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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텍스트 문서 분류는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문서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작업으로 웹페이지 검색, 뉴스
그룹 검색, 메일 필터링 등의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 작업이다. 지금까지 문서를 분류하는데는 
k-NN, 신경망 등 여러 가지 기계학습 기법이 이용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지안망을 이용해서 
텍스트 문서 분류를 행한다. 베이지안망은 다수의 변수들간의 확률적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 모델로 
DAG 형태인 망 구조와 각 노드에 연관된 지역확률분포로 구성된다. 그래프 모델을 사용할 경우 학습
에 이용되는 각 속성들간의 관계를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
험 데이터로는 Reuters-21578 문서분류데이터를 이용했으며 베이지안망의 성능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
기와  비슷했다. 
 

1. 서론서론서론서론 
베이지안망(Bayesian network)은 다수의 변수들간의 확

률적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 모델이다. 베이지안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2]. 첫째, 모든 변수들간의 의존관계
(dependency)를 표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
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둘째, 변수들간의 인
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학습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셋째, 모
델 자체가 원인(causality)과 확률적의미(probabilistic 
semantics)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지식(prior 
knowledge)과 학습 데이터를 결합하는데 적합하다. 넷째, 
베이지안망에 베이즈 통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과대적합(data overfitting)을 막을 수 있다. 
망의 구조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표현하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할 수 있다. 정해진 망 구조와 완
전 데이타(complete data)를 가지고 있으면 베이지안망의 
지역확률분포의 갱신은 닫힌 형식으로 간단히 계산된다. 
따라서 전문가가 원하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
술할 수 있으면 학습된 베이지안망은 원하는 변수들간의 
결합확률분포를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미리 주어진 망 구조를 가지고 각 노

드들의 지역확률분포를 학습했을 때 베이지안망이 보이
는 학습행태와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를 위한 척
도로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를 사용한다. 나이브 베이
즈 분류기가 표현하는 변수들간의 독립가정을 이용했을 
때 베이지안망의 성능은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 비슷함 
확인되었다. 
 
2. 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Bayesian network) 
베이지안망은 변수에 해당하는 노드와 그 노드(변수)

들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간선들로 구성된 DAG 이며 
변수들간의 결합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효

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 모델이다. 변수집합 X 
= {X1, …, Xn}에 대한 베이지안망은 다음의 2가지 부분으
로 구성된다. 

(1) 집합 X 의 변수들간의 조건부독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 assertion)을 표현하고 있는 망 구조 S 

(2) 각 변수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확률분포(local 
probability distribution) 집합 P 
망의 구조 S 는 DAG 이다. S 의 각 노드는 X 의 변수

들과 일대일대응이 된다. Xi 는 변수와 그 변수에 해당하
는 노드를 동시에 가리킨다. Pai는 그래프 S에서 Xi의 부
모노드(변수)의 집합을 나타낸다. 부모노드는 0개 이상이
다. S 에서 간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은 서로 조건
부독립관계에 있다. 망 구조가 나타내는 조건부독립성에 
의하면 주어진 구조 S 에 대한 X 의 결합확률분포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지역확률분포 P 는 위 수식의 Π 안의 각 항에 대응된
다. 따라서 확률분포 p(x)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S, P)가 
필요하다. 

 
2.1 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 확률의확률의확률의확률의 학습학습학습학습 
망 구조가 확정되면 주어진 망 구조가 변수집합 X 의 

실제 확률분포를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다. 

위의 식에서 θθθθi 는 하나의 노드 Xi 에 대한 확률분포 
p(xi |pai, θθθθi, Sh)의 파라미터이며 Sh는 망 구조에 대한 가설
이다. 베이지안망에서 확률의 학습은 결국 데이터를 이
용해서 각 파라미터의 사후분포를 계산하는 것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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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파라미터의 분포가 지수족(exponential family)이며 
파라미터독립성(parameter independence)[8]을 가정한 경우 
각 지역확률분포는 닫힌 형식으로 계산된다[2]. 
예를 들어, 각 노드가 모두 자유다항분포(unrestricted 

multinomial distribution)이며 노드 Xi 는 ri 개의 값을 가진
다고 하자. 그러면 각 노드는 파라미터벡터 θθθθi = (θθθθi1, θθθθi2, 
…, θθθθiqi), θθθθij = (θij2, θij3, …, θijri)를 가진다(단, qi = ΠXi∈Pairiri, θij1 
= 1 – (θij2 + θij3 + …+ θijri)). 그러면 각 파라미터 θijk는 모두 
디리슈레분포(Dirichlet distribution)를 따르며 각 파라미터
의 초기분포는 다음과 같다. 

파라미터독립성에 의하면 완전데이터 D 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θθθθij 는 독립적으로 학습될 수 있고 다음과 같
이 갱신된다. 

여기서 Nijk(k = 1, …, ri)는 데이터 D 에서 노드 Xi 가 
paij하에서 k번째 값을 가진 경우의 횟수이다. 

 
2.2 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베이지안망에서의 추론추론추론추론 
베이지안망이 구성된 다음에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특정 변수의 확률분포를 알 수 있다. 이 확률은 모델에 
직접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추론)되어야 
한다. 베이지안망은 모든 변수들간의 결합확률분포를 표
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어진 모든 사례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 노드의 파라미터 θθθθi 가 확률분포를 가
지기 때문에 N + 1번째에 임의의 사례 xN + 1이 나올 확률
은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함으로써 
얻어진다. 

θθθθij 는 디리슈레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위의 식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3. 베이지안망을베이지안망을베이지안망을베이지안망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분류기분류기분류기분류기 
베이지안망을 이용한 분류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분류에 필요한 각 속성(attribute)들이 각각 하나씩의 
노드를 구성한다. 그리고 클래스를 나타내는 노드가 하
나 필요하다. 그리고 각 노드들간의 조건부독립성을 표
현하는 그래프의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가정은 
클래스의 값이 주어진 경우, 모든 속성들은 서로 독립이
라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n 개의 속성을 가지는 문제의 
경우 그림 1과 같은 베이지안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1 의 베이지안망에서 노드 C 는 클래스를 나타내

며 분류기가 분류하는 클래스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질 수 있는 이산노드이다. 노드 a1, …, an 은 각 속성에 

해당하는 노드들로 역시 이산노드이다.  

 
[그림그림그림그림 1] n 개의 속성을 가지는 분류 문제에 해당하는 

베이지안망 
 

3.1 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베이지안망 분류기의분류기의분류기의분류기의 학습학습학습학습 
베이지안망 분류기의 학습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

로 이루어진다. 
[학습알고리즘학습알고리즘학습알고리즘학습알고리즘] 

 
데이터의 각 사례(case)를 가지고 Nijk 의 값을 갱신해 

나가는 것이 학습의 과정이다. 위의 알고리즘에서 i 는 
그래프의 노드의 개수이며, j 는 노드 Xi의 부모 Pai가 가
지는 상태의 개수, k는 Xi가 가지는 상태의 개수이다. αijk

는 사전 디리슈레분포(prior Dirichlet distribution)의 파라미
터로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정해줄 수 있다. 
 
4. 실험실험실험실험 
4.1 데이터데이터데이터데이터 
실험 데이터는 문서분류에 이용되는 Reuters-21578 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의 특성은 표 
1 에 나와 있다. Reuters-21578 데이터에서 acq 클래스에 
대한 분류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학습데이터는 총 8762 개
이다. 이중 정례(positive example)는 1483개, 반례(negative 
example)는 7279 개이다. 또한 분류에 이용된 속성의 개
수는 8754 개이며 이는 학습 데이터에 나타난 모든 단어
의 tfidf 값을 계산해서 선정되었다. 분류에 이용된 모든 

),...,|(Dir)|( 1 iijrijij
h

ij Sp ααθθ =

),...,|(Dir),|( 11 ii ijrijrijijij
h

ij NNSDp ++= ααθθ

∏∫

∫∏

=

=
+

=

=

n

i
ij

h
ijijk

s
h

s

n

i
ijk

h
N

dSDp

dSDpSDp

1

1
1

),|(                        

),|(),|(

θθ

θθx

θ

θ

∑∑

∏

==

=
+

==

+
+

=

ii r

k ijkij
r

k ijkij

n

i ijij

ijkijkh
N

NN

N
N

SDp

11

1
1

   ,

),|(

αα

α
α

x

C 

a1 a2 an 

while there is a case l in dataset D, do 
 i ← the number of nodes in the graph 
 j ← the number of configurations of Pai 
 k ← the number of configurations of Xi 
 for all i, j, k, do 
  αijk ← some value 
  Nijk ← 0 
 endfor 
 for all the nodes in the graph S, do 
  pick a node Xi 
  for all the configurations of Pai, do 
   pick a configuration paij 
   for all the values of Xi, do 
    pick a value of xijk 
    update Nijk 
   endfor 
  endfor 
 endfor 
endwhile 



속성은 이진값을 가지며 클래스 노드는 해당 클래스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이진값을 가진다. 

[표표표표 1] 실험에 이용된 Reuters-21578 데이터의 특성 
 
4.2 실험실험실험실험 결과결과결과결과 

Reuters-21578 데이터에서 acq 클래스에 대한 이진분류
를 했으며 결과는 표 2 와 같다. 이를 보면 정례를 구분
하는 성능이 반례를 구분하는 성능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데이터에서의 정례의 개수가 1483 개로 
반례의 개수 7279개보다 훨씬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표표표 2] 베이지안망 분류기의 성능 
 
표 3에서는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의 비교를 보이고 

있다. 표 3 을 보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 베이지안망 
분류기의 성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에 이용
된 베이지안망이 표현하는 변수들간의 조건부독립성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서의 가정과 동일하고 사전 디리
슈레분포의 파라미터값을 작게 주었기 때문이다. 학습 
데이터의 분량에 비해 사전분포의 파라미터값이 작았기 
때문에 사전분포가 사후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고 결
과적으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 같은 값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표표표표 3] Reuters-21578 acq에 대한 분류 성능 
 
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망 분류기(Bayesian network 

classifier)를 구성 및 학습하고 이를 나이브 베이즈 분류
기(naïve Bayes classifier)와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는 비
슷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베이지안망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와 동일한 조
건부독립성을 표현하고 있고  사전분포가 학습에 큰 영
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전분포의 영향을 크게해서 학습을 하면 나이브 베

이즈 분류기와는 다른 성능을 보일 것이다. 사전분포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결
국 사전지식과 데이터의 결합으로 이는 그래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그래프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학습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쉽다는 점이다. 즉 본 논문에서 사용된 
베이지안망의 경우 주어진 클래스가 각 속성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베이지안망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헬름홀츠 

머신(Helmholtz machine)이나 시그모이드 빌리프망(sigmoid 
belief network)과의 성능비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망의 구조가 변수들간의 실제 관계(true 
relationship)를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망의 구조를 학습할 수 있
으면 더욱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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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속성의 개수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acq 8754 8762 3009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recall 98.11 77.81 정례

(positive 
example) precision 78.69 56.08 

recall 94.59 83.54 반례
(negative 
example) precision 99.59 93.31 

분류기 학습 정확도
(%) 

테스트 정확도
(%) 

베이지안망 분류기 95.18 82.32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95.18 8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