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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까지 제안되어 온 베이지안망 학습
알고리즘은 수백 개 이하의 노드를 가지는 경
우에만 적용 가능했다. 본 논문에서는 수천 개
이상의 노드를 가지는 베이지안망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
연구 배경:
배경 베이지안망(Bayesian network)은 다
수의 확률 변수(random variable)간의 조건부 독
립성(conditional independence)을 이용하여 결합
확률분포(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효율적으
로 표현한다. 주어진 영역에 대한 결합확률분
포를 알고 있으면 원하는 조건부 확률을 추론
해 낼 수 있으므로 베이지안망을 이용해서 분
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1]. 한편, 베이
지안망의 구조는 각 변수 사이의 인과 관계
(causal relationship)의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 때문에 베이지안망을
이용해서 주어진 영역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분야 중 하나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
야로 [2]에서는 베이지안망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어
레이(microarray) 데이터를 분석, 유전자망(genetic
network)을 구축했다.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의 경우,
수천 개 유전자의 발현값을 동시에 측정한 데이터이
다. 그러나 기존의 베이지안망 학습 알고리즘은 수
백 개의 노드를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천 개 이상의
노드를 가지는 베이지안망 구조 학습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이 알고리즘은 Markov blanket
과 divide-and-conquer 개념에 기반한다.

베이지안망 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 기존의 베이지안망
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하나는 각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건부
독립성을 이용해서 베이지안망의 구조를 학습
하는 알고리즘이다. 조건부 독립성의 검증에는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 χ2 test 등이 이용
되며 이러한 알고리즘으로는 [3]과 같은 것이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베이지안망 학습 문제
를 최적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베이지안망의 구조가 데이터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선정한 후 데이터에 가장 적
합한 베이지안망의 구조를 탐색하게 된다. 베
이지안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점수로는 MDL
(minimum description length) 계열, BD (Bayesian
Dirichlet) 계열 등이 있으며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두 점수는 점근적으로 같아짐이 알려
져 있다. 점수가 선정되면 베이지안망 구조의
학습은 가능한 탐색 공간에서 점수가 가장 좋
은 망 구조를 찾는 것이 된다. 이러한 알고리

즘은 [4], [5] 등이 있다. 그러나 n개의 노드를
가지는 베이지안망 구조 공간의 크기는 약 n!
× 2n(n – 1)/2 이며 이 문제는 NP-hard임이 알려져
있다 [6]. 따라서 주로 greedy search가 이용된다.
이러한 두 방법 모두 대규모의 베이지안망을
학습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첫번째 방법 [3]
의 경우 조건부 독립성의 검사가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서 알고리즘이 정확함이 증명되어 있
으나 구조 학습 시간은 노드의 개수에 지수적
으로 증가한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greedy
search 한 단계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O(n2)이
다. 그러나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greedy search로 적당한 시간
안에 좋은 모델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작아진
다. [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arse
candidat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알고리즘
은 각 노드의 부모 노드의 후보를 미리 정해
놓고 이 공간에서만 greedy search를 함으로써
탐색 시간을 줄이고 더 좋은 구조를 찾을 가능
성을 높인다.
Markov Blanket: 베이지안망에서 노드 Xi의
Markov blanket은 그 노드를 다른 노드들로부터
확률적으로 조건부 독립으로 만드는 노드들의
집합이다.즉, Xi의 Markov blanket, BL(Xi)는 다음
의 수식을 만족한다.
P( X i | BL( X i )) = P( X i | X − { X i })

베이지안망의 구조가 주어진 경우 노드 Xi의
Markov blanket은 쉽게 구해진다. 즉, Xi의 부모
노드, 자식노드, Xi를 제외한 자식노드의 부모노
드가 BL(Xi)이다.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면 조건
부 상호정보량 등을 이용해서 BL(Xi) 를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이
러한 Markov blanket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 베이지안망 구조 학습 알고리즘:
알고리즘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표 1과 같다. 우
선 주어진 학습 데이터 D와 초기 망 구조 B0
를 가정한다. 초기 망 구조는 영역에 대한 지
식이 전무한 경우 간선이 없는 구조를 가정해
도 좋다. 그리고 MDL이나 BD 점수를 가정한
다. 그리고 수렴할 때까지 Local Search Step과
Global Search Step을 반복한다. Local Search
Step은 각 노드의 Markov blanket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우선 이전의 망 구조 Bn–1에 기초해
서 Markov blanket의 후보 CBin을 결정한다. Bn–1
의 Markov blanket을 보존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수렴이 보장된다. 그리고 데이터 D에 기초한

Input:
- A data set D.
- An initial Bayesian network structure B0.
- A decomposable scoring metric,
Score( B, D) = ∑i Score( X i | Pa B ( X i ), D) .
Output: A Bayesian network structure B.
Loop for n = 1, 2, …, until convergence.
-Local Search Step:
*Based on D and Bn – 1, select for each
variable Xi, a set CBin(|CBin| ≤ k) of
candidate Markov blanket of Xi.
*For each set {Xi, CBin}, learn its local
structure and determine the Markov blanket
of Xi, BLn(Xi), from this local structure.
*Merge all the local network structures
G({Xi, BLn(Xi)}, Ei) into a global network
structure Hn (usually cyclic).
-Global Search Step:
*Find the Bayesian network structure Bn ⊂
Hn, which maximizes Score(Bn, D) and
retains all non-cyclic edges in Hn.
표 1. 대규모 베이지안망 구조 학습 알고리즘
실
험: 우선 제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베이지안망 학습의 벤치마크로 많
이 사용되는 ALARM network 을 이용했다.
ALARM network 은 37 개의 노드와 46 개의 간
선을 가진다. ALARM network 에서 10,000 개의
학습 예제를 추출한 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망 구조를 학습하였다. 그림 1 은 일반적인
greedy search algorithm 과 제시된 알고리즘의 비
교이다. 그림의 x 축은 global greedy search step
을 나타내며 y 축은 베이지안망의 점수이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greedy algorithm 의
1/5 정도의 수행 시간에 점수가 높은 망 구조
를 학습했다. 두 번째 실험은 1171 개의 유전자

로 이루어진 microarray data 에 대해 행해졌다.
제시된 알고리즘은 약 38 분만에 –477.92 의 점
수를 가지는 베이지안망을 학습했다. 일반적인
greedy algorithm 은 이틀 만에 –710.18 의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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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순으로 CBin의 나머지 원소들을 선
정한다. 각 노드에 대한 CBin이 결정되었으면
이를 기초로 local greedy search를 통해 지역 망
구조를 학습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현 상태에
서 노드 실제의 Markov blanket이 결정된다. 마
지막으로 모든 노드의 Markov blanket으로 이루
어진 지역 구조들을 통합해서 전체 노드에 대
한 망 구조 Hn을 결정한다. Hn은 cycle을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베이지안망 구조는
아니다. Global Search Step에서는 Hn에 포함되
는 망 구조 중 점수가 높은 베이지안망 구조
Bn을 global greedy search를 통해 탐색한다. Hn에
포함되는 구조에서만 탐색을 하기 때문에 탐색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적으며 탐색 시간도 적
게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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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greedy search 알고리즘과 제시된
알고리즘의 비교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수
천개의 노드를 가지는 베이지안망을 데이터에
서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greedy search 알고리즘 보다 훨씬 효
율적으로 망 구조를 학습할 수 있음과 수천개
의 노드로 이루어진 베이지안망의 학습도 가능
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은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대규모 유전
자망의 구성에 유용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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