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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강화 학습을 적용한 게임 AI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상용 

게임은 유한 상태 머신(Finite State Machine, FSM)을 이용한 스크립트 기반 AI 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환경의 게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적절한 강화 학습의 수행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용 게임 강화 학습 적용을 위하여 상태 정규화 및 Dense 보상 기반 강화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을 상용 농구 게임에 적용하고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기존 FSM 기반 

AI와 비교를 통해 성능이 약 80% 증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 게임 AI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게임 AI 중에서도 NPC 나 사람 

플레이어를 대체하는 게임 플레이 AI 의 경우 강화 

학습을 이용한 연구가 많다. 강화 학습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용 게임은 FSM 기반 

AI 를 사용한다. 하지만 FSM 기반 AI 는 동일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행동을 하므로 사람 플레이어와 

쉽게 비교가 되고 유저의 만족도를 낮춘다. 그런데도 

강화 학습이 아닌 FSM 을 이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환경의 게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적절한 강화 

학습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기법을 제안한다. (1) 상태의 안정화를 위해 

상대적인 상태 값 기반 정규화 기법을 이용한 상태 

표현을 설계한다. (2)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미리 정의된 Dense Reward(상세 보상) 기반 

보상 함수를 설계한다. 

제안한 두 가지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기본 

강화 학습 알고리즘은 Advantage Actor-Critic(A2C) 

알고리즘이다[2]. 상용 농구 게임에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고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기존 FSM 기반 AI 와 

그래프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2. 관련 연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강화 학습의 기법에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A2C 알고리즘은 기존 Policy Gradient(정책 경사) 

방식에서 Critic 을 사용해 Value(가치)를 예측하여 

분산을 줄인 알고리즘이다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A2C 에서는 Entropy loss 를 사용하여 

Probability(행동 확률)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해서 Soft-max 값이 발산하여 탐험이 줄어들고 

Local Optima(국소 최적)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강화 학습에서 상태는 특정 시점에서 에이전트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보이다. 상태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강화 학습 에이전트의 

성능이 상이하다[3]. 또한 일반적으로 정규화된 

상태를 사용하면 Optimizer 의 최적화가 빠르고 

Local minima(극솟값)에 빠지는 위험이 감소한다[4]. 

강화 학습에서 보상은 특정 시점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보상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행동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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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 정규화 및 Dense 보상 기반 메타 강화 학

습 기법 

3.1 상대적인 상태 값 기반 정규화 기법을 이용한 

상태 표현 

본 논문에서 정규화 기법을 적용한 기존 환경의 

원시 데이터는 위치, 시간, 조건이 있다. 

위치는 환경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절대좌표로 

표현된다. 영상을 상태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절대좌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6], 값을 

상태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학습 대상이 되는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정규화된 좌푯값을 

사용한다[7].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최소 상대 좌표 

값을 -1 로, 최대 상대 좌푯값을 +1 로 설정하여 모든 

위치 좌표 값을 -1 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여 

상태로 사용한다. 

시간은 환경에 존재하는 시간과 관련된 초 단위의 

값으로 음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시간을 1 로 설정하고 나머지 값들을 0 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다. 

 조건은 환경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 본 논문의 실험 환경인 농구 

게임에서는 플레이어의 공 소유 여부, 슛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이 조건이 된다. 이 정보들은 각각 

참, 또는 거짓으로 표현된다. One-hot Encoding 방식 

기반으로 0 과 1 의 배열 형태로 조건을 변환하여 

상태로 사용한다. 

위치, 시간, 조건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상태 값 기반 정규화 기법을 사용하여 값을 변환하고 

변환된 상태는 학습 모델의 입력이 된다. 
 

3.2 미리 정의된 Dense reward 기반 보상 함수 

[5]의 연구에서 보상에 따라 에이전트의 행동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주장했고 [7]의 연구에서는 

실제 StarCraft Micromanagement 환경에서 보상에 

따라 에이전트의 승률이 다르게 수렴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본 논문에서는 Dense reward 

기반으로 농구게임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보상을 자세히 나누고 미리 정의된 

보상에 따라 에이전트를 학습했다. 정의된 보상에는 

패스, 슛, 블로킹, 스틸, 마크, 캐치가 있다. 아래 

그림 1 은 몇 가지 보상에 대한 간단한 식을 

보여준다. 
 

 
그림 1. Dense reward 기반 보상 계산식 

4. 실험  

본 실험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환경은 

3 대 3 농구 게임 환경이다. 본 환경의 에이전트는 

AI 로부터 행동을 받아서 위치나 상태가 변하는 농구 

게임의 플레이어이다. 실험에 사용한 농구 게임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한 게임 뷰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농구 게임에 강화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 A2C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학습에 적용한 파라미터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하이퍼 파라미터 정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농구 게임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 그림 4 와 같다. 학습 

진행에 따라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제안 기법 기반 강화 학습 보상 그래프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 실험 대상인 기존 FSM 기반 AI 와 성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그림 5 와 같다. 평가 기준은 

농구 게임에서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인 점수를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큰 차이로 

AC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권 2호)

- 476 -



AI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3대 3 농구 게임에서 제안한 기법을 사용한 

모델이 포함된 팀과 순수한 FSM 기반 AI 팀의 점수 

차이 그래프 

 

실험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이 모델의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농구게임에서 상태 정규화 및 Dense 

보상 기반 강화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기존 FSM 기반 AI 대비 

성능이 약 80%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게임 AI 의 주목적인 사용자의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인간 유사 행동 기반의 설계를 

추가하여 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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