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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Problem Statement)

Hanabi는 2인부터 5인까지 할 수 있는 multi-agent, imperfect information, purely-cooperative, combinatorial 게

임입니다. 이 게임은 인간과 AI의 소통과 협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미로 최근 AI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최근 강화학습을 적용한 결과 과거보다 훨씬 성능 좋은 AI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Hanabi AI에 관한

논문들에서 적용한 Evaluation은 그저 Hanabi의 게임 목표인 0점부터 25점까지의 스코어가 끝입니다. 이 스코어를

보면이 AI가확실히 Hanabi라는게임을잘한다는것은알수있지만,정작어떻게하면 Hanabi라는게임을잘할수

있는지는전혀알수없습니다.강화학습으로학습한 AI는각 state마다어떤 action을취해야하는지는알려주지만,

AI가 어떤 “큰 그림”을 깨달았는지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습한 Hanabi AI를 인간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또 학습한 AI가 단순히 Hanabi라는 게임에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배포되어 있는 몇 가지 Hanabi AI 에 대해 기존 Hanabi의 목표인 단순 team score가 아닌, 다양한

metric으로 evaluation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metric을 선정하는 데는 평소에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느낀 “좋은 플레이”와, Game Theory를 공부해 참고하면서 metric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Hanabi AI가 학습한

가치판단과, 어떻게 하면 Hanabi라는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학습 결과를 기존 평가보다 훨씬 자세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2 연구 배경 (Motivation and Background)

게임 상황은 기계가 복잡한 상황에 대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AI 연구에서 자

주 관심을 받는 편입니다. 그 결과 atari(옛날 오락기 게임), go(바둑), chess, poker 등의 게임에서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비약적인 발전에 많이 기여한 것이 RL(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이라는 프레

임워크입니다. RL은 agent가직접 environment와 interaction을수행하면서 total reward를가장많이받을수있는

policy를찾는기법들을통칭하는용어입니다. Agent가 action을취하면 environment는그에대한피드백으로 next

state와 reward를 줍니다. Environment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서, interaction을 반복해

environment에 대해서 배워가고, 최적인 policy를 찾는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놀라운 점입니다. 기본적

으로 하나의 Agent의 action만이 environment에 영향을 주는 Single-Agent 세팅이 있고, Agent가 두 명 이상이고

그들의 joint action이 environment에 영향을 주는 Multi-Agent 세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RL AI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게임은 대부분 한 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single-agent인 atari

같은 게임이나, 두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참가하고 타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multi-agent competitive이고, 그 중에서도 모든 플레이어의 net reward가 0인 zero-sum인, 예로 go, chess, poker

등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게임들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도전으로 multi-agent, imperfect information, purely-

cooperative 게임인 Hanabi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먼저 Hanabi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anabi는 2명에서 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multi-agent 게임이고,

각플레이어가자신의패를보지못하고남들의패는모두볼수있는상태에서,다른플레이어들이알려주는힌트를

가지고 자신의 패를 유추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서 공동 스코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purely cooperative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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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inforcement Learning

Figure 2: Hanabi 플레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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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anabi 플레이 장면 (Hanabi-SAD 시뮬레이션, 2-player)

입니다.게임상에서힌트를줄수있는방법은제한되어있으며,제한된소통으로인해모두가완벽하게자신의패를

확신할 수는 없는 imperfect information 게임이기도 합니다. 게임에 쓰이는 카드는 빨간색, 주황색(또는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의 5가지 색깔이 있으며, 각 색깔마다 1이 써진 카드는 3개, 2,3,4가 써진 카드는 2개, 5가

써진카드는 1개,그렇게총카드가 50개있습니다.처음시작할때각플레이어마다 5장의카드를개인패로받지만,

자신의 패는 보지 못한 채 남들한테만 카드가 보이는 식으로 카드를 놓습니다. 플레이어마다 따로 주어지는 것은

개인 패밖에 없습니다. 개인 패 외에 힌트 토큰, 목숨 토큰, 제출 패, 버림 패, 드로우 패 모두 모든 게임 참가자가

공유하는 것이며 게임 내내 모두가 한 팀으로서 행동합니다. 처음에 목숨 토큰 3개, 힌트 토큰은 8개로 시작합니다.

목숨 토큰은 멀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가 오면 3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1) 원하는

상대방에게 힌트를 주고 힌트 토큰을 하나 소모하거나, 2) 자신의 패에 있는 카드 중 하나를 제출하거나, 3) 자신의

패에있는카드중하나를버리고힌트토큰을하나얻을수있습니다. 1)힌트를줄때는힌트토큰하나를소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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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패에 있는 카드 중에서 아무 숫자나 색깔 중 하나를 골라, 그 숫자나 색깔과 일치하는 상대방 패의 카드

위치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소통은 금지입니다. 2) 카드를 제출할 때는 각 색깔마다 1,2,3,4,5의

순서대로 숫자 하나씩만 제출해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목숨 토큰을 하나 버립니다. 목숨

토큰을 3개 모두 버렸을 경우 게임이 종료됩니다. 적절한 카드를 제출했을 경우 제출 패로 카드가 넘어가며, 한

색깔의 1,2,3,4,5를 모두 성공적으로 제출했을 경우 힌트 토큰을 하나 얻습니다. 힌트 토큰이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

하기 때문에, 3) 카드를 버리고 (버림 패로 갑니다) 힌트를 얻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5처럼 각 색깔마다 1

개밖에없는카드는버리는순간해당색깔의제출패를완성할수없기때문에치명적입니다.카드를 2)제출하거나

3) 버렸을 경우 아직 드로우하지 못한 카드들이 모여있는 드로우 패에서 카드 하나를 뽑아 개인 패로 보충합니다.

드로우 패에 카드가 없으면 제출하거나 버려도 카드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드로우 패는 플레이어가 2명인 경우

처음에 40개(50-5x2=40)가 있으며, 이는 곧 현재 게임 상황의 uncertainty이자 randomness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드로우 패를 다 써서 카드가 없게 된다면 모든 카드가 개인 패, 제출 패, 버림 패에 있다는 소리가 되고, 이는 결국

모두가 자신의 개인 패에 있는 카드의 종류를 전부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되지만, 자신의 패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게임 결과는 제출 패에 있는 카드의 개수로 공동 점수를

판단하고, 0점부터 25점(5개 색깔 모두 완성)까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 자료와 함께 보자면 Figure 2

에서는 자신이 오른쪽 아래의 플레이어인 상황이며, 자신의 패는 안 보이고 남의 패는 전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개인패위쪽에있는마크들이힌트이며,남들이저에게제개인패의카드들이 1, 5, 5, 1의숫자인것을

알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버림 패이고, 버림 패 오른쪽에 있는 카드들이 제출

패입니다. 현재 제출 패 상황에서 제출 가능한 카드는 초록 3, 빨강 3, 노랑 2, 하양 2, 파랑 1이고, 그 외 다른 카드를

제출하면 오른쪽에 있는 폭죽같이 생긴 목숨 토큰을 빼앗깁니다. 힌트 토큰은 목숨 토큰 밑에 있으며, 총 8개 중 5

개의 힌트 토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 토큰 위에 있는 것이 드로우 패입니다. Figure 3로 넘어가겠습니다.

Figure 3는 이번 연구에 사용한 Hanabi AI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화면입니다. 2 player 모드인 상황이고, 맨 위에

defuses left가 목숨 토큰이고, hints left가 힌트 토큰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Cards left에는 드로우 패에 있는 카드

종류가 나와 있고, Fireworks는 제출 패를 의미하고, Discard Pile은 버림 패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 나는

다른 플레이어 Alice의 카드를 볼 수 있고, 여태까지 내가 Alice에게 준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

카드들이 뒷면인 상태로 나와 있고, 여태까지 Alice가 저에게 준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Hanabi가 주목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많은 성공 사례가 없고, 또 실용성 측면에서 competitive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multi-agent cooperative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생활에서 AI를 적용하기 위해선 다른 agent들과

경쟁하는 competitive환경보다,다른 agent (특히인간)들과협업하는 cooperative환경이더중요하게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나 교통 신호, 정부 시스템, 시장 시스템 등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업하는 cooperative 환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mperfect information 환경 상에서 남의 의도나 생각을 ”유추”하는 게임이라는 특징이 컴퓨터

는 ”눈치”를 기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 (theory of mind)이 되어 Hanabi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제한된 (혹은 적은 소통이 선호되는) 상황에서 남들과 협업해야 하는 현실 상황으로는 운전하는 상황이나

공동작업상황등이있습니다.또상대방의의도를유추하는능력을기를수있다면대화하는 AI에도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Hanabi라는 게임은 협동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요소를 단 하나, 다 같이 제출한 총 카드 개수로 평

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Hanabi를 플레이할때 직관적으로 중시하는 총점 외의 지표들, 예를 들어 턴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는지, 혹은 힌트를 당장 쓰는 것을 선호하는지, 등의 가치판단에서 훈련된 Hanabi AI가

어떤판단을하는지가 Hanabi AI논문들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결국여태까지의분석으로는각상황에서 Hanabi

스코어를 높게 받는 행동들을 AI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Hanabi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테크닉을파악할수가없다는소리입니다.이런시점들에서훈련된 AI가 Hanabi에대해어떤판단을하는지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 Evaluation을 다각화할 생각입니다. 또 현실에서 협동 상황에 놓여 있을때, 어떤 사람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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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의 질을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작업 속도를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생기지 않는 걸 중시하듯이,

실제로 사람마다 협동 결과를 평가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Hanabi AI를 단순 Hanabi에 그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기 위해서라도 협동 결과에 다양한 가치관의 evaluation을 적용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목적의 협동 AI를 만드는 연구와 학습된 Hanabi AI를 다른 task에 이용하는 meta-learning

연구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Hanabi AI는전부다 Hanabi에만적용되는특수한 policy들을 hand-coding한 bot밖에없었습니다.

이런 policy들은 상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Hanabi의 룰을 넘어서 플레이어끼리 커스텀 룰(convention)

을 공유하며 게임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힌트가 2번 연속으로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 카드나 버려도 된다는 암묵적인 신호라는 합의를 플레이어들끼리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hand-coded

bot으로는 제출할 수 있는 카드일때만 힌트를 주는 Simplebot, 추측을 하고 목숨 토큰에 기반해 도박수를 두는

Holmesbot, 자신이 카드를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Smartbot 등이

있습니다.현재까지 hand-coded bot중에서 2인용플레이에가장성능이좋은건 Smartbot입니다.이런 hand-coded

bot은 참가자들끼리 policy를 공유하는 self-play 환경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런 policy를 모르는 ad-

hoc team과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좋았는지 아닌지가 상대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협동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Hanabi에서 강화학습(RL)을 도입하는 목표는 순수하게 Hanabi의 rule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컴퓨터들이 rule을 넘어선 convention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 그런 convention을 공

유하지 않고 플레이스타일을 알지 못하는 ad-hoc team과 함께할 때의 성능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convention을 공유하고 서로의 플레이스타일을 알고 있는 self-play 방식에서는 hand-coded bot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Hanabi에대한 RL시도는 2019년 2월에 deepmind에서처음으로 RL을이용한 Hanabi AI봇 3가지를제시하면

서 시작되었습니다 [2]. 그 이후에 facebook도 2019년 12월에 Simplified Action Decoder를 이용한 Hanabi-SAD를

선보이고 [3], 또 그 직후에 facebook이 Hanabi-SAD를 multi-agent search라는 기법으로 개선한 Hanabi-SPARTA

가 현 state-of-the-art 입니다 [4]. 이런 Hanabi RL AI는 self-play 성능도 기존 hand-coded bot을 뛰어넘어 평균

24점대를 기록하며, ad-hoc play에서는 hand-coded bot을 월등히 뛰어넘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Hanabi AI 논문들에서의 evaluation은 전부 본래 Hanabi의 목표인 team score을 비교하는 데에 그

칩니다. 이는 결국 Hanabi라는 게임의 룰을 그대로 따르면서 최고점을 얻는 것만 생각한 것이고, Hanabi AI가

발견한 policy를 이해하거나 Hanabi AI를 더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Hanabi AI의 플레이를 이해하고

Hanabi AI를 좀 더 다양한 협동 상황과 협동 목표에 적용하는 연구의 초석으로, Hanabi 게임의 룰을 확장해 다양한

evaluation metric을 설정하고 Hanabi AI들의 비교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3 연구 방법 (Design and Implementation)

먼저 Evaluation을수행할 Hanabi AI를선정합니다.이때인간이직접 policy를작성해 policy를완벽하게이해하고

있는 hand-coded bot과,인간이학습결과인 policy를이해하기힘든 RL bot의차이를보기위해꼭 hand-coded bot

과 RL bot을 각각 하나 이상 선정합니다. 현재 나온 state-of-the-art 모델인 Hanabi-SPARTA 모델로 evaluation을

진행하려고해실제로실행까지해보았지만, multi-agent search라는기법이엄청난컴퓨팅파워가필요해서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전의 state-of-the-art인 Hanabi-SAD를 RL bot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hand-coded bot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카드일때만 힌트를 주는 Simplebot, 추측을 하고 목숨 토큰에 기반해 도박수를 두는 Holmesbot, 자신이

카드를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할 때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 Smartbot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에

서 Smartbot은 hand-coded bot 중 성능이 가장 좋은 AI입니다. Hanabi-SAD, Simplebot, Holmesbot, Smartbot

에 대해 기존 Hanabi의 (team) score로 치면 Hanabi-SAD > Smartbot > Holmesbot > Simplebot인게 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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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AI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분석하고 목표가 바뀔 때의 AI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좀 더 다양한 metric을 선정해 평가합니다. 5-player mode가 가장 협동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 모두 2-player mode에서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인 metric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건 제가 실제로 Hanabi를 플레이하면서 직관적으

로 느낀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한 행위를 AI도 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metric으로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게임 목표인 team score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턴을 많이 쓸 수록 team score를 잘 받는 것 같다는 경험

적인 관찰이나 개인적인 분석 내용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Hanabi를 잘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convention

을 전혀 모른 채 학습한 AI가 그런 convention을 학습으로 발견했느냐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만약 AI

에서 그런 convention을 확인하지 못해도 인간이 생각한 convention이 틀리거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또 metric을선정하기위한가치판단의 insight를얻기위해 Game Theory의 Solution Concept을공부했습니다.

Solution Concept은주어진게임상황에서플레이어들이무엇을가장이상적으로생각하는지에대한가치판단입니

다. 예를 들어 기존 Hanabi 룰에서는 team score만이 유일한 Solution Concept이지만, 턴을 최대한 적게 사용한다

등의 여러 승리조건(가치판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Game Theory는 게임 상황을 정리해놓은 이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가치 판단들을 Solution Concept이라는 형태로 정리해놓았습니다. Hanabi가

Game Theory에서 어떤 game 분류에 속하고 그런 game에 어떤 Solution Concept들이 있는 지 확인하면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metric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Game Theory를 공부한 결과 Solution Concept들을 직접적으로 Hanabi에 적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Game Theory는 원래 경제학에서 발달한 이론인 만큼, 생각보다 Game Theory에서 주로 다루는 game 상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Hanabi같은 게임에 대한 분석과 Solution Concept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Cooperative Game Theory에서 정의하고 있는 game 상황은 크게 각 플레이어들이 가격협상을 하는 Bargaining

Game,또각플레이어들이협업을누구와할지정하는 Coalition Game이있습니다.이두가지 Game들에대한 So-

lution Concept으로는 Nash Bargaining Solution, Shapley Value가있지만,이가치판단기준들은모두 Bargaining

Game이나 Coalition Game에만해당이되는것들이고,직접적으로 Hanabi같은게임에대응시킬수는없습니다.결

국 Cooperative Game Theory를 공부한 결과 생각보다 제한적인 게임 상황을 다루어 Hanabi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을알게되었고, Hanabi라는게임이 Game Theory의어떤카테고리에속하는지를조사하게되었습니다. Hanabi

는 플레이어끼리 mutual benefit이 있는 cooperative game이며, game state와 history가 전부 공개되어 있지 않은

imperfect information game이고, 각 플레이어가 서로의 수를 보며 차례대로 수를 두는 sequential game입니다. 또

classical economic game theory에서주로다루는 game들과대비되는복잡한 combination을가지고있는 Go,Chess

같은 sequential, perfect information 게임들을 combinatorial game이라고 차별화해서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Combinatorial Game의 전통적인 카테고리는 2-player, perfect information, no randomness였지만, poker

등의 게임에 확장되면서 점점 imperfect information, randomness도 다루고 있다고 하니 Hanabi도 combinatorial

game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Hanabi를 combinatorial game에 포함시킨 논문을 찾을 수 있

었습니다.[1] 아쉽게도 combinatorial game은 Game Theory에서 잘 다루지 않아 직접적으로 Solution Concept을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metric을 선정할 때 Game Theory의 insight나 concept에서 일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결국 evaluation을 위해 선정한 metric은 이렇습니다.

1) 기존 Hanabi의 목표인 team score.

누가 제출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성공적으로 제출한 카드 개수의 총합. Game Theory와 연관짓자

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받는 Reward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Solution Concept인 Pareto Optimality와

유사합니다. 이전 Hanabi AI 논문들이 한 것처럼, 1000판을 돌려 team score의 average를 구합니다.

2) perfect team score인 25점을 달성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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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or-Nothing strategy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능좋은 Hanabi RL AI가 나오면서 플레이어들이 잘

조율되어 있다면 아주 많은 경우에서 25점 만점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시행하

거나 그러지 못하면 아예 시행하지 않는 transaction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가치판단입니다. 1000판 중

25점 만점을 달성한 판의 비율을 %로 나타냅니다.

3) life tokens(a.k.a. mulligan) used.

목숨 토큰을 사용한 횟수. Hanabi는 목숨 토큰 3개만큼의 제출 실수를 허용하는 게임입니다. 이 목숨

토큰은 게임 종료 시 몇 개가 남아있든 1)의 공동 점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순수한 보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제 경험 상 이 게임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어느 정도 도박을 해야 하고, 아예

도박을하지않는,즉목숨토큰을 0개사용하는플레이는높은점수를받기어렵습니다. 1000판중목숨

토큰을 0회, 1회, 2회, 3회 쓴 비율을 구해 목숨 토큰 사용 횟수의 expectation 형태로 구합니다.

4) turns passed.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진행한 턴의 횟수. 이 게임에서 드로우 패의 카드 수는 uncertainty를 나타

내는 지표이며, 드로우 패에 카드가 없으면 모두가 자신의 패에 있는 카드 종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드로우 패를 최대한 줄이는 플레이는 uncertainty를 줄이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게임을 진행하며 턴을 얼마나 썼는 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판을 돌려

진행한 턴 횟수의 average를 구합니다.

5) playable card discard.

제출할 수 있는 카드인데 버린 횟수. 이 게임은 제출하기 위한 카드보다 덱에 있는 카드 개수가 많으

므로, 몇몇 카드는 버려도 나중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uncertainty와 risk를 감수하면서

현재에 제출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uncertainty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제출 가능한 카드일 수 있

어도 버리는 판단을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는 같은 가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미래보다 현재에 얻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즉 RL의 discount factor 개념과 유사합니다. 만약 Hanabi가 자신의 패를 볼 수

있었다면,이행위는대부분 misplay에가깝습니다.횟수가적을수록좋은플레이로예상되므로역수를

취해줍니다. 1000판을 돌려 playable card discard 횟수의 average의 역수를 구합니다.

6) max - min individual score difference.

각 플레이어가 각자 제출한 카드 수를 개인 점수(individual score)로 설정했을 때, 개인 점수가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과의 차이. 이 게임에서 힌트 한 번에 줄 수 있는 정보가 색깔과 숫자 중 한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보면 한 명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힌트를 한 명에게 몰아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힌트를 몰아서 받은 한 명은 자연스럽게 제출을 남들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습한 AI도 이런 몰아주기 플레이를 선호하는 지를 확인합니다. 또 이는 각자의 개인 점수들을

놓고 평등과 분배라는 가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판을 돌려 max score과 min

score의 차이의 average를 구합니다.

4 연구 결과 및 평가 (Methodology and Evaluation)

Table 1과 Figure 4의결과를보면 1)team score, 2)perfect score rate, 5)playable card discard, 6)max-min individ-

ual score의 경우는 직관 그대로의 대소관계가 있었습니다. Hanabi를 잘하는(average team score가 높은) AI일수록

perfect score를 받는 경우가 많고, 제출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리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미래보다 즉시 얻는 reward

를 선호하고, 한 플레이어에게 제출을 몰아주는 플레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life tokens use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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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anabi AI Evaluation table

Hanabi Hanabi AI
Evaluation Metric Simplebot Holmesbot Smartbot Hanabi-SAD

team score (25) 16.869 20.611 23.077 24.164
perfect team score rate (%) 0 4.9 30.1 57.3

life tokens used 0 0.648 0.682 0.543
turns passed 67.348 66.766 63.658 66.745

playable card discard (inverse) 0.443 0.593 0.699 1.074
max - min score 10.326 12.455 13.736 14.172

*Sampled 1000 games, 2-player mode

Figure 4: Hanabi AI Evaluation radar chart

보면 Hanabi를 잘할수록 어느 정도 목숨 토큰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가장 잘하는 Hanabi-SAD의

경우에는 0.543의 목숨 토큰 사용 expectation에 그쳤기 때문에 이는 “이 게임이 사실은 목숨을 그렇게 많이는 쓸

필요 없는 난이도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Simplebot같은 경우에는 hand-coded policy로 절대 불확실한 카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 토큰 사용이 항상 0입니다. 4)turns passed는 예상과 달리 정말로 Hanabi 실력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Hand-coded bot 끼리는 오히려 잘할수록 턴을 적게 쓰는 경향을 보였고, RL bot인

Hanabi-SAD는 Hand-coded bot들의 중간지점인 Holmesbot과 비슷하게 턴을 썼습니다. Figure 4. radar chart의

값으로는 max-min normalization으로 각 항목들을 10부터 90까지로 normalize한 값들을 넣었습니다.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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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한 코드와 결과는 https://github.com/imnotkind/Hanabi_SPARTA에 있습니다.

5 토론 및 전망 (Discussion and Future Work)

이 연구로 Hanabi AI에 대해 기존 룰의 단순 score가 아닌, Extended Evaluation으로 AI들이 제각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Hanabi를 잘하려면 어떤 플레이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OpenAI에서 Dota AI를 만들었을 때, 학습한 AI가 인간 Dota 프로게이머들과 어떤

유사한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만, Hanabi AI에는

이런 분석이 전무해 아쉬워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둑이나 체스에도 Opening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리한 초반 수를 정리해놓은 족보가 있습니다. AlphaGo가 나온 뒤로 이런 Opening마저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했던 “좋은 플레이”의 선입견을 AlphaGo가 깨준 것입니다. 특히 RL로 학습한 AI는

최근 역대급 성능을 뽐내고 있지만, 정작 RL로 학습한 AI의 policy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insight를 RL AI에서 얻기 위해, 이렇게 policy에서 meaning을 추출하는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다각화된 evaluation은 다양한 협동 상황에 AI를 적용할때나, 학습한 AI를 다른

목표에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meta-learning과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6)max-min individual score을 목표로

학습한 AI가 Hanabi의 목표인 1)team score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지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계 없어보이는 두 metric이 사실 서로 correlation이 깊게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AI를

인간세상에많이활용하기위해서는단순히 “잘된다”라는사실보다,사람들이납득할수있는형태로 AI의생각을

풀어헤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AI에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인간과 AI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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