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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계학습 및 기계학습 기법 중에서도 Markov Decision Process (MDP)를 기반으로 하는 강화학습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강화학습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의사결정자(Agent)는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고 가능한 행동 

집합 중에서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기계학습과는 달리 강화학습은 학습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한 환경 속에서도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강화학습 및 강화학습 중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Q-learning 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큐러닝(q-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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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계학습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도 경험과 추론을 기반으로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사람은 컴퓨터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컴퓨터는 학습을 통해 

고정된 결과 값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결과 

값을 출력하게 된다. 무선으로 상호 연결된 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계학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 기계학습은 

학습 방법에 따라 크게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 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Fig. 1. The type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은 컴퓨터에게 Input data와 Labeled data를 제공하고, 

컴퓨터는 Labeled data를 이용해 Data를 분류(Classification) 및 

회귀(Regression)하는 학습 방법이다. 지도 학습 중 가장 자주 사용되

는 알고리즘으로 Support vector machine (SVM)이 있다. SVM은 

기존 데이터 집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두 그룹 

사이의 가장 큰 Margin을  가지는 초평면을 통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2. The example of the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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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Unsupervised learning

비 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는 다르게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닌, Input data만을 이용하여 비슷한 속성을 지닌 데이터를 

군집화(Clustering)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이 있다. K-means 알고리즘이란 데이터를 K개의 

Cluster 단위로 묶어, 각 Cluster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이다.

Fig. 3. The example of the K-means clustering

1.3 Reinforcement learning 

-Markov process

미래의 상태 s’ 가 오직 현재의 상태 s의 영향만을 받아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상태는 미래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arkov Decision process

MDP는 MP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로, 미래의 상태 

s’는 현재의 상태 s뿐만 아니라 s에서 행한 Action의 영향도 받는다. 

시간 t에서 Agent는 현재 상태 s에서 선택 가능한 Action 중 행동 

a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상태 s’로 전이하며, 이에 따라 Agent는 

action a에 대한 Reward r(s, a)를 받는다.

-Q-learning 

Q-learning은 강화학습의 일종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Scheduling 

policy는 Greedy하게 향상되고, Q-function을 기반으로 Action 한다.

   max′

즉, 가능한 행동 집합 a∈{a1, a2, ..., an} 중에서 Reward의 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학습한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및 알고리즘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계학습

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적합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가장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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