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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및 비지도학습과 더불어 기계학습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 중 하나이
다. 사실, 이 세 가지 학습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여전히 강화학
습을 비지도학습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미 Deep Q-NetworkDQN와 같이
강화학습과 심층학습을 융합한 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
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서튼Richard S. Sutton 교수의 《단단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An Introduction(2nd edition)》은 1판
이 출간된 지 20년 만에 나왔다. 그동안 있었을 기술 발전의 양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개정판에는 1판에 없던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술은 나날이 빠른 속
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에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책에 담겨 있는 방대한 내용은 앞으로 나올 새로운
강화학습 기술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강화학습이 발전해 온
역사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참고문헌 및 역사적 사실’이라는 제목의 절이 거의 모
든 장의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강화학습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
던 연구 결과들을 각 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강화학습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이 ‘강화학습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번역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문장의 다층
구조를 적절히 변환하는 것과 적합한 용어를 찾는 일이었다. 이 책의 원문은 대체로 긴 문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려다 보면 도저히 쉽게 읽히지 않는, 심지어
는 원래의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에는 문장을 두세 문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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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쪼개어 최대한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도록 했다. 한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두세 시간
을 보내기도 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옮기
려고 노력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구한다.
긴 시간의 번역 과정을 기다려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대표님의 응원과 독려,
그리고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번역본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번역서를 꼼꼼히 읽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베타리더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번역하는 내내 항상 옆에서 응원해 준 나
의 사랑 봉봉이에게 번역에 들인 모든 시간을 바친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의 고향인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옮긴이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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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98년 이후로 20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강화학습
을 비롯한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기계학습 기술
의 발전에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눈부시게 향상된 것이 한몫을 했지만, 새로운 이론과 알고
리즘의 개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 책의 2판 작업이 오랜 시간
지체되어 2012년이 되어서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2판의 목적은 이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와 다르지 않다. 즉, 관련된 모든 분야의 독자들이 강화학습의 핵심 개념과 알고리즘을 쉽고 명
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판의 내용과 비교하자면, 책에 대한 소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고, 핵심 알고리즘 및 온라인 학습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1판 이후로
등장한 중요한 주제를 새롭게 포함했고, 더 잘 이해하게 된 주제에 관해서는 내용을 보충했다.
하지만 강화학습에서 파생된 다양한 기술 중 몇 가지만을 다루었을 뿐 대부분의 내용은 이 책
에 담아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
1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의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거
나 너무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했다. 하지만 1판이 나온 이후 좀 더 깊이 이해하
게 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약간의 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수학적 표현들은 글상
자 안에 별도로 표기했으니 수학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좋다. 1판과는
조금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표기법이 의미의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표기법이란, 확률 변수와 그 변수가 실
현된 값을 구분하기 위해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변수의 값은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 t에서의 상태, 행동, 보상이라는 변수는 St , At , Rt 로 표기하고, 각 변수의 값은 s, a, r
로 표기하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따른다면 가치 함수(

v 𝜋)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가치 함수

를 표 형태로 추정한 값( Qt(s, a))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근사적 가치 함수는 확률 파라미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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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결정되는 함수이므로 이 역시 소문자로 표기했다(

v̂ (s, wt) ≈ v 𝜋(s )). 가중치 벡터 wt(1판

에서는 𝜽t)와 특징 벡터 xt(1판에서는 𝝓t) 같은 벡터들은 확률 변수이지만 볼드체 소문자로 표기했

으며, 행렬은 볼드체 대문자로 표기했다. 1판에서는 전이 확률과 기대 보상을 표현하기 위해 특
별한 표기법인

a
ss′,

a
ss′을

사용했는데, 이들의 단점은 보상 역학의 특징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

한 채 오로지 기댓값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라면 기댓값으
로 충분하지만, 강화학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법의 또 다른 단점은 위 첨자
와 아래 첨자가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판에서는 좀 더 명확한 표기법을 사용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상태와 행동을 전제로 하는 다음 상태와 보상의 동시 확률 분포를 p(s′, r
| s, a)와 같이 표기했다. 모든 표기법의 변화는 xxii쪽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2판에는 1판에 없었던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고, 책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책
을 소개하는 첫 장 이후로 이어지는 장들을 세 개의 새로운 부로 구분했다. 1부(2~8장)는 정확
한 해가 존재하는 표 형태로 된 경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강화학습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다루었다. 표 형태로 된 경우에 대해 학습learning과 계획planning의 방법을 모두 다루었고, n단계
방법과 다이나Dyna에서 그 두 방법이 어떻게 합쳐지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여기에 나오
는 많은 알고리즘은 2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로서 신뢰 상한Upper Confidence Bound, UCB, 기
댓값 살사Expected Sarsa, 이중 학습Double Learning, 트리 보강tree-backup, Q(𝜎), 실시간 동적 프로그
래밍Real Time Dynamic Programing , RTDP,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onte Carlo Tree Search, MCTS 등이 있다. 표
형태로 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완전하게 제시함으로써 핵심적인 개념이 가능한 한 간단한 내용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2부(9~13장)는 1부에서 다룬 핵심 개념을 확장하여 함수의 근사
를 다룬다.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푸리에 기저Fourier Basis, 낮고 짧은 변환 감지Low-Short
Transfer Detection, LSTD,

커널에 기반한 방법kernel-based methods, 경사도 시간차Gradient-TD 방법, 강한

시간차Emphatic-TD 방법, 평균 보상average-reward 방법, 진정한 온라인 시간차true online TD(λ), 정책 경
사도policy-gradient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2판에서는 비활성 정책off-policy 학습
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는데, 5~7장에서는 표 형태로 된 경우를 다루고, 11~12장
에서는 함수 근사와 함께 다룬다. 2판의 또 다른 변화는 (2판에서는 7장에서 보다 충실히 다루어지
는) n단계 부트스트랩의 전방 관점 개념과 (2판에서는 12장에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적격 흔적

의 후방 관점 개념을 분리한 것이다. 3부에서는 강화학습과 심리학의 관계를 다룬 14장과 강화
학습과 신경과학의 관계를 다룬 15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사례 연구를 다룬 16장에 아
타리Atari 게임, 왓슨Watson의 도박 전략, 알파고AlphaGo와 알파고 제로AlphaGo Zero 같은 바둑Go 프
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지만 2판에서 추가한 내용은 그동안 강화학습 분야
에서 행해진 모든 것의 일부만을 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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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모델 없는model-free 방법들에 대한 필자의 관심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데이
터와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큰 규모의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강화학습이
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2판은 1판의 두 배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이 책은 강화학습에 대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과정의 주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
다. 한 학기 과정이라면 핵심 개념을 다지기 위해 처음 열 개의 장을 순서대로 학습해야 한다. 그
런 후에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장들이나 베르트세카스와 치치클리스(Bertsekás and Tsitsiklis,
1996), 위어링과 반 오텔로(Wiering and van Otterlo, 2012), 세페스바리(Szepesvari, 2010) 같은 문

헌으로부터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학생의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온라인 지도학습
내용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옵션이나 옵션 모델의 개념을 추가로 학습한
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서튼, 프리컵, 싱(Sutton, Precup and Singh, 1999)). 두 학기 과정이라면
이 책의 모든 장을 보충 자료와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이 책은 또한 기계학습, 인공지능, 신경망
같은 좀 더 넓은 주제를 다루는 강의의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는 이 책 내용의 일부만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략한 개관을 위해서는 1장을 다루고, 2장
의 2.4절까지와 3장을 다룬 후, 시간과 관심도를 고려하여 나머지 장에서 몇 개의 절을 선택하
여 다루는 것을 권한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6장에서 다루며, 6장의 내용은 다른 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기계학습이나 신경망에 초점을 두는 강의에서는 9장과 10장을
다루어야 하고, 인공지능이나 계획에 초점을 맞춘다면 8장을 다루어야 한다. 비교적 내용이 어
려운 장이나 절의 경우 다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다면 * 표시를 해 두었으니 처
음에는 건너뛰어도 좋다. 각 장의 연습문제 중에서도 어렵지만 못 풀어도 기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 표시를 했다.
대부분의 장은 ‘참고문헌 및 역사적 사실’이라는 제목의 절로 끝난다. 이 절에서는 해당 장에 제
시된 개념의 원천을 명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나 문헌 및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 절의 내용이 완전하고 권위를 갖추도록 노력했음에도 중요한 선행 연구들이 일부 누락되었
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감사하게도 오류나 추가해야 할
내용을 알려준다면 이 책의 전자책 버전에 반영하겠다.
1판과 마찬가지로 2판 또한 해리 클로프A . Harry Klopf에게 헌사한다. 그는 필자들을 서로 알게 해
주었으며, 강화학습을 향한 필자의 긴 여정은 뇌의 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시
작되었다. 신경생리학 전문가이면서 기계지능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던 그는 오하이오 라
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의 공군과학연구소 항공전자공학 부서 소속의 선임과학자였다. 평형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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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평형 탐색이란 자연지능

을 설명하고 기계지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항상성 및 오류 수정 기반의 패턴
분류법이 여기에 속한다. 그는 무언가(그것이 무엇이든)를 최대화하려는 시스템은 평형 탐색 시스
템과는 성질이 다르며, 자연지능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열
쇠는 최대화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
해 공군과학연구소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는 데 있어 해리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 프로젝트
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에서 1970년대 후반에 수행되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초기에는
컴퓨터정보과학과 교수이자 일찍이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연결 고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
행했던 마이클 아르비브Michael Arbib, 윌리엄 킬머William Kilmer, 니코 스피넬리Nico Spinelli가 프로젝
트를 이끌었다. 이들은 대학 내 시스템 신경과학을 위한 인공두뇌센터Cybernetics Center for Systems
Neuroscience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그 후 미시간 대학교에서 막 박사학위를 딴 바르토Barto가

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한편,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과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던 학부생
서튼Sutton은 고전적 조건형성에 있어서 자극 타이밍이 갖는 역할에 관심이 있었다. 해리 역시 같
은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서튼은 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그때부터 해리와 의견을 교환하
고 있었다. 해리는 서튼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튼의 참여를 제안했다.
그래서 서튼은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그 당시 부
교수였던 바르토가 맡게 되었다. 이 책에 담긴 강화학습 연구 내용은 해리와 그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해리 덕분에 필자들은 오랜 시
간 서로 즐겁게 교류할 수 있었다. 이 책을 해리에게 헌사함으로써 필자는 강화학습이라는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필자들의 협력관계에서도 그가 크게 기여했음을 기리고자 한다. 필자는 또한
이러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세 명의 교수 아르비브, 킬머, 스피넬리에게도 감
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초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공군과학연구소와 그 이후에도 오
랫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에게도 감사한다.
우리에게 영감과 도움을 준 많은 분께 2판의 출간을 빌어 감사한다. 먼저, 1판에 도움을 주신 분
들에게 2판의 출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2판은 가능하
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2판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한다. 우선, 우리가 여
러 해 동안 이 책의 내용으로 수업받은 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오류
를 찾고, 정정 제안을 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읽고
전체 내용에 대한 섬세한 의견을 준 마사 스틴스트럽Martha Steenstrup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전한
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에 관한 장들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용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물 학습에 관한 실험과 이론 및 신경과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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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끈기 있게 지도해 주고, 14장과 15장의 여러 원고를 꼼꼼하게 읽어 준 존 무어John Moore
에게 감사한다. 또한, 맷 봇비닉Matt Botvinick, 너대니엘 도Nathaniel Daw, 피터 다얀Peter Dayan, 야엘
니브Yael Niv에게도 감사한다. 그들은 이 장들의 원고를 읽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었고, 많은 문
헌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으며, 원고의 초안에 있었던 오류를 잡아 주
었다. 물론, 아직도 남아 있는 오류는(분명히 여전히 오류가 남아 있을 것이다) 순전히 필자의 잘못이
다. 이 장들을 심리학자나 신경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도
움을 준 필 토마스Phil Thomas에게 감사한다. 또한, 관련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준
피터 스털링Peter Sterling에게도 감사한다. 필자에게 기저핵basal ganglia에서의 정보 처리라는 주제
를 소개해 주고 관련된 신경과학적 측면을 놓치지 않게 해준 짐 호크Jim Houk에게 감사한다. 호
세 마르티네스José Martínez, 테리 세즈노스키Terry Sejnowski, 데이비드 실버David Silver, 게리 테사우로
Gerry Tesauro,

게오르기오스 테오카로우스Georgios Theocharous, 필 토마스는 사례 연구를 다룬 장에

들어갈 강화학습 적용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었고, 관
련 내용의 원고에 도움이 되는 지적을 해주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Monte Carlo Tree Search과 딥
마인드DeepMind 바둑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데이비드 실버에게 특별히 감사
한다. 푸리에 기저에 관한 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조지 코니다리스George Konidaris에게 감사
한다. 많은 면에서 큰 도움을 준 에밀리오 카르토니Emilio Cartoni, 토마스 세더보그Thomas Cederborg,
스테판 데른바흐Stefan Dernbach, 클레멘스 로젠바움Clemens Rosenbaum, 페트릭 테일러Patrick Taylor, 토
마스 콜린Thomas Colin, 피에르-뤽 베이컨Pierre-Luc Bacon에게 특히 감사를 전한다.
또한, 앨버타 대학교에 있는 강화학습 및 인공지능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2판의 완성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몇몇 연구원에게 특히 신세를 졌다. 루팜 마흐무드Rupam
Mahmood는

5장에서 비활성 정책 몬테카를로 방법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고, 하미드

매이Hamid Maei는 11장에서 다루는 비활성 정책 학습에 대한 관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에릭 그레이브스Eric Graves는 13장에 나오는 실험들을 수행했고, 샹통 장Shangtong Zhang은 거의 모
든 실험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결과를 검증했고, 크리스 데 아시스Kris De Asis는 7장과 12장의 새
로운 기술적 내용을 좀 더 향상했고, 함 반 세이젠Harm van Seijen은 적격 흔적으로부터 n단계 방
법을 분리하게끔 만든 통찰력을 제시했고, 또한 (하도 반 하셀트Hado van Hasselt와 함께) 12장에 제시
된 적격 흔적에 대한 전방 관점과 후방 관점 사이의 정확한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제시했
다. 그리고 앨버타주 정부와 캐나다 국립과학공학 연구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NSERC의

지원 덕분에 자유롭게 2판의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

다. 특히, 앨버타에 장기적 관점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 랜디 괴벨Randy Goebel에
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집필 기간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지원해 준 딥마인드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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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2판 원고를 주의 깊게 읽어 준 많은 독자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필
자가 놓쳤던 많은 오류를 찾아주었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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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강화학습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필자들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9년 말부
터였다. 필자들은 모두 매사추세츠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으며, 뉴런 같은 적응자adaptive elements
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인공 적응 지능artificial adaptive intelligence을 위한 유망한 방법으로 판명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초기의 프로젝트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프
로젝트에서는 해리 클로프A . Harry Klopf가 개발한 ‘적응 시스템의 정체이형적 이론heterostatic theory
of adaptive systems’을

연구했다. 해리의 업적은 연구를 위한 풍부한 개념을 제공했고, 필자들은 그

개념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적응 시스템의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
었다. 필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개념들을 여러 갈래로 분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상대적 중요
성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행해지지만, 1979년 당시에 필자들은 오랫
동안 당연시되었던, 어쩌면 가장 간단한 개념이 수치 계산적 측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거의 관
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무언가를 원하고, 환경으로부터의 특정 신호를 최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학습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었다. 이것은 ‘쾌락
주의hedonistic’ 학습 시스템, 또는 요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강화학습이 인공 두뇌학cybernetics과 인공지능이 연구되던
초기에 완전히 연구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서는 강
화학습이 아주 조금밖에 연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강화학습이 학습에 대한 최초
의 수치 계산적 연구에 대한 분명한 동기를 유발했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패턴 분류pattern
classification,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적응 제어adaptive control 같은 분야로 빠져나가거나, 학습에

대한 모든 연구를 포기했다. 그 결과, 환경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개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이 분야의 연구가 활기를 띠도록 만든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강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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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강화학습에 대한
수치 계산적 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분야의 연구는 그때부터 오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여러 방향으로 진화하고 성장했다. 강화학
습은 점차 기계학습, 인공지능, 신경망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가 되
었다. 강화학습에 대한 연구는 강력한 수학적 기반과 인상 깊은 적용 사례들을 개발해 왔다. 강
화학습에 대한 수치 계산적 연구는 이제 큰 연구 분야가 되었다. 심리학, 제어 이론, 인공지능,
신경과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이 분야를 연구
하고 있다. 최적 제어 이론 및 동적 프로그래밍과의 연관성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데 기여했던
연구들이 특히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의 정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제 시간차 학습, 동적 프로그래밍, 함수 근사 같은 요소 개념들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일관
된 관점하에서 다룰 수 있다.
이 책을 쓰면서 필자가 가졌던 목표는 강화학습의 핵심 개념과 알고리즘을 분명하고 쉽게 설명
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이 관련된 모든 분야의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했
지만, 모든 관점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었다. 필자가 다룬 내용은 보통 인공지능과 공학의 관점
에서 작성되었다.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다루는 내용은 다른 책을 참고하거나 필자의 다음번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강화학습을 형식적으로 엄밀하게 다루지 않기로 했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수학적 추상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강조
하고자 하는 개념의 간결함과 내재된 일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
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학적 내용의 수준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면에서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에
게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에 제시된 전반적인 관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해리 클로프는 필자가 강화학습을 다시 연구할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
와주었다. 크리스 왓킨스Chris Watkins, 디미트리 베르트세카스Dimitri Bertsekas, 존 치치클리스John
Tsitsiklis,

폴 웨어보스Paul Werbos는 동적 프로그래밍과의 관계가 갖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

었다. 존 무어John Moore와 짐 케호Jim Kehoe는 동물 학습 이론으로부터 통찰과 영감을 얻게 해주
었다. 올리버 셀프리지Oliver Selfridge는 적응의 폭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는, 수많은 방법으로 도움을 준 필자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론 윌리엄스Ron Williams,
찰스 앤더슨Charles Anderson, 새틴더 싱Satinder Singh, 스리다 마하데반Sridhar Mahadevan, 스티브 브
래드케Steve Bradtke, 밥 크리테스Bob Crites, 피터 다얀Peter Dayan, 리몬 베어드Leemon Baird가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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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폴 코헨Paul Cohen, 폴 우트고프Paul Utgoff, 마사 스틴스트럽Martha Steenstrup, 게리 테사우로Gerry
Tesauro,

마이크 조던Mike Jordan, 레슬리 카엘블링Leslie Kaelbling, 앤드루 무어Andrew Moore, 크리스 앳

케슨Chris Atkeson, 톰 미첼Tom Mitchell, 닐스 닐슨Nils Nilsson,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톰 디에터리치
Tom Dietterich,

톰 딘Tom Dean, 밥 나렌드라Bob Narendra, 이들과의 논의를 통해 강화학습에 대한 필

자의 관점은 상당히 풍부해졌다. 마이클 리트만Michael Littman, 게리 테사우로, 밥 크리테스, 새틴
더 싱, 웨이 장Wei Zhang은 각각 4.7절, 15.1절, 15.4절, 15.5절, 15.6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 도
움을 주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공군과학연구소, 국립과학재단, GTE 연구소가 긴 안목으로
오랫동안 보내준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이 책의 원고를 읽고 소중한 지적을 해준 많은 사람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들
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톰 칼트Tom Kalt, 존 치치클리스, 파웰 시초즈Pawel Cichosz, 올레 갈모Olle
Gällmo,

척 앤더슨Chuck Anderson,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벤 반 로이Ben Van Roy, 폴 스틴스트럽

Paul Steenstrup,

폴 코헨, 스리다 마하데반, 제테 랜드로브Jette Randlov, 브라이언 셰퍼드Brian Sheppard,

토마스 오코넬Thomas O’Connell, 리처드 코긴스Richard Coggins, 크리스티나 버지노Cristina Versino, 존 하
이트John H. Hiett, 안드레아스 바델트Andreas Badelt, 제이 폰테Jay Ponte, 조 벡Joe Beck, 저스터스 피아
터Justus Piater, 마사 스틴스트럽, 새틴더 싱, 토미 자콜라Tommi Jaakkola, 디미트리 베르트세카스, 토
르비욘 에크만Torbjörn Ekman, 크리스티나 비요크만Christina Björkman, 제이콥 칼스트롬Jakob Carlström,
올레 팜그렌Olle Palmgren. 마지막으로,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그윈 미첼Gwyn Mitchell과 MIT 프레스
MIT Press에서

필자를 지지해 주는 해리 스탠턴Harry Stanton과 밥 프라이어Bob Prior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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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 안내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표기했고, 확률 변수의 값과 스칼라 함수는 소문자로 표기했다. 실수 벡
터는 (확률 변수라 하더라도) 볼드체 소문자로 표기했다. 행렬은 볼드체 대문자로 표기했다.
≐

정의definition상 성립하는 등호

≈

근사적으로 같음을 나타내는 등호

∝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Pr{X = x}

확률 변수 X가 x라는 값을 갖게 될 확률

X∼p

확률 분포 p(x) ≐ Pr{X = x}로부터 추출된 확률 변수 X

E[X ]

확률 변수 X의 기댓값, 즉 E[X ] ≐ ∑x p(x)x

argmaxa f (a) f (a)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ln x
e

x에 대한 자연 로그

x

자연 로그의 밑 e ≈ 2.71828의 x 거듭제곱; e ln x = x

R
f:

실수 집합
→

←

할당 기호

(a, b]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범위

𝜀

입실론 탐욕적 정책하에서 무작위 행동을 선택할 확률

𝛼, 𝛽

시간 간격 파라미터

𝛾

할인율 파라미터

𝜆

적격 흔적을 위한 감퇴율decay-rate 파라미터

조건 서술어

xxii

집합 의 원소에서 집합 의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 f

표기법 안내

지표 함수indicator function(조건 서술어가 참이면

조건 서술어

≐ 1, 참이 아니면 0)

다중 선택multi-arm bandit 문제에서:
k

행동(선택)의 개수

t

이산적 시간 단계 또는 게임 횟수

q ∗(a)

행동 a의 실제 가치(보상의 기댓값)

Qt(a)

시각 t에서 q ∗(a)의 추정값

Nt(a)

시각 t 전까지 행동 a가 선택된 횟수

Ht(a)

시각 t에서 행동 a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학습된 선호도

𝜋t(a)

시각 t에서 행동 a를 선택할 확률

R̄t

정책 𝜋t에 따른 보상의 기댓값에 대한 시각 t에서의 추정값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
s, s′

상태들

a

하나의 행동

r

하나의 보상
모든 비종단 상태의 집합
+

(s)

종단 상태를 포함하는 모든 상태의 집합
상태 s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행동의 집합
가능한 보상의 집합, 실수 집합의 유한 부분집합

⊂

∼의 부분집합( :

⊂ R)

∈

∼의 원소( : s ∈ , r ∈ )

| |

집합 의 원소의 개수

t

이산적 시간 간격

T, T (t )

임의의 에피소드 또는 시간 단계 t를 포함하는 에피소드의 마지막 시간 단계

At

시각 t에서의 행동

St

보통, 확률론적으로 St−1과 At−1에 기인하는 시각 t에서의 상태

Rt

보통, 확률론적으로 St−1과 At−1에 기인하는 시각 t에서의 보상

𝜋

정책(의사결정 규칙)

𝜋 (s )

결정론적 정책 𝜋를 따라 상태 s에서 취해진 행동

𝜋 (a | s)

확률론적 정책 𝜋를 따라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할 확률

표기법 안내

xxiii

Gt

시각 t 이후의 이득

h

수평선horizon, 전방 관점forward view에서 내다보는 마지막 시간 단계

Gt:t+n, Gt:h

시각 t + 1부터 t + n까지, 또는 h까지의 n단계 이득(할인을 적용하여 수정된 것)

Ḡt:h

시각 t + 1부터 h까지의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밋밋한 이득(5.8절)

Gt𝜆

𝜆 이득(12.1절)

𝜆
Gt:h

중단되고 수정된 𝜆 이득(12.3절)

Gt𝜆s, Gt𝜆a

상태 가치 또는 행동 가치의 추정값에 의해 수정된 𝜆 이득(12.8절)

p(s′, r | s, a)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함으로써 보상 r을 받고 상태 s′으로 전이할 확률

xxiv

p(s′ | s, a)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함으로써 상태 s′으로 전이할 확률

r (s, a)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한 후 받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의 기댓값

r (s, a, s′)

행동 a를 통해 상태 s에서 s′으로 전이할 때 받게 되는 즉각적인 보상의 기댓값

v 𝜋(s )

정책 𝜋하에서 상태 s의 가치(이득의 기댓값)

v ∗(s )

최적 정책하에서 상태 s의 가치

q 𝜋(s, a)

상태 s에서 정책 𝜋를 따라 행동 a를 선택하는 것의 가치

q ∗(s, a)

상태 s에서 최적 정책을 따라 행동 a를 선택하는 것의 가치

V, Vt

상태 가치 함수 v 𝜋 또는 v ∗의 배열 추정값

Q, Qt

행동 가치 함수 q 𝜋 또는 q ∗의 배열 추정값

V̄t(s )

근사적 행동 가치의 기댓값( : V̄t(s ) ≐ ∑a 𝜋(a | s)Qt(s, a))

Ut

시각 t에서의 목표 추정값

𝛿t

시각 t에서의 시간차Temporal-Difference, TD 오차(확률 변수, 6.1절)

𝛿ts, 𝛿ta

상태 및 행동에 특화된 형태의 TD 오차(12.9절)

n

n단계 방법에서, n은 부트스트랩의 단계 개수를 의미함

||v ||2𝜇

𝜇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치 함수 v의 놈norm의 제곱, 즉 ||v||2𝜇 ≐ ∑s∈ 𝜇(s)v(s)2

d

차원(w의 성분 개수)

d′

대체alternate 차원(𝜽의 성분 개수)

w, wt

근사적 가치 함수를 형성하는 d차원의 가중치 벡터

wi , wt,i

학습 가능한 가중치 벡터의 i번째 성분

v̂ (s, w)

가중치 벡터 w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태 s의 근사적 가치

v w(s )

v̂ (s, w)에 대한 대체 표기법

표기법 안내

q̂ (s, a, w)

가중치 벡터 w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태-행동 쌍 s, a의 근사적 가치

∇v̂ (s, w)

v̂ (s, w)를 w에 대해 편미분한 열 벡터

∇q̂ (s, a, w) q̂ (s, a, w)를 w에 대해 편미분한 열 벡터
x(s )

상태 s에 있을 때 드러나는 특징 벡터

x(s, a)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할 때 드러나는 특징 벡터

xi(s ), xi(s, a) 벡터 x(s) 또는 x(s, a)의 i번째 성분
xt

x(St) 또는 x(St , At)의 약칭

w⊤x

벡터 사이의 내적, w⊤x ≐ ∑i wixi ( : v̂ (s, w) ≐ w⊤x(s ))

v, vt

d차원의 2차 가중치 벡터, w의 학습을 위해 사용됨(11장)

zt

시각 t에서의 d차원 적격 흔적 벡터(12장)

𝜽, 𝜽t

목표 정책의 파라미터 벡터(13장)

𝜋(a | s, 𝜽)

파라미터 벡터 𝜽가 주어졌을 때 상태 s에서 행동 a를 선택할 확률

𝜋𝜽

파라미터 𝜽에 해당하는 정책

∇𝜋(a | s, 𝜽)

𝜋(a | s, 𝜽)를 𝜽에 대해 편미분한 열 벡터

J (𝜽)

정책 𝜋𝜽의 성능 지표

∇J (𝜽)

J (𝜽)를 𝜽에 대해 편미분한 열 벡터

h(s, a, 𝜽)

𝜽에 기반하여 상태 s에서 행동 a를 선택하는 것의 선호도

b(a | s)

목표 정책 𝜋를 학습하는 동안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정책

b(s )

정책 경사도 방법을 위한 기준baseline 함수 b :

b

MDP 또는 탐색 트리를 위한 분기 계수branching factor

𝜌t:h

시각 t부터 h까지의 중요도추출비율(5.5절)

𝜌t

시각 t에서의 중요도추출비율, 𝜌t ≐ 𝜌t:t

r (𝜋)

정책 𝜋에 대한 평균 보상(보상 비율, 10.3절)

R̄t

시각 t에서 r (𝜋)의 추정값

𝜇(s )

상태에 대한 활성 정책 분포(9.2절)

𝝁

모든 상태 s ∈ 에 대한 | |차원의 𝜇(s) 벡터

||v ||2𝜇

𝜇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치 함수 v의 놈norm의 제곱,
즉 ||v ||2𝜇 ≐ ∑s∈ 𝜇(s)v (s)2 (11.4절)

𝜂(s )

에피소드당 상태 s를 마주치는 횟수의 기댓값(240쪽)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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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가치 함수에 대한 투영 작용자projection operator(324쪽)

B𝜋

가치 함수에 대한 벨만 작용자(11.4절)

A

d × d 행렬 A ≐ E�xt(xt − 𝛾xt+1)⊤�

b

d차원 벡터 b ≐ E[Rt+1xt]

wTD

TD 고정점 wTD ≐ A−1b (d차원 벡터, 9.4절)

I

단위 행렬

P

정책 𝜋하에서 상태 전이 확률을 나타내는 | | × | | 행렬

D

𝝁를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 | × | | 대각선 행렬

X

x(s)를 행으로 하는 | | × d 행렬

VE(w)

평균 제곱 가치 오차 VE(w) ≐ ||v w − v 𝜋||2𝜇 (9.2절)

𝛿¯w(s )

상태 s에서 v w에 대한 벨만 오차(TD 오차의 기댓값, 11.4절)

𝛿¯w, BE

𝛿¯w(s )를 성분으로 하는 벨만 오차 벡터

BE(w)

평균 제곱 벨만 오차 BE(w) ≐ ||𝛿¯w||2𝜇

PBE(w)

투영된 평균 제곱 벨만 오차 PBE(w) ≐ ||Π𝛿¯w||2𝜇

TDE(w)

평균 제곱 시간차 오차 TDE(w) ≐ Eb[𝜌t 𝛿t2] (11.5절)

RE(w)

평균 제곱 이득 오차(11.6절)

표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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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야놀자)
책의 내용이 제게는 다소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수학과 친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마치 대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공식들과 유사한 모양으로 중간중간 나
오는 공식들에 아찔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나 강화학습에 대해 이제 막
흥미를 느끼는 분이라면 쉬운 책을 먼저 보시고 그에 대한 원리를 심층 탐구하실 때 이 책을 선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희연(LG전자)
강화학습 분야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서튼 교수님의 책을 한글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
니다. 이론을 깊게 다루는, 한글로 된 강화학습 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번역서가 강화학습
으로의 접근성을 한층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지원
강화학습의 바이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책이 한글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압도
적인 분량을 자랑하는 원서의 장점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책이 요구하는 사전 지식의 문턱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강화학습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수학으로 풀어낸 강화학습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 책을 선택하세요! 상당
히 많은 검수와 개선이 진행된 상태에서 베타리딩을 시작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책을 읽고 나
서도 원서가 지닌 장점과 깔끔한 번역이 잘 어우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교재
로 사용해도 될 만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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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현(민앤지)
강화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책을 첫 장부터 쭉 읽다 보
니 지루할 사이도 없이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강화학습과 심리학, 신경과
학과의 관계, 그리고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에 대한 사례연구까지 나오니 강화학습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거슬리는 문장이 있긴 하지만, 문체가 전반적으로
쉽게 설명되기 때문에 거슬리는 문장 몇 가지만 변경하면 독자들이 읽는 데 전반적으로 거부감
이 없어 보입니다.

양민혁(현대모비스)
강화학습에 적용되는 기초 이론부터 예제와 의사코드로 이어지는 구조가 체계화되어 있어서
개념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론서에 더 가까운 책이기에 알고리즘 구현이 목
적일 경우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론 및 개념에 대해 글과 그림, 그리고 의사코드로 잘
설명되어 있는 멋진 책을 먼저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베타리딩이었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언제나 그렇듯이 ‘an introduction’이라는 제목에 속아 가볍게 읽기 시작했지만, ‘교과서’라는 말
을 듣는 책인 만큼 쉽게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이
론적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은 읽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만, 몇
몇의 용어가 현업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간 전에 상의
하여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화(경북대학교)
인공지능을 넘어 이제는 강화학습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상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은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책
에는 강화학습과 심리학/신경과학의 관계 및 알파고와 같은 다양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식이나
내용은 다소 어렵지만, 강화학습의 바이블인 만큼 꼭 참고할 도서입니다.

이태환(KB국민은행)
강화학습에 대해 기초에서 심화 과정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 권으로 강화학습을 끝낼 수
있고 번역의 품질까지 너무 좋아서 정말 추천합니다. 역자님의 노고가 엿보인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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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양(하이트론씨스템즈)
강화학습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의 원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책이 왜 바이블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
니다. 그런데 강화학습에 대해 공부를 할수록 이 책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번역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드디어 출간되네요. 이제 다들 이 책을 통해 강화학습의 좀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도영(NHN)
강화학습과 관련된 방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바이블입니다. 특히, 강화학습의 방법과 알고리즘
이 심리학, 신경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IBM의 왓슨과 딥마인드의 알파고 등의 사례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의 엘로 평점 시스템, 뉴런 네트워크 등의 내용은 강화학습 지식이 부족한 제게도
재미있었습니다.

황시연(데이터저널리스트)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아진 사건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일 것입니다. 이때 가장 주
목받은 분야가 ‘강화학습’인데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기법과 달리 미리 준비된 데이터를 학습시
키지 않고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얻어진 데이터로 학습되기 때문입니다. 강화
학습은 탐색과 의사결정의 일반 원리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을 다양한 예제
가 있는 이 책을 통해 이론과 함께 채우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튼 교수님의
책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베타리딩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깊이가 있으면서도 충실
해서 궁금한 알고리즘이 있다면 바이블처럼 찾아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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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은 아마도 학습의 특성에 대해 생각할 때면 가장 먼
저 떠오르는 생각일 것이다. 아기가 놀거나 팔을 휘두르거나 주위를 둘러볼 때, 아기에게 무언가
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지만 아기의 감각과 운동은 직접적으로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
러한 연결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인과관계, 행동의 결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에 대한 정보가 쌓이게 된다.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환경에 대
해 배운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때도 행동의 주체는 주변 환경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민하게 인지하고 있으
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운
다는 것은 학습과 지능에 관한 거의 모든 이론의 기저에 깔린 개념이다.
이 책에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computational 방법을 탐구한
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나 동물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단번에 도출하기보다
는 이상적인 학습 환경을 가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이 갖는 효과를 분석한다.1 다시
말해, 인공지능 연구자나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과학이나 경제 분야에
서 다루어지는 학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해 탐구
하고, 그러한 기계의 성능을 수학적 분석과 컴퓨터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될

1

심리학 및 신경과학과의 관계는 14장과 15장에 요약되어 있다.

1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기계학습에 속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상호작

용으로부터 배우는 목표 지향적인 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1.1 강화학습
강화학습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그 행동
의 결과는 최대한의 보상(또는 이득)을 가져다주어야 하며, 그 보상 함수는 수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agent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고 오로지 시행착
오를 통해 최대의 보상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찾아내야만 한다.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상
황은 특정 행동이 그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상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어지는 상
황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속적으로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된 보상) 상황이다. 시행착오
와 지연된 보상이라는 특성은 강화학습을 다른 방법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등산mountaineering과 같이 그 이름이 ‘∼하는 중ing’으로 끝나는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며, 그 문제와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도
있다. 특히,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구별하는 것은 강화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구분을 제대
로 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강화학습 문제를 동적 시스템 이론의 개념, 특히 불확실한 마르코프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 MDP에

대한 최적 제어 이론을 활용하여 체계화했다. 이러한 체계화 과정의 자세한 내용

은 3장에서 다룬다.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목적을 위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포착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주변 환경의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는 감지하고 그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습자는 또
한 주변 환경의 상태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마르코
프 결정 과정은 감지, 행동, 목표라는 세 가지 측면만을 포함한다. 하지만 셋 중 어떤 것도 사소
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한 모든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 방법이다.
강화학습은 대부분의 기계학습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는 다르다. 지
도학습은 외부 전문가의 지침이 포함된 훈련 예제로부터 학습하는 것이다. 각각의 훈련 예제에
는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서 학습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에 대한 지침label이 포함된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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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종 어떤 상황이 속한 범주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학습은 시
스템의 행동 방식을 예측하거나 일반화함으로써 훈련 예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스템
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중요한 학습 방법이지만 상호작용으로
부터 학습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하는 문제에서는 경험에 의존하여
바람직한 행동의 예제를 찾는다. 이때 바람직한 행동은 어떤 상황에 대해 적합한 대표성을 갖는
행동이다. 학습자는 미지의 영역에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학습은 최대의 보상을 가져다준다.
강화학습은 기계학습 연구자들 사이에서 소위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불리는 학습
방법과도 구별된다. 비지도학습에서는 보통 지침이 없는 데이터의 집합 안에서 숨겨진 구조를
찾는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용어의 어감 때문에 이 두 학습 방법이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를 완전히 둘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지침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강화학습을 비지도학습의 한 종류라고 생
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강화학습은 보상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 숨겨
진 구조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숨겨진 구조를 찾는 것은 확실히 강
화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상을 최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화학
습 문제를 풀지 못한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이은 제3의 또는 그들과
는 전혀 다른 기계학습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학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화학습만이 갖는 어려운 점은 탐험과 활용 사이를 절충하는
일이다.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강화학습 학습자는 과거에 보상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행
동들을 선호해야만 한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효과적인 행동을 발견하려면 과거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시도해 봐야 한다. 학습자는 보상을 얻기 위해 이미 경험한 행동들을 활용exploitation해
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탐험exploration을 해야 한다. 탐험과
활용 둘 중 하나만 추구한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학습자는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고 그중 최상의 보상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계속해서 선호해야 한다. 확률이 지배하는 문
제에서는 어떤 행동이 가져올 보상의 기댓값을 높은 신뢰도로 추정하려면 각각의 행동을 여러
번 시도해야 한다. 탐험과 활용의 딜레마는 수십 년 동안 수학자들의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었지
만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탐험과 활용 사이에 균형을 잡는 문제는 최소
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강화학습의 또 다른 핵심은 불확실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에 대한
모든 문제를 분명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러 하위 문제를 커다란 하나의 문제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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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하위 문제들만을 고려하는 다른 많은 방법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면, 많은 기계학습 연구가 지도학습의 유용성을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지도학습을 다
룬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예는, 실시간 의사결정을 위한 계획planning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거나 계
획을 위해 필요한 예측 모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적인 목적을 갖는 계획
이론을 개발하는 경우다. 이러한 방법들이 많은 유용한 결과를 도출했지만, 오직 흩어져 있는
하위 문제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심각한 한계다.
강화학습은 상호작용을 하는 완전하고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를 처음부터 고려한 상태로 시작한
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한다. 모든 강화학습 학습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주변 환경
의 여러 측면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 환경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학
습자는 자신이 마주한 환경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학습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
로 학습을 시작한다. 강화학습에 계획을 활용할 때는 환경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방
법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획과 행동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강화학습에
지도학습을 활용할 때는 지도학습의 특정 능력을 활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
게 하는 것이다. 학습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위 문제들을 구별하며 연구해
야 한다. 이때 비록 학습자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위 문제들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완전한 목표 지향적 학습자 내부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상호작용하는 완전한 목표 지향적 학습자라는 개념이 항상 완전한 유기체나 로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완전한 유기체나 로봇은 상호작용하는 완전한 목표 지향적 학습자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행동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도 이러한 학습자에 포함된다. 이 경우
에 학습자는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들과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시스템 외부의 환경과는 간
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로봇 배터리의 충전 수준을 확인하고 로봇 제어 아
키텍처에 명령을 보내는 학습자를 생각해 보자. 학습자의 외부 환경은 학습자를 제외한 로봇 내
부와 로봇 외부의 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강화학습의 기본구조가 갖는 보편성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가장 분명하게 존재하는 학습자와 그 주변 환경을 머릿속에 그려 봐야 한다.
강화학습의 가장 흥미로운 현대적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공학 및 과학 분야와 실질적이고 생
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통계학이나 최적화 같은 수학 분야
와의 통합을 지향하는 큰 흐름이고, 강화학습은 그 흐름의 일부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예를 들면, 파라미터를 통해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강화학습의 능력은 시
스템 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제어 이론에 내재해 있던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 문제를
해결한다. 좀 더 독특한 점은 강화학습이 심리학 및 신경과학이라는 상이한 분야와 상호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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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큰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두 분야 모두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계학습의 모든 형태
중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학습과 가장 유사한 것이 강화학습이다. 사실, 강화학습의 많은 핵심
알고리즘은 생태계의 학습 체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강화학습
의 연구 결과는 실험 결과와 잘 들어맞는 동물학습의 심리학적 모델이나 뇌의 보상 시스템에 대
한 믿을 만한 모델을 제공해 주었고, 반대로 그 모델 덕분에 우리는 생태계의 학습 체계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공학 및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화학습의 개념들을 14장과 15장에서 설
명하는 신경과학 및 심리학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연구의 큰
경향성과도 부합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일반
적인 원리는 발견할 수 없다고 단정 지었다. 지능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경험을
다수 확보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기계에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관련
지식을 주입하기만 하면 기계가 지능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탐색이나
학습 같은 일반적인 원리에 기반한 방법을 ‘약한 방법’이라고 인식한 반면, 특정한 지식에 기반한
방법을 ‘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생각이지
만, 지배적인 생각은 아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생각은 간단히 말해서 좀 성급한
생각이었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 보기도 전에 일반적인 방법은 존재하
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어 버렸으니 말이다. 현대 인공지능 연구의 상당수는 학습과 탐색, 의
사결정의 일반 원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더 먼 길을 가야 할
지는 모르지만, 좀 더 단순하고 포괄적인 일반 원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서 강화학습은 분명 거
쳐 가야 할 지점이다.

1.2 예제
강화학습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강화학습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제와 적용 사
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숙련된 체스 선수가 말을 옮길 때 어느 위치로 말을 옮기는 것이 좋을지는 상대의 대응과
그에 대한 재대응을 예상하는 계획, 그리고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
• 석유 정제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응 제어기adaptive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엔지니어가
설정한 초기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이때 한계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물/비용/품질 사이의
균형을 최적화한다.
1.2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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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가젤은 태어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렵게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30분 후에는 시
속 3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 로봇 청소기는 더 많은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새 방을 탐색할지, 아니면 충전 스테이션으
로 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남아 있는 배터리의 양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충전 스테이션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과거 경험에 의존한다.
• 필Phil은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에도 복잡한 조건부 행동 및 목표와 하
위 목표 사이의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들이 작용한다. 찬장으로 가서 찬장을 열고 시리얼
상자 하나를 고른다. 그런 다음, 상자에 손을 뻗고 손으로 잡은 후에 상자를 꺼낸다. 그릇,
숟가락, 우유 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복잡하고 잘 조절된, 상호작용하는 연속적
인 행동이 필요하다. 모든 행동의 단계에는 정보를 얻고 목표물에 손을 뻗고 적합한 운동
을 하기 위한 연속적인 눈의 움직임이 포함된다. 어떻게 물건을 옮길지 또는 다른 물건을
가져오기 전에 몇몇 물건을 미리 탁자에 가져다 놓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계속해
서 빠르게 이루어진다. 각 단계는 숟가락 잡기 또는 냉장고에 넣기처럼 그 자체로 목표인
행동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그러한 행동은 시리얼이 준비되었을 때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
이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를 이루
기 위한 과정이 된다. 부지불식간에 필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신에게 영
양분이 필요한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어떤 음식이 좋을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제들은 매우 기본적인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예제는 학
습자와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다루고 있다. 주변 환경에는 불확실한
uncertainty

요소들이 있지만, 학습자는 목표goal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환경의 미래 모습(예를 들면 체스 말의 다음 위치, 정제 공장의 석유 비축 수준, 로봇 청
소기의 다음 위치와 미래의 배터리 충전 양)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미래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

과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간접적인 영
향과 지금의 행동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지력이나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선 모든 예제에서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자는 주
변 환경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필은 시리얼이 담긴 그릇에
우유를 붓는 동안 우유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예제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실을 통해 현 상황이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각 예제의 학습자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체스 선수는 자신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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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정제 공장의 제어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
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새끼 가젤은 언제 자신이 넘어질지를 알고 있고, 로봇 청소기는 언제 배
터리가 바닥날지 알고 있고, 필은 자신이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다.
이 모든 예제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체스 선수는 자신이 선택한 말의 위치가 얼마나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직관력
을 키워 더 좋은 위치를 선택하게 되고, 새끼 가젤은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
게 되며, 필은 더 쉽고 간편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전의 경험을 활용
하거나 또는 설계나 진화를 통해 주입된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 지식은 무엇이 유용하고 배우기 쉬운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학습자가
하려는 일의 분명한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행동을 조정하려고 할 때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
용 과정은 필수적이다.

1.3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
학습자와 주변 환경을 제외하고도 강화학습에는 네 가지 주요한 구성 요소가 있다. 바로 정책
policy, 보상 신호reward signal, 가치 함수value function,

그리고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모델model이다.
정책은 특정 시점에 학습자가 취하는 행동을 정의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책이란 학습자가 인지

한 주변 환경의 상태에 대해 학습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준다. 그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극-반응의 규칙이나 그와 관련된 것들과 대응된다. 어떤 경우에 정책은 간단한 함수나 열람
표look up table일 수도 있고, 더욱 복잡한 경우에는 탐색 과정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계산을 포함
할 수도 있다. 정책 그 자체만으로도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은 강화학습 학습자
에게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확률론적으로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책은 각 행동에 선택될 확률을 부여하고 그 확률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
보상 신호는 강화학습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의한다. 매 시간마다 주변 환경은 강화학습을 이

용하는 학습자에게 보상reward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숫자(보상 신호)를 전달한다. 학습자의 유일
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 학습자가 획득하게 되는 보상의 총합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
서 학습자는 보상 신호의 크기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

1. 3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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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해를 찾고자 하는 유한 마르코프 결정 과정finite Markov
decision process,

즉 유한 MDP의 정규적인 문제를 소개한다. 다중 선택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

제는 평가적 피드백을 포함하지만 그것 말고도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행동을 선택
하는 연관적 측면도 포함한다. 연속적 의사결정의 고전적 형식인 MDP에서는 행동이 즉각적인
보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상황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미래의
보상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MDP는 지연된 보상을 포함하며, 이 지연된 보상과 즉각적인 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다중 선택 문제에서 각 행동 a에 대해 q ∗(a)의 값을 추정했
지만 MDP에서는 각 상태 s에 있는 각 행동 a에 대한 q ∗(s, a)를 추정하거나 최적의 행동 선택을
가정한 채로 각 상태의 가치 v ∗(s)를 추정한다. 이러한 상태 의존적인 값은 개개의 행동 선택이
가져오는 장기적 결과에 정확하게 신뢰를 부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MDP는 강화학습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상적인 수학적 형태
다. 이 장에서는 이득return, 가치 함수, 벨만 방정식과 같은 이 문제의 수학적 구조를 이루는 핵
심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유한 MDP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폭넓게 전달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모든 인공지능 문제와 마찬가지로 MDP에도 적용 가능성과 수학적 간결
함 사이의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충 관계를 소개하고 상충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과 그것이 내포하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MDP 말고도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17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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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에이전트-환경 인터페이스
MDP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작용으로부터 학습하는 문제의 간단한 틀frame로 고안되었다.
학습자와 의사결정자를 에이전트agent라고 부르며,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 이외의 모
든 것을 환경environment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에이전트는 행동을 선택
하고 환경은 그 행동에 반응하여 에이전트에게 새로운 상황을 제시한다.1 또한, 환경은 에이전트
가 그의 행동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최대화하려고 하는 특별한 숫잣값인 보상을 발생시킨다.

에이전트
상태

보상

행동

환경
그림 3.1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 에이전트-환경 상호작용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에이전트와 환경은 연속되는 이산적 시간 단계의 매 지점(t = 0, 1, 2, 3, . . .)
마다 상호작용한다.2 모든 시간 단계 t에서 에이전트는 환경의 상태state St ∈ 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action At ∈

(s)3를 선택한다. 다음 시간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는 이전 행동의 결과로서 에이전트는 숫자로 된 보상reward Rt+1 ∈

⊂ R을 받고 스스로가 새로

운 상태 St+1 에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MDP와 에이전트는 함께 다음과 같이 시작
4

하는 상태, 행동, 보상의 나열, 즉 궤적trajectory을 만들어 낸다.
(식 3.1)

유한finite MDP에서는 상태(S), 행동(A), 보상(R)의 집합은 항상 유한한 값의 숫자 원소를 갖고
있다. 이 경우 확률 변수 Rt 와 St 는 오로지 이전 상태와 행동에만 의존하는 잘 정의된 이산 확
률 분포를 갖는다. 즉, 이 확률 변수 중 특별한 값 s′ ∈ 와 r ∈ 에 대해 시각 t에서 이 값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이전 상태와 행동에 따라 모든 s′, s ∈ , r ∈ , a ∈ (s)에 대해 주어진다.

58

1

공학에서 사용하는 제어기, 제어되는 시스템(또는 시설), 제어 신호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에이전트, 환경, 행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것이 좀 더 많은 독자에게 의미를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2

모든 것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 이산 시간에만 관심을 갖기로 한다. 하지만 많은 개념을 연속 시간의 경우로 확장할 수 있다
( 베르트세카스와 치치클리스, 1996; 도야(Doya), 1996 참고).

3

표기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때로는 모든 상태에 대한 행동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고 단순히

4

 t 에 기인한 보상을 표기하기 위해 Rt 대신에 Rt+1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편이 다음 보상과 다음 상태인 Rt+1과 St+1이 한 번에 결
A
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문헌에서는 Rt 와 Rt+1 모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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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한다.

(식 3.2)

여기서 함수 p는 MDP의 동역학dynamics을 정의한다. 방정식에서 등호 위의 점 표시는 등식이 이
전의 관계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정의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이 경우 함수 p를 정
의함). 동역학 함수 p:

×

×

×

→ [0, 1]는 4개의 변수를 갖는 보통의 결정론적 함수다.

중간의 ‘ | ’ 표시는 조건부 확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기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p가 s, a 각
각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모든 s ∈ , a ∈ (s)에 대해

(식 3.3)

마르코프 결정 과정에서 p에 의해 주어지는 확률은 환경의 동역학을 완전히 특징짓는다. 즉, St

와 Rt 각각이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은 바로 직전의 상태와 행동인 St−1과 At−1에만 의존하며, 바
로 직전의 상태와 행동이 주어지면 그 이전의 상태와 행동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
을 결정 과정에 대한 제약이 아닌 상태에 대한 제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과거의
모든 에이전트-환경 상호작용은 미래에 변화를 가져온다. 상태는 과거의 모든 에이전트-환경 상
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는 마르코프 특성Markov
property을

가졌다고 일컬어진다. 이 책에서는 마르코프 특성을 가정한다. 하지만 이 책의 2부에

서는 이 가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사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고, 17장에서는 마르코프 상태가
비 마르코프non-Markov 관찰로부터 어떻게 학습되고 구축되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네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p로부터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계산할 수 있다. 그 정보 중에는 상
태 전이 확률state-transition probability도 있다(여기서는 약간 표기법에 어긋나지만 세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p: × ×

→ [0, 1]로 표현함).
(식 3.4)

또한 상태-행동 쌍에 대해 두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r : ×

→ R로서 보상의 기댓값을 계산

할 수 있다.
(식 3.5)

그리고 ‘상태-행동-다음 상태’에 대한 보상의 기댓값을 세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r : ×

× →

R로 계산할 수 있다.

3.1 에이전트-환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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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6)

이 책에서는 보통 네 개의 변수를 갖는 함수 p(식 3.2)를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
한 표기법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가 있다.
MDP 구조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많은 문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
면, 시간 단계가 반드시 실시간의 고정된 간격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임의의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 행동의 단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행동은 로봇의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는 것과 같은 저수준
의 제어일 수도 있고, 점심을 먹을지 말지나 대학원에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
의 제어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상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직접 센서 값을 읽는
것과 같은 낮은 수준의 감각으로 완벽히 결정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방 안의 물건에 대한 상징
적 묘사와 같이 수준이 높고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상태를 구성하는 무언가는 과거의 감각
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고, 전적으로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
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정의된 감각을 통해 물건
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지금 막 놀란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유사하게, 어떤 행동은 전적으로 정
신적이거나 계산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은 에이전트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제어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제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행
동은 결정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 모든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태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유용하다고 알려진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의 경계는 보통 로봇이나 동물 몸체의 물리적 경계와는 의미가 다르
다. 대개는 그 경계가 몸체의 물리적 경계보다는 에이전트 쪽에 더 가깝게 그어진다. 예를 들면
로봇의 모터와 기계적 접합부, 측정 하드웨어는 에이전트의 일부라기보다는 환경의 일부로 간주
된다. 마찬가지로, MDP의 구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비유하면 근육, 뼈대, 감각 기관은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마도 보상 역시 자연적, 인공적 학습 시스템의 물리적 몸체 안쪽에서
계산되겠지만, 에이전트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규칙은 에이전트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는 모든 것은 에이전트 밖에 있다고 간주
하고 따라서 환경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다.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속한 상태와 행동의 함수로서 보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계산하는 일은 항상 에이전트 밖에
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보상을 계산하는 일은 에이전트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어서 에
이전트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환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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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어려운 강화학습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마치 루빅Rubik 큐브 같은 퍼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여전히
퍼즐을 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이전트-환경 경계는 에이전트의 지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에이전트의 절대적 제어absolute control의 한계를 나타낸다.
에이전트-환경 경계는 목적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복잡한 로봇의 경우 많은 다양한
에이전트가 자신만의 경계를 갖고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가 높은 수
준의 결정을 하여 상태의 일부를 형성하고, 그 상태에 놓이게 된 낮은 수준의 결정을 하는 에이
전트가 이미 행해진 높은 수준의 결정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특정한
상태, 행동, 보상을 선택하여 관심의 대상에 대해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만 하면 에이전트-환
경 경계는 결정된다.
MDP 구조는 목표 지향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의 학습 문제를 상당히 추상화한 것이다. MDP
구조에서는 감각, 기억, 제어의 세부 장치가 무엇이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상
관없이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문제는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에서 종횡무진 움직이는
세 개의 신호로 축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신호는 에이전트의 선택(행동)을 나타내고, 또
다른 신호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반(상태)을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의 신호는 에이전트의 목적
(보상)을 나타낸다. 이 구조가 모든 의사결정 학습 문제를 유용하게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폭넓은 문제에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물론, 특별한 상태와 행동은 의사결정 작업에 따라 많이 다르다. 그리고 상태와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에
서도 그러한 표현에 있어서의 선택은 현재로선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깝다. 이 책에서는
상태와 행동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조언과 예제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상태와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정해진다고 보고, 그보다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학습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주된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예제 3.1

생물반응장치 생물반응장치(유용한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영양소와 박테리아가

들어 있는 큰 통)의 매 순간의 온도와 회전 속도를 결정하는 데 강화학습을 적용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낮은 수준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입력으로 온도 및 회전 속도의 목푯값이 들어가고, 제
어 시스템은 그 목푯값을 얻기 위해 직접 난방용 발열체와 모터를 활성화한다. 이 경우에는 목
표 온도 및 목표 회전 속도가 행동이 될 수 있다. 이 목푯값이 낮은 수준의 제어 시스템에 입력으
로 들어가면 제어 시스템은 목푯값을 맞추기 위해 난방용 발열체와 모터를 활성화한다. 열전쌍
thermocouple과

그 밖의 센서 측정값이 상태가 될 만한데, 이 상태는 필터로 걸러지고 지연된 것일
3.1 에이전트-환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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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생물반응장치에 들어 있는 물질을 나타내는 상징적 입력값과 목표로 하는 화학
물질이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보상은 생물반응장치가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속도에 대한
매 순간의 측정값이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상태는 센서 측정값과 상징적 입력값의 배열 또는
벡터라는 점과, 각각의 행동 역시 목표 온도와 회전 속도로 구성되는 벡터라는 점을 알아야 한
다. 상태와 행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강화학습 문제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반면
에 보상은 항상 하나의 숫자로 표현된다.
예제 3.2

▒

물건 옮기는 로봇 반복적으로 물건을 집어 옮기는 로봇 팔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

해 강화학습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로봇 팔의 움직임을 빠르고 부드럽게 제어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기계적 접합부의 현재 위치와 속도에 대해 즉각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모터를 제
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행동은 모든 기계적 접합부의 모든 모터에 가해지는 전압이 될 것이
고, 상태는 접합부 각도와 속도의 최신 측정값이 될 것이다. 성공적으로 옮겨진 모든 물건에 대
해서는 +1의 보상이 주어진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시간 단계에서 ‘덜컥거림
jerkiness’이
연습 3.1

발생할 때마다 작은 음의 보상값을 부여할 수도 있다.

▒

상태, 행동, 보상을 확인하기 위한 자신만의 예제 3개를 MDP 구조에 맞추어 고안하

라. 가능하면 3개의 예제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라. MDP 구조는 추상적이고 유동적이며,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최소한 한 개의 예제에서 MDP의 구조적 한계를 어떤 방식으
로든 확장하라.
연습 3.2

모든 목표 지향적 학습 문제를 유용하게 나타내는 데 있어 MDP 구조가 적합한가?

MDP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명확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연습 3.3





차를 운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 몸이 차와 접촉하는 부분인 가속기, 운전대,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 더 바깥쪽으로 나아가서 타이어의 토크를 행동으
로 생각해서, 타이어의 고무가 도로 면과 만나는 지점을 행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또는 더 안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뇌가 우리 몸과 만나는 지점에서, 즉 갈비뼈를 제어하기 위한 근육의 미
세한 움직임을 행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주 높은 수준에서 보면 차를 ‘어디로where’
몰아야 할지 선택하는 것이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 적정한 수준이며, 어디에 에이전트와
환경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 경계선이 다른 경계선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한 경계선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 아니
면 아무런 선호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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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3.3

재활용 로봇

한 로봇이 사무실에서 빈 소다 캔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다. 로봇은 캔을 감지하는 센서
와 캔을 집어서 자신의 몸통에 달린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한 팔과 집게를 갖고 있다. 로봇
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로 작동한다. 로봇의 제어 시스템은 센서 측정값을 해석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고, 팔과 집게를 제어하기 위한 요소를 갖고 있다. 어떻게 캔을 탐색
할 것인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결정은 현재 배터리 충전 수준에 따라 강화학습으로 결정
한다. 예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오직 두 개의 충전 수준(상태)

= {high, low}만 존재한

다고 가정한다. 각 상태에서 에이전트는 (1)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캔을 탐색search할
지, 아니면 (2) 정지 상태로 있으면서 누군가가 캔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릴지wait, 그것도 아
니면 (3) 배터리를 충전하기recharge 위해 충전기로 돌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배터리 충전
수준이 높으면high, 충전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항상 어리석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 high 상
태에 대해서는 recharge를 행동의 집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태에 따른 행동의
집합은 (high) = {search, wait}와 (low) = {search, wait, recharge}가 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상은 0이지만, 로봇이 빈 캔 하나를 확보하면 보상은 양의 값을 갖
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되면 절댓값이 큰 음의 값을 갖기도 한다. 캔을 찾는 최고의 방법
은 적극적으로 캔을 탐색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로봇의 배터리가 소진된다. 반면에 기다리
면 최소한 배터리가 소진되지는 않는다. 로봇이 탐색할 때마다 배터리가 바닥날 가능성
은 존재한다. 이 경우 로봇은 전원을 끄고 (낮은 보상을 얻으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려야 한
다. 에너지 수준이 high 상태이면 적극적인 탐색의 기간 동안 배터리가 방전될 위험은 없
다. 에너지 수준이 high인 상태로 시작한 탐색이 끝난 후에 에너지 수준이 high로 남아
있을 확률은 𝛼이고, low로 낮아질 확률은 1 − 𝛼이다. 반면에 에너지 수준이 low인 상태
로 시작한 탐색이 끝난 후에 에너지 수준이 low로 남아 있을 확률은 𝛽이고, 배터리가 완
전히 방전될 확률은 1 − 𝛽이다. 후자의 경우 로봇은 구조되어야 하고 구조 후에는 배터리
가 다시 high 상태로 충전된다. 로봇이 수집하는 캔 하나당 1의 보상을 얻는 반면, 로봇
이 구조되어야 할 때마다 보상은 −3이 된다. r search > r wait인 대소 관계를 갖는 r search
와 r wait을 각각 로봇이 탐색할 때와 기다릴 때 수집하게 될 캔의 개수에 대한 기댓값
(따라서 보상의 기댓값)으로 표기하자. 마지막으로, 충전을 위해 충전기로 가는 동안에는 캔

을 수집할 수 없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도 캔을 수집할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시
스템은 이제 유한 MDP이며, 왼쪽의 표에 표시된 것처럼 동역학과 함께 전이 확률과 보상
의 기댓값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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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CH APTER

n 단계 부트스트랩

이 장에서는 몬테카를로MC 방법과 이전 두 장에서 제시했던 단일 단계 시간차TD 방법을 통합하
겠다. MC 방법이나 단일 단계 TD 방법이나 항상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두
방법을 일반화하여 특별한 문제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있을 때 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부드

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n 단계 TD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n단계 방법은 한쪽 끝에 MC 방법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단일 단계 TD 방법이 있는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최선의 방법은 대체로
두 극단에 있는 방법들 사이의 중간쯤 되는 방법이다.

n단계 방법의 이점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은 n단계 방법이 시간 단계의 억압tyranny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이다. 단일 단계 TD 방법에서는 동일한 시간 단계가 행동이 변경되는 주
기와 부트스트랩이 수행되는 시간 구간을 결정한다. 많은 적용 사례에서 무언가 변한 것을 고려
하기 위해 행동을 매우 빠르게 갱신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부트스트랩은 중요하고 식별 가능한
상태 변화가 발생한 시간 구간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단일 단계 TD 방법에서는 이 시간 구간
의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n단계 방법은 다수의 단계에 걸쳐 부트스
트랩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단일 시간 단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
n단계 방법의 개념은 보통 적격 흔적eligibility traces(12장)의 알고리즘적 개념을 소개하는 데 사용된
다. 적격 흔적은 다수의 시간 구간에 걸친 부트스트랩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
는 적격 흔적 대신 n단계 부트스트랩의 개념만을 따로 고려하고, 적격 흔적의 구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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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룰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슈를 더 잘 분리할 수 있고, 따라서 n단계 부트스트랩
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좀 더 간단한 n단계 설정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언제나처럼 예측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 제어 문제로 넘어가겠다. 다시 말해, 고정된 정책
에 대해 n단계 방법이 이득을 상태의 함수로서 예측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다. 그런 다음 행동 가치와 제어 방법으로 개념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7.1 n 단계 TD 예측
몬테카를로와 TD 방법 사이에 놓인 간극은 무엇일까? 정책 𝜋를 사용하여 생성한 표본 에피소
드로부터 v 𝜋 를 추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몬테카를로 방법은 어떤 상태로부터 에피소드가 끝
날 때까지 관측된 보상 전체를 나열한 것에 기반하여 각각의 상태를 갱신한다. 반면에, 단일 단
계 TD 방법의 갱신은 바로 다음 보상 하나만을 기반으로 하여 한 단계 다음 상태의 가치로부
터 부트스트랩한다. 이때 한 단계 다음 상태의 가치가 남아 있는 보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 두 방법을 절충하는 한 방법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의 보상을 기반
으로 하여 상태를 갱신하는 것이다. 이때 종단 상태에 이르기까지 보상의 개수는 하나보다는 많
고 전체 개수보다는 적은 개수가 된다. 예를 들어, 두 단계 갱신은 처음 두 개의 보상과 두 단계
이후의 상태 가치 추정값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된다. 유사하게, 세 단계 갱신, 네 단계 갱신으로

이어진다. 그림 7.1은 v 𝜋에 대한 n 단계 갱신 스펙트럼의 보강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제일 왼쪽이
단일 단계 TD 갱신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증가하여 제일 오른쪽에서는 몬테
카를로 갱신이 된다.
n단계 갱신에서도 여전히 초기의 추정값과 나중의 추정값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에 기반하여 초
기 추정값을 갱신하기 때문에 n단계 갱신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전히 TD 방법이다. 여기서 나중
의 추정값은 한 단계 이후의 추정값이 아니라 n단계 이후의 추정값을 말한다. 시간 차이가 n단
계에 걸쳐 확장하는 방법을 n 단계 TD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전 장에서 소개된 TD 방법은 모두

단일 단계 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단일 단계 TD 방법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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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TD와
TD(0)

2단계 TD

3단계 TD

n 단계 TD

∞단계 TD와
몬테카를로

그림 7.1 n단계 방법의 보강 다이어그램. 이 방법들은 단일 단계 TD에서 몬테카를로 방법에 이르기까지의 스펙트럼
을 형성한다.

좀 더 형식적으로, 상태 St 의 가치 추정값을 상태-보상 나열 St , Rt+1, St+1, Rt+2, . . . , RT, ST
(행동은 생략됨)의 결과로 갱신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몬테카를로 갱신에서는 v 𝜋(St)의 추정값이

다음과 같은 완전한 이득의 방향으로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T는 에피소드의 최종 시간 단계다. 이 값을 갱신의 목표target라고 부르자. 몬테카를로 갱
신에서는 목표가 이득인 반면, 단일 단계 갱신에서는 최초의 이득과 다음 상태의 할인된 가치
추정값의 합이 목표다. 이 합을 단일 단계 이득one-step retur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Vt : → R는 v 𝜋에 대한 시각 t에서의 추정값이다. Gt :t+1에 표시된 아래첨자는 이것이 시
각 t + 1까지의 보상을 사용하여 계산한 시각 t에서의 잘린truncated 이득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전 장에서 논의했을 때 사용한 전체 이득 𝛾Rt+2 + 𝛾2Rt+3 + ⋯ + 𝛾T−t −1RT 대신에 할인된 가
치 추정값 𝛾Vt(St+1)을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개념이 한 단계 후에 대해 성립했
듯이 두 단계 후에도 성립한다는 점이다. 두 단계 갱신을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 이득
two -step return이다.

7.1 n 단계 TD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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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𝛾2Vt+1(St+2)는 𝛾2Rt+3 + 𝛾3Rt+4 + ⋯ + 𝛾T−t−1RT 의 자리를 대신한다. 비슷하게, 임의

의 n단계 갱신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n 단계 이득이다.

(식 7.1)

식 7.1은 n ≥ 1, 0 ≤ t < T − n을 만족하는 모든 n, t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n단계 이득은
n단계 이후가 잘리고, 잘린 부분은 Vt+n−1(St+n)으로 대체하여 계산한 전체 이득에 대한 근삿
값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만약 t + n ≥ T를 만족하면(즉, n단계 이득이 종단까지 또는 종단을 넘어서
까지 이어진다면), 잘린 항들은 모두 0으로 간주되고 n단계 이득은 보통의 전체 이득과 같게 정의

된다(즉, t + n ≥ T 이면, Gt :t+n ≐ Gt).
n > 1일 경우의 n단계 이득은 t에서 t + 1로 전이하는 시점에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보상과 상태
를 포함한다. 어떠한 실제 알고리즘도 Rt+n을 알고 Vt+n−1을 계산하기 전까지는 n단계 이득을
사용할 수 없다. n단계 이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t + n이다. 따라서 n단계 이득을 사
용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상태 가치 학습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식 7.2)

이때, 다른 모든 상태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모든 s ≠ St에 대해 Vt+n(s) =

Vt+n−1(s)이다. 이 알고리즘을 n 단계 TD라고 부른다. 각 에피소드의 처음 n − 1단계 동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어나지 않았던 변화를 한 번에 만들기 위
해 동일한 개수의 추가적인 갱신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즉 종단이 지나고 다음 에피소드가 시
작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완전한 의사코드가 다음 페이지의 글상자에 있다.
연습 7.1

6장에서 가치의 추정값이 단계가 바뀔 때에 변하지 않는다면 몬테카를로 오차가 TD

오차(식 6.6)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았다. 식 7.2에 사용된 n단계 오차 역시 (여기서도 가
치 추정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초기 결과를 일반화하는 TD 오차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

여라.
연습 7.2



(프로그래밍) n단계 방법을 이용하면, 가치 추정값은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변화한다.

따라서 TD 오차의 합(이전 연습문제 참고)을 식 7.2의 오차 대신에 사용하면 알고리즘이 조금 달
라질 것이다. 이것이 더 좋은 알고리즘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작은 실험을 고안하여 프로그
래밍을 직접 해 본 후에 이 질문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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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v 𝜋 를 추정하기 위한 n단계 TD
입력: 정책 𝜋
알고리즘 파라미터: 시간 간격 𝛼 ∈ (0, 1], 양의 정수 n
모든 s ∈ 에 대해 V (s)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
(St 와 Rt 에 대한) 모든 저장과 접근은 n + 1로 인덱스를 설정하여 행해질 수 있음
각 에피소드에 대한 루프:
S 0를 초기화하고 저장(단, S 0 ≠ 종단)
T←∞
t = 0, 1, 2, . . . 에 대한 루프:
| t < T이면:

|
|
|
|
|
|
|
|

𝜋(· | St)에 따라 행동을 취함
다음 보상을 Rt+1, 다음 상태를 St+1로 측정하고 저장함
St+1이 종단이면, T ← t + 1
𝜏 ← t − n + 1(𝜏는 상태의 추정값이 갱신되는 시각)
𝜏 ≥ 0이면:

G←
𝛾 i−𝜏−1  Ri
𝜏 + n < T이면: G ← G + 𝛾nV (S 𝜏+n)
V (S 𝜏) ← V (S 𝜏) + 𝛼[G − V (S 𝜏)]
𝜏 = T − 1이면 종료

(G 𝜏:𝜏+n)

n단계 이득은 가치 함수 Vt+n−1을 이용하여 Rt+n 이후에 잘린 보상을 보정한다. n단계 이득의
중요한 특성은 이득의 기댓값이 최악의 경우에도 Vt+n−1보다 v 𝜋에 대한 더 좋은 추정값이 됨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n단계 이득에 대한 기댓값의 최대 오차는 Vt+n−1의 최대 오차에 𝛾n을 곱
한 것보다 작거나 그와 같음이 보장된다. 이것을 모든 n ≥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7.3)

이것을 n단계 이득의 오차 감소 특성error reduction property이라 한다. 오차 감소 특성 때문에 모든 n
단계 TD 방법이 적절한 기술적 조건하에서 수렴하여 예측을 보정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n단계 TD 방법은 양 극단에 있는 단일 단계 TD 방법 및 몬테카를로 방법과
함께 적합한 방법의 집합을 구성한다.
예제 7.1

무작위 행보에 대한 n 단계 TD 방법

예제 6.2(152쪽)에서 설명한 5 상태 무작위 행보 문

제에 n단계 TD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중심 상태 C에서 시작하여
오른쪽으로 D와 E까지 진행한 후, 오른쪽에서 1의 이득을 받고 종단된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상
태의 가치에 대한 추정값이 중간 값 V (s) = 0.5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상기하라. 이 경험의 결과

7.1 n 단계 TD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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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일 단계 방법은 오직 마지막 상태의 추정값 V (E)만 변경할 것이고, 이 변경은 측정된 이득
인 1을 향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세 단계 방법 또는 n > 2인 임의의 n단계 방법
은 마주치는 세 개의 상태 모두의 가치를 1을 향하는 방향으로 같은 양만큼 증가시킨다.
n은 어떤 값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림 7.2는 규모가 더 큰 무작위 행보 과정에 대한 간단한 테
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상태는 5개 대신 19개이고(왼쪽에서의 결과는 −1이고, 모든 가치는 0으
로 초기화된다), 이것이 이 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예제다. 그림 7.2에 보이는 결과는 특정 범위의

n과 𝛼를 이용한 n단계 TD 방법의 결과다. 수직축에 표시되는 각 파라미터 설정의 성능 지표는
19개 상태에 대한 에피소드 마지막에서의 예측값과 실제 가치 사이의 근평균제곱 오차를 처음
10개의 에피소드에 대해, 그리고 전체 과정에 대해 100번 반복 실험한 평균이다(모든 파라미터 설
정에 대해 동일한 집합의 걸음이 사용된다). n의 중간 값을 사용한 방법이 가장 결과가 좋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것은 TD 방법과 몬테카를로 방법을 n단계 방법으로 일반화하면 양 극단에 있는
방법보다 잠재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19개의 상태와
처음 10개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 RMS 오차

그림 7.2 19개의 상태를 갖는 무작위 행보 문제(예제 7.1)에 대한 n단계 TD 방법의 성능을 다양한 n 값에 대해 𝛼의

함수로 나타낸 것
연습 7.3

왜 규모가 더 큰 무작위 행보 문제(5개 대신 19개의 상태)가 이 장의 예제에서 사용되었

다고 생각하는가? 규모가 더 작은 걸음의 경우에는 다른 n 값을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한가?
규모가 더 큰 문제에서 왼쪽에서의 결과가 0 대신 −1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 이것이 최적의 n 값에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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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n 단계 살사
n단계 방법이 예측 문제만이 아니라 제어 문제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번 절에서는 활성
정책 TD 제어 방법을 만들기 위해 n단계 방법이 어떻게 살사와 간단한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
는지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 책에서는 n단계 형식의 살사를 n단계 살사라고 부르고, 이전 장에

서 제시한 원래의 살사는 이와 구분하기 위해 단일 단계 살사one-step Sarsa, 또는 살사(0)라고 부르
겠다. 주요 개념은 행동에 대한 상태(상태-행동 쌍)를 단순히 전환하고 입실론 탐욕적 정책을 사

용하는 것이다. (그림 7.3에 표현된) n단계 살사의 보강 다이어그램은 n단계 TD의 보강 다이어그
램(그림 7.1)과 마찬가지로 서로 교차하는 상태와 행동의 나열이다. 단, 살사의 보강 다이어그램은
모두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난다는 점만 다르다. n단계 이득(갱신 목표)
을 행동 가치의 추정값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한다.

(식 7.4)

이때 t + n ≥ T이면 Gt :t+n ≐ Gt이다. 이제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식 7.5)

이때, 다른 모든 상태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s ≠ St 또는 a ≠ At 를 만족하는

모든 s, a에 대해 Qt+n(s, a) = Qt+n−1(s, a)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n 단계 살사n-step Sarsa라고 부르
는 알고리즘이다. 의사코드는 다음 페이지의 글상자에 있으며, 이것이 단일 단계 방법에 비해 학
습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유를 보여주는 예제가 그림 7.4에 있다.
단일 단계 살사
또는 살사(0)

2단계
살사

3단계
살사

n 단계
살사

무한 단계 살사
또는 몬테카를로

n 단계 기댓값
살사

그림 7.3 상태-행동 쌍에 대한 n단
계 방법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보

강 다이어그램. 단일 단계 갱신을
하는 살사(0)에서부터, 갱신이 종단
상태까지 이어지는 몬테카를로 방
법에 이르기까지 표현되어 있다. 이
둘의 중간에 n번째 이후의 상태-행
동 쌍에 대한 가치 추정값과 n단계
의 실제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n단
계 갱신이 있다. 이들 모두는 적절
하게 할인된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n단계 기댓값 살사의 보강 다
이어그램이다.

7.2 n 단계 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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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q ∗ 또는 q 𝜋 를 추정하기 위한 n단계 살사
모든 s ∈ , a ∈ 에 대해 Q (s, a)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
Q에 대한 입실론 탐욕적 정책 또는 주어진 고정된 정책이 되도록 𝜋를 초기화
알고리즘 파라미터: 시간 간격 𝛼 ∈ (0, 1], 작은 양수 𝜀 > 0, 양의 정수 n
(St , At , Rt 에 대한) 모든 저장 및 접근은 n + 1로 인덱스를 설정하여 행해질 수 있음
각 에피소드에 대한 루프:
S 0를 초기화하고 저장(단, S 0 ≠ 종단)
행동 A0 ∼ 𝜋(· | S 0)를 선택하고 저장
T←∞
t = 0, 1, 2, . . . 에 대한 루프:
| t < T이면:

|
|
|
|
|
|
|
|
|
|
|
|

행동 At 를 취함
다음 보상을 Rt+1로, 다음 상태를 St+1로 측정하고 저장
St+1이 종단이면:
T ←t + 1
종단이 아니면:
행동 At+1 ∼ 𝜋(· | St+1)을 선택하고 저장
−
←
𝜏 t n + 1(𝜏는 추정값이 갱신되는 시각)
𝜏 ≥ 0이면:
G←
𝛾 i−𝜏−1Ri
←
𝜏 + n < T이면 G G + 𝛾nQ (S𝜏+n , A𝜏+n)
Q (S𝜏 , A𝜏) ← Q (S𝜏 , A𝜏) + 𝛼[G − Q (S𝜏 , A𝜏)]

(G 𝜏:𝜏+n)

𝜋를 학습하는 도중에는 𝜋(· | S𝜏)가 Q에 대해 입실론 탐욕적이 되도록 해야 함
𝜏 = T − 1이면 종료

취해진 경로

단일 단계 살사에 의해
증가한 행동 가치

10단계 살사에 의해
증가한 행동 가치

그림 7.4 n단계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정책 학습 속도가 증가하는 격자 공간 예제. 첫 번째 패널은 단일 에피소드에

있는 학습자가 취하는 경로를 보여준다. 이 경로는 G라고 표시된 높은 보상의 위치에서 종료된다. 이 예제에서 가치의

초깃값은 모두 0이고, G에서의 양의 보상을 제외한 모든 보상은 0이다. 다른 두 패널의 화살표는 단일 단계와 n단계
살사 방법에 의한 이 경로의 결과로서, 어떤 행동 가치가 강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단일 단계 방법은 높은 보상을 향
하는 행동의 나열에서 오직 마지막 행동만을 강화하지만, n단계 방법은 그 나열에서 마지막 n개의 행동을 강화함으
로써 하나의 에피소드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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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APTER

적용 및 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강화학습의 사례 연구를 제시할 텐데, 여기에는 상당한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 적용 사례도 여럿 있다. 그중 하나로, 사무엘의 체커 선수는 주로 역사적인 관심을 끄는 사
례다. 여기에 제시되는 사례들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서로 대립되는 요
소들 간의 균형 잡기에 관한 일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도파민에 대한 지식이 문
제를 형성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적용에 있
어서 매번 중요한 요소가 되는 표현representation에 대한 이슈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
례 연구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시했던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복
잡하다.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일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는 거리가 멀고, 일반적
으로 과학을 필요로 하는 만큼 기술도 필요로 한다. 강화학습을 더 쉽고 더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강화학습 분야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연구의 목표 중 하나다.

16.1 TD-가몬
지금까지의 강화학습 적용 사례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적용 사례 중 하나는 제럴드 테사우
로Gerald Tesauro가 백게먼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사례다(테사우로, 1992, 1994, 1995, 2002). 테
사우로가 만든 프로그램인 TD-가몬TD-Gammon은 백게먼 게임에 대한 사전 지식을 거의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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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을 통해 거의 세계 최고의 그랜드 마스터 수준에 이를 정도로 게임을 매우
잘하게 되었다. TD-가몬의 학습 알고리즘은 TD 오차의 역전파를 통해 훈련된 다수 층위 인공
신경망ANN을 이용한 비선형 함수 근사와 TD(𝜆) 알고리즘의 간단한 조합이었다.
백게먼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게임이고, 수많은 토너먼트와 정기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도 치러지고 있다. 이 게임은 어느 정도는 확률 게임이고, 상당한 금액의 돈을
걸고 내기를 하기 위한 인기 있는 수단이다. 아마도 프로 체스 선수보다 프로 백게먼 선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 게임은 점point이라고 불리는 위치가 24개 표시된 게임판 위에 15개의 흰색 돌과
15개의 검은색 돌을 놓고 진행하는 게임이다. 다음 페이지의 오른쪽 그림에는 게임 초기에 나타
나는 일반적인 돌의 위치가 흰색 돌을 움직이는 선수의 관점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흰
색 돌 선수는 방금 전에 주사위를 던져서 5와 2를 얻었다. 이것은 이 선수가 자신의 흰색 돌 중
하나를 5칸 이동시키고 또 다른 돌 하나(같은 돌일 수도 있다)를 2칸 이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그는 12번 점에서 두 개의 돌을 하나는 17번 점으로 다른 하나는 14번 점으로 움
직일 수 있다. 흰색 돌 선수의 목적은 모든 흰색 돌을 마지막 사분면에 속하는 점들(19∼24번 점)
로 이동시킨 후 게임 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돌을 게임 판 밖으로 먼
저 내보내는 선수가 이긴다. 한 가지 문제는 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서로를 밀
어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검은 돌 선수가 돌을 이동시킬 때, 주사위
눈의 수가 2가 되면 자신의 검은 돌을 24번 점에서 22번 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그곳에 있던 흰
색 돌을 ‘쳐낼hitting’ 수 있다. 원래의 위치에서 밀려난 돌은 게임 판 중앙에 있는 ‘바bar’로 보내진
다(이전에 밀려난 검은 돌 하나가 이미 바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그 돌들은 다시 처음 단계
부터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한 점에 두 개의 돌이 있다면, 상대방 선수는 그 점으로 자신
의 돌을 이동시킬 수 없다. 그 점에 있던
돌들은 밀려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

흰 돌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는 셈이다. 따라서 흰색 돌 선수가 주사위
를 던져 눈의 수가 5와 2가 되면 1번 점에
있는 자신의 돌들은 이동시킬 수 없게 된
다. 1번 점에 있는 돌들이 갈 수 있는 점에
는 이미 두 개 이상의 검은 돌이 존재하기

검은 돌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

때문이다. 상대방 선수의 돌을 막기 위해
한 점에 연속으로 돌을 위치시키는 것은
이 게임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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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게먼 게임에서 돌의 위치

백게먼 게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지만,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통해 기본적인 게임 방법을
알 수 있다. 30개의 돌과 이 돌들이 위치할 수 있는 24개(바와 게임 판 밖의 영역을 추가하면 26개)
의 영역을 고려했을 때, 백게먼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 위치의 개수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
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임의의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 원소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각각의 위치로부터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의 수도 역시 많을 것이다. 일반적인 주사
위 던지기를 생각해 보면 20가지의 게임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상대방 선수의 반응 같은 앞으
로 발생할 돌의 이동까지 고려한다면, 주사위 던지기 결과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게임 트리game tree의 분기 계수branching factor는 사실상 약 400 정도가 된다. 분기 계수 400
은 너무 과하게 큰 값이어서 체스나 체커 같은 게임에서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전통적인
경험적 탐색 방법을 효과적으로 백게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TD 학습 방법의 능력은 이 게임에 적용하기에 충분하다. 이 게임은 상당히 확률론적이
지만, 게임의 상태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다. 이 게임은 둘 중 하나가 이겨서 게
임이 끝날 때까지 돌의 이동과 위치에 따라 진화한다. 게임의 결과는 예측되어야 할 최종적인 보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지금까지 이 책에서 설명한 이론적인 결과를 이 문제에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상태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열람표lookup table는 사용할 수 없고, 게임의
상대방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생겨난다.
TD-가몬은 비선형 형태의 TD(𝜆)를 사용

이길 확률에 대한 예측값,

했다. 임의의 상태(게임 판에서의 위치) s의
가치 추정값 v̂ (s, w)는 상태 s에서 시작했

TD 오차

을 때 게임에서 이길 확률에 대한 추정값
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추정값을 얻

숨겨진 단위들
(40～80)

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는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보상을 0으로 정의했다. 가
치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 TD-가몬은 그
림 16.1에 보이는 것과 매우 유사한 표준
적인 다수 층위 ANN을 사용했다(실제 네

백게먼 위치
(198개의 입력 단위들)

그림 16.1 TD-가몬 ANN

트워크에서는 ‘가몬gammon’ 또는 ‘백게먼backgammon’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게임에 참여한 각 선수
의 승리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마지막 층위에 두 개의 단위가 추가된다). 네트워크는 입력 단

위들의 층위 하나와, 숨겨진 단위들의 층위 하나, 그리고 최종 출력 단위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입력은 백게먼 위치를 표현한 것이고, 출력은 그 위치의 가치에 대한 추정값이다.

16.1 TD-가몬

513

TD-가몬의 최초 버전인 TD-가몬 0.0에서는 백게먼 위치가 백게먼 게임에 대한 정보를 거의 사
용하지 않는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ANN
이 작동하는 방식 및 네트워크에 정보가 가장 잘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백게먼
위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테사우로가 선택했던 정확한 표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테사우로의 네트워크에는 총 198개의 입력 단위가 존재한다. 백게먼 게임 판의 각 점
에 대해, 점에 있는 흰색 돌의 개수를 네 개의 단위로 나타내었다. 흰색 돌이 없으면, 네 개의 단
위 모두 0의 값을 갖는다. 흰색 돌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 단위가 1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약점
blot’,

즉 상대방 돌에 의해 밀려날 수 있는 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부호화한다. 흰색 돌이 두

개 이상 있다면, 두 번째 단위가 1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이것은 상대방 돌이 들어올 수 없는
‘완성된 점made poin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부호화한다. 흰색 돌이 정확히 세 개 있으면, 세 번
째 단위가 1로 설정된다. 이것은 ‘하나의 여분single spare’, 즉 점을 완성한 두 개의 돌 이외에 추가
된 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부호화한다. 마지막으로 흰색 돌이 네 개 이상 있으면, 세 개 이외
에 추가된 돌의 개수에 비례하는 값이 네 번째 단위에 설정된다. 어떤 점에 있는 돌의 총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n > 3이면 네 번째 단위는 (n − 3)/2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주어진 점에서 ‘다
수의 여분multiple spares’에 대한 선형 표현을 부호화한다.
24개의 각 점에서 흰색 돌을 위한 네 개의 단위와 검은색 돌을 위한 네 개의 단위를 사용하면,
총 192개의 단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바에 있는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의 개수를 부호화하는 두
개의 단위(각 단위는 n/2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 n은 바에 있는 돌의 개수다)와, 게임 판에서 이미 성공
적으로 제거된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의 개수를 부호화하는 두 개의 단위(이 단위들은 n/15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 n은 이미 게임 판 밖으로 밀려난 돌의 개수다)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흰색 돌이 움직

일 차례인지 검은색 돌이 움직일 차례인지를 이진 형식binary fashion으로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단위가 추가로 사용된다. 네트워크의 단위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일반적인 논리 구조는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테사우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위의 개수는 적게 유지하면서 백게
먼 위치를 간단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개념적으로 구별
되는 가능성 각각에 대해 하나의 단위를 제공했고, 각 단위가 갖는 값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동
일하도록, 이 경우에는 0과 1 사이가 되도록 조정했다.
백게먼 위치에 대한 표현이 주어지면, 네트워크는 그 위치의 가치 추정값을 표준적인 방식으로
계산한다. 입력 단위로부터 숨겨진 단위로 이어지는 각각의 연결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실숫값으
로 주어진다. 각각의 입력 단위로부터 나오는 신호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곱해지고, 가중
치가 곱해진 신호는 숨겨진 단위에 도달해서 모두 더해진다. 숨겨진 단위 j의 출력 h(j)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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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에 대한 비선형 시그모이드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x i 는 i번째 입력 단위의 가치이고, wij 는 i번째 입력의 단위로부터 j번째 숨겨진 단위
로 이어지는 연결에 대한 가중치다(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가 함께 파라미터 벡터 w를 구성한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함숫값을 흔적의 합계summation of
evidence(문맥상 입력 단위로부터 나오는 신호의 가중 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옮긴이

)를 기반으로 하

는 확률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숨겨진 단위로부터 출력 단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행되
는 계산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숨겨진 단위로부터 출력 단위에 이르는 각각의 연결마다 가중
치가 주어진다. 출력 단위는 가중 합계를 계산하고 그 값을 동일한 비선형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넣는다.
TD-가몬은 12.2절에서 설명한 준경사도 형태의 TD(𝜆)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때 경사도는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으로부터 계산된다(루멜하트, 힌튼, 윌리엄스Rumelhart, Hinton, and Williams, 1986). 이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갱신 규칙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자.
(식 16.1)

여기서 wt 는 수정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벡터(이 경우에는 네트워크의 가중치)이고, zt
는 wt의 각 성분에 대해 하나씩 주어지는 적격 흔적 벡터로서,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여기서 z0 ≐ 0이다. 이 방정식에 포함된 경사도는 역전파 과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계산
될 수 있다. 이기는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보상이 0으로 주어지고, 𝛾 = 1로 주어지
는 백게먼 문제에 대해서는 그림 16.1에 제시된 것처럼 학습 규칙의 TD 오차 부분이 보통은
v̂ (St+1, w) − v̂ (St , w)로만 표현된다.
학습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백게먼 게임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필요하다. 테사우로는 그
가 학습시킨 백게먼 선수가 스스로와 백게먼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게임으로부터 정
보를 획득했다. 돌을 어디로 이동시킬지를 선택하기 위해, TD-가몬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대략 20개의 이동 경로와 각각의 경로가 도달하는 위치를 고려했다. 여기서 각 경로가 도
달하는 위치는 6.8절에서 설명했던 이후상태afterstate다.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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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상태의 가치를 추정하고 나면, 가치 추정값이 가장 큰 위치에 도달하게 하는 이동 경로를 선
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쪽에 있는 백게먼 선수가 모두 TD-가몬을 이용하여 돌의 이동을 계
속해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백게먼 게임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 각각의 게임은 하나의 에
피소드로 다루어졌고, 위치의 나열은 상태의 나열 S 0, S 1, S 2, . . . 처럼 작용했다. 테사우로는 비
선형 TD 규칙(식 16.1)을 완전히 점증적으로, 즉 하나의 돌이 위치를 이동할 때마다 적용했다.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처음에는 작은 무작위 값으로 설정했었다. 따라서 초기의 가치 평가는 전
체적으로 임의의 값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위치 이동을 선택했기 때문
에, 초기의 위치 이동은 좋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었고, 초기의 게임들에서는 양쪽의 선수들
중 한 선수가 거의 운으로 이길 때까지 위치를 수백 또는 수천 번 이동했다. 하지만 게임이 수십
번 진행된 후에는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학습된 백게먼 선수가 스스로와의 게임을 약 300,000번 수행한 후에, 위에 설명했던 TD-가
몬 0.0은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백게먼 컴퓨터 프로그램과 거의 같은 수준의 실력을 갖추도
록 학습되었다. 그 전까지의 모든 고성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백게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사용
했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예를 들면, 테사우로가 TD 학습이 아닌 ANN을 이
용하여 작성한 또 다른 프로그램인 뉴로게먼Neurogammon이 그 당시의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만
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뉴로게먼의 네트워크는 백게먼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방대한 위치 이동 예제를 기반으로 훈련되었다. 게다가 뉴로게먼 네트워크는 백게먼을 위해 특
별히 만들어진 특징 집합을 갖고 시작했다. 뉴로게먼은 1989년에 열린 세계 백게먼 올림피아드
에서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잘 조율된, 매우 효과적인 백게먼 프로그램이다. 반
면에, TD-가몬 0.0은 본질적으로 백게먼 게임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만들어졌다. TD-가몬
0.0이 뉴로게먼을 비롯한 다른 모든 방법만큼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가 수행self-play 학
습 방법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다.
백게먼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 없이도 TD-가몬 0.0이 성공적으로 토너먼트를 수행했다는 것
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 변화란 특별한 백게먼 특징을 추가하고도 자가 수행
TD 학습 방법을 유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TD-가몬 1.0이 만들어졌다. TD-가몬 1.0은 이전의
모든 백게먼 프로그램보다 분명히 게임을 훨씬 더 잘 수행했고 오직 백게먼 전문가들(사람) 사이
에서만 진지한 경쟁 상대를 찾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나중 버전인 TD-가몬 2.0(40개의 숨
겨진 단위)과 TD-가몬 2.1(80개의 숨겨진 단위)에는 선택적 이중two-ply 탐색 과정이 접목되었다. 이

동을 선택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들은 곧 드러날 위치 결과뿐만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주사위
던지기 결과 및 위치 이동 가능성도 내다봤다. 상대방이 항상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최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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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 것 같은 이동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위치 이동 후보군에 속하는 각 이동의 가치
기댓값을 계산하여 가장 큰 값을 갖는 이동을 선택한 것이다. 계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중
탐색 중 첫 번째 경로를 따라 먼저 탐색을 수행한 후에 위치 이동 후보군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이
동에 대해서만 두 번째 경로를 따라 수행하는 탐색을 수행했다. 두 번째 탐색의 대상이 되는 이
동의 개수는 평균적으로 4∼5개였다. 이중 탐색은 위치 이동을 선택하는 과정에만 영향을 주었
고, 학습 과정 자체는 이전과 정확히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인 TD-가
몬 3.0과 3.1은 160개의 숨겨진 단위와 선택적 삼중three-ply 탐색을 사용했다. TD-가몬은 경험
적 탐색과 MCTS 방법의 조합을 설명하는 것처럼 학습된 가치 함수와 결정 시각 탐색의 조합을
설명한다. 후속 연구에서 테사우로와 갈페린(1997)은 전역full-width 탐색의 대안으로 궤적 표본추
출 방법을 적용해 봤고, 그 결과 한 번의 이동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5∼10초 정
도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실제 게임에서의 오차 비율을 상당히 많이(1/4∼1/6배까
지) 줄일 수 있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테사우로는 그의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백게먼 선수(사람)와 상당
히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이 게임의 결과가 표 16.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6.1 TD-가몬 결과의 요약

프로그램

숨겨진 단위

훈련 게임 수

게임 상대방

결과

TD -가몬 0.0

40

300,000

다른 프로그램

끝까지 무승부

TD -가몬 1.0

80

300,000

로버티, 마그리엘, ...

13점 실점 / 51번의 게임

TD -가몬 2.0

40

800,000

여러 그랜드 마스터들

7점 실점 / 38번의 게임

TD -가몬 2.1

80

1,500,000

로버티

1점 실점 / 40번의 게임

TD -가몬 3.0

80

1,500,000

카자로스

6점 득점 / 20번의 게임

이 결과와 백게먼 그랜드 마스터의 분석(로버티Robertie, 1992; 테사우로, 1995)에 따르면, TD-가몬
3.0은 세계 최고의 백게먼 선수(사람)의 게임 실력에 가깝거나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테사우로는 이후 발표한 논문(테사우로, 2002)에서 수많은 주사위 던지기 결과를
이용하여 TD-가몬이 내리는 위치 이동 결정 및 점수를 두 배로 하는 결정doubling decision(백게먼
게임에서는 게임을 하기 전에 게임을 이겼을 때 얻는 점수(보통 1점)를 두 배로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선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상대방 선수에게 1점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점을
얻어야 하는 매치에서 2 대 1의 상황이 되었을 때, 1점을 얻은 선수는 다음 게임에서 자신의 점수를 두 배로
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2점을 얻은 선수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번 게임에서 매치의 승자가 결정된다.
반대로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 게임에서 매치의 승자가 결정된다.

옮긴이

)을 세계 최고의 선수(사람)가 내리

16.1 TD-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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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TD-가몬 3.1이 세계 최고의 선수(사람)에 비해 돌
의 위치 이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방적인 장점lopsided advantage’을 갖고, 점수를 두 배로 하
는 결정에 있어서는 약간 더 유리하다는 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다.
TD-가몬은 세계 최고의 선수(사람)가 게임을 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TD-가몬은 특정 위치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선수들(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게임을 수행하는 것을 학습했다. TD-가몬의 성공과 더 많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받아,
최고의 선수들(사람)은 이제 특정 위치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TD-가몬이 하는 것처럼 게임을
수행한다(테사우로, 1995). TD-가몬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젤리피시Jellyfish, 스노위Snowie, GNU
백게먼GNUBackgammon 같은 여러 가지 자가 학습 ANN 백게먼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TD-가몬이 백게먼 선수(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프
로그램들은 ANN을 사용함으로써 알게 된 새로운 정보가 널리 퍼질 수 있게 했고, 백게먼 토너
먼트에서 사람의 게임 실력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켰다(테사우로, 2002).

16.2 사무엘의 체커 선수
테사우로의 TD-가몬이 탄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은 체커를 학습하는 프
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서 사무엘(Arthur Samuel, 1959, 1967)이 이루어낸 중대한 업적이다.
사무엘은 경험적 탐색 방법과 지금 이 책에서 시간차 학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
했던 최초의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가 개발한 체커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의 유익한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사무엘의 방법과 현대
의 강화학습 방법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사무엘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 동기
를 설명하고자 한다.
1952년에 사무엘은 처음으로 IBM 701 컴퓨터에 구현할 체커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그의
첫 번째 학습 프로그램은 1955년에 완성되었고 1956년에는 텔레비전에서 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프로그램의 후기 버전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한 게임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무엘은 기계학습을 연구하기 위한 분야로서 게임에 매료되었는데, 그것은 게임
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비해 덜 복잡하면서도 경험적 과정과 학습이 어떻게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가 체스 대신 체커를 선택한 이
유는 체커가 체스보다 더 간단해서 학습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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