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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형 퍼셉트론에 기반한 부스팅 기법을
고안하여 불균형 데이터로 구성된 문서 여과
문제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
연구 배경:
배경 문서 여과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서를 사용자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서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작업이다. 문서 여과는
문제의 특성상 양의 학습 데이터(positive
examples)와 음의 학습 데이터(negative
examples)의 불균형이 심하다. 즉, 대부분의
문서가 특정 관심사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음의 학습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불균형을 이룬 학습 데이터에 대해
다층 신경망 같은 일반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썩 뛰어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선형퍼셉트론 부스팅:
부스팅
입력:
입력 (x1, y1),…,(xN, yN), yi={–1,+1}

론을 약학습기로 사용하였다. AdaBoost 는 0.5
이하의 에러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학습기
(weak learner)를 부스팅 효과를 통해 강한 성능
을 얻게 해주는 학습 알고리즘이다. AdaBoost
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학습이 진행된다. 각 학습 단계마다 현재의 데
이터의 확률 분포로부터 학습된 약학습기를 얻
게 된다. 약학습기의 학습이 끝난 후 올바르게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률을 낮추고 올바
르지 않게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률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중 단계에서
는 학습이 어려운 데이터에 집중해서 학습이
된 약학습기를 얻게 된다. 최종 학습 모델은
각 단계에서 생성된 약학습기의 조합으로 구성
된다[1].
실험:
실험 정보검색에서 성능 평가는 일반적으로
재현률과 정확률의 측정으로 이루어 진다[2].
본 논문에서의 실험 문서 집합은 Reuters21578 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earn”,
“crude”, “grain” 클래스에 대하여 문서 여과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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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형 퍼셉트론 부스팅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AdaBoost 기반으로서 선형퍼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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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층신경망(MN)과 선형 퍼셉트론
부스팅(LA)의 실험결과

• 약학습 모델 ht: X→{–1: NNt < 0, +1: NNt >
0}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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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실험결과 “crude”의 경우 학습 데이터 8,762
개 중 양의 예제는 370 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학습 데이터의 심한 불균형 때문에 다층신경망
은 음의 예제가 지닌 특징에 편중되어 학습이
이뤄진다. 반면에 선형 퍼셉트론 부스팅의 경
우 재현률이 80.80%로 43.60%의 다층 신경
망에 비해 매우 높다. 선형 퍼셉트론 부스팅은
부스팅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습이 어
려운 양의 예제에 학습을 집중시키므로 데이터
가 지닌 특징을 최대한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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