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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동 대상 교육 서비스에서 환경 요소를 통해 원하는 감정을 유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기존 

연구는 도메인 지식을 통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제 환경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는 유치원 도메인에서 진화 연산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감정 예측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두 가지 염색체로 표현되며, 양질의 스키마 조각을 후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진화 연산자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한 결과 최고 85%의 정확도를 보여 수동 구성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대체가 가능한 성능이 나타났다. 

1. 서  론 

아동 교육 분야에서 감성을 유도하여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많이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표 1에 

나타난 환경 요소를 변화로 감성을 유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 기존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해 

감정을 예측하며, 증거 노드에는 환경 요소, 출력 노드에는 

다음 시점 감정 확률이 연결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문헌 자료와 실제 환경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데이터 기반 구조 학습 방법, 특히 감정 유발 

과정의 요소들을 측정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모든 상황이 

관측 가능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진화 연산 기반 네트워크 

구조 학습 방법을 사용해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 수업 중 환경 요소를 사용하여 

감정을 예측하기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찾는 

문제를 진화 연산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그 

과정은 그림1에 표현되어 있다. 방법의 검증을 위해 실제 

유치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생성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감정 예측 정확도와 발생 과정을 분석하였다. 

 

2. 관련 연구 

 그래프의 구조를 찾는 문제는 모든 노드로부터 모든 노드 

사이의 연결을 고려해야 하므로 외판원 문제와 동일한 형태의 

NP-hard 문제이다.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진화 

연산을 활용하여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며,  이를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결정에  적용하여  진화  연산을 

활용한 구조 학습을 수행한다[1].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 

표 1. 공간 내에서 측정 가능한 요소 

 

그림 1. 제안하는 방법 동작 순서도 

결정에 진화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은 Larrañaga[2]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으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를 

유전자로 표현하여 진화 연산을 적용하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유전자로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종류 
요소 

분류 상세 분류 

환경 

조도 200lx, 700lx, 1000lx 

색온도 1000K, 3000K, 7000K 

음향 사전 선정된 소리 4 종 

음량 20db, 40db, 60db 

향기 lavender, rosemary 

온도 18⁰C, 23⁰C, 25⁰C, 28⁰C 

습도 30%, 40%, 50%, 70% 

감성 현재 감성 쾌-각성 쾌-이완 불쾌-각성 불쾌-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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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행렬을 사용하여 노드 사이의 연결 여부를 표현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인접한 노드가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드의 정렬 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 

유사한 표현 방법으로 노드 별 부모 리스트로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며, 연결 행렬에 비해 구현이 어렵지만 

구조 탐색에 드는 연산 량이 작다. 위 방법들이 그래프를 

인코딩하여 표현하는 방법들이라면, 그래프를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변환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돌연변이 연산만 사용 가능하다[1]. 본 

논문에서는 연결 행렬을 사용하되, 인과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노드 순서 유전자를 함께 사용한다[2]. 

 

3. 제안하는 방법 

3.1 베이지안 네트워크 노드 결정 

 제안하는 방법에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노드는 세 종류로 

나뉜다. 먼저 입력 노드는 증거 값이 입력되는 노드로 각 

환경 요소의 값마다 한 개의 노드가 존재한다. 출력 노드는 

추론된 다음 시점 예측 감성에 대한 확률이 나타나는 노드로 

한 개가 존재한다. 이 노드의 상태 값 중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를 예측 감성으로 선택한다. 중간 노드는 구성 시작 

지점에선 특별한 의미가 지정되지 않은 노드로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다. 구조 내에서 연결되는 중간 

노드의 수가 많을수록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노드와 노드의 상태는 표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성 노드 

3.2 염색체 표현 및 진화 연산자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존 방법을 따라 

순서와 연결 정보로 나누어 인코딩한다[2]. 순서 정보는 

인덱스 벡터 𝐿로 표현하며, 앞에 위치한 노드는 뒤에 위치한 

노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개체 내 스키마 조각은 

노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미하며, 진화 연산자로는 순환 

교차와 전치 돌연변이를 사용한다. 순환 교차는 두 개체 

사이에 사이클을 이루는 집합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한 노드간의 교환으로 인과 관계가 불확실한 스키마만을 

해체하여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전치 돌연변이는 일부 

문자열을 타 지점으로 전치하며, 스키마 조각을 통째로 옮겨 

양질의 스키마 조각을 파괴하지 않고 개체 변화가 가능하다. 

노드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 벡터 𝐶′ 은 연결 행렬 

𝐶로부터 생성된다. 𝐶의 𝑖행 𝑗열의 요소 𝑐𝑖𝑗는 식 (1)에 의해 

정의된다. 

𝑐𝑖𝑗 = {
 1          i번째 노드에서 j번째 노드로 향하는 간선 존재

0                                          이외의 경우                                 
  (1) 

I, j는 𝐿의 인덱스를 의미하며, 𝑖 ≤ 𝑗인 경우 간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직렬화하여 벡터 𝐶′을 생성한다. 

𝐶′ 은 임의의 지점의 연결상태를 변경해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Bit-flip 돌연변이를 진화 연산자로 사용한다. 염색체 

표현과 진화연산자 적용 과정은 그림2,3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2.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염색체 표현 과정 

 

 

그림 3. 진화 연산 적용 과정 

3.3 조건부 확률 테이블 학습 및 부모 개체 선정 

조건부 확률 테이블은 부분 관측 가능한 모델의 기대 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통해 구성한다. 적합도는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활용하며, 선택 확률이 순위에 따라 선형적으로 

낮아는 개체 선정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최상위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세대마다 1개씩 엘리트 프리저빙을 적용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설계 

제안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조 학습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실제 유치원 공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3].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표3에 기재되어 있다. 중간 노드의 

수는 10개부터 40개까지 5개씩 변화시켰고, 5-fold 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였다. 학습 데이터의 75%는 조건부 확률 

테이블 학습에 25%는 적합도 측정에 사용하였으며, 교차확률 

종류 노드 상태 수 개수 

입력 

L_200, L_700, L_1000, CT_1000, 

CT_3000, CT_7000, S_1, S_2, S_3, 

S_4, DB_20, DB_40, DB_60, T_18, 

T_23, T_25, T_28 H_30, H_40, 

H_50, H_70, SC_lavender, 

SC_rosemary 

Binary 23 

Current Emotion 4개 감정 1 

출력 Predict_Emotion 4개 감정 1 

중간 middleNode1~middleNodeX Binary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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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돌연변이 확률 0.02, 반복 세대 수 1000세대, 세대별 

20개 개체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3. 수집 데이터 정보 

 4.2 정확도 측정 결과  

정확도 측정 결과 그림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중간 

노드가 20개 일 때 85%의 최고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과거 수동 구성된 네트워크[3]의 84%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그림 4. 정확도 측정 결과 

4.3 최고 성능 개체 분석 

최고 성능 개체의 정확도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3개의 성능 향상 시점이 나타났으며, 각 지점에서 

그림 6에 표시된 새로운 스키마 조각이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113세대에서는 청각 정보에 대한 연결이, 415세대에는 촉각 

정보에 대한 연결이 생성되었고, 882세대에서는 촉각 정보 

전달 경로 일부가 제거되었지만 시각 정보 전달 경로가 

발생해 최고 성능 개체가 생성되었다. 이는 진화 연산 과정이 

감각 별 정보 전달 과정을 포함한 스키마를 잘 유지한 채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여, 보다 큰 규모 

데이터를 활용한의 실험에서도 양질의 스키마를 보존하며 

성능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에서 감정  예측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진화연산으로  자동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해당 방법은 양질의 스키마 조각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 학습 방법을 감정 예측 도메인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감각 별 정보 전달 경로가 유지되며 세대가 지남에 따라 

성능 향상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 양을 늘려 

보다 엄밀한 방법의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며, 도메인 지식을 

통해 학습 공간을 줄이기 위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하려 한다. 

 
그림 5. 최고 성능 개체 정확도 변화 

 

그림 6. 성능 향상 시점 별 스키마 생성 정보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0044828, 서비스 효과 증강을 위한 다감각 서비스 

공통기술개발] 

 

참고 문헌 

[1] P. Larrañagaa, H. Karshenasa, and C. Bielzaa, and R. 

Santana, "A review on evolutionary algorithms in 

Bayesian network learning and inference tasks," 

Information Sciences, vol. 233, pp. 109-125, 2013. 

[2] P. Larrañagaa, M. Poza, Y. Yurramendi, R. Murga, and 

C.M.H. Kuijpers, "Structure learning of Bayesian 

networks by genetic algorithms: A performance 

analysis of control parameters," IEEE Tra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18, no. 

9, pp. 912-926, 1996. 

[3] J. Kim, K. Kim and S. Cho, "A sensory control system 

for adjusting group emotion using Bayesian networks 

and reinforcement learning," The 11th Int. Conf. on 

Hybrid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vol. 9648, pp. 

377-388, 2016. 

수집 기간 2014.12.02 ~ 2015.01.08. 

수집 장소 성남시 선경유치원 

데이터 양 1 회 20 개 x10 회 (총 193 개) 

입력 

정보 

환경 온도, 습도, 소음 

자극 조명, 음향, 향기 

감정 현재 시점 감정 

출력 정보 다음 시점 감정 

563

2016년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