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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많은 학습방법에서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학습하

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기 힘들며, 사용자의 의도를 데

이터의 패턴들로만 학습하므로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에 기반

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이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파라메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모델의 잘못된 점 혹은 개선점을 직접

적으로 입력 받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수정하여 데이터의 수집 없이 빠른 시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학습 할 수 있다.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파

라메터 학습 방법인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을 비교

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1. 서  론 

현실 세계의 응용 어플리케이션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며 정확한 관측이 어려워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최근 이러한 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가 부각되고 있다[1]. 

BN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 Acyclic Graph: 

DAG)로 각각의 노드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 각 

노드를 연결하는 화살표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한다. 

보통 BN은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지면 

설계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네트워크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보다는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으로 BN을 

설계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2,3,4]. 만일 학습할 

데이터가 완전하고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방법을 

이용하면 데이터에 적절한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문제에서는 

완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다. 과거 몇 년간 이러한 

데이터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차적 학습, EM 

알고리즘, Gibbs 샘플링 등이 연구되어 왔다[5,6]. 

하지만 현실 문제에서는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가 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기반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파라메터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고, 이로부터 생산 규칙(production rule)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생산 규칙을 BN 파라메터에 

반영함으로써, 학습 데이터 없이 사용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BN 파라메터에 반영한다. 

 

2. 대화기반 사용자 피드백을 이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파라메터 학습 

2.1 대화를 이용한 생산 규칙 생성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은 경우 간단한 대화를 통해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피드백 속에 담긴 

의미정보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어 형태의 사용자 피드백으로부터 

의미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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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대화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 1과 같은 BNF 기반 언어를 

제안한다.  

 언어 모델은 의미단위의 심볼과 심볼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생산 규칙으로 구성된다. 심볼은 각기 고유한 

값을 가지며, 어떠한 두 심볼도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한편 생산 규칙은 정의된 심볼집합 중에서 입력 

심볼의 패턴과 이들이 의미하는 대체하는 상위수준의 

결과 심볼로 구성된다. 

 

표 1. 제안하는 BNF 기반 언어구조 

Non-terminal  Predicates 
<Production-rule-
description> 

::= IF <Pattern> THEN <Response> 

<Pattern> ::= <Symbol-sequence>+ 
<Symbol-sequence> ::= <Single-symbol> | not <Symbol-

sequence> 
| ( <Sequential-symbols> ) 
| (<Simultaneous-symbols>) 
| (<Domain-specific-symbols>) 

<Sequential-symbols> ::= <Single-symbol> then <Symbol-
sequence> 

<Simultaneous-
symbols> 

::= <Single-symbol> and <Symbol-
sequence> 

| <Single-symbol> or <Symbol-
sequence> 

<Domain-specific-
symbols> 

::= <Single-symbol> 
| <Domain-specific-operator> 
| <Symbol-sequence> 

<Single-symbol> ::= <Value> | null 
<Value> ::= Symbol-name 

| Domain-specific-characteristic 
< Domain-specific-
operator> 

::= Domain-specific-operator-name 

<Response> ::= <Single-symbol>+ 

 

입력 심볼의 패턴은 의미 심볼간의 순차적 또는 

동시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순차적 심볼은 입력 

심볼들간에 시간적인 선후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시적 심볼은 같은 시간에 병렬적으로 

발생하는 의미 심볼을 모델링한다. 입력심볼과 

출력심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 규칙은 사용자의 

대화로부터 인식한 도메인 관련 정보를 담는다.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하기 위해, 생산 규칙 뿐만 아니라 연산 

등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대화의 의미 정보는 생산 규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연어로부터 생산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용자의 단어를 심볼로 매핑하고, 'and' 와 'or' 같은 

명령어는 미리 정의된 템플릿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모델링한다. 즉, 사용자의 피드백 Q 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의 집합 W = {w1, w2, …, wn} 으로 쪼개지고, 해당 

패턴 W 를 템플릿과 비교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표 2와 같이 학습을 위한 템플릿을 정의한다. 

 

표 2. 생산 규칙 생성위한 템플릿 정의 

T1 

  

IF $symbol1 ‘is’ $symbol2 ‘and’ $symbol3 

THEN Frule(Fand($symbol2, $symbol3), $symbol1) 

è IF ($symbol2 and $symbol3) THEN $symbol1 

T2 IF $symbol1 ‘is a sequence of’ $symbol2 ‘and’ $symbol3 

THEN Frule(Fthen($symbol2, $symbol3), $symbol1) 

è IF ($symbol2 then $symbol3) THEN $symbol1 

T3 IF ‘if’ $symbol2 ‘is occurred after’ $symbol3 ‘then’ 

$symbol1 ‘is activated’ 

THEN Frule(Fthen($symbol2, $symbol3), $symbol1) 

è IF ($symbol3 then $symbol2) THEN $symbol1 

T4 IF $symbol1 ‘is true if’ $symbol2 ‘is false’ 

THEN Frule(Fnot($symbol2), $symbol1) 

è IF (not $symbol2) THEN $symbol1 

T5 IF $symbol1 ‘is the sum of’ $symbol2 ‘and’ $symbol3 

THEN Frule(Fspecific($symbol2, $symbol3), $symbol1) 

è IF ($symbol2 sum $symbol3) THEN $symbol1 

T6 IF ‘if a person’ $symbol2 ‘then’ $symbol3 ‘, she/he’ 

$symbol1 

THEN Frule(Fthen($symbol2, $symbol3), $symbol1) 

è IF ($symbol2 then $symbol3) THEN $symbol1 

 

2.2 생산 규칙을 이용한 BN 파라메터 학습 

본 논문에서는 생산 규칙으로부터 BN 파라메터를 

생성할 때, 문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둔다. 첫째, BN의 각 노드는 최대 두 개의 

상태 값을 갖는다. 만일 노드 x가 n (n>2) 개의 상태 값 

s1, s2, …, sn을 갖는다면, True/False 값을 갖는 n개의 

노드로 분할하여 사용한다. 즉, x=s2이라고 하면, 

xs1=false, xs2=true, …, xs3=false와 같이 표현하면 

동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둘째, BN의 구조는 알려져 

있다. 만일 사용자가 ‘x=a 이면 y=b이다’라는 생산 

규칙을 생성하였다면, BN 구조에서 노드 x에서 y로의 

아크가 존재하거나, 노드 y에서 x로의 아크가 존재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러한 두 가정을 바탕으로, 

2.1절에서 생성된 생성한 생산 규칙을 바탕으로 BN 

파라메터를 학습한다. BN 파라메터 학습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노드 x에 대한 Markov 

blanket Mx를 찾는다. 둘째, 해당 Mx와 노드 x로 

이루어진 BN의 부분집합에서 생산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진리표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진리표를 바탕으로 BN의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노드 x에 대한 Markov blanket Mx는 노드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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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노드, 자식노드, 그리고 자식들의 다른 부모노드로 

구성된 노드들의 집합이다. Mx에 있는 노드들이 BN의 

증거로 주어졌을 때, BN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노드 

x와 조건부 독립이 된다(P( x | Mx, y ) = P( x | Mx )). 이러한 

특징에 의해서 BN의 근사계산을 할 때, Markov 

blanket이 종종 이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도 하나의 

BN에 대한 진리표를 생성할 때, 진리표의 크기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arkov 

blanket을 이용한다. 

노드 x에 대한 Markov blanket을 Mx를 구한 후, 생산 

규칙에 맞는 진리표를 구한다. 진리표를 구하기 위해서 

각 생산 규칙과 그 규칙의 대우 명제를 이용한다. 

진리표의 값에서 생산 규칙의 명제 및 대우 명제가 가 

참이 되는 경우는 ‘T’로 명시하며, 거짓이 되는 경우는 

‘F’로 명시하고, 상관 없는 경우는 ‘X’로 명시한다. 표 

3은 ‘x=T 이면 y=T이다’라는 생산 규칙으로부터 생성된 

진리표를 보여준다. 

표 3. 진리표 

x y x=1 à y=1 
F F T 
F T X 
T F F 
T T T 

 

노드 x, y가 모두 T의 값을 갖는 경우, 제시된 명제를 

만족하며, 모두 F의 값을 갖는 경우는 제시된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만족하므로 진리표에서 T로 명시하고, x가 

T일 때, y가 F인 경우는 제시된 명제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F로 명시한다. 그리고 x가 F일 때, y가 T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X로 명시한다. 

이렇게 얻어진 진리표는 최종적으로 BN의 조건부 

확률 테이블 값을 얻기 위해서 다시 분포표로 변환이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생산 규칙의 신뢰도를 a (0 <a < 

1) 라고 하면, 진리표에서 T로 명시된 값에는 a를 

할당하고, F는 1-a를 할당하며, X의 경우는 확률의 중간 

값인 0.5를 할당한다. 따라서 a값이 0.9인 경우, 표 3의 

진리표로부터 표 4와 같은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 

 

표 4. 분포표 

x y Distribution 
F F 0.9 
F T 0.5 
T F 0.1 
T T 0.9 

 

이 분포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BN 파라메터 값을 

얻는다. D(x,y)를 분포표의 값이라고 하면, P(x=T| 

y=T)의 확률값은 아래와 같이 얻는다. 

 

P(x=T|y=T)=D(x=T,y=T)/( D(x=T,y=T) + D(x=F,y=T) ) 

= 0.9 / (0.9+0.5) ≒ 0.64286 

3. 실험 및 결과 

실험은 스마트 홈 환경을 도메인으로 크게 세 가지 

학습 방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algorithm 1)만을 적용한 경우, 

나머지는 대화학습과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률을 고정한 경우(algorithm 2)와 수집 

데이터의 수에 따라 조정한 경우(algorithm 3)으로 

나뉜다. 각 알고리즘을 그림 1과 같은 집안 관리 

에이전트의 상황인지를 위한 BN에 적용하였다. 집안 

내의 온도 조절을 위한 가전기기와 창문, 날씨 등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그림 1. 집안관리 에이전트의 상황인지 BN모듈 

 

실험은 가상의 집안 환경에서 가능한 상황정보 2000

개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그 중 1000개는 데이터 학

습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정확도 실험을 위해 사용

하였다. 학습한 BN의 정확도는 학습한 BN의 사후 결과

값과 데이터 셋의 타겟 노드의 추론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계산하였다.  

대화를 통한 학습을 위해 다음 표 5와 같은 사용자 

대화 입력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입력은 사용자가 실내

에서 온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대화를 

표현한다. 대화 입력은 앞서 설명된 템플릿을 통해 학습

된다. 본 실험에서는 편의를 위해 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 알고리즘에서 대

화학습을 통한 BN 파라미터의 조정은 데이터가 50, 

100, 200, 300, 그리고 400개가 각각 주어졌을 때 일어

난다.  

표 5. 자연어 형태의 사용자 대화 입력 

상황 사용자 대화 입력 

C1 밖은 날씨 좋던데 안은 너무 덥구나. 창문 열자. 

C2 오늘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에어컨 켜자. 

C3 오늘 날씨가 꽤 춥다. 창문 닫자.  

C4 안에 좀 추운 것 같구나. 창문 닫자 

C5 에어컨 켰으니 창문 다 닫자. 

C6 오늘 비바람이 심하구나. 창문을 좀 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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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세 

학습 방법 모두 수집한 데이터의 양이 누적될 수록 환

경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초기 학습률에 

있어 대화 학습과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였다. 대화 학습에서는 사용자의 간단한 피드백

을 통해 빠른 시스템 안정이 있었던 반면, 데이터가 적

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데이터 기반 학습 방법의 선천적인 한계이며, 전문가에 

비의존적인 방법인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적은 노력

으로 빠른 학습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그림 2에 따르면 대화기반 학습은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 이후에도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화기반 학습 방법이 시스템 초기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시스템의 유지에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표 

6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데이터 기반 학습은 초기의 

낮은 학습률 등으로 인해 낮은 추론 정확도를 

보여주었지만, 대화를 통한 학습을 같이 적용한 경우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화 학습을 병행함에 있어 학습률의 조절은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표 6. 전체 추론 정확도 

학습 알고리즘 창문 에어컨 전체 

데이터 기반학습 69.7% 78.7% 66.9% 

대화+데이터(고정 학습률) 87.4% 97.0% 84.7% 

대화+데이터(변동 학습률) 88.9% 97.4% 86.5%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대화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이로부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파라메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생산 규칙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을 수정하여 데이터의 

수집 없이 빠른 시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학습 

할 수 있다. 

향후에는 BN 파라메터 뿐만 아니라 BN 구조도 

대화기반 학습 방법으로 빠르게 학습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학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적용하였던 

BN의 각 노드에 구조적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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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수에 따른 추론 정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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