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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ccessor representation (SR) 은 두뇌 내 해마의 공간 세포가 인지맵을 구성하여 환경을 학습하

고, 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최적 전략을 수립하는 기전을 모사한 강화학습 

방법이다. 특히, 학습한 환경 정보를 활용, 환경 구조 안에서 목표가 변화할 때 강인하게 대응하

여 일반 model-free 강화학습에 비해 빠르게 보상 변화에 적응하고 최적 전략을 찾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SR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보상의 변화와 더불어 환경 구조, 특히 환

경의 상태 천이 확률이 변화하여 보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 지 확

인하였다. 벤치마크 알고리즘으로 SR 의 특성을 목적 기반 강화학습으로 통합한 SR-Dyna 를 사용

하였고, 환경 상태 천이 불확실성과 보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2-stage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

제를 실험 환경으로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SR-Dyna 는 환경 내 상태 천이 확률 변화에 따

른 보상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결과를 통해 두뇌의 강화학습과 알

고리즘 강화학습의 차이를 이해하여, 환경 변화에 강인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설계를 기대할 수 

있다.  

 

1. 서론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획득

한 보상을 바탕으로 최적 전략을 학습하는 학습 기전

으로, 최근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있

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강화학습은 인간

의 강화학습에 비해 유연성과 적응성이 크게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최신 신경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인간의 강화학습은 model-based와 model-free 강화학습 

전략을 전두엽 메타 제어를 통해 유연하게 활용하여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높

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4,5].  

Model-based 강화학습은 환경에 대해 학습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환경을 학습하는 과정을 수반하므로,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계산

량이 많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model-free

강화학습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 없이, 

행동에 대한 보상 신호만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 전략을 수립한다. 환경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학습한 전략은 계획 과정 없이 빠르게 

실행이 가능하나, 환경이 변한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최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며, 그만큼 학습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4]. 

두 알고리즘이 가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강

화학습 알고리즘 연구는 model-free 강화학습 위주로 

진행되면서, model-based 강화학습을 차용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경과학적 발견을 통해 인간

과 기계의 강화학습 방법의 차이가 조명되면서, 뇌과

학적 발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메타강화학습 알고리

즘[6]이나, 강화학습과 연관된 두뇌의 정보처리 기전

을 모사한 neuroscience-inspired 알고리즘들이 보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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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연구되고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최신 신경과학적 발견을 기반으로 

구현된 Successor representation (SR) 기반 강화학습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강화학습 에이전

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SR 은 두뇌 내 해마의 공간 

세포가 인지맵을 구성하여 환경을 학습하고, 이를 활

용하여 변화하는 환경에서 유연하게 최적 전략을 수

립하는 기전을 모사한 강화학습 방법이다. 특히, 학습

한 환경 정보를 활용, 환경 구조 안에서 목표가 변화

할 때 강인하게 대응하여 일반 model-free 강화학습에 

비해 빠르게 보상 변화에 적응하고 최적 전략을 찾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환경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나 환경 내 상태 천이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을 수립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의 상태 천이 확률이 변화

하고, 이와 연계되어 보상 함수 또한 변화하는 상황

에서 SR 기반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성능을 평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벤치

마크 알고리즘으로 SR 의 특성을 목적 기반 강화학습

으로 통합한 SR-Dyna 를 사용하였고, 실험 환경으로 

Lee et al.이 제안한 2-stage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제 

(이후 2-stage MDT)를 선택하였다[5]. 본 환경은 보상 

함수 뿐만 아니라 환경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상태 천

이 확률 및 목적이 변화하는 환경으로, 보상 함수 변

화에 강인한 SR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환경 구

조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능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데 좋은 벤치마크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SR 기반 강화학습 모델: SR-Dyna 

SR 의 주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해마의 공간

세포가 지니고 있는 정보는 에이전트가 경험한 환경

의 공간적 정보인데, 이를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8]. 미래 상태

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는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수행

하여 (i) 다음 상태로 이동했을 때 획득 가능한 보상

의 예측 값과 (ii) 점유가 예측되는 다음 상태 값을 

바탕으로 학습한다[9]. 부분적으로 계산된 행동 가치 

값과 환경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 정책을 수립하

므로 model-based 와 model-free 를 모두 고려하여 근사

화한 중간계열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10]. 그

림 1 은 model-free 와 model-based, 그리고 SR 의 가치 

업데이트 기전을 통해 SR 의 특성을 보여준다.  

동일한 환경 구조에서 보상 함수가 변화하는 grid 

world 환경에서 SR 의 특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12]. 

에이전트가 미로를 탐색할 때 설치류의 여러 기본 능

력과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는데, 이 능력은 인지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맵은 해마에서 인코딩되

며 이는 latent learning task 와 shortcut, detour task 에 모

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 중에서도 

model-based 강화학습의 한 종류로써 experience replay

를 하는 dyna[11]와 결합한 SR (이후 SR-Dyna)는 이 

능력을 모두 보여준다[12]. 

 

(그림 1) 간단한 T-maze 미로에서 model-free, model-based 및 

SR 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이 value 를 계산하는 방식(© 

Gershman, 2018 [9])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상 함수가 변화하

는 환경에서도 구조를 잘 배우며 model-based 와 

model-free 의 행동이 분리되는 시나리오에서도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SR-Dyna 를 본 연구

의 모델로 삼았다. 

 

3. 실험 환경 

보상 함수 변화에 강인한 SR-Dyna 알고리즘이 환

경 구조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능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2-stage MDT [5] (그림 2)에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2) 2-stage 마르코프 의사결정 환경[5] 

신경과학에서 사용한 2-Stage 마르코프 의사결정 

환경은 초기상태 S1 에서 에이전트가 두 번의 

Left/Right 이동 액션을 통해 최종 상태로 이동하고, 

최종 상태 (S6-S9)와 연계된 동전에 기입된 보상을 받

는 환경이다. goal condition 에 따라 상태 천이 확률이 

조정되는데, specific goal condition 의 경우 에이전트가 

Left/Right 선택 시 상태 천이는 (0.9, 0.1)의 확률로 결

정된다. 다시 말해, 에이전트가 Left 를 선택했을 경우, 

선택한 행동은 90%의 확률로 수행되고, 10%의 확률로 

반대로 수행됨을 뜻한다. Specific goal condition 에서는 

수집할 동전의 색깔이 제시된다. 이 때, 에이전트는 

반드시 제시된 색깔의 동전을 수집해야 동전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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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색깔이 다른 동전을 

수집하면 동전에 기록된 보상은 주어지지 않고 보상

으로 0 을 받게 된다. 반면, flexible goal condition 에서는 

어떤 색깔의 동전을 수집하더라도 동전에 기록된 보

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태 천이 확률이 (0.5, 0.5)

로 설정되어, Left/Right 선택은 에이전트의 선택을 따

르지 않고 무작위로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specific goal condition 은 환경 불확실성

이 낮아 환경 구조를 배우기 용이하고, 상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model-based 

강화학습 전략이 선호된다. 반면, flexible goal condition

은 환경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환경 구조를 배우기 

어렵고, 따라서 상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행동에 따른 보상을 추구하는 방식, 즉 

model-free 강화학습 전략이 더 적합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환경 변수에 따라 환경 구조가 

변화하고 보상 값이 변하는 환경을 통해 SR 기반 강

화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시도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의 SR-Dyna 가 상태 천이 확률 변화와 보상 

함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버전의 

SR-Dyna 를 구성하고, 각각을 실험군/대조군으로 사용

하였다. 실험은 SR 기반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2-stage 

MDT 를 총 500 게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goal 

condition 은 매 50 game 마다 바뀌도록 설정하였다. 즉 

500 game 을 수행하는 동안 10 번의 goal condition 변화

가 발생한다 (이를 1 session 이라 정의한다). 에이전트

가 획득한 보상은 0-1 사이의 값으로 normalize 하였다.  

기존 SR-Dyna 알고리즘은 tabular 방식으로 하나의 

SR-matrix 에서 상태 가치 값이 계산되고, 보상이 주어

졌을 때 이 SR-matrix 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2-stage MDT 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2-stage MDT 를 수행할 때, 각 

goal condition별로 SR-matrix를 학습할 수 있는 에이전

트를 구현하였다. 이 에이전트는 모든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그에 맞추어 가장 최적화된 결정을 

수행하는 이상적 에이전트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

stage MDT 에서 goal condition 에 따라 보상의 지급 방

식과 상태 천이 확률이 다른 것을 모두 알고 이에 최

적으로 대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SR-matrix 를 두 

개(specific matrix/flexible matrix)로 분리한 에이전트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stage MDT에 최적화되어 학

습된 forward-backward 알고리즘 기반model-based 강화

학습 에이전트[5]를 이용하여 최적 보상 값을 구하고, 

이 값을 실험군/대조군 성능 평가를 위한 upper bound

로 사용하였다. 

 

(그림 3) average normalized reward 

 

(그림 4) average normalized reward while goal condition changes 

그림 3 은 단일 matrix 기준 1 session 을 30 번 수행

(=500 game * 30 session = 15000 games)한 것에 대한 정

규화된 평균 보상 값이다. 그림 4 는 goal condition 별

로 실험군/대조군의 보상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그림 3 에서 보다시피 실험군(단일 SR-matrix)

와 대조군 (이중 SR-matrix)의 평균 보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본 논문의 주요 포인트는 

specific goal condition 에서의 두 matrix 비교였는데, 그

림 4와 같이 specific goal condition 인 경우 두 matrix간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으며, 두 matrix 모두 flexible 

goal condition 에 비해 리턴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2-stage MDT 에서 chance level 보상 값은 0.35 로 분

석되는데[5], 두 matrix 모두 기준 값 보다는 평균적으

로 높은 보상을 보였다. 그러나 upper bound 에 해당하

는 model-based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보상 0.63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고려했을 때, SR-Dyna 는 상

태 천이 확률이 변화하여 보상 함수가 변화하는 환경

은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model-based 와 model-free 강화학습을 

고루 근사화 한 SR-기반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model-

based 와 model-free 를 분리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성능

을 내는지 보고자 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환경 변

화에 따른 보상 변화에 강인한 SR-Dyna 모델을 사용

하였다. 실험결과 SR-Dyna 는 환경의 상태 천이 확률

을 학습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 변화도 효

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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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condition 에 따라 matrix 를 분리하여 학습한 이중 

matrix 의 경우에서도 동일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를 극복하기 위해 SR-기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선

하여 환경 상태 천이 확률 변화 및 복잡한 환경에도 

강인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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