까워지는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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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다면 보상을 제공하고, 뭔가와 충돌하면 벌점을 제공한다. 이런 훈련 과정을 실제 도로에

서 실행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므로, 먼저 시뮬레이터 안에서 충분히 훈련을 반복한다.

팁  일상 언어에서 ‘보상(reward)’은 항상 긍정적인 뭔가를 의미하지만, 강화학습에서는 그냥 알고리즘

의 학습에 쓰이는 부호 있는 수치이다. 즉, 보상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보상이 양수일 

때는 일상 언어의 보상과 부합하지만, 음수일 때는 일상 언어의 ‘벌점(penalty; 또는 벌칙)’에 해당한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주된 목적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보상을 최대화하려면 알고

리즘은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능력들을 배워야 한다. 알고리즘이 적절한 행동을 취

했을 때 양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뭔가 부적절한 동작을 취했을 때 음의 보상을 제

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좋은 동작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동작들도 배

우게 된다. 이처럼 보상과 벌점을 통해서 모형의 행동 방식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강

화한다는 점에서(그림 1.7) 강화학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동물이 뭔가를 배우는 과정과 

상당히 비슷하다. 동물은 기분이 좋아지거나 만족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방법과 고통을 주

는 행동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습 알고리즘
동작을 취한다

긍정적/부정적 강화

산출한다

제어 과제

보상

그림 1.7  강화학습의 틀에서 특정 종류의 학습 알고리즘은 주어진 제어 과제(로봇 청소기 운행 등)를 풀기 위한 
동작들을 결정한다. 그 동작에 따라 양 또는 음의 보상이 산출되며, 그 보상은 알고리즘의 행동 방식

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강화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알고리즘은 제어 과제를 푸는 방법을 배

우게 된다.

1.3 동적 계획법과 몬테카를로 방법
앞에서 우리는 과제를 완료했을 때 높은 보상(긍정 강화)을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

을 때는 벌점(부정 강화)을 주어서 알고리즘을 훈련한다는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 로봇 청소기가 집 안의 한 방에서 부엌에 있는 충전 단자까지 가는 것이 

상위 목표인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예에서 로봇 청소기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은 왼쪽으로 이

동, 오른쪽으로 이동, 전진, 후진 총 네 가지이다. 각 시점(time point)에서 로봇 청소기는 네 동

1.3  동적 계획법과 몬테카를로 방법 9



3
가장 나은 동작의 선택:  
심층 Q 신경망(DQN)

C H A P T E R

이번 장의 내용

 ■ Q 함수를 신경망으로 구현한다. 

 ■ PyTorch로 심층 Q 신경망을 구축하고 Gridworld를 플레이한다.

 ■ 파국적 망각 문제를 경험 재현으로 처리한다. 

 ■ 목표망을 이용해서 학습의 안정성을 개선한다.

이번 장은 심층 강화학습의 혁신이 시작된 지점인 딥마인드의 심층 Q 신경망(deep Q network, 

DQN)에서 시작한다. 아타리 게임들의 플레이를 학습하는 데 쓰인 것이 바로 이 심층 Q 신

경망이다. 그런데 실제로 아타리 게임들을 예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므로, 그 대신 

Gridworld그리드월드라고 하는 간단한 콘솔 기반 게임을 환경으로 사용한다. 비록 단순화된 게임 

환경이긴 하지만, 기법 자체는 딥마인드가 사용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Gridworld는 하나의 특정한 게임이 아니라 일단의 비슷한 게임들이 속한 하나의 틀이다. 

Gridworld의 게임들은 모두 하나의 격자(grid) 형태의 게임판에서 벌어진다. 모든 Gridworld 게

임에는 플레이어(에이전트)와 목적 타일(게임의 목표)이 있다. 또한, 게임에 따라서는 에이전트의 

이동을 방해하는 타일이나 에이전트에게 긍정적/부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한 타일을 사용

할 수도 있다. 플레이어는 정사각 격자 위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면서 목표 타일에 도달하거

나 긍정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 플레이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목표 타일에 도달하는 것만

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피해서 최대한 짧은 경로로 목표 타일에 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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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 함수
이번 장의 예제들은 원서 깃허브 저장소(http://mng.bz/JzKp)에 있는 아주 간단한 Gridworld 

엔진을 사용한다. 필요한 파일들은 깃허브 저장소의 Chapter 3 폴더에 있다.

 그림 3.1은 첫 번째 예제에서 사용할 간단한 Gridworld 게임을 묘사한 것이다. 이후 예제

들은 점점 더 어려운 버전을 사용한다. 이번 게임에서 우리의 목표는 심층 강화학습 에이전트

가 게임판 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경로를 따라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자세한 

구현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 장들에서 배운 것 중 이번 장에서도 계속 사용할 몇 가지 핵심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 보자.

A

W

A : 에이전트

W: 벽
-: 구덩이
: 목표

그림 3.1  간단한 Gridworld 게임 설정. 에이전트(A)는 최단 경로를 따라 목표 타일(+)에 도달해야 한다. 도중에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

 상태는 환경이 에이전트에 제공하는 정보이다. 에이전트는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이 취할 

동작을 결정한다. 비디오 게임의 원본 픽셀, 자율주행차의 감지기(센서) 데이터가 그러한 상태

이고, Gridworld의 경우에는 격자(게임판) 위의 모든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텐서가 하나의 상

태이다.

 π로 표기하는 정책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상태에 기초해서 동작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블랙잭 플레이어가 자신의 손패와 딜러의 패(이 둘의 조합이 하나의 상태이

다)와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히트 또는 스테이stay(카드를 더 받지 않는 것)를 결정하는 전략도 하

나의 정책이다. 물론 이는 아주 비효율적인 정책이지만, 어쨌든 에이전트의 동작을 결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블랙잭의 경우에는 카드 수치가 

19가 될 때까지는 항상 히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일 것이다.

 보상은 동작을 취한 후 에이전트가 받는 신호 또는 피드백이다. 동작을 취하면 환경은 새 

상태로 변하며, 그 상태의 가치에 따라 보상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체스에서 에이전트의 한 

수가 상대방에 대한 체크메이트로 이어진다면 에이전트는 +1의 보상을 받고, 반대로 그 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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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에이전트가 체크메이트 상태가 되면 -1의 보상을 받는 식이다. 그 외의 상태에 대한 보상

은 0으로 두면 될 것이다(에이전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므로).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와 정책 π에 기초해서 동작을 취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상태 S1

동작 a1

동작 at
상태 St

보상 R1

보상 Rt

시작 상태 S1에서 시작해서 정책에 따라 일련의 동작을 수행해서 얻은 보상들의 가중합

(weighted sum), 즉 기대 보상을 그 상태의 가치(value)라고 부른다. 주어진 상태 s의 가치를 돌려

주는 가치 함수를 Vπ(s)로 표기한다.

이 식에서 보듯이, 가치는 가중치 w1, w2 등을 보상들에 곱하고 모두 합산한 것이다. 보상들

을 그냥 합하는 대신 가중합을 사용하는 것은 먼 미래의 보상보다 최근의 보상이 가치에 더 

크게 반영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가중합은 여러 정량적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통계량인 기댓값(expected value)으로, E[R |π,s]라고 표기한다. 이 표기는 “정책 π

와 시작 상태 s가 주어졌을 때의 기대 보상”을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Qπ(s,a)는 상태 s에서 정

책 π에 따라 동작 a를 취했을 때의 가치를 뜻하는 동작-가치 함수(action-value function)이다. 이

는 곧 E[R |π,s,a]이다. 저자에 따라 선호하는 표기법이 다르니, 둘 다 기억해 두면 강화학습 

관련 문헌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2.7.2에서 직접 훈련 방식과 간접 훈련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간접 방식(최선의 동작들을 직

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큰 상태들을 먼저 배우는 것)을 사용할 때는 상태의 가치가 정책 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블랙잭에서 현재 카드 합이 20인 상

태일 때, 가능한 두 동작 히트와 스테이 중 스테이를 선택해야 이 이 상태의 가치가 높게 유지

된다. 카드 합이 20일 때 히트를 선택한다면 버스트(카드 합이 21을 넘는 것)가 되어서 게임에 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상태의 가치가 낮아진다. 다른 말로 하면, 상태의 가치는 그 상태에서 취

할 수 있는 최선의 동작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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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 학습 개요
2013년에 구글의 딥마인드 팀은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심층 강화

학습을 이용한 아타리 게임 플레이)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곱 가지 Atari 2600 게임 중 여섯 

개에서 게임 점수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새로운 접근 방

식을 소개했다. 특히,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게임의 원본 픽셀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는(사람이 

화면만 보고 플레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이 특징이었다. 심층 강화학습 분야는 바로 이 논문에

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개선한 기존 알고리즘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Q 학습(Q-learning)이라는 것이었

다. 유의미한 발전이 있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원인은 지난 몇

십 년간 인공 신경망 분야 자체가 죽어 있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알고리즘과 저렴하고 강력한 

GPU 덕분에 좀 더 큰 신경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심층학습의 붐이 일

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거기에 더해, 딥마인드 팀은 기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괴롭

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참신한 기법으로 해결했다. 그럼 Q 학습이 무엇이고 딥마인드가 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2.1 Q 학습이란?

명민한 독자라면 Q 학습이라는 용어에서 이전에 설명한 동작-가치 함수 Qπ(s,a)를 떠올릴 것

이다. 그러나 그 함수 자체가 Q 학습을 고유하게 특징짓는 것은 아니다. Q 학습은 최적의 동

작 가치들을 학습하는 한 방법인데, 동작 가치들을 학습하는 방법은 Q 학습 외에도 여러 가

지이다. 가치 함수와 동작-가치 함수는 강화학습의 일반적인 개념들이라서 다양한 곳에 등장

한다. Q 학습은 두 개념을 활용하는 여러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여러분은 Q 학습 알고리즘을 이미 맛보았다. 제2장의 광고 배치 최적화 예제에 적용

한 것이 다름 아닌 Q 학습이다. Q 학습의 핵심은 상태-동작 쌍의 가치를 예측하고, 그 예측 

가치를 몇 시점 이후에 그때까지 관찰된 누적 보상과 비교해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들을 갱신

함으로써 다음번에 더 나은 가치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 배치 최적화 예제에서, 주

어진 상태에서 각 동작의 기대 보상(가치)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신경망을 갱신한 것과 동일한 

접근 방식이다. 제2장 예제의 알고리즘은 좀 더 일반적인 Q 학습 알고리즘 부류의 구체적이고 

간단한 하나의 사례였다. Q 학습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갱신 규칙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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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Q 학습 갱신 규칙

수학

갱신된 Q 가치 현재 Q 가치 관측된 보상 모든 동작의 최대 Q 가치

단계 크기(학습 속도) 할인 계수

의사코드

def get_updated_q_value(old_q_value, reward, state, step_size, discount):

     term2 = (reward + discount * max([Q(state, action) for action in

              actions])

     term2 = term2 - old_q_value

     term2 = step_size * term2

     return (old_q_value + term2)

설명

시점 t의 Q 가치를 현재 Q 가치와 향후 기대 가치(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최적으로 플레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치)의 합으로 갱신한다.

3.2.2 Gridworld 해법

그럼 Q 학습 갱신 공식을 Gridworld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생각해 보자. 이 예제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장의 간단한 Gridworld 게임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플레이할 때와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는 게임판(격자)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물체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만 알 수 있다. 훈련되지 않은 상태의 에이전트

는 이 게임의 작동 방식에 관해 아무 지식도 없다. 단지 목표 타일에 도달하면 보상을 받는다

는 점만 알 뿐이다. 아무 사전 지식도 없는 학습 알고리즘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연속적인(적어도 체감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인간과는 달리, 알고리즘은 이산적인 

세계에서 살아간다. 즉, 알고리즘은 불연속적인 시간 단계(time step) 또는 시점(time point)들에

서 작동한다. 시간 단계 1에서 알고리즘은 게임판을 “살펴보고”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결정

하며, 그 동작은 게임판을 변경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후의 시간 단계들에서 계속 반복된다.

 그럼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해 보자. 다음은 Gridworld 게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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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전트는 게임의 한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주어진 한 시점 t에서 게임의 상태 St

는 게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Gridworld의 게임 상태(게임판 구성)는 하나의 4×

4×4 텐서로 표현된다. 게임판과 그 구성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 St에서 취할 수 있는 각 동작을 St와 함께 심층 신경망(또는 다른 어떤 그럴듯한 기계학습 알

고리즘)에 넣는다. 신경망은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동작을 취했을 때의 가치를 예측한

다(그림 3.2).

Q 함수 동작 가치

상태

동작

그림 3.2  상태와 동작을 받고 그 상태에서 그 동작을 취했을 때의 가치(기대 보상)를 돌려주는 함수면 
어떤 것이라도 Q 함수로 사용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동작에 대한 보상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을 취했을 때의 

가치의 기댓값(기대 보상)을 예측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기대 보상은 주어진 상태

에서 주어진 동작을 취한 후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정책 π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장기적인 평균 보상이다. 주어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동작(또는 좀 더 가망 

있는 일부 동작들)에 대해 이러한 기대 보상을 계산한다.

3. 선택된 동작(신경망이 가장 가치가 큰 동작이라고 예측한 것이든, 또는 탐험을 위해 무작위로 선

택한 것이든)을 수행한다. 그러면 게임은 새 상태로 전이한다. 시점 t에서 취한 동작을 At

로 표기하고 새 상태를 St+1, 그에 대한 보상을 Rt+1로 표기하기로 하자. 이 보상은 학습 

알고리즘이 좀 더 나은 예측을 하도록 훈련하는 데 쓰인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그림 3.3

에 나와 있다.

4. St+1을 입력으로 삼아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가치가 가장 큰 동작을 찾는다. 알고리즘이 

예측한 가치 Q(St+1,a)는 상태 St+1의 모든 동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대 가치에 해

당한다.

5. 이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들을 갱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갖춰졌다. 평균제곱오

차 같은 어떤 손실함수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이 예측한 가치와 목표 예측 가치 Q(St,At) 

+ α[Rt+1 + γmaxQ(St+1,A) - Q(St,At)]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훈련을 한 주기(epoch)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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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dworld

‘위로 이동’ 동작
관측된 
보상: 0

관측된 
보상: +1

Q 함수

Q 함수

갱신에 사용

예측

예측

Q 가치

Q 가치

0.5

0.2

갱신에 사용입력

입력

입력

입력
‘우로 이동’ 동작

Gridworld

시간 단계 1

시간 단계 2

그림 3.3  Gridworld에 대한 Q 학습의 구조. Q 함수는 상태와 동작을 받고 그 상태-동작 쌍의 기대 보상(가치)
을 돌려준다. 더 나은 그 동작을 취해서 나온 실제 보상(관측된 보상)과 Q 학습 갱신 공식으로 Q 함수
의 매개변수들을 갱신해서 예측 능력을 향상한다.

3.2.3 초매개변수

앞의 단계 5에 나온 공식에 있는 γ와 α는 실제 학습에는 관여하지 않고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

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이다. 이런 매개변수를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라고 부른다. 매개

변수 α알파는 학습 속도(learning rate; 또는 학습률)에 해당한다. 다른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도 학습 속도 초매개변수가 있다. 학습 속도는 훈련의 각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초매개변수를 작게 잡으면 각 단계에서 매개변수들이 조금만 갱신

되고, 크게 잡으면 크게 갱신된다.

3.2.4 할인 계수

매개변수 γ감마는 할인 계수(discount factor)이다. 할인 계수는 에이전트가 결정을 내릴 때 향후 

보상들의 영향을 얼마나 감소(‘할인’)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간단한 예

로 설명해 보겠다.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이 두 개인데, 한 동작은 보상 

0과 보상 +1로 이어지고 다른 동작은 보상 +1과 보상 0으로 이어진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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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다른 최적화 방법:  

진화 알고리즘

C H A P T E R

이번 장의 내용

 ■ 최적화 문제를 푸는 진화 알고리즘

 ■ 이전 알고리즘들에 비한 진화 알고리즘의 장단점

 ■ 역전파 없이 CartPole 게임 학습하기 

 ■ 진화 전략이 다른 진화 알고리즘보다 규모가변성이 좋은 이유

인공 신경망은 실제 뇌에서 적으나마 영감을 받아서 고안된 것이며, 합성곱 신경망은 동물의 

시각(vision)에서도 영감을 얻었다. 기술과 공학 분야가 생물의 기관과 조직에서 영감을 얻어 발

전한 예는 예전부터 많았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은 다양한 문제를 우아

하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진화 자체를 컴퓨터에 적용해서 문제의 해

법을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차차 보겠지만, 진화로 문제를 푸는 것

은 실제로 가능하며, 실제로 놀랄 만큼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구현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자연의 생명체들은 진화를 통해서 그 생물학적 형질이 변하고 새로운 형질이 만들어지는

데, 그 메커니즘은 간단하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아진다. 주어진 유전자(gene)

가 개체의 생존에 얼마나 유리한지는 전적으로 그 환경에 의존하는데, 많은 경우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고 동적이다. 다행히 강화학습을 위한 모의 진화 환경은 그보다 훨씬 간단하다. 일반

적으로 그냥 신경망의 훈련을 위해 손실값이라는 수치 하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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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에서는 진화 과정을 모의로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위한 신경

망을 역전파와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훈련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6.1 강화학습의 또 다른 접근 방식
앞에서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장점인 것처럼 말했는데, 왜 그럴까? 심층 Q 학습

에서는 Q 함수를 신경망으로 근사하며, 정책 기울기 방법 역시 정책 함수를 신경망으로 근사

한다. 그림 6.1에서 보듯이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수집하고, 역전파를 이

용해서 자신의 신경망의 정확도를(따라서 정책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그런데 신경망을 안정적이

고 효과적으로 훈련하려면 최적화 함수의 종류나 미니배치 크기, 학습 속도 같은 여러 초매개

변수(hyperparameter)를 세심하게 선택하고 조율해야 한다. 심층 Q 신경망과 정책 기울기 알고

리즘 모두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름에서 짐작하겠지만 확률

적 경사 하강법은 확률적인, 다시 말해 “잡음 섞인” 기울기들에 의존한다. 이런 확률적 성격 

때문에, 모형들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학습한다는(즉, 충분히 좋은 국소 최적점 또는 전역 최적점으

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다.

St

취한다

현재 상태

받는다

받는다 새로 산출한다

표현된다

바뀐다

바꾼다

St + 1

Rt + 1

at

동작

상태

상태

보상

에이전트 환경

그림 6.1  이전에 설명한 알고리즘들에서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들을 수집하고 그 경험들에서 
배운다. 이러한 과정을 에이전트가 충분히 학습할 때까지 거듭 반복한다.

 환경과 신경망의 복잡도에 따라서는 그런 초매개변수들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경사 하강법과 역전파를 적용하려면 모형이 미분 가능이어야 한다. 흥

미롭고 유용하긴 하지만 미분 가능이 아니라서 경사 하강법으로 훈련하지 못하는 모형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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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 하나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대신, 진화론을 채용해서 자연선택으로 에이전트

들을 진화시키면 어떨까? 즉, 매개변수(가중치)들이 서로 다른 여러 에이전트를 환경에 풀어 놓

고 성과가 좋은 것들을 ‘교배’시켜서 부모의 좋은 형질들을 물려받은 새 에이전트들을 만들자

는 것이다. 이런 생물학적 진화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초매

개변수들을 조율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에이전트가 “제대로” 학습하는지 알기 위해 훈

련 반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미 좋은 성과를 낸 에이전트들을 선택

하기만 하면 된다(그림 6.2).

에이전트 개체군
상호작용

상호작용 선별

결정

교배

환경

새로운  
에이전트 세대

적합도순 개체군

최대 적합 
에이전트 개체군

그림 6.2  진화 알고리즘은 경사 하강법 기반 최적화 기법과는 다르다. 진화 접근 방식에서는 다수의 에이전트를 
경쟁시켜서 얻은 가장 나은 가중치들을 다음 세대의 에이전트들로 상속한다.

 이런 부류의 알고리즘들에는 개별 에이전트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진화 알고

리즘은 경사 하강법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래서 기울기 무관 알고리즘(gradient-free algorithm)이

라고 부른다. 진화 알고리즘은 개별 에이전트를 어떤 목표 쪽으로 이끌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다.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는 “자연선택은 전혀 무작위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적의 에이전트를 구축하려는, 

좀 더 정확하게는 발견(discover)하려는 진화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 역시 전적으로 운에만 의

존하지는 않는다. 형질이 다양한 개체(에이전트)들로 이루어진 개체군(population; 또는 군집)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들을 선택함으로써 점점 더 나은 에이전트를 얻게 된다.

6.2 진화를 이용한 강화학습
이번 절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적합도(fitnes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적자’, 즉 적합도

가 가장 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교배해

서 새 에이전트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거기에 변이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이야기한다. 이러한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번 절의 끝에서는 그러한 

다세대 과정을 반영한 전체 훈련 루프를 제시한다.

6.2  진화를 이용한 강화학습 163



6.2.1 진화론의 개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웠겠지만, 자연선택은 각 세대에서 “가장 적합한” 개체를 선택한다. 가장 

적합한 개체 또는 최대 적합 개체(‘적자’)는 곧 재생산(번식) 성공 확률이 가장 큰 개체이므로, 

그런 개체들의 유전 정보가 이후 세대에 전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나무 열매를 

따 먹기 좋은 형태의 부리를 가진 새들은 더 많은 열매를 따 먹을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자

손을 남길 것이다. 그러면 그 부리 형태와 관련된 유전자가 더 많은 후손으로 전해진다. 그런

데 “가장 적합한”이라는 개념은 환경에 상대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북

극의 얼음투성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를, 

개체에 적합도 점수를 부여하는 목적함수 또는 적합도 함수를 환경이 결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적합도 함수는 환경 안에서 개체의 성과에 따라 적합도를 부여한다. 그리고 개체의 성

과는 전적으로 유전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생물학에서 변이(mutation)는 생명체의 특성을 아주 미세하게만 바꾼다. 두 세대 사이에 변

이가 일어나도 세대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그런 변이와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다. 새 부리 진화의 예에서, 처음에는 한 개체군의 새들

이 모두 부리가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작위한 변이들이 개체

군에 도입된다. 그러한 변이들의 대부분은 아마 새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심

지어는 생존과 번식에 해로운 변화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군집이 충분히 크고 세대가 

충분히 많이 지나가면,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는 변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변이 덕분에 유리

한 부리를 가진 새들은 다른 새들보다 먹이를 더 잘 구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를 다

음 세대로 전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는 유리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많아

진다.

 진화 강화학습(evolutionary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더 높은 보상을 얻

는 에이전트의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여기서 형질(trait)은 곧 모형의 매개변수들(신경망

의 가중치들) 또는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적합도는 에이전트를 환경

에서 실행해서 얻을 기대 보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A와 에이전트 B가 아타리 게임 브레이크아웃을 플레이했는데 에이전

트 A의 평균 점수는 500점이고 에이전트 B는 300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에이전트 A가 B보다 

브레이크아웃 환경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에이전트 A의 형질이 다음 세대

에 좀 더 많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그림 6.3). 여기서 에이전트 A가 에이전트 B보다 좀 더 적합

한 유일한 이유는 해당 모형 매개변수들이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되었다는 점뿐이며, 따라서 전

해야 할 형질은 바로 모형 매개변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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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강화학습의 목적함수는 역전파 및 경사 하강법 기반 훈련의 것과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는 흔히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라고 부르는 진화 과정을 이용해서 모형(신경망)

의 매개변수들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진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그래도 유전 알고리즘의 단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

자. Gridworld 게임의 에이전트로 쓰이는 신경망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훈련한다고 하겠다. 기

억하겠지만, 신경망의 훈련(training)이란 신경망의 성능이 개선되도록 그 매개변수들을 거듭 

갱신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신경망의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신경망의 행동을 결정하

는 것은 매개변수들뿐이라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따라서 신경망을 복사하려면 그 매개변

수들만 복사하면 된다.

자손

에이전트 A�

에이전트 A�

에이전트 A�

복사

에이전트 A에이전트 A

에이전트 B에이전트 B

더 적합하다

보상 +500
환경

환경

동작 실행

보상 +500동작 실행

그림 6.3  강화학습에 대한 진화 접근 방식에서 에이전트들은 하나의 환경에서 경쟁한다. 적합도가 높은(보상이 
더 큰) 에이전트가 자손(복사본)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적합도가 가장 

높은 에이전트들만 남는다.

 다음은 Gridworld 신경망을 유전 알고리즘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다(그림 6.4 참고).

1. 무작위로 매개변수 벡터들을 만든다. 각 매개변수 벡터는 개체(individual)에 해당하고, 

이들의 집합은 개체군에 해당한다. 초기 개체군의 크기(개체수)가 100이라고 하자.

2. 개체군의 각 개체로 신경망을 만들어서 Gridworld 게임을 실행한다. 그 보상으로 계산

한 적합도를 해당 개체에 배정한다. 처음에 개체군을 무작위로 초기화했으므로, 모든 

개체의 적합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운에 의해) 적합도가 꽤 높은 개체

도 몇 개 있을 것이다.

3. 개체군에서 두 개체(‘부모’)를 무작위로 선택하되 적합도가 높을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게 

만든다. 선택된 부모들로 하나의 ‘번식 개체군(breeding population)’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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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 세대의 ‘부모’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는 본문에서처럼 적합도가 높을수록 더 

잘 선택되게 하는 것, 즉 적합도들에 기초해서 확률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부모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가 가장 자주 선택되긴 하지만, 적합도가 낮은 개체가 우연히 

선택될 여지도 여전히 있다. 이는 개체군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개체들을 적합도순으로 정렬하고 상위 N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성과가 좋은 개체를 선호하

는 방법이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지만,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최적의 개체들만 선택하

면 개체군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최적 선택과 다양성 감소의 관계는 강

화학습에서 탐험 대 활용의 절충과 비슷하다.

신경망 개체군 적합도가 배정된 개체군

상호작용한다
환경

적합도 기반 부모 
개체 선택

교배, 변이

각 개체에  
적합도를 배정한다

새 개체군

그림 6.4  강화학습을 위한 신경망의 유전 알고리즘 최적화. 초기 신경망(강화학습 에이전트) 개체군을 환경에서 
시험해서 보상을 얻고, 각 개체에 보상에 따른 적합도를 배정한다. 그 적합도를 기준으로 부모 개체들

을 선택해서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생산한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좀 더 적합한 개체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유전자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교배 시 재조합과 변이를 적용한다.

4. 번식 개체군의 개체들을 ‘교배’(mating; 또는 짝짓기”)해 ‘자손(offspring)’들을 생산해서, 원래

의 개체군과 같은 크기(100개체)의 새 개체군을 만든다.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 교배 시 

두 객체의 매개변수들을 섞는다(재조합). 예를 들어 한 개체가 [1 2 3]이고 다른 한 개체

가 [4 5 6]이라고 할 때, 둘을 교배해서 [1 5 6]과 [4 2 3]을 얻는 식이다. 새 개체군이 다 

찰 때까지 번식 개체군에서 두 개의 개체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자손들을 생산한다. 이

에 의해, ‘유전자’ 다양성을 가진 최적의 새 개체군이 만들어진다.

5. 유전자 다양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 개체군을 훑으면서 각 개체를 무작위로 변이시킨

다. 여기서 변이는 그냥 매개변수 벡터의 일부 성분을 무작위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개변수 벡터가 이진 벡터라고 하면 무작위로 성분들을 뒤집으면(0에서 1로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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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으로) 된다. 실수 벡터라면, 예를 들어 성분들에 가우스 잡음을 더하면 될 것이다. 

변이 확률은 상당히 낮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좋은 개체들이 오히려 나빠

질 수 있다.

6. 이제 재조합과 변이를 거친 새로운 개체군이 만들어졌다. 이상의 과정을 정해진 세대 수 

N만큼, 진화가 수렴(convergence)할 때까지(즉, 개체군의 평균 적합도가 더 나아지지 않을 때까

지) 반복한다.

6.2.2 간단한 진화 예제

진화를 강화학습 문제에 적용하는 본격적인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

한 문제에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자. 이번 예제에는 무작위 문자열들의 개체군을, “Hello 

World!” 같은 미리 정해진 목표 문자열이 나올 때까지 진화시킨다.

 초기 문자열 개체군은 “gMIgSkybXZyP”나 “adlBOM XIrBH” 같은 무작위한 문자열들로 

가득하다. 주어진 문자열이 목표 문자열과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 문

자열의 적합도를 산출한다. 그런 다음, 적합도들에 비례하는 선택 확률로(즉, 적합도가 높을수록 

더 잘 선택되도록) 부모들을 추출한다. 각 부모에 대해, 두 문자열을 교차(crossing) 또는 재조합

(recombining)해서 두 개의 자손 문자열을 산출한다. 또한, 문자열의 몇 문자를 무작위로 변경

하는 변이도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목표 문자열과 아주 비슷한 문자열들이 우세

한 개체군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목표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자열도 나올 것

이다(그러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이상의 문자열 진화 과정이 그림 6.5에 나와 있다.

개체군 개체군 적합도 점수

비교 적합도 점수 배정

적합도가 높은 
부모들을 선택

목표 문자열

자손 부모

변이 재조합

자손

그림 6.5  일단의 무작위 문자열들을 목표 문자열 쪽으로 진화하는 유전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들을 나타낸 끈 
그림. 무작위 문자열들의 개체군으로 시작해서, 각 문자열을 목표 문자열과 비교해 적합도를 계산한

다. 목표 문자열과 비슷할수록 적합도가 높다. 적합도가 높은 두 문자열을 부모로 선택해 ‘교배’(재조

합)해서 자손을 생산하고,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 변이도 적용한다. 이처럼 부모를 선택해서 자손을 생

산하는 과정을 다음 세대의 개체군(초기 개체군과 같은 크기)이 채워질 때까지 반복한다.

6.2  진화를 이용한 강화학습 167



 이 예제가 다소 실없긴 하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유전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 예제의 개념들은 이번 장의 강화학습 문제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예제의 구현 코

드가 목록 6.1에서 6.4까지에 나와 있다.

 목록 6.1은 개체를 나타내는 클래스와 무작위 문자열들로 초기 개체군을 만드는 함수를 

정의한다. 또한, 두 문자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도 정의하는데, 이후 코드에서 이 함수

가 적합도 계산 함수로 쓰인다.

목록 6.1 문자열 진화: 주요 정의와 초기화

import random
from matplotlib import pyplot as plt

alphabet = "abcdefghijklmnopqrstuvwxyzABCDEFGHIJKLMNOPQRSTUVWXYZ,.! "   ❶
target = "Hello World!"                              ❷

class Individual:                                    ❸
    def __init__(self, string, fitness=0):
        self.string = string
        self.fitness = fitness

from difflib import SequenceMatcher

def similar(a, b):                                   ❹
    return SequenceMatcher(None, a, b).ratio()

def spawn_population(length=26,size=100):            ❺
    pop = []
    for i in range(size):
        string = ''.join(random.choices(alphabet,k=length))
        individual = Individual(string)
        pop.append(individual)
        return pop

❶  무작위 문자열을 구성하는 문자들.

❷  이 목표 문자열이 나오도록 무작위 문자열 개체군을 진화시킨다.

❸  개체를 대표하는 간단한 클래스.

❹  두 문자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 유사도가 적합도 점수로 쓰인다.

❺  무작위 문자열들로 초기 개체군을 만든다.

이 코드는 문자열 하나와 적합도 점수로 개체를 표현하는 Individual 클래스를 정의한다. 개

체군을 초기화하는 spawn_population 함수는 영문 대소문자와 기호 몇 개로 이루어진 문자 

집합에서 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만든 문자열들을 개체군 목록에 채운다. similar 함

수는 파이썬 내장 모듈 SequenceMatcher를 이용해서 주어진 두 문자열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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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C H A P T E R

이번 장의 내용

 ■ 에이전트가 여럿인 상황에서 보통의 Q 학습이 실패하는 이유 

 ■ “차원의 저주”를 다중 에이전트로 해결하는 방법

 ■ 다른 에이전트들을 인식하는 다중 에이전트 Q 학습 모형의 구현

 ■ 평균장 근사를 이용한 다중 에이전트 Q 학습의 규모 확장 

 ■ 다중 에이전트 물리 시뮬레이션과 게임에서 수십 개의 에이전트를 DQN으로 제어하는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강화학습 알고리즘들(Q 학습, 정책 기울기, 행위자-비평자 등)은 모두 하나의 환

경 안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제어한다. 그런데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에이전트를 제어해야 한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설정의 가장 간단한 예는 2인용 게임의 두 플레이어를 강화학습 

에이전트들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교통 시뮬

레이션 등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모형화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중 에이전트 시나리오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이

번 장에서는 “Mean Field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Yaodong Yang 외, 2018)이라는 

논문에 처음 서술된 평균장 Q 학습(mean field Q-learning, MF-Q)이라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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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단일 에이전트에서 다중 에이전트로
게임에는 흔히 NPC(non-player character; 비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부르는 객체들이 존재한다. 이

름에서 짐작하겠지만 NPC는 플레이어(강화학습의 경우 에이전트)가 직접 제어하지 않는 게임 내 

캐릭터이다. 제8장에 나온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환경에도 다양한 NPC가 있다. 이 NPC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임 내 논리에 따라 제어되며, 주 플레이어 캐릭터와 자주 상호작용한

다. 심층 Q 신경망(DQN)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이 NPC들은 그냥 환경의 상태 안에 있는, 시

간에 따라 변하는 픽셀 패턴들일 뿐이다. 우리의 DQN은 다른 플레이어의 동작을 직접 인식

하지 않는다. NPC들은 학습하지 않으므로(정책 함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이번 장에서 보겠지만, 단순한 NPC들이 아니라 학습하는 다수의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다루어야 할 때도 있다(그림 9.1). 이를 위해서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배

운 기본적인 강화학습의 틀을 조금 뜯어고쳐야 한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

정책에 영향을 준다상태, 보상 동작을 취한다동작을 취한다 상태, 보상

환경

에이전트 1 에이전트 j

그림 9.1  다중 에이전트 설정에서 각 에이전트의 동작은 환경의 진화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의해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고도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벌어진다. 환경은 1에서 j
까지의 에이전트들에게 상태와 보상을 제공하고, 에이전트들이 각자 자신의 정책에 따라 동작을 취한

다. 각 에이전트의 동작은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의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에이전트의 동작을 심층 강화학습 알고리

즘으로 제어한다고 하자. 다수의 플레이어가 팀 대항전을 펼치는 게임에서 한 팀의 여러 플레

이어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제어해서 다른 팀들과 싸우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학

자들이 어떤 경제 모형 안에서 수천 명의 에이전트가 벌이는 경제 활동을 모형화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는 NPC들이 있는 환경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NPC들과는 달리 에이전트들은 각자 학습을 진행하며, 그 학습은 다른 에이전트들에게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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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배운 단일 에이전트 강화학습 방법을 다중 에이전트 설정으로 확장하는 가장 직

접적인 방법은 그냥 DQN(또는 그와 비슷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여러 인스턴스로 여러 에이전트

를 각각 제어하는 것이다. 이때 각 에이전트는 독립적으로 환경의 상태를 입력받아서 동작을 

취한다. 제어할 에이전트들이 모두 같은 정책을 사용한다면(플레이어들이 동일한 다중 플레이어 

게임 등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인 가정이다), 그냥 하나의 DQN 인스턴스(즉, 하나의 매개변수 집합)로 

여러 에이전트를 모형화해도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을 독립 Q 학습(independent Q-learning, IQL 또는 IL-Q)이라고 부른다. 이 접근 

방식도 어느 정도 잘 작동하지만, 에이전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각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IQL 알고리즘에서 각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들과 완전히 

독립적이다. 각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각 에이전트는 환경이 제공하는 상태를 입력받을 뿐이다. 그 상태에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보

도 포함되긴 하지만, 다른 에이전트들의 활동은 그저 잡음으로 간주될 뿐이다(다른 에이전트들

의 행동은 잘해야 부분적으로만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림 9.2에 IQL의 구조가 나와 있다.

독립 Q 학습

에이전트 j

동작을 취한다 상태, 보상

환경
에이전트 -j

(다른 모든 에이전트)

그림 9.2  독립 Q 학습에서 각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의 동작을 직접 인식하지 않는다. 다른 에이전트들은 그
냥 환경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근사 때문에, 단일 에이전트 설정과는 달리 Q 학습의 수렴이 보장되지 
않는다(다른 에이전트들 때문에 환경이 더 이상 시불변이 아니므로).

 환경에 에이전트가 하나뿐인 보통의 Q 학습에서 Q 함수는 최적의 가치로 수렴하며, 따라

서 에이전트는 최적의 정책 함수를 배울 수 있다(언젠가는 정책이 최적으로 수렴함이 수학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수렴 보장은 단일 에이전트 설정에서 환경이 시불변(stationary)이기 때문에 생

기는 성질이다. 여기서 환경이 시불변이라는 것은, 같은 상태에서 같은 동작을 취하면 항상 동

일한 보상 분포가 산출된다는 뜻이다(그림 9.3). 그러나 다중 에이전트 설정에서는 한 에이전트

가 받는 보상이 그 에이전트의 동작뿐만 아니라 다른 에이전트들의 동작에도 의존하기 때문

에 이런 시불변성이 깨진다. 다중 에이전트 시나리오에서 모든 에이전트는 강화학습 에이전트

이므로, 해당 정책이 환경의 변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시변(nonstationary) 환경에서 

IQL을 사용하면 수렴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IQL의 학습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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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불변 환경

상
태 

가
치

상
태 

가
치

시간

V(St)

V(St)

시변 환경

시간

그림 9.3  시불변 환경에서, 주어진 한 상태 전이의 기대 가치(평균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불변). 
모든 상태 전이에는 어느 정도의 확률적 요소가 있어서 시계열(time-series) 그래프가 잡음이 섞인 모
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계열의 평균은 상수이다. 시변 환경에서는 주어진 한 상태 전이의 기대 가치

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시계열의 평균 또는 기준선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Q 함수는 상태-동작 쌍들의 기대 가치를 배우려 하며, 수렴은 상태-동작 가치들이 시불변일 때만 보
장된다. 다중 에이전트 설정에서는 다른 에이전트들의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상태-동작 가치 기댓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며, 따라서 수렴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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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Q 함수는 상태-동작 쌍을 보상(하나의 실숫값)으로 사상하는 함수 Q(s,a): S × A → 

R이다(그림 9.4). 다른 에이전트들의 동작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Q 함수를 개선하면 IQL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Q 함수는 Q j(s,aj,a-j): S × Aj × A-j → R로 표기할 

수 있다. 이것은 j번째 에이전트를 위한 Q 함수로, 상태와 에이전트 j 자신의 동작, 그리고 다

른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튜플을 입력받는다(아래 첨자 -j는 “ j가 아님”이라

는 뜻이다. 즉, a-j는 에이전트 j를 제외한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들이다). 이런 종류의 Q 함수는 수렴을 

보장한다. 즉, 이런 Q 함수는 언젠가는 최적의 가치와 정책 함수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런 

Q 함수를 사용하면 보통의 IQL보다 학습 성과가 훨씬 좋다.

 안타깝게도 이 새로운 Q 함수는 에이전트가 많으면 계산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커진다. 이

는 에이전트 수가 늘수록 결합 동작 공간 a-j의 크기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의 예제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작을 하나의 원핫 벡터로 표현했다. 이 원핫 벡터는 가능

한 동작의 개수만큼의 성분들로 이루어지며, 주어진 동작에 해당하는 성분만 1이고 다른 모

든 성분은 0이다. 예를 들어 Gridworld 환경의 동작 공간은 (상 이동, 하 이동, 좌 이동, 우 이

동)이므로, 하나의 동작은 4차원(4성분) 원핫 벡터로 표현된다. [1,0,0,0]은 상 이동에 해당하고 

[0,1,0,0]은 하 이동에 해당한다.

상태 상태-동작 가치 동작
Q 함수 정책

그림 9.4  Q 함수는 상태를 받고 상태-동작 가치(Q 가치)들을 산출한다. 정책 함수는 그 가치들을 이용해서 하
나의 동작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는 대신, 상태를 받고 동작들에 관한 확률분포를 돌려주는 정책 함

수를 직접 훈련할 수도 있다.

 정책 π(s): S → A는 하나의 상태를 받고 하나의 동작을 돌려주는 함수이다. 결정론적 정

책 함수는 선택된 동작의 원핫 벡터를 돌려주고, 확률적 정책 함수는 모든 동작에 관한 확률

분포(이를테면 [0.25,0.25,0.2,0.3] 등)를 돌려준다. 그런데 다중 에이전트 설정에서는 에이전트들의 

동작들을 모호함 없이 표현하려면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 동작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마다 네 가지 동작이 가능한 Gridworld 

환경에서 두 에이전트가 활동한다면, 결합 동작 공간은 42 = 16개의 성분으로 구성되며, 따라

서 하나의 결합 동작을 표현하려면 16차원 원핫 벡터가 필요하다. 16이라는 수치는 각각 네 가

지 동작을 취할 수 있는 두 에이전트의 모든 동작 조합([에이전트 1: 동작 1, 에이전트 2: 동작 1], 

[에이전트 1: 동작 1, 에이전트 2: 동작 2], [에이전트 1: 동작 1, 에이전트 2: 동작 3], ... 등등)의 수이다

(그림 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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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한 에이전트의 동작 공간 크기가 4라고 하자. 이는 한 에이전트의 동작을 4차원 원핫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에이전트가 둘이면, 둘의 결합 동작 공간의 크기는 42이다. 일반화해서, 에이전트
가 N개이면 결합 동작 공간의 크기는 4N이다. 그림의 왼쪽은 개별 동작 공간의 크기가 2인 두 에이전
트의 결합 동작 공간이고 오른쪽은 에이전트 수에 따른 결합 동작 공간 크기의 그래프이다. 에이전트

가 25개만 되어도 결합 동작 공간의 크기는 33,554,432가 된다. 이 정도로 높은 차원의 원핫 벡터들로 
Q 함수나 정책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동작 조합의 수는 에이전트의 수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4동작 에이전트가 

셋이면 원핫 벡터의 길이는 43 = 64가 된다. 일반화하자면, Gridworld에서 에이전트 N개의 동

작들을 표현하려면 4N차원 원핫 벡터가 필요하다. 좀 더 일반화해서, 임의의 환경에서 에이전

트 N개의 결합 동작 벡터의 길이는 |A|N이다. 여기서 |A|는 기본 동작 공간의 길이, 즉 가능한 

동작의 개수이다. 이처럼 동작 공간이 지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 많으

면 정책 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어떤 알고리즘이든 비용의 지수적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다. 비용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알고리즘은 규모가변성이 아

주 나쁘다. 결합 동작 공간의 이러한 지수적 증가는 단일 에이전트 설정에서는 없었던,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MARL)에서 새로 생긴 중요한 문제이다. 그

리고 이번 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9.2 이웃 Q 학습
동작과 결합 동작을 좀 더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동작 공간이 비현실적으로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합 동작을 모호함 없이 더 간결

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다. 다수의 에이전트가 취한 동작들을 하나의 정수로 표현하는 방법

CHAPTER 9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282



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무리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도, 에이전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현

의 길이는 지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MARL(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을까? 앞에서 설명한 결합 

동작 Q 함수의 엄격한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MARL을 좀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자신의 근처에 있는 에이전트들에게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환경의 모든 에이전트의 결합 동작을 사용할 필요가 없

다. 같은 이웃 영역(neighborhood) 안에 있는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작만 사용하면 된다. 이는 전

체 결합 동작을 서로 겹치는, 그리고 전체 공간보다 훨씬 작은 다수의 부분공간(subspace)으

로 분할하고, 부분공간마다 그 부분공간의 Q 가치들만 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9.6). 

따라서 이런 기법을 이웃 영역 Q 학습(neighborhood Q-learning) 또는 부분공간 Q 학습(subspace 

Q-learning)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웃 영역 MARL

시야

그림 9.6  이웃 영역 MARL에서 각 에이전트는 자신의 시야(�eld of view, FOV) 또는 이웃 영역에 있는 에이전
트들만 볼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는, 이처럼 부분만 봐도 에이전트가 환경에 관한 완전한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웃 영역의 크기를 제한하면 결합 동작 공간의 크기가 더 이상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각 에이전트가 네 가지 동작을 취할 수 있는 Gridworld 환경에서 에이전트 

100개가 활동한다면, 전체 결합 동작 공간의 크기는 4100이다. 이는 계산 비용 측면에서 ‘처리 

불가능한(intractable)’ 규모이다. 이 정도 차원의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다(저장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결합 동작 공간을 부분공간들로 분할하되 한 부분공간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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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개의 에이전트만 포함되게 한다면, 결합 동작 원핫 벡터의 길이는 43 = 64가 된다. 단일 에

이전트의 동작 원핫 벡터보다는 훨씬 길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계산과 저장이 가능한 수준이

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1의 Q 가치들을 계산할 때는 세 에이전트(에이전트 1 및 에이전트 1과 가

장 가까운 두 에이전트)의 동작들로 43 = 64성분 결합 동작 원핫 벡터를 만들면 된다. 이런 방식

에서는 에이전트가 100개라고 해도 각 에이전트에 대해 그냥 64성분 결합 동작 벡터로 Q 가치

들을 계산해서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

상태 

결합 동작 이웃  함수
 가치들

정책
동작 

그림 9.7  에이전트 j의 이웃 영역 Q 함수는 현재 상태와 이웃 영역(또는 시야) 안의 다른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
작 a-j를 받고 Q 가치들을 산출한다. 정책 함수는 그 Q 가치들에 기초해서 동작을 선택한다.

 목록 9.1은 이상의 이웃 영역 Q 함수를 파이썬 코드로 표현한 것이다.

목록 9.1 이웃 영역 Q 학습 의사코드: 버전 1

# ...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을 무작위로 초기화한다 ...

for j in agents:                                  ❶
    state = environment.get_state()               ❷
    neighbors = get_neighbors(j, num=3)           ❸
    joint_action = get_joint_action(neighbors)    ❹
    q_values = Q(state, joint_action)             ❺
    j.action = policy(q_values)                   ❻
    environment.take_action(j.action)
    reward = environment.get_reward()

❶  환경의 각 에이전트에 대해:

❷  환경의 현재 상태를 얻는다.

❸  현재 에이전트(j)와 가장 가까운 에이전트(이웃 에이전트) 세 개를 찾는다.

❹  이웃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작을 구한다.

❺  상태와 이웃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작에 기초해서 현재 에이전트의 동작들의 Q 가치들을 구한다.

❻  그 Q 가치들에 근거해서 하나의 동작을 선택한다.

목록 9.1의 의사코드에서 보듯이, 이웃 영역 Q 학습을 위해서는 현재 에이전트 j와 가장 가까

운 이웃 에이전트들을 찾는 함수가 필요하며, 그 이웃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작 표현을 산출하

는 함수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문제가 하나 드러난다. 바로, 현재 에이전트의 동

작을 선택하려면 다른 이웃 에이전트들의 동작을 알아야 하는데, 다른 이웃 에이전트들의 동

작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택되므로 일종의 무한 루프에 빠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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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목록 9.1의 루프에서 동작 가치들을 구하고 동작을 선택하는 부분을 

다른 루프로 감싸서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이다. 목록 9.2의 for m in range(M):이 바로 그런 루

프인데, 여기서 M은 5와  같은 어떤 적당히 작은 값이다. 처음에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을 무작

위로 초기화했으므로, 첫 반복에서는 결합 동작들도 무작위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에이전트

가 자신의 Q 함수에 기초해서 동작을 취할 것이므로, 둘째 반복에서는 결합 동작들이 조금 

덜 무작위해진다. 몇 번 더 반복하면 초기의 무작위성이 거의 다 희석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는 환경에서 각 에이전트의 동작을 실제로 수행한다.

목록 9.2 이웃 영역 Q 학습 의사코드: 버전 2

# ... 모든 에이전트의 동작을 무작위로 초기화한다 ...

for m in range(M):                         ❶
    for j in agents:
        state = environment.get_state()
        neighbors = get_neighbors(j, num=3)
        joint_actions = get_joint_action(neighbors)
        q_values = Q(state, joint_actions)
        j.action = policy(q_values)

for j in agents:                           ❷
    environment.take_action(j.action)
    reward = environment.get_reward()

❶  결합 동작과 Q 가치들을 계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초기의 무작위성이 점차 희석된다.

❷  또 다른 루프를 돌려서, 앞의 루프에서 구한 각 에이전트의 동작을 실제로 수행한다.

 목록 9.1과 9.2는 이웃 영역 Q 학습 구현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여기서 아직 구체적

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사항 하나는 이웃 에이전트들의 결합 동작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결합 동작을 표현하는 벡터는 에이전트 동작 원핫 벡터들의 외적으로 구한다. 외적 연산을 표

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통의 벡터를 행렬로 ‘승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작 벡터가 

4차원 벡터이면 그것을 4×1 행렬로 승격한다. PyTorch나 NumPy에서는 reshape라는 메서드

로 텐서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4차원 벡터의 경우 torch.Tensor([1,0,0,0]).reshape(1,4)처

럼 하면 된다. 두 4차원 원핫 벡터를 하나는 1×4 행렬로, 다른 하나는 4×1 행렬로 승격한다

고 하자. 이 둘을 곱하면 또 다른 행렬이 나온다. 기억하겠지만, 두 행렬의 곱은 그 차원이 왼

쪽 행렬의 행 수와 오른쪽 행렬의 열 수로 결정되는 행렬이다. 따라서 곱하는 순서에 따라 결

과 행렬의 차원이 달라진다. 1×4 행렬에 4×1 행렬을 곱한 결과는 1×1 행렬인데, 성분이 하나

인 행렬이므로 결국 하나의 스칼라scalar이다. 이 스칼라값은 원래의 두 벡터의 내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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