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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이벤트들로부터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실시간 조건에 기반한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

이 매우 효과 인데, 그 이벤트가 다양하고 부하조건이 매우 가변 이기 때문에 규칙 기반 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RT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 트리 기법을 용하여 상정사

고 사례들로부터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론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To minimize the spreading effect from the events of the system, a rule-based expert system is very effective. However, because 

the events of the large-scale system are diverse and the load condition is very variable, it is very difficult to construct the 

rule-based expert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tudies a methodology which constructs a rule-based expert system by 

applying a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algorithm based decision tree determination method to event cas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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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반 으로, 기, 가스, 소도 등 규모 시스템은 

고 도 수용가 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

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1]. 

이러한 규모 시스템의 다양한 이벤트로부터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실시간 조건에  기반

한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이 매우 효과 인데, 그 이

벤트가  다양하고 부하조건이 매우 가변 이기 때문

에 규칙 기반 문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지 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실시간 조건을 충족하기 

해 휴리스틱 기반의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2, 8]. 하지만 휴리스틱 기반의 해들은 해의 성능 

정도를 보장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의 안 도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상정사고 시뮬 이션 

결과들로부터 미리 규칙 기반의 문가 시스템을 구

축하여 해의 성능과 안 도를 동시에 보장하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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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큰 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규모 시스템의 

경우 그 상정사고 시뮬 이션 경우들의 수가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규칙기반 시스템을 최 하게 구축하

는 것이 쉽지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트리 기법을 용

하여 규모 상정 사고 사례들로부터 규칙기반 문

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론에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사결정 트리의 확장 방법론으로서 

CART 알고리즘을 용하게 되는데[3-6], 이 알고리

즘은 모든 가능한 분할  최고 순도의 자(Child) 노

드가 선택되도록 하는 분할규칙(Splitting Rule)에 근

거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한다. 

II. 의사결정트리 기법

의사결정트리 (Decision Tree)는 원래 논리, 경  

그리고 통계학으로부터 유래하 으며 하나의 아이템

에 한 어떤 측정값들과 그것의 목표 값들 사이의 

계를 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성공

인 기법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베이스로

부터 데이터를 탐사, 미지의 패턴들을 찾아내기 한 

데이터 발굴(Data Mining)은 물론, 텍스트 발굴, 정보

발췌(Information Extraction),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패턴인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효과 인 도구들로서 인식되고 있다. 의사결정 

트리는 분류(Classification)와 회기(Regression) 모델

을 표시하기 한 측모델로서, 추론의 분류와 측, 

그리고 순차  결정 문제들에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하나의 의사결정 트리가 분류

목 을 해 사용될 때 분류트리, 회기를 목 으로 사

용될 때, 회기트리로 불린다[3-4]. 

2.1 의사결정분류트리

의사결정트리를 의사결정분리트리로 이용할 때 분

류와 련된 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클래스 (종속변

수 : 분류 출력), 특징 (독립변수 : 언자/입력변수), 

클래스와 응하는 특징 값들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 

세트, 훈련된 분류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이용

되는 테스트 세트 그리고 하나의 미래 데이터를 오

(잘못) 분류하는 것과 련된 본질  비용에 해당하는 

오 분류 비용 (Misclassification cost) 이다. 

의사결정분류트리는 교육 데이터와 련된 논리  

모델로서, 이진트리로 표시되며, 루트노드로부터 출발

하는데, 이 루트노드는 모든 교육 데이터 세트를 포함

한다. 각 내부 노드(Internal Node)는 하나의 속성과 

하나의 속성 값에 응하는 각 아크를 평가하고, 최종

노드(Terminal Node)는 측된 클래스를 표시한다. 

2.2 CART 알고리즘[5-7]

CART 알고리즘은 종속변수가 분류 이냐 는 수

치 이냐에 따라서 분류 는 회기트리를 생산하는 

비모수  기법(Non-parametric Technique) 이다. 

CART 알고리즘은 분할규칙(Splitting Rule)에 근거하

여 의사결정 트리를 생성하는데, 이 분할규칙의 기본 

아이디어는 모든 가능한 분할들 에서 가장 순수한 

결과 자 노드(Child Node)가 얻어지도록 하나의 분할

을 선택하는 것이다. CART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

정분류트리 학습방법은 다음 수개의 단계들로 정의될 

수 있다. CART알고리즘에서, 각 분할은 하나의 언

자(입력 변수)만의 값에 좌우된다. 따라서 가능한 모

든 분할들의 철 한 탐색을 통해, 특수한 분할을 찾아

야 한다. 

단계 1] 먼 ,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데, 이

때 학습 데이터 세트는 식 (1)로 표시된다. 

   ⋯ ⋯   (1)

여기서, Wk : k번째 언자(입력변수)

  


⋯⋯⋯⋯
 



: k번째 변수 Wk의 x번째 값

여기서, 기 값으로서 노드 n=1, 변수 k=1, 분할 

s=1, 그리고 노드그룹 T={n}로 설정한다. 

단계 2] 노드 n에서 트리구축을 해 LS를 변수 

Wk의 요소들의 작은 순으로 재배열한다. 만약, Wk가 

Q개의 다른 요소들을 가지면 그 변수 Wk에 하여 

Q-1개의 다른 분할들이 존재하게 된다. 

단계 3] 변수 Wk의 분할 s에 해 분할규칙을 

용한다. 여러 가지 분할규칙들  지니(Gini) 규칙은 

잡음 데이터에 아주 효과가 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CART 알고리즘 기반의 의사결정트리 기법을 이용한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 구축 방법론

 851

최  클래스에 한 학습 데이터 세트를 찾아서 그것

을 나머지 데이터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노드 n에서 

하나의 분할 s에 해 지니 불순도 측도 ε(n)는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

여기서, ε(n) : 노드 n에서 불순도 측도

n : 노드 번호

Zj : j번째 클래스

p(Zj|t) : 노드 t에서 클래스 Zj(종속변수)의 확률 분포

만약, 선언  확률 (prior)들은 그 노드 n에서 클래

스 Zj의 측된 상  빈도이기 때문에 식 (3)이 얻어

질 수 있다.


 



   (3)

일단, 불순도 측도가 계산되면, 분할 s의 합도, 

∆ε(s,n)가 식 (4)로 계산된다.

∆         (4)

여기서, s : 하나의 특수한 분할

∆i(s,n) : 노드 n에서 분할 s의 합도

pL : 노드 n의 경우들  좌측 자 노드 nL로 가는 

비율

pR : 노드 n의 경우들  우측 자 노드 nR로 가는 

비율

i(nL), i(nR) : 좌측, 우측 자 노드의 불순도

단계 4] Q-1개의 모든 분할들에 한 합도 ∆ε

(s,n)가 계산되었으면 단계 5로 간다. 그 지 않으면 

s를 s+1로 증분한 후, 단계 3으로 간다.

단계 5] max[∆ε(s,n)]를 변수 Wk에 한 최선 분

할 ∆Ε(s,k)로 설정한 후, 단계 6으로 간다.

단계 6] 모든 변수에 한 ∆E(s,k)의 계산이 완료

되었으면 단계 7로 가고 그 지 않으면 k를 k+1로 증

분한 후 단계 2로 간다. 

단계 7] 모든 입력변수들에 한 ∆E(s,k)들  

max[∆E(s,k)] 을 만족하는 변수에 한 분할 s를 노

드에 한 최선의 분할 s로 결정한다. 

그림 1. CART 알고리즘 기반 분류트리 구축
Fig. 1 Classification tree growing based on the 

CAR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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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식 (5)를 만족하는 입력변수에 한 분할 s을 

노드의 최선분할로 결정한다.

max ∆
∈ (5)

여기서, M은 LT의 입력변수들의 집합 

단계 8] 최선분할 s에 따라 노드들을 nL, nR로 분

할한다. 이때 nL에 더 이상 분할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드 nL을 터미  노드로 하고, 이 터미  노드를 

p(Zj|n)의 값이 가장 높은 하나의 클래스에 할당한 후, 

단계 10으로 간다. 반면에 노드에 한 분할이 존재하

면 단계 11로 간다.

단계 9] 다음, 노드 nR에 해서도 동일한 방법론

을 용하여 더 이상 분할이 존재하지 않으면, 노드 

nR을 터미  노드로 하고, 이 터미  노드를 p(Zj|n)의 

값이 가장 높은 하나의 클래스에 할당한 후, 단계 10

으로 간다. 반면에 분할이 존재하면 단계 12로 간다.

단계 10] T={}이면 더 이상 노드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단계 13으로 가서 노드 확장작업을 종료한다. 그

지 않으면, s=0, k=1, n=n+1로 설정한 후, 단계 2로 

간다.

단계 11] 노드 nL을 n+1로 설정한 후, 노드집합 T

에 추가한다. 다음 s=0, k=1로 설정한 후, 단계 2로 

가서 노드 n+1 (nL)에 한 분할작업을 계속한다. 

단계 12] 노드 nR을 노드 n+1로 설정한 후, 노드 

집합 T에 추가한다. 다음 s=0, k=1로 설정한 후, 단계 

2로 가서 노드 n+1 (노드 nR)에 한 분할작업을 계

속한다.

단계 13] 작업을 종료한다.

CART 알고리즘은 정지규칙을 이용하지 않고, 더 

이상의 분할이 불가능할 때까지 의 단계를 반복

으로 용하여 분류 트리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III. 시뮬레이션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된 CART 알고리즘의 용방법론

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먼 , 하나의 학습 데이

터 세트를 결정하고, 그 학습 데이터 세트에 해 

CART 알고리즘을 용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결정한

다.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기반 문가 시스

템을 구축,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그 유효성

을 검증한다.

3.1 학습 데이터 세트

본 장에서는 CAR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의

사결정트리 확장 차를 설명하기 해 표 인 

로써 돌입 류와 고 항 지락 류 고장 (HIF : High 

Impedance Fault)의 일반 인 입력변수로 활용되는 

고조  백분율들을 입력변수로 하는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 다. 

시뮬 이션을 한 학습 데이터 세트는 [7]에서 보

인 3 입력변수를 기반으로 표 1과 같이 작성되었다. 

학습 데이터세트의 언자 변수(입력 변수)는 돌입

류에 가장 우세한 계가 있는 기본 에 한 2조

의 백분율 크기 변수 W1, 고 항 지락 류에 우세한 

향들을 미치는 기본  비 3조  크기 변수 W2, 

그리고 5조 의 백분율 크기 변수 W3를 표시한다. 그

리고 Z1은 돌입 류 클래스, Z2는 고 항 지락 류 클

래스를 표시한다. 단, 표 1에 보이는 학습 데이터세트 

값들 즉 입력변수들과 클래스들 사이의 계는 경험

인 결과나 시뮬 이션 결과로 얻어진 값들이 아니

라 CART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해 임의 으로 설

정된 값이다. 따라서 실제 배 계통의 고장 단 분야

에 용하기 해서는 고장모델로부터 얻어지는 형

들에 한 고조  분석 데이터를 용해야 한다. 

dm W1(2nd) W2(3rd) W3(5th) Z

d1 5 25 20 Z1

d2 17 8 7 Z2

d3 13 12 4 Z1

d4 11 16 14 Z2

d5 9 14 16 Z1

d6 15 3 10 Z2

d7 7 22 18 Z2

d8 19 6 5 Z2

표 1. 학습 데이터 세트
Table 1. Learning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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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W1(2nd) W2(3rd) W3(5th) Z Z*

d1 7 15 15 Z1 Z1

d2 3 3 24 Z1 Z1

d3 18 19 13 Z2 Z2

표 2. 교육 데이터세트
Table 2. Training dataset

3.2 의사결정 트리 결정

CART 알고리즘은 종료(stop) 규칙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될 수 없을 때까지 분할 차를 반복한

다. 표 1의 학습 데이터 세트에 해 그림 1에 보인 

CART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는 그림 2에 보인바와 

같다.

분할 s:W2≤12

Z2

분할 s:W1≤9

분할 s:W3≤16

Z1

분할 s:W1≤13

Z1 Z2

분할 s:W3≤18

Z2 Z1

터미널
노드

분할 s:W2≤12

Z2

분할 s:W1≤9

분할 s:W3≤16

Z1

분할 s:W1≤13

Z1 Z2

분할 s:W1≤13

Z1 Z2

분할 s:W3≤18

Z2 Z1

터미널
노드

그림 2. 최종 분류 트리
Fig. 2 Final classification tree

 

3.3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

시뮬 이션을 해 설계된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

의 구성은 그림 3에 보인다. 그림 3에서 항 매칭 추론

기는 입력과 의사결정규칙부의 좌변 항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별한다. 만약, 일치하면 해당하는 클래

스를 출력으로 결정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규칙

을 순차 으로 탐색하여 해당하는 클래스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3에서 의사결정 규칙들은 그림 1의 트리 

구축방법에 의해서 설계된 그림 2의 분류트리로부터 

이래와 같이 결정될 수 있다. 

 If (W2≤12) and (W1≤13) 클래스 Z1

 If (W2≤12) and (W1>13) 클래스 Z2

 If (W2>12) and (W1>09) 클래스 Z2

 If (W2>12) and (W1≤09) and (W3≤16) 클래스 Z1

 If (W2>12) and (W1≤09) and (W3>16) and

    (W3≤18) 클래스 Z2

 If (W2>12) and (W1≤09) and  (W3>16) and

    (W3>18) 클래스 Z1

의사결정 지식
{조건부k,실행부k}

출력 (Z )

Rule-based Expert System

CART 기반
의사결정트리

생성기

실행부k로부터 클래스 결정

실시간 입력
(W1, W2, W3)

Z2

Z1

Z1 Z2

Z2 Z1

입력과
조건부k가

매칭 ?
Term
매칭

추론기

yes

no

k=1

k=k+1

의사결정 지식
{조건부k,실행부k}

출력 (Z )

Rule-based Expert System

CART 기반
의사결정트리

생성기

실행부k로부터 클래스 결정

실시간 입력
(W1, W2, W3)

Z2

Z1

Z1 Z2

Z2 Z1

Z2

Z1

Z1 Z2

Z2 Z1

입력과
조건부k가

매칭 ?
Term
매칭

추론기

yes

no

k=1

k=k+1

그림 3. 규칙기반 문가 시스템의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rule-based expert system

규칙 기반 문가 시스템에 의한 분류 능력을 확인

하기 해 표 2와 같은 교육 데이터 세트(Training 

Set)를 작성하 다. 교육 세트는 표 1에 보인 학습 데

이터 세트의 8개 데이터들과 표 1에서와 같은 방법으

로 임의 으로 작성된 14개의 데이터들을 포함하여 

총 20개의 데이터 요소들로 작성되었으며, 그 용결

과는 표 2의 Z
*
와 같다. 표 2에서 실제 클래스 Z와  

추론결과 클래스 Z
*
가 모든 경우에 해서 동일함으

로서 CART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제안된 추론 방법

론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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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17 8 7 Z2 Z2

d5 21 22 11 Z2 Z2

d6 5 5 5 Z1 Z1

d7 13 12 4 Z1 Z1

d8 8 5 7 Z1 Z1

d9 22 9 8 Z2 Z2

d10 24 17 11 Z2 Z2

d11 11 16 14 Z2 Z2

d12 7 11 21 Z1 Z1

d13 10 9 12 Z1 Z1

d14 5 25 20 Z2 Z2

d15 19 12 7 Z2 Z2

d16 6 5 9 Z1 Z1

d17 15 3 10 Z2 Z2

d18 21 9 12 Z2 Z2

d19 6 11 21 Z1 Z1

d20 7 12 18 Z2 Z2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모 시스템에 한 CART 기반

의 의사결정 트리 결정 기법의 용방법론을 제시하

다. 그리고 하나의 임의로 결정된 학습 데이터세트 

즉 입력변수들과 클래스들 사이의 계 집합을 이용

하여 분류 트리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보임으로써 그 

용의 가능성을 보 다. 따라서 차후, 다양한 시스템 

이벤트를 단하는 규칙기반 시스템을 구축, 사고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기반 기술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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