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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알고리즘은 추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론만으로는 다양한 도메인

에 적합한 추론 기능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메인의 특성에 맞는 알고리즘이 적용된 다양한 추론 기법들이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지능화 서비스를 위하여 특정 도메인 영역에 대하여 자동으로 적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선별

하는 기법을 제안한며, 해당 기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모델링과 추론 알고리즘 선택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키워드: 추론 (Inference), 베이지안(Bayesian), 알고리즘 선택(Algorithm selection)

I. Introduction

 특정 도메인의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도메인에 

적합한 해결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이 잘못 될 경우, 문제 해결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알고리즘은 

해석적인 측면 과 실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된다. 
 하지만 기존의 알고리즘 선택 기법들은 복잡한 도메인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와, 다양한 도메인에 동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점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는 부적합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에 적합한 알고리즘 선택을 위해, 

머신 러닝 기법 및 수학적 적합도 평가 모델을 적용한 추론 알고리즘 

선별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알고리즘 선택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1]. 첫째는 알고리즘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간의 문제 해결 

복잡도가 가장 높은 시점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복잡도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평균 복잡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입력 도메인에 대한 높은 확률의 추정 

기법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 방식은 해당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대신 

부분적인 문제로 바꾸어 해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 선택은 NP-hard 문제와 같이 복잡한 

도메인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최적화 문제로 인해  실시간 

서비스에는 부적합한 단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선택은 문제 도메인과 기능 및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기준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별한 후 이를 통해 퍼포먼스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1. 알고리즘 선택 자동화

 알고리즘 선택의 자동화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 

발표된 Haipeng Guo의 논문은 이와같은 자동화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 해당 시스템의 동작 순서는 아래와 

같다. 
⦁도메인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목록을 생성

한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목록을 생성한다.
⦁생성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무작위의 테스트 데이터 

집합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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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알고리즘 후보들의 성능을 테스

트한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테스트 결과를 학습하

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별한다.
⦁새로운 문제점이 생성 될 경우, 기존에 알고리즘 및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2. 알고리즘 적합성 테스트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추론엔진의 테스트

로 널리 사용되는 LUBM의 테스트 모델을 이용하였다[3]. LUBM의 

수학 모델을 이용한 성능 평가에 대한 예시로 Query Completeness와 

Soundness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구하고자 할 경우,  및 를 

각각 질의에 대한 Completeness와 Soundness라 정의하고, 를 

와 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로 둬서 다음과 같은 모델링으로 

표한 할 수 있다. 또한 질의 처리 성능도 아래와 같이 Query 
Completeness F와 질의 처리 선능 측정 P에 관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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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추론 엔진 성능 평가 모델을 기존 시스템의 

추론 알고리즘 평가 시퀀스에 적용하여 선택된 알고리즘의 신뢰성 

높여서, 정확한 응답이 필요한 실시간 지능화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고

자 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최종 흐름도이다.
 

Fig. 1. Advanced automatic algorithm selection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한 자동화된 추론 알고리즘 

선별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해당 기법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선택 

기법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선별하고,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구조를 가진다. 추후 연구로는 해당 기법의 실제 구현 

및 테스트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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