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
해 강화학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게임 분야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게임 인공지능 구현 방
법인 FSM(Finite State Machine)[1]은 인공지능이 
적용될 객체가 취할 행동과 행동이 전이될 조건을 
코드로 구현해야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객체의 행
동을 구현할 때 행동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코
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이 적용
될 객체의 행동 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구현
이 가능했다. 반면, 강화학습은 객체가 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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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과 행동에 대한 보상을 설정해주면 상태에 
적합한 행동을 스스로 학습한다. 행동이 전이될 조
건도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행동 전이 
조건을 코드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 그림 1은 강화
학습의 아키텍처이다. 에이전트(Agent)는 학습의 주
체이며 환경(Environment)과 상호작용을 한다. 환경
은 에이전트에게 상태(State) 정보를 주고 에이전트
는 해당 상태에서 취한 행동(Action) 정보를 환경
에게 전달한다. 환경은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에 맞
는 보상(Reward)을 에이전트에게 준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진행하며 보상을 최대화 하는 행동 패턴을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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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강화학습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으며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다르다. 게임 분야에서 
도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특정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알고리즘에 따라 학습 방식
이 다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발자는 목적에 맞는 인공지능을 구
현하기 위해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자는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과 어떤 
종류의 인공지능 구현에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게임 인공
지능 구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SAC, PPO, POCA 세 가지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과 어떤 종류의 인
공지능 구현에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비교한다.

ABSTRACT

There are various algorithms in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e algorithm used differs depending on the field. Even 
in games, specific algorithms are used when develop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Different algorithms have different learning methods, so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ed differently. Therefore, the 
developer has to choose the appropriate algorithm to implement the AI for the purpose. To do that, the developer 
needs to know the algorithm's learning method and which algorithms are effective for which AI.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learning methods of three algorithms, SAC, PPO, and POCA, which are algorithms used to implement 
game AI. These algorithms are practical to apply to which types of AI imple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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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화학습 아키텍처

강화학습에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여러 알
고리즘이 있으며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달라진다. 게임 인공지능 구현에 사용
되는 알고리즘은 종류에 따라 인공지능이 학습하
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게임의 장르, 객체의 역할, 
객체의 개수 등에 따라 알고리즘의 효율이 달라진
다. 따라서 개발자는 인공지능이 적용될 게임의 장
르와 객체의 특성에 따라 알고리즘을 다르게 선택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려면 
사용하려는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과 특성을 인지
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을 사용한 게임 인공지능 구현에서 사용할 수 있
는 SAC(Soft Actor-Critic)[2], PPO(Proximal Policy 
Optimization)[3], POCA(Posthumous Credit 
Assignment)[4]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을 소개하려 
한다. 또한, PPO, SAC, POCA 알고리즘이 어떤 목
적을 가진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제안하려 한다.

Ⅱ. 관련 연구

Unity의 예제 게임인 3DBall에서 연속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때 선택적으로 PPO 알고리즘을 사용
할 수 있다[5]. PPO 알고리즘이 연속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강화학습을 이용한 카오틱 시스템 제어에선 
SA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행동 패턴을 
학습했다[6]. 연속적인 행동 패턴을 찾는 환경에서 
SA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
적 행동 패턴을 찾았다.

Ⅲ. ML-Agents 알고리즘 소개

표 1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속성을 보여준다. 
SAC, PPO, POCA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
즘과 환경 유형,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에 특
화된 게임을 보여준다.

표 1.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속성

알고리즘

속성
SAC PPO POCA

기반

알고리즘
off-policy on-policy 주의망

환경 유형
연속

행동 환경

이산/연속

행동 환경

이산/연속

행동 환경

특화 게임
레이싱,

슈팅게임

RPG,

퍼즐게임

스포츠,

보드게임

SAC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은 Off-Policy[7] 기반
이다. Off-Policy는 위험구역을 사람이 직접 탐색하
지 않고 드론을 이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사람이 
직접 위험 구혁을 탐사하면 최대한 위험 요소를 
배척하며 이동경로를 결정하겠지만, 드론을 이용하
면 안전한 길보단 빠른 길, 즉 효율적인 경로를 탐
색할 것이다. 따라서 SAC 알고리즘은 후에 서술할 
PPO 알고리즘보다 최적 행동 패턴을 찾는 시간이 
빠르다. 하지만 SAC 알고리즘은 연속적인 행동
(Continuous Action) 결정이 필요한 환경에서만 제
대로 작동한다. 연속적인 행동이란 행동에 대한 상
세값을 설정할 수 있는 행동을 뜻한다. 전진, 후진, 
회전의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연속적인 
행동 결정에서는 [전진0.3, 후진0, 회전0.5]와 같이 
상세값을 설정할 수 있어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행동 결정이 가능하다. 그림 2는 연속적인 행동의 
예시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에서 조이스틱을 
사용하면 조이스틱의 기울기를 통해 행동의 상세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연속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원으로 표시된 범위를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림 2. 연속적인 행동의 예시

연속적인 행동 결정은 레이싱 게임이나 슈팅 게
임과 같이 세밀한 행동 결정이 필요한 게임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레이싱 게임과 슈팅 게임과 같이 
연속적인 행동 결정이 필요한 게임 장르에서는 
SAC 알고리즘을 사용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
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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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은 On-Policy[8] 기반
이다. On-Policy란, 사람이 직접 위험구역을 탐사하
는 방식과 같다. 만약 사람이 위험구역을 탐사한다
면 최대한 위험 요소를 배척하며 이동경로를 결정
할 것이다. 즉, 빠른 길보단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On-Policy 기반의 PPO 알고리즘
은 위험 요소와 가까운 최적 행동 패턴을 찾는 문
제에선 최적 행동 패턴을 찾는 시간이 SAC 알고
리즘보다 길어진다. 그림 3은 위험 요소가 최적 경
로 가까이에 있는 환경이다. ‘S’로 표시된 출발점
에서 ‘G’로 표시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이
며, 한 칸씩 이동할 때마다 보상(R)을 1점 잃으며 
‘The Cliff’로 표시된 영역에 빠지게 되면 보상(R)
을 100점 잃는다. 그림 2의 환경에서는 최대한 적
게 이동하면서 위험 영역을 피해 G의 목적지로 이
동하는 경로가 최적 경로(Optimal Path)가 된다. 하
지만 PPO 알고리즘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척하
기 때문에 위험 요소와 가장 멀리 떨어진 경로인 
비교적 안전한 경로(Safer Path)를 최적 경로로 인
식한다. 최적 경로를 찾을 때까지 학습을 지속하면 
결국 최적 경로를 찾긴 하지만 그만큼 학습 시간
이 늘어나게 된다.

그림 3. 위험 요소와 가까운 최적 경로 환경

SAC 알고리즘과 달리 PPO 알고리즘은 연속적
인 행동(Continuous Action) 결정이 필요한 환경뿐
만 아니라 이산적인 행동(Discrete Action) 결정이 
필요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산적인 행동
이란 행동에 대한 상세값을 설정할 수 없는 행동
을 뜻한다. 그림 4는 이산적인 행동의 예시이다.  
이산적인 행동 결정에서는 행동을 [전진O, 후진X, 
회전O]와 같이 결정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행
동의 수가 적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임에서 키보
드를 사용하면 버튼의 입력으로만 행동을 결정하
기 때문에 행동의 상세값을 설정할 수 없다. 즉, 
이산적인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화살표 
방향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림 4. 이산적인 행동의 예시

이산적인 행동 결정은 주로 RPG(Role Playing 
Game)나 퍼즐 게임과 같이 단순한 행동으로만 이
루어진 게임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RPG나 퍼즐 게
임과 같이 이산적인 행동 결정이 필요한 게임 장
르에서는 PP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을 구
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POCA 알고리즘은 2021년에 Unity ML-Agents에
서 개발한 알고리즘이며 에이전트 간의 협력이 필
요한 환경에서 원활한 학습을 지원한다. POCA 알
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에 주의망(Attention 
network)[9] 개념을 접목시켜 에이전트가 각자의 상
황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다. 
주의망은 에이전트가 환경 전체가 아닌 자신의 기
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5는 총알 피
하기 게임의 화면이다. 총알은 랜덤한 개수가 생성
되며 에이전트(Agent)는 총알을 피하며 최대한 오
래 버텨야한다. 주의망을 적용하지 않으면 에이전
트는 생성된 총알 전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안전한 
경로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주의망을 적용하면 충
돌 궤적에 있지 않은 총알은 무시하고 충돌 궤적
에 있는 총알에 집중(Attention)하여 현재 에이전트 
자신의 상황에서 안전한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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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알 피하기 게임의 화면

PPO, SAC 알고리즘은 다수의 에이전트 간의 협
력이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PPO, SAC 알고리즘은 하나의 게임 환
경에 다수의 에이전트가 있을 때, 보상을 에이전트
끼리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에이전트 
중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만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다른 에이전트들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보상을 얻게 된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행
동 패턴을 최적 행동 패턴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
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에이전트
들이 항상 보상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역할의 분담이 어렵다. 하나의 환경
에 획득하면 보상을 얻는 오브젝트 A, B, C가 존
재하고 보상은 각각 10점, 5점, 1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에서 보상을 획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세 개의 에이전트가 각각의 오브젝트를 하나씩 획
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PPO, SAC 알고리즘을 사
용하면 보상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오브젝트
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 개의 에이전트가 모두 A, 
B, C 순서로 오브젝트를 획득하려 한다. 즉, 비효
율적으로 학습된다. POCA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위에 서술한 주의망을 통해 각 에이전트가 각자의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찾는다. 그로 인해 각 에이전트가 자신과 
가까운 오브젝트를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POCA 
알고리즘은 다수의 에이전트 간의 협력이 필요하
거나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야하는 환경에서 유리
하다. 협력이 필요한 게임은 대표적으로 스포츠 게
임이 있고, 객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게임은 보드게
임이 있다. 따라서 스포츠 게임이나 보드 게임과 
같이 협력이 필요하거나 객체마다 다른 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POCA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유리하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이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게임 인공지
능 구현에 사용되는 SAC, PPO, POCA 알고리즘의 
학습 방식과 특징을 소개하고 어떤 인공지능 구현
에 사용되는 것이 효율적일지 이론적으로 제안했
다. 강화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에는 실제 게임 환경에서 SAC, PPO, POCA 
알고리즘을 사용해 강화학습 인공지능을 구현하며 
학습 과정과 구현된 인공지능의 효율을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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