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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화 학습이란 개체가 동 인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최  행동을 찾아내는 기

법이다. 특히 Q-learning과 같은 비(非)모델 기반의 강화학습은 사 에 환경에 한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상태와 행동들을 충분히 경험한다면 최 의 행동 략에 도달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분야에 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 의 행동을 효율 으로 제어

하기 하여 Q-learning을 이용하 다. 로  축구 시스템은 공과 여러 의 로 이 시시각

각 움직이는 시변 환경이므로 모델링이 상당히 복잡하다. 공을 골  가까이 보내는 것이 로

 축구의 목표지만 때로는 공을 무조건 골  방향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효율 인 략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여야 장기 으로 보았을 때 더 우수한지 학

습을 통해 로  스스로가 단해가도록 시스템을 구 하고, 학습된 결과를 분석한다.

1. 서론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 

한 한 단을 하여 응된 행동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것을 지능행동이라고 한다. 로 이 인간

형 로 이 되기 해 넘어야 할 결정  기술은 역시 

인간과 같은 학습능력일 것이다.

  로  축구 시스템은 다  에이 트 지능 제어 시

스템이며, 지능 제어 시스템이란 환경에 한 단 

능력, 내부 상황에 한 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다  에이 트 시스템

을 구 함에 있어서 여러 수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지능 시스템의 구  원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에이

트들이 독자 인 행동을 수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서로 력 인 행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메커

니즘을 제공해  수 있어야 한다. 로  축구는 

와 같은 지능 제어 시스템과 다  에이 트 시스템

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와 련된 다양한 

기법의 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문 으로도 연구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 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장기 으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단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강화학습을 이용하 다. 특

히 Q-learning과 같은 비(非)모델 기반의 강화학습

은 환경에 한 모델 없이도 최 의 행동 략을 찾

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 에 정확한 모델이 없는 로

 축구 환경에 합하다. 로 이 실제 경기 경험을 

통해 효율  행동을 찾을 수 있도록 구 하 다.

2. 련연구

2.1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기본 원리

  강화 학습이란 개체가 목 을 이루기 하여 동

인 환경 속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각 상황에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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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재 환경에서 보

상을 최 로 할 수 있는 최 의 행동을 선택한다. 

보상이란 개체가 수행한 행동에 해 환경에서 주는 

잘하고 못함을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 으로 에이

트와 환경과의 계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강화 학습 시스템의 일반 인 구조

2.2 시뮤로솟(SimuroSot)

  재 FIRA Cup 정식 경기에 사용되는 SimuroSot

은 실제 이용될 로  축구 술을 사 에 시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에이 트 시스템 이론을 

용하여 시험해 보는데 쓰이고 있다. 실제 로  시스

템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경우, 략 뿐 아니라 로

이나 비  시스템 등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고, 경

기를 할 당시의 비  세  정도 등과 같은 경기 외

인 요소에도 상당히 많은 향을 받는다. 하지만 

시뮬 이션 경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배제

되고, 오로지 략에 따라서만 경기가 좌우되므로 

략이나 이론을 연구하고 테스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2.3 로봇축구와 강화학습

  강화학습을 로  축구에 성공 으로 용한 표

인 시스템으로 Andhill에이 트가 있다. Andou[1]

의 Andhill에서는 자신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

우에 정해진 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동 으로 

한 치를 찾아 이동하는데 학습을 이용했다. 

  KAIST의 로  축구  NaroSot[2]에서는 효과

인 지역 방어 략을 수행하기 해 동료들과 조

하는 방법에 모듈화 Q-learning을 용하 다. 

3. 로  축구 에이 트 행동 략

3.1 문제 정의

  로  축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은 골 를 향

해 직  공을 차는 것이다. 그러나 축구에는 다양한 

략이 있으며, 어떤 상태에서는 공을 무조건 골 로 

보내는 것보다 더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다.

  로  축구 시스템은 동  환경이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의 단만으로는 결정하기 애

매한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

동의 좋고 나쁨을 단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실제 경기를 통한 경험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로 이 취할 수 있

는 여러 행동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지를 단하

기 해 Q-learning을 이용하 다.

3.2 상태 정의

  학습을 하기 해 다음과 같이 상태를 정의한다.

3.2.1 공과 로봇이 이루는 각도

  경기장에서 핵심 지 은 양쪽 골 이다. 따라서 공

이 로 보다 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보다는 좌우

의 치가 더 요하므로 (그림 2)와 같이 각도를 우

선 세로선으로 2등분하고, 이등분한 것을 각각 , 가

운데, 아래로 3등분하 다. 상하의 치를 더 작게 나

어도 략에는 그다지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2) 로 과 공이 이루는 각도

  이 때, 로 은 공과 가장 가까이 있는 로 이며, 직

 각을 구하지 않고 식(1)과 같이 좌표 값을 이용해 

sinθ값을 구하여 상태를 단한다.

  sinθ=
by-ry

(bx-rx)
2
+(by-ry)

2
             (1)

  를 들어, bx<rx이고, sin-30<sinθ<sin30을 만족

한다면 1번 상태이다.

3.2.2 공과 로봇 사이의 거리

  공과 로  사이의 거리는 4가지 상태로 나 었다. 

로  크기의 3배를 한 상태로 하여 거리에 따라 d≤

8.7, 8.7<d≤17.4, 17.4<d≤26.1, d>26.1의 상태를 갖

도록 하 다.

3.2.3 공의 위치

  공의 치는 (그림 3)의 선과 같이 공이 어느 

진 에 있는지와 그곳이 골 와의 거리에 따라 나

었다. 경기장 테두리 부분에서는 벽이 있어서 다른 

경우와 달리 상황이 특이하므로 좀 더 세분화하 으

며, 총 16가지 상태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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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분할

공격 방향

(그림 3) 경기장 상태 분할  측면 공격 방향

3.3 행동 정의

  로 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4가지로 정의한다.

A1: 직접 골대를 향해 공격

  직  골 를 향해 공을 차는 경우의 목표 은 골  

입구의 가운데 이다. 경기장의 어느 치에서든 그 

을 목표로 하여 공을 차게 된다.

A2: 다른 로봇을 향해 패스

  다른 로 에게 패스할 때는 자신보다 골 에 가깝

게 있는 로   가까운 로 을 향해 공을 보낸다. 

이때의 목표 은 공을 받을 로 의 좌표에서 골  쪽

으로 조  더 간 지 이다.

A3: 측면 공간을 이용한 공격

  실제 축구 경기에서도 쓰이는 방법으로 공을 골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측면 공간을 이용해

서 공격하는 것이다. 각 상태에서 공을 몰고 가야 하

는 방향은 그림3에 화살표로 나타나 있다. 상 방의 

략에 따라 가운데로 공격하는 것이 좋은지 측면 공

격이 좋은지가 결정된다.

  특히 테두리 부분에서는 벽을 이용해서 공을 골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로 과 

벽 즉, 2개의 면을 이용하게 되므로 골을 몰고 가기

가 훨씬 수월하다. 

A4: 회전을 이용한 패스

  회 을 이용한 패스는 기존 로  축구에서 보기 힘

든 새로운 기술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차기 한 

각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상 편 로 이 많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회 으로 패스를 하기 해서는 먼  

공에 가까이 다가간 후, 보내려는 방향으로 회 을 

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양쪽 바퀴값을 다르게 주

면 로 이 돌면서 그 힘으로 공을 치게 된다. 

  velocityLeft=-100, velocityRight=120;

  이 경우는 오른쪽 바퀴 값이 더 크므로 왼쪽으로 

회 을 하게 될 것이다. 값을 반 로 주면 오른쪽으

로 회 을 하게 된다. 회 의 단 은 공을 원하는 곳

으로 보내지 못할 확률이 다른 략에 비해 크다는 

것이지만 정상 인 패스가 힘든 상황에서는 상당히 

효율 인 략이다.

3.4 행동 전략의 학습

  Q-learning은 시간차(temporal difference : TD) 

학습 방식 의 하나로, 에피소드의 끝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리는 신 바로 다음 상태의 측 값을 이

용한다. 하나의 시 과 다음 시  사이에는 기  반

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시간에 따른 기  반

환의 차( Δt)를 이용해 측 값을 갱신한다.

  Δ=r+γV (s')-V(s)                       (2)

  V( s )←V( s )+α sΔ t                         (3)

  αs는 학습률이며, γ는 감계수로 상태가 멀어짐

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재의 상태와 행동은 각각 s, a이고 다음 상태와 

행동은 s', a'이다. 이 때 Q값을 한 식은 다음과 

같다.   

Q(s,a)←Q(s,a)+αs (r+γmax aQ(s',a')-Q(s,a))(4)

  경기가 처음 시작될 때의 상태가 시작 이고, 이 

상태는 여러 상태들을 거쳐 목표 에 도달하게 되는

데 이것이 한 에피소드이다. 공이 골  안으로 들어

간 상태가 목표 이며, 목표 에 도달하면 경기는 

다시 새로운 치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

이 된다. 

  그리고 슛이 성공한 경우에만 보상을 주도록 하

다. 로  축구에서의 궁극 인 목 은 골을 넣는 것

이므로 공을 골  근처에 계속 가까이 보내는 략이 

있다 해도 골  안에 넣지 못한다면 좋은 략이 아

니다. 실제 구  결과 자기편 골 에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벌 을 주어서 

체 으로 좀 더 빠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상태가 변화할 때마다 선택했던 행동의 Q값이 식 

(4)와 같이 갱신된다. SimuroSot에서는 슛이 성공하

면 로그램이 완 히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일 

입출력을 통해 Q테이블을 지속 으로 리하 다. 

4. 실험  결과분석

  가장 기본 인 상황에서의 략을 찾기 해 상

편에는 골키퍼 로 만 두었다. 언제나 공과 가장 가

까운 로 만이 공격을 하고, 공격하는 로  외에 다

른 로 들은 자신이 맡은 치에서 기하도록 한

다. 여러 의 로 이 한꺼번에 공을 치면 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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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A2 (%) A3 (%) A4 (%)

전체 18.2 18.2 29.2 34.4

테두리지역 23.3 23.3 19.2 34.2

안쪽지역 13.4 14.6 37.8 34.1

우리진영 22.6 18.7 25.3 33.3

상대진영 13.6 19.7 32.1 34.6

A1 직접 골대를 향해 공격  A3 측면 공간을 이용한 공격

A2 다른 로봇을 향해 패스  A4 회전을 이용한 패스

각 행동의 성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습률(α)과 감계수(γ)는 각각 로 축구에서 잘 

알려진 값 0.8, 0.5을 이용하 다 [4]. Q값은 0으로 

기화하 으며, 각 행동의 Q값이 모두 0인 첫 번째 

학습 때는 A1을 선택하도록 하 다. 다음에서의 행

동 선택은 ε-greedy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시작지 에서 목표지 , 즉 골이 들어가기 까지 

지나는 상태 이 횟수를 통해 학습의 성능을 알아보

았다. (그림4)는 10회 학습이 이루어질 때마다의 평

균 상태 이 횟수로 150회 이후에서 수렴하 다. 무

조건 공을 골  쪽으로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

로 공을 보내는 략들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더 빠

른 시간 내에 골을 넣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학습 성능 평가

  다음 <표1>은 의 170회 학습을 거친 Q테이블

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각 지역에서의 최  행동 비교

  각 지역 는 진 에서의 상태들마다 가장 큰 Q

값을 갖는 행동의 수를 세어 비교한 표이다. 로 과

의 각도나 거리를 제외하고, 공의 치만으로 본 상

태이다. 체 으로 A3과 A4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실험 에는 공을 골 를 향해 보내는 A1

이 가장 효율 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회 과 측

면 공격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안쪽지

역에서는 테두리지역에 비해 A1과 A2의 비율이 더 

낮고, 그만큼 A3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을 통해 안

쪽에서는 A1이나 A2같은 앙 공격보다는 측면 공

격이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테두리 지역에서는 

A1이나 A2보다도 A3의 비율이 더 낮았다. A4 즉, 

회  기술은 공의 치 뿐 아니라, 여러 상태에서 

모두 높은 비율을 보 다. 

 우리진 과 상 진 에서의 비교 결과, 우리진 보

다 상 진 에서 A1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

인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낮은 비율이 나왔다. 상  

진 에서 골 를 향한 공격은 골키퍼에 의해 막 서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론 으로 

골의 성공률을 높이기 해서는 기본 인 패턴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A3과 A4 같은 략이 필요하다.

5. 결론  향후 연구과제

  강화학습은 에이 트가 자신의 행동을 게임 세계

에 진 으로 응시켜 나가도록 한다. 본 논문에

서는 로 이 특정 상황에서의 최  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데 을 두었다. 

  실험에서 작성한 Q테이블을 분석해 경기에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리스틱을 얻을 수 있었으

며, 로 축구에 용하여 정  효과를 볼 수 있는 

Q-learning을 구 하 다. 이미 기본 상황에서 학습

된 테이블을 기값으로 하여 다른 상황에서 학습을 

한다면 빠른 수렴 결과를 얻을 것이다.

  본 략은 SimuroSot 뿐 아니라 MiroSot에도 이

용할 수 있다. 단, MiroSot은 시뮬 이션이 아닌 실

제 환경이므로 에서 다룬 요소들 외에 좀 더 다양

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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