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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강화학습 활성화 함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Reinforcement Learning Activation
Functions for Parking of Autonomous Vehicles

이동철*

Dongcheul Lee*

요  약  주차 공간의 부족함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심층 강화 학습에는 활성화 함수가 사용되는데, 그동안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제안되어 왔으나 적용 환경에 따라 
그 성능 편차가 심했다. 따라서 환경에 따라 최적의 활성화 함수를 찾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차를 학습하기 위해 심층 강화 학습을 사용할 때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 비교 평가하기 위해 강화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12개의 함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성능 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각 활성화 함수의 평균 보상을 성공률, 에피소드 길이, 자동차 속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보상은 GELU를 
사용한 경우였고, ELU는 가장 낮았다. 두 활성화 함수의 보상 차이는 35.2%였다. 

Abstract  Autonomous vehicles, which can dramatically solve the lack of parking spaces, are making great
progress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ctivation functions are used for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nd various activation functions have been proposed, but their performance deviations were
large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environment. Therefore, finding the optimal activation function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s important for effective learning. This paper analyzes 12 functions 
mainly used in reinforcement learning to compare and evaluate which activation function is most 
effective when autonomous vehicles us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to learn parking. To this end, a 
performance evaluation environment was established, and the average reward of each activation 
function was compared with the success rate, episode length, and vehicle speed. As a result, the highest
reward was the case of using GELU, and the ELU was the lowest. The reward difference between the two
activation functions was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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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소비한
다. 이를 위해 도시는 많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할애해야 
하고 이로 인해 삶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 및 녹지 공간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차장 팽창 문제를 자율주
행 자동차 (Autonomous Vehicle)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다[1].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주차하므로 주차 시 문을 열
고 걸어 나갈 공간이 필요 없다. 타워 식 주차장의 경우 
승객을 실어 나를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필요 없다. 승객
들은 주차장에 내린 후 목적지까지 걸어갈 필요 없이 목
적지에 바로 내린 후 차량이 스스로 주차하도록 하면 된
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 공간을 절약하기 위
해 다른 차량과 겹쳐서 주차할 수도 있다. 나중에 출차가 
필요한 경우 막고 있는 다른 차량들을 자동으로 이동시
키고 내 차가 나오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정확히 주
행할 수 있어서 좁은 도로에서도 주위 환경과 여유 공간 
없이 주행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도 최소한
의 공간만 제공되면 된다.

자율주행차는 인지, 의사 결정, 제어의 세 단계로 스
스로 차량을 움직인다. 인지 단계에서는 카메라, 레이더 
(Radar), 라이다 (Lidar)와 같은 외부환경 인지 센서를 
사용한다. 의사 결정 단계에서는 인지 단계에서 인식한 
개체에 대하여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한다. 핸들 방향
을 바꿀지, 속도를 변경할지, 후진할지, 멈출지 등이 고
려된다. 의사 결정 알고리즘으로는 규칙 기반 (Rule-based) 
방식,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방식, 강화 학
습 (Reinforcement Learning) 방식 등이 있다[2, 3]. 규
칙 기반 방식은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대
한 규칙을 일일이 정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행의 모
든 상황을 고려하는 규칙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
문에 이 방식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지도 학습 방
식은 대량의 운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학습시키
는 것을 말한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으나 일
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강화 학습 방식은 가
장 높은 보상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할지 선택하
는 정책을 학습 시키는 것이다. 보상을 어떻게 계산할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목적에 맞는 정책을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 단계 에서는 의사 결정 단계에서 결
정된 결과에 따라 실제로 차량을 제어한다.

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은 신경망 (Neural Network)을 
이용한다. 특히 많은 계층 (Layer)을 사용한 심층 신경망

의 경우 각 계층을 결합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안된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모든 환경에서 일반
적으로 우수한 활성화 함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선택해야 한다[4].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차 시 어떤 활성화 함수
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에 유리한지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은 본 논문에
서 비교 평가할 활성화 함수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은 
각 활성화 함수의 성능을 비교할 방법에 대하여 정의하
고 4장은 성능 평가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Ⅱ. 관련 연구

활성화 함수는 신경망 계층의 선형 입력에 비선형성을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절한 활성화 함수를 선
택하는 것은 강화 학습의 성능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다. 신경망의 계층에서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 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여기서 는 신경망 계층의 입력값이고, 는 출력값
이 된다. 

신경망 학습 초기에 사용된 활성화 함수는 역전파 
(Backpropagation)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분이 가능한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와 하이퍼볼릭 탄젠트 
(Tanh) 함수였다. 그러나 신경망이 깊어짐에 따라 기울
기 소멸 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 발생하
여 더는 활용되지 못하였다[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함수들이 제안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Rectified Linear Unit 
(ReLU) 함수가 제안되었다. 이 함수는 계산하기 효율적
이며 비선형성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빨리 수렴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입력이 0에 가까워지거나 음수가 되면 
기울기 정보가 손실되어 신경망이 역전파를 수행하기 어
렵고 학습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Dying ReLU 문제가 
발생한다[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
화 함수들이 제안되었다.

Softplus 함수는 로지스틱 함수로 부드러운 버전의 
ReLU라고 할 수 있으며 출력을 항상 양수로 제한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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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Average Reward Max Reward

1 CELU Mish
2 SELU GELU

3 ELU CELU
4 Hardswish ELU

5 Mish PReLU
6 SiLU Hardswish

표 2.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평균 보상과 최대 보상에 따른 
활성화 함수 순위

Table 2. Ranking of activation functions based on average 
reward and maximum reward while learningActivation 

Function Equation

ReLU    if ≥  if ≺ 
Softplus   lnexp 

Leaky ReLU    if ≻  if ≤ 
ELU    if ≻ 

exp if ≤ 
PReLU    if ≻  if ≤ 
GELU   

 











SELU    if ≥ 
exp if ≺ 

CELU  








 if ≥ 
exp


 if ≺ 

SiLU  


Mish   ln 

Hardswish  








 if ≤ 



if ≥ 


HardTanH  








 if ≺ 


if ≻ 


표 1. 활성화 함수 종류
Table 1. Types of activation functions

Leaky ReLU 함수는 ReLU의 변형으로 음의 영역에 약
간의 경사를 더해 Dying ReLU 문제를 해결하여 음의 
입력값에도 역전파가 가능하다[8]. Exponential Linear 
Unit (ELU) 함수는 ReLU와 Leaky ReLU의 장점을 결
합하였다. 배치 정규화와 같이 큰 음의 값을 비활성화시
켜 평균 단위 활성화를 0에 가깝게 할 수 있지만, 계산 
복잡도는 더 낮은 장점을 가진다[9]. Parametric ReLU 
(PReLU) 함수는 가장 간결하게 Dying ReLU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Leaky ReLU와 비슷한 
형태를 지닌다. 이 활성화 함수는 ReLU를 발전시켜 서
로 다른 신경망 계층은 서로 다른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안되었다[10]. 표준 가우
스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하는 Gaussian Error Linear 
Unit (GELU) 함수는 Google의 BERT나 OpenAI의 

GPT-2에서 사용된다[11]. 비선형성은 ReLU처럼 부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백분위 수로 입력 가중치를 부여한
다.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 (SELU) 함수는 
자기 정규화를 유도하는 특징을 지니므로 각 계층이 이
전 계층으로부터 평균과 분산을 보존할 수 있다[12]. 또한 
ReLU에서는 불가능했던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
므로 평균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Continuously 
Differentiable Exponential Linear Units (CELU) 함
수는 C1 연속하며 알파가 1이 아니면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하다[13]. Sigmoid-Weighted Linear Units (SiLU)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
다[14]. Mish 함수는 스스로 정규화하는 비단조 함수로써 
입력 값과 softplus 함수를 tanh 함수 입력으로 사용한 
결과를 곱하여 활성화를 계산한다[15]. Hardswish 함수
는 비선형 버전의 swish로써 계산이 더 빠르고 메모리 
접근 수를 줄여 지연 비용을 낮추는 장점이 있다[16]. 
Hard Tanh 함수는 Tanh 함수의 변형으로 계산이 보다 
빠른 장점이 있다.

Ⅲ. 성능 평가 방법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차를 학습할 때 신경망에 사용할 
활성화 함수를 성능 평가하기 위해 Trunted Quantile 
Critics (TQC)를 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 심층 강화 
학습 에이전트를 제작하였다. TQC는 Off-policy 학습 
시 발생하는 과대평가 편향 (Overestimation bias) 문
제를 완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값 함수에 대한 분포
를 예측하는데 평균값 대신 양자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17]. TQC 목적 분포 함수 정의를 위해 사용할 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이전트는 연속적 상태 ∈에
서 정책 π에 따라 특정 액션 ∈를 취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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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다음 상태로 ′∣ 확률로 이동하고, 
할인 인자 (Discount factor) γ는 [0,1)의 범위를 가지
는 (S, A, P, R, γ ) 튜플의 Markov 결정 과정을 거친다. 
N개의 근사치  를 학습할 때 목적 분포 함수

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log∅ ′∣′
  

(3)
여기서 ø는 정책 파라미터이며 α는 엔트로피 온도 계수
이다.  ′′는 각 근사치 를 오름차순으로 정

렬했을 때 각 원소를 뜻하며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정책 파라미터 ø를 최적화할 Loss 함수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    




 log∅ ∣ 

 

  



 






  (5)

이 에이전트는 주차 환경을 학습하기 위해 Highway-env
의 parking-v0을 사용하였다[18]. 학습 기간은 각 활성화 
함수마다 5만 번의 타임스템프를 거쳤다. 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션은 연속적 액션으로, 가속페달 조절
과 운전대 조절이다. 에피소드 종료 조건은 자동차를 적
절한 방향으로 지정된 위치에 위치 시켜 성공하거나, 주
위에 충돌하여 실패하는 것이다. 에이전트의 상태 s, 목
표 상태 sg, 충돌 횟수 c, 충돌 계수 b가 주어질 경우 
p-norm을 이용한 보상 R(s, 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6)

Ⅳ. 성능 평가

자동차가 자동 주차 학습 시 활성화 함수가 끼치는 영
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학습하는 동안 
타임스템프에 따른 보상을 그래프로 비교하였다. 학습되
는 속도는 활성화 함수마다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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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타임스탬프에 따른 
보상을 나타낸 그래프

Fig. 1. A plot showing rewards according to 
timestamps while the agent was learning

그림 2.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타임스탬프에 따른 
보상을 나타낸 바이올린 그래프

Fig. 2. A violin plot showing rewards according to 
timestamps while the agent wa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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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타임스탬프에 따른 
성공률을 나타낸 그래프

Fig. 3. A plot showing the success rate according 
to timestamps while the agent wa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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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동안 타임스탬프에 따른 
에피소드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

Fig. 4. A plot showing the episode length according 
to timestamps while the agent was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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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이전트가 테스트하는 동안 평균 및 최대 보상을
나타낸 그래프

Fig. 5. A plot showing mean and max rewards 
while the agent wa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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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에이전트가 테스트하는 동안 평균 보상과 평균 속
도를 나타낸 그래프

Fig. 6. A plot showing the number of collisions 
while the agent was testing

Ranking Average Reward Max Reward
1 GELU ReLU

2 SiLU GELU
3 CELU Hardswish

4 SELU CELU
5 ReLU Mish

6 Hardswish PReLU

표 3. 에이전트가 테스트하는 동안 평균 보상과 최대 보상에 
따른 활성화 함수 순위

Table 3. Ranking of activation functions based on 
average reward and maximum reward during 
the test

학습이 끝나는 50k 타임스템프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표 2는 평균 및 최대 보상이 가장 높은 
6개 함수를 보여준다. 평균 보상은 CELU가 가장 높았으
며 Softplus가 가장 낮았고 둘의 차이는 6.74 (51.7%)였
다. 최대 보상은 근소한 차이로 Mish가 가장 높았고 
Hardtanh가 가장 낮았으며 둘의 차이는 1.08 (16.6%)
이었다. 그림 2는 그림 1의 데이터를 바이올린 플롯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함수는 분산이 작게 분포하나 가장 
평균 보상이 낮았던 Softplus의 경우 분산이 크게 분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이전트의 학습 시 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
차 성공률과 한 에피소드를 끝내는데 들었던 시간의 길
이를 들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활성화 함수별 
주차 성공률과 에피소드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성
공률의 경우 활성화 함수 차이에 따라 그 차이가 보상보
다 더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그림 1과 그림 2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준 Softplus와 ReLU가 성공률에서도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습이 종료되는 
50k 타임스템프 부근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에피소드 길이에서도 Softplus가 다른 함수들 
보다 학습이 늦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학습 종료 
시점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활
성화 함수 종류에 따라 학습하는 속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정한 타임스템프를 거듭하면 서로 비슷한 학습 결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각 활성화 함수별로 학습을 완료한 에이전트
에 대하여 100번 주차 테스트 시 평균 보상과 최대 보상
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서 평균 및 최대 보상이 가장 
높은 6개 함수가 표 3에 정리되었다. 평균 보상은 GELU
가 가장 높았으며 ELU가 가장 낮았고 둘의 차이는 2.65 
(35.2%)였다. 최대 보상은 ReLU가 가장 높았으며 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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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았고 둘의 차이는 0.22 (9.6%)였다. 학습을 빨
리 시켰던 활성화 함수와 테스트 시 보상이 우수한 함수 
간에 상관관계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6은 테스트 시 에이전트의 평균 보상과 평균 자
동차 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평균 
속도는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의 절대값을 평균하여 구
하였다. 대체로 속도가 빠른 에이전트가 보상이 높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추세선의 기울기는 0.4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강화 학습을 통해 주차
를 학습할 때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비교 평가하였다. 강화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12개의 
활성화 함수를 주차 학습 시 사용하여 비교해 본 결과 학
습을 가장 빨리한 함수는 CELU였고, Softplus가 가장 
늦었다. 둘의 평균 보상 차이는 6.74 (51.7%)였다. 학습 
완료된 에이전트의 평균 보상은 GELU가 가장 높았으며 
ELU가 가장 낮았고 둘의 차이는 2.65 (35.2%)였다.

향후 연구로는 심층 강화 학습 에이전트가 주차를 학
습하는데 필요한 다른 여러 요인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주차 상황별로, 또는 학습 알고리
즘별로 어떤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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