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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순서

 지능 기술의 필요성 및 역할

 관련 연구

– Assistant agent

– Interface agent 

 방법론

 연구 사례

– 스마트폰 캐릭터

– 지능형 위치기반 서비스

– 대화형 에이전트

 앞으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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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 ~ 300g

XScale 400Mhz  600Mhz …

일정관리, 카메라, 게임, mp3 …

지능 기술의 필요성

 Digital convergence

다기능

고성능

소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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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기술의 필요성

• 입출력이 어려움
- 작은 스크린, 필기인식, 엄지 키보드, …

• 서비스 융합의 부재
- 여러 첨단 기술의 단순 조합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

에이전트
인터페이스

서비스

http://members.aol.com/rmoeuradot/200x200/warn/W1-5.gif
http://members.aol.com/rmoeuradot/200x200/mark/M7-2.gif
http://images.google.co.kr/imgres?imgurl=www.imt2000nara.com/admin/viz/img/m400.jpg&imgrefurl=http://www.imt2000nara.com/admin/good_list_form.cgi%3FKind%3Dviz&h=250&w=250&sz=55&tbnid=kFQ0SBSvk9IJ:&tbnh=106&tbnw=106&start=26&prev=/images%3Fq%3Dmits%2B400%26start%3D2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newwindow%3D1%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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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에이전트의 역할

Interface로서의
에이전트

Assistant로서의
에이전트

• Reactive service

• Natural / User friendly

• 힘든 인터페이스 개선
• 정보 접근성의 향상

• Proactive service

• 기존 서비스의 개선
•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Context awareness

- 고수준 정보의 추론
- 유저 프로파일 구축

Flexible behavior

- 상황에 따른 서비스
- 여러 서비스의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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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Wearable

 MIT Media Lab. (2002)

 박물관에서 방문객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컨텐츠 생성

 방문객의 위치이동 정보로부터 관람 성향을
추론

– 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용

– busy, greedy, selective

 Web Site

– http://xenia.media.mit.edu/~flavia/re

search.html

추론에 사용된 BN

Assistant agent 관련연구

http://www.archimuse.com/mw2002/papers/sparacino/sparaci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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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Compass

 University of Washington (2003)

 Alzheimer's Disease환자를 돕기 위한 모
바일 지능형 에이전트

 위치이동 정보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
통수단을 추론

– Dynamic Bayesian network을 이용

– 버스 노선, 정류장, 주차장 위치 등의 사
전지식 활용

– bus, car, foot

 Web Site

– http://www.cs.washington.edu/home

s/djp3/AI/AssistedCognition/Activity

Compass/index.html

Assistant agent 관련연구

http://www.cs.washington.edu/homes/djp3/AI/AssistedCognition/ActivityCompass/stateoftheart/images/V5/RIMG0050.JPG
http://www.cs.washington.edu/homes/djp3/AI/AssistedCognition/ActivityCompass/stateoftheart/images/V5/RIMG00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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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Wearables

 MIT Media Lab. (2002)

 감성에 기반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low-cost센서의 생체 신호로부터 감성적인
상태를 추론

– Facial muscle tension, blood volume, 

pressure, skin conductance, 

respiration

– Instance-based learning 이용

– 8 basic emotions

 Web Site

– http://affect.media.mit.edu/AC_resear

ch/wearables.html

Assistant agent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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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al Agents

 대화 기반 상호작용: Natural, flexible, and rich

– A theory of dialogue structures to help manage human-computer 

interaction [Sanford88] 

– Conversational interfaces: Advances and challenges [Zue00]

– Towards conversational human-computer interaction [Allen01]

 대화형 에이전트: 사용자의 의도 추론 기술

– Eliza, Alice, Sundial, Trains, Trindi, AutoTutor, Verbot, etc.

– 정보추천, 답변제공, 사용자 업무 대행, etc.

Interface agent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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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based Interface

 Microsoft Research

 Pocket PC에 여러 센서를 장착

– Proximity range, tough 
sensitivity, tilt sensor

 통계적 방법에 따른 context정보
추출

 센서기반 인터페이스

– Portrait  Landscape

• PDA의 놓인 방향에 따라
자동 변환

– Voice memo detection

• 음성 메모에 있어서 상호과
정을 단축

– Tilt scrolling

• 기울임에 따라 자동 스크롤

관련연구휴대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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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based Planner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교환 및 통합
스케줄링

– Visibility control 

– Integration with PIMS

관련연구휴대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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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aware Games

 CYSMN (Can You See Me Now?)

– Mixed Reality Laboratory, University 

of Nottingham

– GPS + wireless LAN

– Indoor/Outdoor players 

 Human Pacman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Augmented reality

– Tangible interaction

– Wearable devices

• HMD, small PC in backpack

관련연구휴대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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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추론 & 학습

•개인화, 다기능성 종합적인 개

인정보
• 고수준 정보의 추론
• 사용자 프로파일 학습

서비스 융합

• 다기능/고성능화 여러 서비스

• 사용자 성향에 따른 유연한 선택
• 새로운 서비스 창출

PIMS

위치정보

통화기록 감정

바쁨

관계

생체 신호

성향

방법론

http://images.google.com/imgres?imgurl=www.ye365.or.kr/365/data/IMG/II-88-1.gif&imgrefurl=http://www.ye365.or.kr/365/social/so_5.htm&h=198&w=198&sz=7&tbnid=8nkMXkZdfYYJ:&tbnh=99&tbnw=99&start=21&prev=/images%3Fq%3D%25EC%2595%2585%25EC%2588%2598%26start%3D20%26hl%3Dko%26lr%3D%26ie%3DUTF-8%26oe%3DUTF-8%26sa%3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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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법론

Refinement

Discovery

Learning

Action

Sensor-based Measurement
: Physical sensors

Logical sensors

Knowledge Discovery
: Discovery of significant patterns 

Semantics tagging

Learning

: Classification

Service Delivery

: Behavior-based approach

Observation
Signal Refinement

: Uncertainty handling

SOM

NN

Behavior Net

Fuzzy sets

HMM Bayes Net

Ensemble

Rule base

FCM

kMC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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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Sensor-based approach

방법론

 추가 센서장비 부착

 물리적/전기적 신호 관찰

Physical Sensors Logical Sensors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OS/Device에 관한 정보

• GPS

• Accelrometers

• Light sensor

• Humidity/Temperature

• Schedule

• Address book

• Call/SMS log

• Device status

• Currently run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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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발견

 적응성의 문제

– 모델링할 행동패턴의 선택 문제

• 사용자 마다 행동 패턴이 모두 다름

• 사용자에 따라 다른 구성이 요구됨

– 예

• 학생: 교실, 운동장, 집, 버스…

• 직장인: 사무실,  회의실, 자동차…

 유의미한 패턴의 자동 발견 + 의미 부여

– 사용자에 따른 자가 재구성 기능

– 부여된 의미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Self-organizing maps, Clustering, Data mining, …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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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및 학습

 자동화된 모델 구축과 사용자의 성향에 따른 적응이 요구됨

 각 방법론의 장점을 적절한 조합

– 지식기반 설계 + 데이터기반 적응

– 데이터기반 학습 + 지식기반 수정

 Neural networks, Bayesian networks,  hidden Markov model…

 설계자의 의도 반영

 결과의 예측이 쉬움

 지식 표현의 어려움

 유연성이 떨어짐

지식기반 방법 데이터기반 방법

 유연성이 좋음

 자동화가 쉬움

 객관적 데이터 수집

 계산량이 많음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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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선택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

– 상황과 서비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선택이 중요

 규칙기반 선택의 한계

 Reactive vs. Deliberative 

– Reactive service

• 저수준 정보에 따른 간단하고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

– Deliberative service

• 고수준 정보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행동기반 인공지능

– 지능형 로봇의 행동 선택방법

– 행동모듈, 상황변수, 목표와 그들 사이의 관계 정의

– 자동적인 선택 알고리즘에 의한 최적의 행동 선택

– 추론 및 학습 모듈과 결합 Reactive + Deliberative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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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

 지능형 위치기반 서비스

 스마트폰을 위한 캐릭터

 대화형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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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위치기반 서비스

 기존의 위치기반 서비스

– 위치 = 서비스

 사용자 프로파일에 기반한 서비스

– 위치이동 패턴의 학습

– 미래의 위치이동 예측을 통한 proactive한 서비스 제공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Service

유저 프로파일

위치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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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이동 학습 및 예측

클러스터링 비교

서비스지정

경로학습

서비스 제공

위치이동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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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및 예측 기법

 기법

– 사용자의 위치감지

• GPS 센서 이용

– 클러스터링

• 시퀀스데이터의 비교사학습

• Recurrent SOM 위상보전 + 차원축소

– 지역 모델 학습

• 각 클러스터의 이동패턴 학습

• Markov model 이용

 구현

– Embedded Visual C++ 4

– iPaq 5450 (Pocket PC 2003)

Pattern 1

Pattern 3

Pattern 4

Pattern 2

Pattern 5

GPS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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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서의 지능형 위치기반 서비스

 서비스 지정

– 비슷한 이동경로는 가까운 위치의 버튼에 할당됨

– 할당한 서비스는 사용자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제공됨

– 목적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며 이동가능

•할당된 서비스 없음

강의 홈페이지 친구 찾기 점심 메뉴 지하철 시간표



24

동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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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위한 캐릭터

 스마트폰의 특징

– 다기능다목적

• 통신, 정보검색, 일정관리, 카메라, 오디오, 게임…

– 고도로 개인화된 기기

–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용자정보를 얻을 수 있음

 새로운 고수준 정보의 추론

– 암시적인 단편적인 사실들과 도메인 지식 이용

– 사용자의 상태에 적응적인 서비스의 제공

 합성 캐릭터 (synthetic character)

– 사용자와 스마트폰의 상태를 반영

– 수집된 저수준 + 추론된 고수준 정보목표 설정행동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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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상태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 비교적 적은 계산량과 저장 공간으로 효과적인 추론 수행

– 사람의 지식에 기반한 설계

 사용되는 정보

– 주소록, 일정, 통화기록감정상태, 바쁨의 정도, 친밀도

Valence
Arousal

Quality of

Current

Event

Contact

Familiar

People

Contact

Friendly

Too Many

Events

Closeness

Long Time

No See

See Ususally

Total

Related

Events #

Family

Recent Call

from/to Him/

Her #

Contact

Frequently

Business

Events #

Today’s

Events #

Take a Rest
At Home

No Scheduled

Event

Evening

After Last

Business Event

After Mealtime

Emoticons in

Text

Message #

Call from

Friend After

Long

Separation

Calls from

Familiar

People #

Long

Conversation

Related

With Close

Person

Office Hour

Special

Day

Friend’s

Birthday

Weekend or

Holiday
My Birthday

Quality of

Past

Events

Past Events #

Past Good

Events #

Busy

Contact

Actively

Recent Text

Message #

Recent Call #

Frequent

Use

No

Attention

Girl Friend

Coworker

Emoticons in

Text  Msg. from/

to Him/Her #

Contact

Friendly

Long

Conversation

with Him/Her

Recent Text

Msg. from/to

Him/Her #

Recent

Related

Events #
Missed Call #

Not Replied

Text Msg. #

Frequent Call

Making

Emoticons in

Text Message

Sent #

Frequent

Sending Tex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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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행동 선택

 규칙기반 목표 설정

– 저수준 정보 + 고수준 정보캐릭터의 목표

 행동 네트워크

– 현재 상황과 에이전트의 목표에 따른 최적의 행동을 선택

: Successor link : Activation by State : Activation by Goal

사라지기

나타나기

춤추기

이동하기

표정변화

복잡한 화면

음악 소리

감정 불일치

폰상태 일치

방해하지
않음

관심 끈다

상태
목표

목표 상황

감정 일치 사용자의 감정상태와 표정이 다를 경우

방해하지 않기 방해하지 않기

폰상태 일치 스마트폰의 상태(배터리 충전 등)를 표현

쉰다 일을 많이 했거나 피곤한 경우, 안 바쁜 경우

관심끌고 싶다 장시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경우

알림 일정 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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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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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시나리오

 스마트폰에서 가용한 정보를 이용해 사용자의 상태를 추론

 추론된 정보를 이용한 규칙기반 서비스

 평범한 회사원의 하루 일과

–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 일정 관리 등에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신세대 직장인

– 몇 가지 예시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행동을 보여줌

Action

SelectionInference
Evidence

Collection

Address

Schedule

To do

Call History

SMS History

Bayesian

Network
Rule-base

Action 1

Action 2

Action 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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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개인정보

 일정

그룹 이름 전화번호

직장

김부장 011-123-4567

이과장 011-987-6543

박대리 016-111-2222

친구

김철수 011-333-4444

이영희 011-999-9999

박영철 011-555-5555

거래처
홍길동 019-222-2222

고래처 016-333-3333

여자친구 이쁜이 011-111-1111

시각 번호 In/Out 통화여부 통화시간

08:55:23

08:59:00

09:02:10

09:50:02

10:00:09

10:30:19

11:09:22

13:25:00

23:03:00

김부장

김부장

이과장

홍길동

홍길동

고래처

박대리

박대리

이쁜이

In

In

In

Out

In

In

Out

In

Out

No

No

No

Yes

Yes

Yes

Yes

Yes

Yes

0:00

0:00

0:00

1:44

0:50

0:42

1:01

0:22

38:59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09:00 팀 회의 16:00

10:00

거래처 방문

(홍길동) 

17:00

17:30

저 녁
11:00 18:00

12:00 19:00

12:30
친구와 점심

(김철수)13:00 20:00

여자친구와

영화보기
14:00

프로젝트

중간발표

21:00

15:00 22:00

 주소록

 통화내역



31

상황 1

 상황설명

– 시간:아침 9시, 팀회의 시작시간

– 하지만 늦잠을 자서 회의에 늦게 되었다. 김부
장과 이과장이 전화를 하지만 급하게 가는 중이
라 받지 못하고 부재중 전화가 3건이나 된다.

– 오늘은 업무적 스케줄이 많은 날이고 현재 팀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추론에 사용되는 증거

– 부재중 전화가 많음, 현재 업무 일정이 진행 중, 

오늘 남은 일정이 많음

 서비스 규칙

If (Arousal = Calm && Valence = Negative && Quality of 

Current Event = Bad && Past Business Events # = Few)

OpenMsgWin "Do Your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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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상황설명

– 시간: 13시30분, 친구와의 점심약속 후

– 점심시간 전 약속시간 확인을 위해 친구
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음

– 사용자는 식사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
하는 중

 추론에 사용되는 증거

– 점심시간, 진행중인 일정이 없음, 문자메
시지의 이모티콘,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
대와의 친밀도가 높음

 서비스 규칙

If (Arousal = Excited && Valence = Positive && Take a 

Rest = Yes)

Execute "Music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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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상황설명

– 시간: 20시, 퇴근 후 여자친구와의 영화관람

– 사용자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
로 영화관으로 향함

– 퇴근하며 여자친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
으며 약속장소를 확인함

 추론에 사용되는 증거

– 퇴근 후, 친밀도가 높은 상대(여자친구)와의
일정이 진행 중, 문자메시지의 이모티콘, 메
시지를 주고받은 상대와의 친밀도가 높음

 서비스 규칙

If (Valence = Positive && Quality of Current Event 

= Good && Busy = No)

ChangeBkgnd "Bright"



34

웹 사이트 소개를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대화형 에이전트 특징

– 사용자 질의 분석을 통한 적절한 답변 제공

– 문맥 유지를 통한 대화 처리 성능 향상

– 웹 사이트 정보의 효과적 소개

 고수준의 대화 문맥 모델링

–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계층적 설계를 통한 문맥 처리

– 형태소 분석을 통한 키워드 추출

 저수준의 답변 선택

– 화행 분석 및 키워드를 통한 적절한 답변 선택

– 동일 질의에 대한 다양한 답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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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분석을 통한 사용자 의도 추론

 베이지안 네트워크

– 사용자 질의의 주제 추론

– 고 수준의 문맥 모델링

 패턴매칭

– 적절한 답변 선택

– 저 수준의 답변 처리

2단계 답변 선택: 패턴매칭

<ANSWER> 연구실은 공대 C529호에 있습니다. </ANSWER>
<ANSWER> 소프트컴퓨팅 연구실은 C529호입니다. </ANSWER>
<ANSWER> 조성배교수님 연구실은 C529호입니다. </ANSWER>

AND

OR OR

Location
Question

Direction
Question

AND AND

연구실

소프트
컴퓨팅 연구실

조성배
교수님

Response
(답변)

T
O
P
I
C

Pattern
(조건)

<TOPIC>
<TITLE> 연구실 위치 </TITLE>
<CLASS> ?LocationQuestion ?DirectionQuestion </CLASS>
<KEYWORD> 연구실 소프트컴퓨팅 </KEYWORD>
<KEYWORD> 조성배교수님 연구실  </KEYWORD>

Select “연구실은 공대 C529호에…”

“소프트컴퓨팅 연구실은 …”

“조성배교수님 연구실은 …”

대상 스크립트 호출
지식 DB

형태소
분석기

키워드

화행

1단계 주제 추론 및 문맥 유지: 베이지안 네트워크
키워드

주제

키워드 패턴매팅

답변

질의

주제 분석

베이지안 네크워크: 계층적 설계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키워드 L-1

키워드 L

상위토픽 1 상위토픽 3

상위토픽
M-1

상위토픽 M

상위토픽 2

하위토픽 1 하위토픽 3

하위토픽
N-1

하위토픽 N

하위토픽 2

화행 분류기

Start

Accep

t

Locati

on
S2

은/는

위치

어디# 어느

이다

*/key+=*

곳#, 장소#

*/key+=*

유한상태기계

질문형 19개

평서형 11개

User Modeling

Dialogue Management

Knowledge Acquisition

Inference

Engine

Knowledge base
(script DB)

User

Context

maintenance
Activated

topic

Unsettled

conversation

Active

conversation

Personalized BN

Learned script

Bayesian Network

Pattern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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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론: 문맥 유지

 대화의 주제변화: 회사 이름회사 위치

 키워드 생략 발생: 대화의 문맥으로 처리 가능

>그럼, 회사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User: 회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키워드 (회사, 이름), 화행(DescriptionQuestion)

베이지안 네트워크 “회사 이름” 추론

Agent: 회사의 이름은 YY 입니다.

User: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키워드(위치), 화행(LocationQuestion)

이전 베이지안 네트워크 : (회사, 이름)

베이지안 네트워크 “회사 위치” 추론

Agent: 회사의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ZZ동 입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
회사 업체

이름 등록명

P(회사=true | 회사=true, 업체=true)  = 0.94
P(회사=true | 회사=true, 업체=false)  = 0.93
P(회사=true | 회사=false, 업체=true)  = 0.86
P(회사=true | 회사=false, 업체=false)  = 0.1

P(이름=true | 이름=true, 등록명=true)  = 0.92
P(이름=true | 이름=true, 등록명=false)  = 0.91
P(이름=true | 이름=false, 등록명=true)  = 0.88
P(이름=true | 이름=false, 등록명=false)  = 0.1

P(회사이름=true | 회사=true, 이름=true)  = 0.92
P(회사이름=true | 회사=true, 이름=false)  = 0.55
P(회사이름=true | 회사=false, 이름=true)  = 0.45
P(회사이름=true | 회사=false, 이름=false)  = 0.1

P(회사=true|"회사") = 0.93
P(이름=true|"이름") = 0.91

P(회사 이름=true|회사 이름)
= 0.92ⅹP(회사=true)ⅹP(이름=true)
   + 0.55ⅹP(회사=true)ⅹP(이름=false)
   + 0.45ⅹP(회사=false)ⅹP(이름=true)
   + 0.1ⅹP(회사=false)ⅹP(이름=false)
= 0.92ⅹ0.93ⅹ0.91
  + 0.55ⅹ0.93ⅹ0.09
  + 0.45ⅹ0.07ⅹ0.91
  + 0.1ⅹ0.07ⅹ0.09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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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론: 능동 대화

 사용자 질의 의도: 회사 연락처

 사용자 질의에서 키워드 생략 발생: 능동 대화를 통한 추가 정보 수집

> 회사의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 혼합주도적 문제해결: 에이전트의 대화 주도

User: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 

키워드 (연락처) 상위노드 선택, 화행(DescriptionQuestion)

Agent: 누구 연락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 아니면 사장님?

User: 회사이요.

키워드(회사), 화행(FactStatement)

베이지안 네트워크 “회사 연락처” 추론

Agent: 회사의 연락처는 2241-XXX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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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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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연구

스마트폰을 위한 캐릭터

지능형 위치기반 서비스

대화형 에이전트

인공 DJ

-지식 발견 자동화

-문맥기반 컨텐츠 추천

통합 개인 도우미

- 광역으로의 확장

- 지역별 계층별 모델링

- 다른 정보와의 융합

User modeling

Natural interface

모바일 아바타

- 캐릭터의 육성

- 개인화된 성격

- 캐릭터 기반 메시지

Context prediction

통합된 지능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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