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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전 지식(prior knowledge)과 데이터의 결
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래프 모델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지안망의 학습에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을 보인다 .
서
론 : 베이지안망의 학습은 망구조의 학
습과 지역확률분포의 학습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확률분포의 학습에 사전 지식
(prior knowledge)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실험
은 텍스트 문서 분류 데이터에 대해 행해졌으
며 적절한 사전 지식의 적용이 베이지안망의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베이지안망:
베이지안망: 변수집합 X = {X1, …, Xn 에 대
한 베이지안망이 표현하는 결합확률분포는 다
음과 같다.
n

p(x | θ s , S h ) = ∏ p( xi | pa i ,θ i , S h )
i =1

여기서 Pai는 Xi의 부모 노드(변수)의 집합이
며 θi는 노드 Xi의 지역확률분포 파라미터이고,
Sh는 망 구조에 대한 가정이다.
각 노드가 자유다항분포(unrestricted multinomial
distribution)이며 노드 Xi 가 ri 개의 값을 가지는
경우 각 노드는 파라미터 벡터 θi = (θ
θi1, θi2, …,
θiqi), θij = (θij2, θij3, …, θijri)를 가진다(단, qi =
ΠXi∈Pairi, θij1 = 1 – (θij2 + θij3 + …+ θijri)). 그러면 각
파라미터 θijk 는 모두 디리슈레분포(Dirichlet
distribution)를 따르며 각 파라미터의 사전 분포
는 다음과 같다.

p (θ ij | S h ) = Dir (θ ij | α ij1 ,...,α ijri )
여기서 αijk(k = 1, …, ri)는 사전 디리슈레분포의
파라미터이며 사전 지식에 의해 주어진다. 이
때 주어진 데이터 D 를 이용, 사후 확률분포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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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텍스트 문서 분류를 위한 베이지안망

이는 학습 데이터에 나타난 모든 단어의 tfidf
값을 계산해서 선정되었다.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는 별도로 3009개를 선정했다.
사전 지식은 클래스 노드 파라미터의 사전 디
리슈레분포 파라미터 α111, α112에 값을 할당함
으로써 적용된다.
결
과 : 실험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텍스트 문서에 대한 사전 지식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두어서 실험을
했다. [표 1]의 사전지식은 클래스의 사전 분포
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가정이며 [표 2]는 클래
스의 분포가 negative 로 편향되어 있다는 가정
이다. 파라미터의 값이 클수록 사전 지식이 학
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실험 결과를 보면
클래스의 사전 분포를 (500, 500)으로 한 경우
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데이터의 경우 클래스가 고르게 분포한다는 가
정이 더 사실에 가깝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전지식의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에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 사전 지식의 영향을
크게 주어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프 모델의 장점 중 하나는
사전 지식과 데이터의 결합이 수월하다는 점이
며 이 실험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p (θ ij | D, S h ) = Dir (θ ij | α ij1 + N ij1 ,...,α ijri + N ijri )

(α111, α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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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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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ijk(k = 1, …, ri)는 데이터 D 에서 노드
Xi 가 paij 하에서 k 번째 값을 가진 경우의 횟수
이다.

테스트정확도(%)

86.24

86.34

86.91

실
험 : 텍스트 문서 분류를 위한 베이지안
망은 [그림 1]과 같다 C는 문서의 클래스를 나
타내며 a1, …, an은 단어를 나타낸다. 각 노드는
모두 이진 노드이다. 데이터는 Reuters-21578의
acq 클래스에 대한 분류데이터를 사용했으며
학습 데이터는 정례 297개, 반례 1456개이다.
또한 분류에 이용된 속성의 개수는 8754개이며

(α111, α112)

(15, 3)

(90, 18)

(800, 200)

테스트정확도(%)

86.21

86.21

86.31

표1: 문서 클래스에 대한 비편향 가정

표 2: 문서 클래스에 대한 편향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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