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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캐릭터를 제어하는 문제는 로봇 

공학과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연구 주제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써 강화 학습이 떠오르고 있는데, 강화 학습이란 에이전

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환경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을 받

으며 학습하는 기계 학습의 한 분류이다. 행동이 단순한 Atari 

게임의 경우, 강화 학습에 딥 러닝을 활용하여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사례가 있다. 

반면, 바둑처럼 행동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거나, 캐릭터의 움

직임처럼 행동 자체가 연속적인 경우에 성공적인 결과를 낸 강

화 학습 연구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현재까지도 연속적인 행

동 공간(Continuous state space)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TRPO)은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이 알고리즘

은 이론적으로는 최종 보상 값이 단조 증가할 수 있는 최적화 

식을 통해 훈련을 진행한다. 정책에 대한 심층 신경망으로부터 

학습을 위한 다수의 경로를 샘플링하여,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태와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시 정책 네트워크를 

훈련시킨다. 이 때,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신뢰 

영역 내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탐색 제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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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할 때에 단조 증가하는 경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신뢰 영역으로 정책 탐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탐색 영역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우수한 정책들

에 대한 충분한 탐험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학습을 위한 경로를 샘플링하는 방법으

로써 진화 전략인 CMA-ES을 적용하였다. 환경으로부터 얻는 

보상이 좋고, 기준이 되는 경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우

수한 경로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후보 경로들을 생성하는 진

화적 탐색 기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에만 의존하면 시

도해볼 수 없는 새로운 행동들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탐험하

도록 하였다. 단순히 정책 네트워크를 따라가며 소량의 노이즈

를 추가하던 이전의 무작위적인 탐험에 비해, 합리적인 방식으

로 다양한 경로에의 적극적 탐색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리 기반의 다양한 강화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OpenAI 

Gym에서 행동의 복잡도에 따라 3가지 환경을 선택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에 추가적으로 진화 전

략을 사용하였을 때, 환경에 따라 약 5~20%의 최종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사한 결과 값에 수렴한 경우에

는 수렴이 약 20% 빠르게 이루어졌다. 

 

주요어: 기계 학습, 강화 학습, 물리 기반 캐릭터 제어, 신뢰 영역 정

책 최적화, 진화 전략  

학번: 2014-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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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사람은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한다.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의 목표 역시 에이전트로 하여금 미

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최적의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 양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강화 학

습 알고리즘만으로는 높은 복잡도를 가지는 현실 세계의 다양

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 정책(Policy)을 

찾아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 에이전트가 현실적인 

시간 내에 좋은 성능을 내는 정책을 학습하지 못하고,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2개 이상의 은닉 

계층(Hidden layer)을 사용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을 활용하여, 딥 러닝을 강화 학습의 가치 함수

(Value function) 또는 정책 자체의 근사에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 그 결과로 심층 강화 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기계 학습의 분야 중 하나이다. 셀 수 있는 유

한한 상태와 행동을 가지는 환경에서의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

행되었고[1, 2, 3], 이후 연속적인 행동 공간(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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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pace)을 가지는 환경에서의 심층 강화 학습에 대해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4, 5]. 

  

 
그림 １-1 다양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Atari 2600 게임의 강화 

학습에 사용된 컨벌루션 신경망 구조[8]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6]은 행동 공간이 연속적인 환경에 적용 가능한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의 하나이다. 수학적으로 성립하고 증

명 가능한 소수의 근사식들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기대되는 평균 보상 값의 단조 증가를 보장한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쿨백

-라이블러 발산(Kullback-Leibler divergence, 이하 KL 발

산)이 정해진 임계치를 넘지 않게끔 제약식(Constraint)을 세

워 둠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정책의 크게 벗어나지 않

는 신뢰 영역(Trust Region)을 제안하였다. 정책의 개선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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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용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이 제약을 완벽하게 따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임의의 학습 수

마다 정책의 개선이 보장된다. 그러나, 실험적으로는 최적화 

식에 사용된 근사치의 오류로 인해 단조 증가 특성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신뢰 영역 정책 최

적화는 현재 연속적인 공간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최첨단(State-of-the-art) 알고

리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렴 속도나 최종 기대 보상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림 １-2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의 물리 기반 캐릭터 제어 

환경을 제공하는 OpenAI Gym의 HumanoidStandup 환경 

 

그러나,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는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은 신뢰 영역 내부만을 탐색의 대상으로 가정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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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져 정책 네트워크에 큰 변화가 생

기지 않게 되면 현재까지 찾았던 정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에 머무르며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신뢰 영역 밖의 좋은 정책들을 탐험할 가능성을 서서히 잃게 

된다. 이는 곧 지역 최적 해로의 수렴을 의미하며, 여기서 탈

출할 수 있는 별도의 탐험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개선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 １-3 간단한 2차원 공간 상의 문제에서 세대에 따른 

CMA-ES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표현한 도식 

 

본 논문에서는 신뢰 영역으로 제한됨으로써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정책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탐험(Exploration) 능력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에 

진화 전략(Evolution strategy) 알고리즘의 하나인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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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variance Matrix Adaptation Evolution Strategy)를 적

용하여 경로 샘플링 방법을 이분화 하였다. 진화적 탐색을 위

해, 연속적인 행동 공간에서 어떤 초기 상태로부터 정책 신경

망(Policy Network)을 이용하여 기준이 될 하나의 초기 경로

(Trajectory)를 생성한다. 그 후 초기 경로를 기준으로 하여 

다수의 후보 경로(Candidate trajectory)를 생성하여 한 세대

를 채운다. 그 중에서 기존의 초기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되, 환경으로부터 높은 보상을 받은 경로들에게 더 큰 적합도

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에서 가장 우수한 경로들을 선

택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초기 경로를 

생성한다. 따라서, 우수한 경로일수록 그 특성이 오래 보존되

며 더 많은 이후 세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위 과정을 반복함

으로써 여러 세대를 거쳐 생존한 경로들의 고품질 데이터를 이

용하여 정책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다. 즉, 신뢰 영역에 묶

여 한정적인 영역 내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지던 기존의 신뢰 영

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이 가지는 탐험 성능을 합리적인 방식

을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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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관련 연구 

 

 

２.１ 비 모델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정책을 찾는 학습 방법이다. 

고전적인 강화 학습에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상태와 

행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러

나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행동 자체가 연속적으로 정의되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는 문

제를 푸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환경

이나 행동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필요 없이, 현재 정책

을 기준으로 샘플링(Sampling)을 통하여 가치 함수를 갱신하

는 것을 비 모델(Model-free) 강화 학습이라고 한다. 

 

Watkins[7]는 상태와 행동 공간이 상당히 큰 환경에서도 동

작하는 비 모델 강화 학습 알고리즘인 Q-학습을 개발하였다. 

Q-학습은 가치 기반(Value-based) 알고리즘으로써 주어진 

상태에서 그 행동에 대한 가치 함수(Action-value function)

을 기준으로 현재 정책상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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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ih[8]는 기존의 Q-학습에서 심층 신경망을 통해 가치 

함수를 근사하였고, 이전의 샘플로부터 경험으로 만들어진 리

플레이 메모리(Replay memory)를 활용해 보다 높은 복잡도

의 환경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심층 Q-학습을 제안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Atari 게임 플레이 학습

에도 성공하였다. 

 

반면, 인체의 움직임이나 로봇 제어와 같이 행동이 연속적인 

공간에서 정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적

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Silver[4]는 연속적 행동 제어를 위

한 강화 학습 알고리즘으로써 Off-policy 특성을 가지는 연속

적 공간에서의 배우-비평가 알고리즘인 결정론적 정책 경사법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을 제시하였다. Lillicrap[5]은 

여기에 딥 러닝을 적용시켜 심층 결정론적 정책 경사법(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을 개발하였고, Heess[9]는 확

률적 가치 경사법(Stochastic value gradients)을 통해 기존의 

가치 경사법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여 결정론적인 정책뿐 아

니라 확률적으로 동작하는 정책도 훈련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２.２ 정책 최적화 

 

정책 최적화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6]. 정책 반복

법은 현재 정책 하에서 가치 함수를 추정하고, 정책 자체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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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최선의 정책을 찾는다[10]. 반면 정

책 경사법은 현재 정책 하에서 샘플링을 하여 상태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경로들을 생성하고, 이들의 기대 보상에 대한 경사값

을 이용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찾아낸다. [11]. 도함수 비의

존적(Derivative-free) 최적화는 어떤 경로에 대한 기대 보상

을 블랙 박스 함수로부터 나온 값으로 간주하고, 이를 정책 파

라미터를 통해 최적화한다. 교차 엔트로피 방식(Cross-

entropy method) [12], 공분산 행렬 적응(Covariance matrix 

adaptation)과 같은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 

 

Schulman[6]은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 간의 KL 발산을 

제약식으로 두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를 제안하였다. 신뢰 영역 

내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임의의 스텝 크기에 따라 

최종 기대 보상이 단조 증가하는 것이 보장되는 식을 토대로 

실제 얻을 수 있는 값을 이용해 근사시킨 최적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은 로봇의 움직임 

등의 연속성을 가지는 행동을 제어하는 환경에서 가치 기반 알

고리즘들에 비해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Nachum[13]

은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가 이전의 정책들로부터 만들어진 

Off-policy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존 정책에 대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지나치게 많아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

하기 데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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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 진화 전략  

 

진화 전략은 목적 함수를 해석적인 형태로 만들 수 없어서 

기존의 수학적인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없던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 세대의 우수한 개

체를 다음 세대의 시드로 삼아 새로운 개체들을 생성하고, 이

를 세대가 지남에 따라 반복하여 최종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개

체들이 높은 확률로 생존하는 방식이다. 

CMA-ES는 도함수 비의존적 방법으로써 후보 해들의 분포

에 대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를 갱신해 나간다. 

현재 세대에서 적합도가 높은 후보 해들이 주는 영향력을 높게 

책정하여 새로운 평균 값을 찾고, 이들 공분산 행렬과 평균 값

을 사용하여 다음 세대에 사용될 후보 해들을 생성한다. 이를 

반복하여 세대를 거듭해가며 전체적인 후보 해의 적합도가 높

아지는 방향으로 분포가 개선되는 진화 전략이다. 

Won[14]은 물리 기반의 환경에서 고차원의 행동 자유도를 

갖는 비행 모델을 제어하기 위해 심층 Q-학습에 진화 전략인 

CMA-ES를 추가한 진화적 심층 Q-학습(Evolutionary deep 

Q learning)을 제안하였다. 훈련된 정책 네트워크에 따라 경로

를 샘플링하고 학습하되, 일정 확률로 경로에 대한 진화적 탐

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습의 수렴 속도와 최종 보상이 개

선됨을 보였다. 



 

10 

 

제３장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은 행동의 주체인 에이전트와 보상을 제공하는 환

경으로 이루어진다. 𝕊는 모든 상태에 대한 집합이고, 𝔸는 모든 

가능한 행동의 집합이다.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인 s ∈ 𝕊로부터, 

정책 𝜋: 𝕊 → 𝔸를 통하여 다음에 취할 행동 a ∈ 𝔸를 결정한다. 

에이전트는 행동에 따른 보상 r: 𝕊 × 𝔸 × 𝕊 → ℝ을 환경으로부터 

획득하며, 또 다른 상태인 s′ ∈ 𝕊로 넘어가게 된다. 초기 상태 

𝑠0 ∈ 𝕊은 확률 분포 𝜌0: 𝕊 → ℝ을 따른다. 에이전트는 주어진 환

경 내에서 계속하여 행동을 취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

다. 누적된 최종 보상 R이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

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며, 감소율(Discount factor) γ ∈

[0,1)에 따라 η(𝜋) = ∑ γ𝑖𝑟𝑖
∞
𝑡=0 로 표현된다. 강화 학습의 목표는 

주어진 환경에서 η(𝜋)를 최대로 만드는 최적의 정책 𝜋를 찾아

내는 것이다.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존재할 수 있는 상

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가치를 계

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를 계산하여 후에 다루어질 최적화 문제에 사

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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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태에 대한 가치 함수(State-value function)는 현재 

상태 s에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의 합을 나타낸다. 

현재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즉시 얻게 될 보상과, 다음 상태의 

가치 함수를 포함한 재귀적인 식으로 표현된다(식 3.1). 

 

V(s) = 𝔼[(𝑟(𝑠, 𝑎, 𝑠′) + γV(s′))]  
 

(3.1) 

 

행동-상태 가치 함수(State-action value function)은 현재 

상태 s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a의 가치를 평가한다. 행동을 

취함으로써 얻게 될 보상에,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상태-행동 

순서쌍에 대한 가치 함수로써 재귀적으로 표현된다(식 3.2). 

 

𝑄(s,a) = 𝔼[(𝑟(𝑠, 𝑎, 𝑠′) + γ𝑄(s′ ,𝑎′))]  
 

(3.2) 

 

이득 함수(Advantage function)은 현재 상태를 s를 기준으

로 a라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큰 이득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함수이다(식 3.3).  

 

𝐴(s,a) = 𝑄(s,a) − V(s)  
 

(3.3) 

 

이득 함수는 어떤 상태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득

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되며, 

다음 장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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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정책 𝜋 를 수학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𝜋 에 대한 매개변수 

벡터를 𝜃라고 하자.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는 기존의 정책 𝜋와 

새로운 정책 𝜋new 에 대한 매개변수 벡터 𝜃와 𝜃new 의 KL 발산

으로 신뢰 영역을 제한하여, 이 영역 내에서는 반드시 정책 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였다[6]. 식 (4.1)은 기존의 정

책으로부터 얻어낸 이득 함수와 확률 분포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얻어지는 최종 누적 보상의 

근사값 L𝜃(𝜃new )를 최대화하는 최적화 문제이다. 

 

maximize
𝜃new

L𝜃(𝜃new)  
(4.1) 

𝑠𝑢𝑏𝑗𝑒𝑐𝑡 𝑡𝑜 D𝐾𝐿(𝜃, 𝜃new)  ≤  𝛿. 

 

여기서 L𝜃(𝜃new)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대되는 최종 보상 

값에 대한 근사치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풀어 쓸 수 있다. 

 

L𝜃(𝜃new) ∶=  L𝜋(𝜋new)  

= η(𝜋) + ∑ 𝜌π (𝑠)

𝑠

∑ 𝜋new (𝑎|𝑠)𝐴π(𝑠, 𝑎)

𝑎

. 

  

(4.2) 

 

η(𝜋)는 기존 정책 𝜋에 대한 기대 보상이고, 𝜌π(𝑠)는 정책 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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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상태 𝑠  에 대한 확률 분포, 𝐴π (𝑠, 𝑎)는 상태 𝑠에서 행동 

𝑎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득 함수이다. 즉, 기존의 이득 함수

와 상태의 확률 분포를 유지한 채로 정책만 𝜋에서 𝜋new 로 바

뀌었을 때 기존 정책인 𝜋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보상보다 추

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항이다. 𝐴π(𝑠, 𝑎) < 0인 경

우에는 새로운 𝜋new 에서는 상태 𝑠일 때 𝑎라는 행동을 할 확률

을 줄이고, 반대로 𝐴π (𝑠, 𝑎) > 0인 경우에는 상태 𝑠일 때 𝑎라는 

행동을 할 확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존 정책보다 반드시 좋거

나 최소한 동등한 보상을 내는 정책 𝜋new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림 ４-1 정책 학습에 사용된 심층 신경망(위)과 가치 함수 

학습에 사용된 심층 신경망(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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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은 정책 학습에 사용된 모델을 나타낸다. 정책 

네트워크는 입력 계층에 상태 𝑠 가 주어지면 정책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 𝑎가 반환된다. 가치 네트워크는 현재 정책 𝜋

에 대한 이득 함수 𝐴π(𝑠, 𝑎)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며, 입력으

로 상태 𝑠 가 주어지면 상태에 대한 평가 값인 V(s)가 실수 값

으로 반환된다. 두 네트워크 모두 64개의 노드로 구성된 2개

의 은닉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화 함수로는 tanh를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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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진화적 탐색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은 초기의 정책을 기준으로 

신뢰 영역을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찾아 나간다. 알고

리즘이 반복됨에 따라 더 좋거나 최소한 같은 보상을 받는 정

책을 찾는 것이 보장되지만, 탐색 영역이 기존 정책에 대한 신

뢰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조 증가 특성을 깨지 않

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탐험을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전략을 활용하여 기존의 알고리즘이 가지

는 단점을 해소하고, 그 결과로써 수렴 속도와 최종 기대 보상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５.１ 후보 경로 생성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한 번의 스텝에서 다

수의 경로를 샘플링한 뒤, 이들에 대한 기대 값을 취하여 최적

화 문제를 풀었다. 샘플링에 사용되는 정책은 훈련된 정책 네

트워크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정책에 대해 샘플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활용(Exploitation)이라고 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에서 탐험(Exploration)은 네트워크를 통해 

계산된 행동에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여 랜덤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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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진화 전략을 통한 후보 경로의 진화적 탐험  

𝐩𝐫𝐨𝐜𝐞𝐝𝐮𝐫𝐞 EvolutionaryExploration  

𝑝𝑎𝑡ℎ𝑠 = ∅  

initialize trajectory 𝑡𝑏𝑎𝑠𝑒  

initialize covariance matrix Σ0  

for 𝑔 = 1, 2, . . . , 𝑛𝑔 do  

𝑐𝑎𝑛𝑑𝑖𝑑𝑎𝑡𝑒𝑠 = ∅  

for 𝑝 = 1, 2, . . . , 𝑛𝑝  do  

𝑡 = ∅  

initialize state to 𝑠0 of 𝑡𝑏𝑎𝑠𝑒  

create (𝑎0, 𝑎1,𝑎2, … 𝑎𝑙𝑒𝑛𝑔𝑡ℎ ) by 𝑡𝑏𝑎𝑠𝑒 ,Σ𝑔−1  

for 𝑙 = 0, 1, 2, . . . , 𝑙𝑒𝑛𝑔𝑡ℎ do  

𝑠𝑙+1 ← 𝑝(𝑠𝑙 , 𝑎𝑙)  

𝑡 ← 𝑡 ∪ {(𝑠𝑙 ,𝑎𝑙 , 𝑟𝑙 , 𝑠𝑙+1)}  

𝑐𝑎𝑛𝑑𝑖𝑑𝑎𝑡𝑒𝑠 ← 𝑐𝑎𝑛𝑑𝑖𝑑𝑎𝑡𝑒𝑠 ∪ 𝑡  

compute 𝑓𝑖𝑡𝑛𝑒𝑠𝑠(𝑡, 𝑡𝑏𝑎𝑠𝑒) for all 𝑡 in 𝑐𝑎𝑛𝑑𝑖𝑑𝑎𝑡𝑒𝑠  

𝑡𝑏𝑎𝑠𝑒 , Σ𝑔 ← update by 𝑛 best trajectories  

 

진화 전략을 추가하면 정책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정책 탐험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준이 되는 

초기 경로만 정책 네트워크에서 가져온 뒤, 그 뒤에 생성되는 

경로들은 CMA-ES에 의해 세대를 거듭하며 최종적으로는 우

수한 행동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은 기존의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에서 사용한 경로 샘플링과 진화 전략을 이용

한 경로 생성 방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알고리즘 1)에서는 진

화적 탐색을 이용해 세대에 따른 후보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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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 기존 신뢰 영역 알고리즘의 경로 샘플링(왼쪽)과 진화 전

략을 사용한 후보 경로 생성(오른쪽) 

 

５.２ 적합도 계산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의의 반복 

크기에 대하여 정책이 개선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특징을 보존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정책과 무관하게 경로를 생성하고 

선별하는 진화 전략을 사용하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영역 방식에 기반한 단조 증가 특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개선

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진화적 탐색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된 정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샘플

링한 경로들을 활용하되, 확률적으로 진화적 탐색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에서 원칙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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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전략은 세대 내에서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우수한 후보 

해들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대를 만든다. 일반적인 강화 학습 

환경에서, 적합도는 경로  t를 통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최

종 보상 η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r𝑒𝑛𝑣 = −w1 η𝑡 (5.1)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에서의 신뢰 영역이 새로운 

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기대 보상의 단조 증가 경향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비슷

한 원리로, 진화적 탐색을 위해 초기에 정책에 기반하여 생성

한 경로를 t0로 두어, 적합도를 계산할 때 후보 경로 t가 초기 

경로 t0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항을 추가하였다. 

 

r𝑟𝑒𝑔 = −w2 ∑ ||t𝑖 − t0𝑖
||2

𝑖

 (5.2) 

최종적으로 후보 경로 t에 대한 적합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𝑓𝑖𝑡𝑛𝑒𝑠𝑠(𝑡)  =  r𝑒𝑛𝑣 + r𝑟𝑒𝑔 (5.3) 

 

식 (4.3)과 같이 적합도를 정의하게 되면 기존 정책에 의존

하는 초기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환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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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보상을 받는 경로가 다음 세대의 후보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선택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곧 신뢰 영역 

방식에서 정책 간의 차이에 제한을 두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CMA-ES는 세대를 거듭하며 높은 적합도의 후보 경

로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이들의 분포를 토대로 다음 세대

의 후보 경로를 샘플링 하게 될 것이다.  

 

５.３ 학습 알고리즘 

 

(그림 4-1)에 나타난 정책 네트워크와 가치 함수 네트워크

를 훈련시킴으로써, 학습이 반복됨에 따라 정책의 개선이 이루

어지게끔 하는 것이 알고리즘의 목표이다. 먼저, 환경의 초기

화가 이루어진 뒤, 학습을 위한 새로운 경로들을 추려내야 한

다. 그 후 경로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갱

신한다. (알고리즘 2)는 전반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

로 작성한 것이다. 

 

학습을 위한 경로들을 샘플링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책 네트

워크로부터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할지, 기존 정책에 대한 의존

성은 최소한으로 두며 새로운 후보 경로를 적극적으로 탐험하

는 진화 전략을 사용할지 확률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할 확률을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로 설정하고, (1 −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의 확률

로 탐험을 위한 진화 전략이 채택된다. 탐험을 통한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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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수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의 값으로는 0.8 정도가 적당하다[14]. 

 

알고리즘 2 진화 전략을 활용한 신뢰 영역 최적화의 학습  

initialize policy 𝜋0  

for 𝑖 =  0, 1, 2, . . . , n do 

initialize environment  

𝑝 ← U(0,1)  

if 𝑝 <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  then  

𝑝𝑎𝑡ℎ𝑠 ← Exploitation  

else  

𝑝𝑎𝑡ℎ𝑠 ← EvolutionaryExploration  

 

compute 𝐴𝜋(𝑠, 𝑎) for all 𝑠, 𝑎 in 𝑝𝑎𝑡ℎ𝑠  

solve constrained optimization 𝜋𝑖+1 = 𝑎𝑟𝑔𝑚𝑎𝑥
𝜋

𝐿 𝜋𝑖
(𝜋)  

subject to 𝐷𝐾𝐿(𝜋𝑖 , 𝜋)  ≤  𝛿.  

endfor  

 

경로들을 샘플링한 뒤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하여 정책 

네트워크와 가치 함수 네트워크를 갱신하여야 한다. 먼저, 기

존 경로들로부터 (상태 s-행동 a) 순서쌍에 대한 모든 이득 

함수를 계산하여, 가치 네트워크를 갱신한다. 이후, 식 (3.1)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뢰 영역 내에서 가장 큰 추가 

이득을 갖는 새로운 정책 네트워크를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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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과 

 

 

알고리즘은 Python을 사용하여 구현되었으며, PyTorch[15]

를 통해 심층 신경망 모델의 구현과 학습이 이루어졌다.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은 물리 기반의 캐릭터 강화 학습 환경을 제

공하는 OpenAI Gym[16]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Intel 

Core i7 3770(4 코어, 3.40GHz)에서 이루어졌다. 

 

６.１ 실험 모델 

 

실험은 OpenAI Gym의 Swimmer-v1, HalfCheetah-v1 그

리고 HumanoidStandup-v1 환경을 통해 진행하였다. 실험 

환경에 따라 정책 네트워크와 가치 함수 네트워크의 입력 및 

출력 계층의 크기가 달라진다. CMA-ES에 사용될 후보 해들

의 문제 해결 공간이 너무 높은 차원이 되지 않게 제한하기 위

하여 행동 공간 차원에 따른 후보 경로의 길이를 달리하였다. 

또한 한 세대에 발생하는 후보 해의 수에 따라 세대 수를 조절

하였다. 다른 환경에 비해 행동 공간이 더 복잡한 

HumanoidStandup 환경은 배치 크기를 크게 하여 한 번의 스

텝에 더 많은 경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환경에 대한 세부 사항과 사용된 모든 상수 값을 (표 1)에 표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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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Swimmer HalfCheetah Standup 

상태 공간 차원 8 17 376 

행동 공간 차원 2 6 17 

후보 경로 길이 750 250 100 

CMA-ES 차원 1500 1500 1700 

CMA-ES 인구 수 24 24 26 

CMA-ES 세대 수 10 10 8 

배치 크기 25000 25000 50000 

w1 (Reward) 1 1 1 

w2 (Regularization) 0.05 0.05 0.05 

KL 발산 임계치 0.01 0.01 0.01 

γ (Discount factor) 0.995 0.995 0.995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 (활용 확률) 0.8 0.8 0.8 

표 1. 실험에 사용된 환경과 상수 값 

 

６.２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개선된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위하

여 총 3가지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진

화적 탐색 알고리즘(TRPO with CMA-ES)과, 진화 전략이 가

지는 효율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𝑝𝑒𝑥𝑝𝑙𝑜𝑖𝑡 = 1로 두고 진화 전략

을 배제한 경우의 일반적인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TRPO)의 

성능을 측정하였다.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최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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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이득 추정 일반화

(Generalized advantage estimation, GAE)로 기존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6]에서 성능을 다소 개선한 Schulman의 TRPO-

GAE[17]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성능 비교에 사용하였다. 

 

 

그림 ６-1 Swimmer-v1 환경의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Swimmer는 OpenAI Gym에서 가장 간단한 환경 중 하나로, 

2개의 관절만을 움직이며 앞으로 많은 거리를 전진할수록 큰 

보상을 얻는다. CMA-ES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도

달할 수 있는 기대 보상에 약 20% 더 빠르게 수렴하였으며, 

TRPO-GAE보다는 학습 전반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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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Cheetah는 각각 1개씩의 앞발과 뒷발을 가진 캐릭터가 

많은 거리를 전진할수록 큰 보상을 얻는 환경이다. 마찬가지로 

CMA-ES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종 보상

이 약 15%정도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６-2 HalfCheetah-v1 환경의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그러나 TRPO-GAE 알고리즘이 이 환경에서 훨씬 좋은 성

능을 보였다. TRPO-GAE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다소 낮은 이유로는 HalfCheetah-v1 환경에서 동작하

는 캐릭터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각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

문으로 보인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좁을수록 진화적 탐색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활용을 통해 주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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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영역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림 6-2)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보인다. 

HumanoidStandup은 OpenAI Gym에서 제공하는 가장 복잡

한 환경 중 하나로, 인체와 비슷한 관절 구조를 갖는 캐릭터의 

머리 높이에 따라 보상을 받는 환경이다. 위의 실험들과 마찬

가지로 CMA-ES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20% 좋은 성능을 보인다. TRPO-GAE와 비교하면 45%에 준

하는 성능 개선을 보였다. TRPO-GAE의 경우 초반에는 빠르

게 학습하는 듯해 보였으나, 결국 개선 속도가 줄어들면서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의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６-3 HumanoidStandup-v1 환경의 알고리즘 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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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환경에서 CMA-ES를 사용한 진화적 탐색을 사용한 

알고리즘이 신뢰 영역에만 의존하여 정책을 개선한 알고리즘보

다 수렴 속도 및 최종 보상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신뢰 영역 내에서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에 

묶여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당한 값에 수렴해

버리는 기존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문제 또한 어

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６.３ 초기 경로 수에 따른 성능 비교 

 

CM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진화적 탐색을 시작할 때, 

각 세대에서는 후보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초기에 기준이 될 

경로를 생성하게 된다. 특히 첫 번째 세대에서의 초기 경로는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기존 정책에 대한 네트워크

를 통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이 수를 조절함으로써 기존 정책

에 대한 진화적 탐색의 의존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진

화적 탐색은 신뢰 영역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만, 기존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초기 경로를 기

준으로 세대를 진화시켜 감으로써 합리적인 탐험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

라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CMA-ES 알고리즘의 첫 세대에서 얼마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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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초기 경로를 기존 네트워크로부터 생성하는지에 따라, 

진화적 탐색을 이용한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

을 비교하였다.  

 

 

그림 ６-4 Swimmer-v1 환경의 초기 경로 수에 따른 성능 비교 

 

(그림 6-4)에서 볼 수 있듯, 초기 경로의 수가 적을수록 수

렴의 안정성 및 최종 성능 양 측면에서 모두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화적 탐색의 첫 단계에 사

용될 초기 기준 경로를 기존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하되, 

그 수는 최소한으로 하여 기존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Swimmer-v1

3-Path 5-Path 10-Path



 

28 

 

 

제７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학위 논문에서는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정책 

탐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을 위한 경로의 샘플링에 진

화 전략을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별다른 탐험이 없

이 활용만으로 경로를 샘플링 하던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수

렴 속도와 최종 보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CMA-ES가 현실적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차

원의 상한이 존재 하기 때문에, 제어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행

동이 지나치게 큰 차원을 가지는 경우 반대급부로써 후보 경로

의 길이가 매우 짧아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춤과 같

이 주기 또는 길이 자체가 긴 동작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한, 이전의 정책들로부터 만들어진 Off-policy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다. Evolutionary DQL[14]의 경우에는 Q-학습에

서의 활용과 진화적 탐험 모두에서 경험적 재사용(Experience 

replay)이 가능했다. 반면, 현재 정책에 의존해야만 개선이 이

루어지는 신뢰 영역 알고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진화적 탐색에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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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된 알고리즘에서는 진화 전략을 사용하여 생성한 

후보 경로들은 현재 세대에 따라 생존할 확률이 차등화 되어있

다. 따라서, 초기 세대에 만들어진 좋은 후보 경로는 그 자체

가 학습에 사용되지 못한 채 다음 세대의 후보들을 위한 데이

터로만 쓰인다. 만약 세대에는 독립적이고 적합도에만 의존하

여 학습에 쓰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능의 개선을 기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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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with Evolution Strategy 

  

 

 

Jung Su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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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physics-based environment with continuous action 

space, training a joint structure to serve desired movements or 

locomotion is an important topic in machine learning and robotics. 

Reinforcement learning is one area of machine learning which 

considers interaction between an agent and the environment. By 

taking an action, the agent will get some reward from the 

environment while its state might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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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guarantees monotonic policy 

improvement with non-trivial step sizes during the policy 

iteration. By sampling trajectories from the policy network, the 

advantage function will be computed to find a better policy within 

the trust region. The trust region is constructed by mathematical 

justifications to make an expected advantage of the new policy 

positive, or at least zero. Among several known policy-based 

learning methods,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 is the current 

state-of-the-art in environments with continuous action space. 

In this thesis, we suggest an additional evolution strategy to the 

trust region method for more aggressive, but reasonable policy 

exploration. With CMA-ES, sampled trajectory will be evaluated 

and the trajectory with higher fitness will be easily selected as 

the seed for the next generation.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trajectories in the last generation might outperform the 

one can be sampled from current policy. We show that the 

evolution strategy improves convergence rate and expected 

return when applied to the original trust region method. 

 

 

Keywords: Machine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Physics-

based character control, Trust region method, Evolu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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