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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유용한 지식베이스의 어떤 조합이 주어진 과업을 위해서 선

택된 문제 해결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고찰하는 지식베이스 집합과 문제 해결자들의  집합을 들 

수 있다. 가능한 조합을 인식하는 것은 일련의 제약만족문제를 실험하는 것과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제거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제약만족 문제의 모순성 발견을 신속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약을 제거

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완화 접근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존의 급

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A-IDS-DAAP)과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를 완화시

키는 방법을 적용한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CR-IDS-DAAP)을 가지고 실험을 하여 평

균 수행시간을 감소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1. 서  론

  지식 공학은 새로운 지식획득과 련되고 새로운 문제

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시간 소모 이

고 비용이 드는 과정이 된다[1-3]. 지식 재사용은 존재하

는 구성 요소로부터 부분 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 인하여 이러한 논제에 주목하고 있다. 어떤 구성 

요소가 새로운 태스크(task)에 주목하기 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  하나이며, 이

것은 실히 요구되는 문제이다. 그 문제를 다루는 하나

의 근 방법은 하나의 단순한 계산 틀에서 문제 해결, 

지식 획득, 기계학습을 병합하기 한  

MUSKRAT(Multistrategy Knowledge Refinement and 

Acquisition Toolbox) 틀(framework)과 같은 자문 시스

템과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4].  자문 시스템의 요한 

구성 요소는 자문가인데, 이것은 유용한 지식베이스의 

어떤 조합이 주어진 과업을 해서 선택된 문제 해결자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고찰하는 주어진 지식베

이스 집합과 문제 해결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White는 Meta-PS를 제안했는데[4], 모순된 지식베이스-

문제해결자 조합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다루기 쉬운 실험

을 수행한다. 그러나 Meta-PS의 주된 결 은 성공 인  

지식베이스-문제해결자 조합이 잘못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하여 

나타난 연구는 성공 인  지식베이스-문제해결자 조합이 

잘못 무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약만족기법을 

사용하여 그럴듯한 test를 생성해내는 방법을 고려함에 

의해  White의 제안을 발 시킨 방법[5]이다.  본 연구에

서는 문제 해결자와 같은 제약 해결자를 사용하 고, 합

성 제약만족문제를 만들기 해서 병합될 수 있는 제약

만족문제(CSP: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로서 존

재하는 스 링 지식베이스를 사용하 다. 합성 제약만

족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지식베이스-문제해결자 조합

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재사용되어질 수 없

다. 가능한 조합을 인식하는 것은 일련의 제약만족문제

를 실험하는 것과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제약만족문제가 모순 된다는 것을 증명하

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러한 모순성의 발견을 신속히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를 완화시키는 방

법[5]을 사용하 다. 그리고 완화된 버 은 모순성을 증

명하여 본래의 제약만족문제는 더 이상 해결책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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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된다. 실제 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제약만족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 쉬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임의로 제

약을 제거하는 것은 실질 으로 몇 배 어려운 문제를 만

들어낸다-제약이  더 느슨해지거나 문제들 간의 연

성이 희미해지고 임의의 문제에 한 모순성을 증명하

기 한 시간이 증가되기도 한다. 완화 근법을 시험하

기 해서, 성복통과 련된 지능형 질환 시스템[6]을 

가지고 실험을 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보

다. 

2. 연구 배경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은퇴한 사람의 지식을 보존하기 

해서, 희귀한 기술을 보존하기 해서,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 해서, 특정 문 역에서 몇몇 문가와 기계

들로부터 유용한 모든 지식을 융합하기 해서 등 다양

한 이유로 개발되어 왔다. 지식베이스 시스템은 회사들

이 허용하기 쉬운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비즈니스에서 

성공 인 많은 들[7]이 나오고 있다. 지식베이스 시스

템은 생산, 마 , 고객 서비스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스 링 역[8-9]에서 가장 성공 인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  

  부분의 지식베이스 시스템에서 지식 획득은 시간 소

모 이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1-3]. 만약 새로

운 시스템이 존재하는 구성요소를 재사용함에 의해서 구

축될 수 있다면 더 신속히 구축될 수도 있고 비용도 

감될 수도 있다. 결과 으로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만드

는 가장 요한 목표는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사용하기 한 것[10]이고, 몇몇 다른 구성요소들을 재사

용하기 해서 제안되어 진다. 지식공학의 세부 역에서 

기 단계의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의  역에서 포함

되어져야 할 문제해결방법(PSM :Problem Solving 

Method)의 범 를 명시하고  합병 테스크(Synthesis 

Task)라 불리는 계획(Planning)을 통한 진단(diagnosis)

과 분류(Classification)를 한 방법들을 포함한다[11]. 

문제해결방법의 재사용에 한 기의 강력한  의 

하나는 염병의 특정 문 역의 다양성을 지니는  

EMYCIN shell[12]이었다. 재사용과 련된 재의 연구

로는PS/PSM[13], 온톨로지[13-14], 지식베이스[3, 10, 15]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재사용되어지는 시스템에 한 연

구를 들 수가 있다. 한 사례기반 추론에서 사례의 사

용[16]도 련된 연구로 들 수가 있다.

2.1 지식베이스 재사용

  검색, 번역, 이해, 비교, 분할, 재형성, 병합[1] 등은 비 

표 화된 지식베이스를 재사용하는 어려운 작업에 도움

을 주는 몇 가지 과정들로 언 될 수 있다. 온톨로지

(ontology)는 지식해결자의 지식 요구와 할당(mapping), 

병합(merging), 지식베이스의 재사용을 한 기회를 증

가시키기 하여, 지식베이스에서 존재하는 지식 사이에

서 구조 이고 문법 인 유사성을 한 검색을 유용하게 

함에 의해 요하게 부각되고 있다[15]. PROTEGE는 

OKBC(Open Knowledge Base Connectivity)와 

OWL(Web Ontology Language)[17]과 같은 표 화된 형

식으로 지식베이스를 쓰기 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이

것들은 지식베이스에 있어서 필요한 병합과 할당을 유용

하게 해 다. 본 논문에서는 고찰되어야 할 지식베이스

가 동일한 언어로 쓰여지고 공통 인 온톨로지를 사용하

여 표 화되어있다고 가정하 다.

2.2 제약 프로그래밍

  제약 로그래 은 여러 가지 실세계 문제에 성공 으

로 용되어졌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스 링, 계

획, 배치, 설계, 자원 할당과 결정 지원[18] 등 제약을 조

건으로 쉽게 모델링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법

은 제약만족문제들에 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러

한 문제들을 다루기 해서 고안된 효율 인 여러 가지 

도구 모음[19]이 존재한다. 제약만족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X={X1, ..., Xn},  X: 변수들의 집합 

• 각각의 변수 Xi에 하여 문 역에서 가능한 값들

의 한정된 집합 Di

•  제약의 집합 C<j> ⊆ Dj1 ☓ Dj2 ☓  ... ☓ Djt, 여기에

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의 부분집합의 값들

을 제한한다.

  제약만족문제에 한 해결책은 모든 제약들이 동시에 

만족되는 방식으로, 모든 변수에 값을 할당하는 것이다.  

  제약의 차원(arity)은 제약이 연결되어 있는 변수의 개

수이다. 를 들면, 이진 제약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진다. 

임의의 이진 제약만족문제(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의 문제 클래스는 일반 으로 <n, m, c, t> 4개

의 (tuple)으로 표 된다. 여기서 n은 변수의 개수, m

은 각각의 도메인에서 값의 개수,  c는 제약의 개수, t는 

각 제약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 개수이다. 제약만족문

제 검색 알고리즘의 표 인 측정은 수행된 제약 체크

의 횟수이지만 속행(resumption) 등과 같은 다른 속성들

도 사용되어진다.  

3. 제약만족에 의한 지식베이스 재사용

  본 연구에서는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

를 완화시키는 방법[5]을 사용하 다. 만약 합성된 제약

만족 문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면 지식베이스-

문제 해결자 조합은 문제 해결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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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므로 제거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만약 완화된 버 이 

해결될 수 없다면 본래의 제약 만족 문제는 해결책을 가

지지 못하게 된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완화된 제

약만족 문제가 본래의 제약 만족 문제보다 해결하기 쉽

게 된다. 만약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제약이 제

거될 수 있다면 새로운 문제는 본래의 문제보다 해결하

기 쉽게 된다.   

3.1 지식베이스 시스템의 스케줄링

  본 논문에서는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시스템

[6] 영역에서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스케줄링하는 프로토

타입을 구축하였다.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시

스템에서는 급성복통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담낭염 관련 2개의 지식베이스, 간질환 관련 3개의 지식

베이스, 대장질환 관련 2개의 지식베이스, 위염 빛 십이

지장 관련 5개의 지식베이스, 생식  및 비뇨기계 관련 2

개의 지식베이스 등 14개의 지식베이스를 가지게 된다. 

“수술 위험도가 0.21이고 구토정도가 0.12이며 하복부 

통증정도가 0.97이고 직장 검사 정도가 0.92이고 혈변 

정도가 0.98인 경우 어떤 질환으로 진단이 될 수 있는

가?” 라는 질의에 대해 시스템에서는 질환에 대한 진단

을 결정하고 병합하기 위해서 5개의 제약 만족자

(constraint satisfier)와 14개의 지식베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시스템에서는 체계적으로 모든 가능한 지식

베이스-문제 해결자 조합을 고찰하게 된다. 이 경우에 

시스템에서 탐색해야 하는 가능한 지식베이스-문제해결

자 조합은 120가지(2×3×2×5×2)이다.     

3.2 재사용 탐색 과정

  지식베이스-문제 해결(KB-PS) 조합들을 찾기 한 과

정은 그림 1과 같이 세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앞 

에서 나타난 지식베이스-문제 해결(KB-PS) 조합은  

제약 해결자(constraint solver)에 의해서 복합 인 제약

만족문제(CSP: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로 변형

되어진다. 이 변형에서 표 화된 지식베이스가 사용되어

진다면, 자동 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 둘째, 제약 만족 

문제의 완화(relaxation) 모듈은 그 때 그 문제에 하여 

완화된 버 으로 만들기 해서 완화 략(strategies)에 

따라서 명시된 제약을 조심스럽게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 

만족 문제를 완화시킨다. 셋째, 태스크 명시(하나 는 

모두 혹은 최선의 해결책)를 지니는 모듈을 해결하는 것

은 완화된 제약 만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사용되

어질 수 있다. 만약 이 게 완화된 제약만족 문제들  

일부가 불일치된다면 그 때 본래의 지식베이스-문제 해

결 조합들은 모순이 되어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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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사용을 한 표 화된 지식베이스 병합을 

        분석하는 과정

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A-IDS-DAAP)[6]과 제약을 제거함에 의

해서 제약만족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용한 급성복

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CR-IDS-DAAP)

에 대하여 평균 수행시간을 비교하였다. 데이터는 G 병

원으로부터 획득한 350명의 실제 데이터를 최대 18개의 

제약 만족자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질환명을 나타내는 7

가지 test set 으로 나누어 진단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제 데이터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들을 G 병원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수치적 데이터로 변환하여 준 것을 

퍼지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를 완화시키

는 방법을 용한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CR-IDS-DAAP)이 기존의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A-IDS-DAAP) 보다 평균 수

행시간을 감소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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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시스템에 따른 평균 수행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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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제약을 제거함에 의해서 제약만족문제

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기존의 급성복통과 관련된 지능형 

질환 진단 시스템에 적용하여 평균 수행시간을 감소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이것은 시스템에서 

가능한 조합을 인식할 때 해결될 수 없는 제약을 미리 

제거함에 따라 수행시간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베이스-제약만족 문제 변형을 문

제 해결자에 의해서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식

베이스만을 사용하였는데, 향후 연구과제로는 지식베이

스에서 제약만족문제로 쉽게 변환해 주는 틀에 관한 향

후 연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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