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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이퍼네트워크는 하이퍼그래프의 일반화된 모델로 학습과정에 있어 진화적 개념을 도입한 확

률 그래프 기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서 최근 들어 여러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이퍼

네트워크 모델은 데이터와 모델을 구성하는 하이퍼에지 간의 동등비교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의 특성

상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범주형인 경우에만 학습 및 모델링이 가능하고 실수 값으로 표현된 데이

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산화 등의 전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 이산화 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정보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분류 예측 모델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별도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수 인자로 구성된 데이터의 패턴 학습이 가능한 개

선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한다. 여러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기존 하이퍼

네트워크 모델에 비해 실수형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및 분류 결과 성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계학습 방법들에 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 하이퍼네트워크, 하이퍼그래프, 확률 그래프모델, 실수 데이터, 기계 학습, 분류모델

Abstract A hypernetwork is a generalized hypergraph and a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based

on evolutionary learning. Hypernetwork models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domains including pattern

recognition and bioinformatics. Nevertheless, conventional hypernetwork models have the limitation

that they can manage data with categorical or discrete attibutes only since the learning method of

hypernetworks is based on equality comparison of hyperedges with learned data. Therefore, real-

valued data need to be discretized by preprocessing before learning with hypernetworks. However,

discretization causes inevitable information loss and possible decrease of accuracy in pattern

classification. To overcome this weakness, we propose a novel feature-wise L1-distance based method

for real-valued attributes in learning hypernetwork models in this study. We show that th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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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improve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compared with conventional hypernetworks and it shows

competitive performance over other machine learning methods.

Key words : Hypernetwork, Hypergraph,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Real-valued data, Machine

learning, Classifier

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론 중에는 베이지안망이나 CRF(Conditional Random

Field)와 같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방법들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런데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

상은 관련된 인자들 각각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보다 수많은 인자들 간의 복합적 연관관계에 의하

여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나 기존의 그래프는 

두 개 이하의 인자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데 적

합하지만 세 개 이상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

가 존재하며, 비록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더라도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퍼그래프

(hypergraph) 모델은 실세계 문제의 표현에 있어 더 적

합한 확장된 그래프 모델로 인식될 수 있다[1]. 하이퍼

그래프 모델에서는 기존의 그래프 모델과는 달리 그래

프를 구성하는 에지(edge)가 3개 이상의 버텍스(vertex)

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기존 그래프에

서의 에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하이퍼에지(hyperedge)라

고 부른다.

하이퍼네트워크(hypernetwork)는 가중치(weight) 를 

갖는 하이퍼그래프로 학습과정 내에 진화적 개념이 도

입된 확률 그래프 모델이다[2]. 하이퍼네트워크에서 버

텍스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들과 그 값의 쌍을 의미

하고 하이퍼에지는 복수 개 버텍스들의 조합으로 표현

된다[2,3]. 그러므로 하이퍼네트워크는 데이터를 구성하

는 인자들의 조합의 공간을 표현하게 되며 광대한 조합

의 공간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탐색하기 위하여 학습과

정에서 랜덤선택기반의 진화연산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하이퍼에지가 여러 버텍스의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이퍼에지는 인자들의 연관관계를 표현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커

널(kernel) 기반 기계학습방법과는 달리 하이퍼네트워크

는 학습된 모델을 통해 인자들 간의 연관관계 분석 및 

이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4,5].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 

분석 뿐 아니라 마이크로어레이를 비롯한 생물학 데이

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그러나 이전까지 제안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범주

형(category; 카테고리) 값을 인자(attribute)로 갖는 데

이터에 대해서만 학습 및 모델링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수 값을 인자로 갖는 데이터

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수 값을 범주형 값으로 

변환하는 이산화 과정을 전처리로서 수행해야 한다. 그

러나 실수와 이산화 된 값은 표현력의 차이로 인해 필

연적으로 정보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

한 데이터의 정보손실은 학습하는 모델의 성능을 감소

시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하

이퍼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없이 실수 인자 형태의 데이터 

패턴을 직접 학습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된 하이퍼네트

워크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실수 

값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이 기존의 하이퍼

네트워크 모델에 비해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기계학습 방법들에 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하이퍼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를 제시하고 모델

의 학습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며, 3장에서는 실수 

값을 갖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 가능하도록 

개선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설명하였다. 또한 4장에

서는 제시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실수 인

자로 구성된 데이터에 대한 학습 결과를 분석 및 설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차후 진행될 연구 내용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2.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2.1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정의

하이퍼네트워크 H는 H=(V, E, W)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 V, E, W는 각각 하이퍼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버텍스 v, 하이퍼에지 e, 그리고 하이퍼에지에 

해당하는 가중치 w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이퍼그래프의 

정의[1]에 의해 하이퍼에지는 3개 이상의 버텍스들과 연

결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하이퍼에지는 버텍스의 집합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때 하이퍼에지가 연결된 버텍

스의 수를 하이퍼에지 e의 ‘cardinality’ 혹은 차수

(order)라고 부르며 n(e)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개의 인자 x와 p개의 

종류를 가진 클래스 집합 Y로 구성된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질 때 데이터집합을 D라 하고, l개의 하이퍼에지로 

구성된 하이퍼네트워크를 H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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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1, x2, ... , xm}, Y = {y1, y2, ..., yp},

di = {x1i, x2i, ..., xmi, yi}, D = {d1, d2,... , dn},

V = {v1, v2, ... , vm}, E = {e1, e2, ..., el}

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임의의 k개의 버텍스들로 이루어

진 하이퍼에지 e, e의 차수 n(e), e의 가중치 값 w는

e = {v1, ... , vk, w, y}, n(e) = |e - {w, y}|, w = f(D)

로 정의된다. 하이퍼네트워크는 확률 그래프 모델로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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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W는 가중치의 집합이며 하이퍼네트워크는 

가중치가 주어질 때 랜덤변수로 표현되는 데이터의 부

분정보들의 확률분포의 형태로 표현됨을 의미한다[2].

일반적으로 하이퍼네트워크에서 버텍스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attribute)와 그 값의 쌍(pair)를 의미하

며 하이퍼에지는 이러한 버텍스들 간의 조합을 의미한

다. 또한 하이퍼에지의 가중치 값은 각각의 하이퍼에지

가 학습 데이터를 예측하는 정확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하이퍼네트워크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인자들

의 조합의 공간을 표현하게 되며 하이퍼네트워크를 학

습하는 과정은 조합의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인식

될 수 있다. 하이퍼네트워크가 표현하는 조합의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실질적으

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탐색을 위하여

그림 1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학습과정에 있어서 랜덤선택(random selection)을 기반

으로 한 진화 연산을 도입하였다[2]. 이러한 진화연산적 

특성으로 인해 연관관계가 높은 인자들의 조합으로 구

성된 하이퍼에지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하

이퍼네트워크는 데이터의 부분정보인 하이퍼에지로 표

현된다는 모델의 특성상 SVM과 같은 커널(kernel)기반 

기계학습 방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먼

저 학습된 하이퍼네트워크에 대하여 하이페에지를 구성

하는 인자들의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의미한 인자 조합 혹은 인자들 간의 

연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추론가능하며[4] 인자 선택(fea-

ture selection)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하다[5]. 이러한 

장점은 특히 분류성능 만큼 인자들의 의미 분석이 중요

한 생물정보학을 비롯한 생물학 및 의학 등 여러 분야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

양한 모달리티의 특성을 갖는 인자들을 한꺼번에 모델

링 가능하므로 다양한 모달리티가 동일한 개체(object)

를 표현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모델링 및 추론에도 활

용될 수 있다[7]. 위의 그림 1은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전 제안된 일반

적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생성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2.2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생성 및 학습 과정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은 위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단계 1과 단계 6은 

한번만 수행되며, 단계 2에서 단계 5까지의 과정이 일정

한 횟수만큼 반복 수행되는 동안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최적의 하이퍼네트워크가 생성된다.

즉, 학습과정에 있어서 일련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

이터 집합은 먼저 훈련(training), 검증(validation), 그

그림 2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학습과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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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andomSampling 과정

리고 테스트(test) 데이터 집합으로 분할된다. 훈련 데이

터 집합은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하기위해 하이퍼

에지를 샘플링(sampling)하고 샘플링 된 하이퍼에지의 

가중치 값을 산출하는 데 사용되며, 검증 데이터 집합은 

반복 수행되어 생성된 여러 개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의 예측 성능을 산출하여 가장 성능이 좋은 하이퍼네트

워크 모델을 선정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최적 하이퍼네트워크로 선정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2.2.1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생성

주어진 데이터가 일정비율의 훈련 집합 및 검증 집합,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집합으로 분할되면 훈련 데이터

로부터 하이퍼에지를 샘플링함으로써 초기 하이퍼네트

워크를 구성한다. 하이퍼에지는 하나의 훈련 데이터로부

터 여러 번 샘플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우리는 

‘sampling rate’라고 부른다. 즉 훈련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고 하고 sampling rate값이 R이라고 하면 생성되

는 하이퍼에지의 개수 |E|는 n×R이 된다.

그림 3 하이퍼에지 생성 알고리즘

하이퍼에지의 생성은 위의 그림 3과 같이 진행되며,

하나의 하이퍼에지가 샘플링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RandomSampling(·)은 아래의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 이렇게 생성된 하이퍼에지의 집합을 초기 하이

퍼네트워크라 정의한다.

2.2.2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학습

훈련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하이퍼에지들을 약한 학습

자(weak learner)로 가정하면 초기 하이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이퍼에지들 중에는 분류 성능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퍼네트워크의 학

습과정을 통해 분류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하이

퍼에지들을 제거해야 한다. 하이퍼네트워크의 학습과정

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진행된다. 그림 5에서 Pattern-

Match는 하이퍼에지가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과정이다. 즉 하나의 훈련 

데이터 샘플과 임의의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인자 값

이 서로 같은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하이퍼에지를 구

성하는 버텍스가 인자의 인덱스와 인자 값의 쌍의 형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 샘플의 인자 값과 비

교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모든 버

텍스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내의 인자 값과 같을 때 

PatternMatch는 true값을 리턴 한다. 그리고 리턴 값이 

true일 때에 한해서 하이퍼에지와 훈련 데이터의 클래스 

값이 서로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각각 카운트하여 

전체 훈련 데이터에 대하여 누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이퍼에지의 가중치 값을 산출한다. GetWeight 함수

는 이를 구현한 부분이며, 맞게 예측한 경우가 많을 수 

록, 틀리게 예측한 경우가 적을수록 가중치 값이 크게 

책정되도록 함수를 정의한다.

그림 5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학습과정

그리고 EliminateBadEdges는 초기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하는 하이퍼에지들의 가중치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일정비율 만큼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실제 데이터의 분류에 사용되는 하

이퍼에지들의 집합인 E'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H'이 생성된다.

2.2.3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분류 및 예측 성능 측정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진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H'를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은 학습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하나의 훈련 데이터 샘플이 주어지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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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에 대하여 E'를 구성하는 모든 하이퍼에지들과 패

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수행한다. 이 때 사용되는 

방법은 2.2.2절에서 언급한 PatternMatch와 동일하며 

그 결과가 true인 경우에 대하여 하이퍼에지의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카운트 한 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정

해진 클래스 값을 데이터 샘플의 클래스로 분류 하며 

이를 실제 데이터 샘플의 클래스 값과 비교하여 성능을 

측정한다(그림 6). 또한 검증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하이퍼네트워

크 H'의 성능 측정이 완료되면 한 번의 사이클이 완료

된다. 그리고 모델의 학습과정에서 제거된 수만큼의 하

이퍼에지를 2.2.1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다시 생성한

다. 이는 다음 학습 턴에서 제거된 만큼 다시 하이퍼에

지를 생성함으로써 하이퍼네트워크의 다양성을 유지하

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수

행하고 반복 수행이 종료되면 반복하는 동안 검증 분류 

성능이 가장 좋았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 집합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다.

그림 6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분류 및 성능 측정

3. 실수인자 데이터 모델링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3.1 기존 모델의 한계점

기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서는 하이퍼에지와 데이

터의 패턴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인자의 값이 동

일한지 비교한다. 인자 값들 간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이산화되었거나 범주 성격인 경우에

만 가능하고 실수 값을 인자로 갖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패턴 매칭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실수 인자 값을 갖

는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분류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등비교 기반의 패턴 매칭하는 부분이 개선

되어야 한다.

3.2 개선된 패턴 매칭 방법

그림 7 개선된 패턴 매칭 방법

실수 값이 동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연

구에서 하이퍼에지와 데이터 샘플 간 각 인자간의 유사

성 측정도구로서 거리를 기반으로 한 방법을 적용하였

다. 위 그림 7은 패턴 매칭하는 방법에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모든 인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기존의 패턴 매칭 부분을 대신하게 된다.

실수 데이터 기반 패턴 매칭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아

래 그림 8과 같다. 두 인자 값들 간의 distance를 산출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리계산 방법은 유클리드 거리

(Euclidean distance), Sigmoid 함수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

으로 두 값의 제곱 값을 측정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이러

한 동일한 인자 값들 간의 거리를 이용한 방법을 기하

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8). 첫 번째 인자

와 세 번째 인자로 구성된 차수가 2인 하이퍼에지와 m

차원 벡터 형태로 주어진 임의의 데이터 샘플을 패턴 

매칭을 실행한다고 가정하자. 먼저 하이퍼에지는 인자

1(d1)-인자3(d3)의 2차원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상의 한 점을 중심으로 각 축별로 

각 축에 해당하는 ‘인자의 평균거리 (Dist(Att1))*α*2’

크기의 2차원 영역이 형성된다. 이 때 m-차원 벡터 형

태의 데이터 샘플이 주어지면 이 데이터는 2차원 공간

그림 8 개선된 패턴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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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데이터의 구성

구분 인자 수 인자 형태 클래스 종류 샘플 수

WDBC 30 실수형 2 (양성/악성) 569 (357/212)

Sonar Rock vs. Mine 60 실수형 2 (바위/광산) 208 (104/104)

압타머 기반

질병 진단
142 실수형

8 (정상, 간암, 간염

간경화, 폐암, 심혈관1, 2, 3)

372

(55/92/42/37/30/34/32/50)

그림 9 하이퍼네트워크 패턴 매칭의 기하학적 의미

상으로 투영되는데 만약 영역 안으로 투영되면 하이퍼

에지와 데이터 샘플은 매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영역 밖으로 투영되는 경우에는 매치가 되지 않은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9에서 살펴보면 인자1(d1)과 

인자3(d3)은 매치되지 않고 인자2(d2)만 매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측정에서 적용된 파라미터 는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값에 따라 하이퍼

에지와 매치되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변동되므로 성

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파라미터 는 하이퍼에지의 차수와 밀접한 연관

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수가 높아지는 경우 패턴매치가 

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높은 차수의 하이퍼에지들은 매치되기가 어려워진다. 이 

때 값을 증가시키면 하이퍼에지가 매치될 확률을 높이

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차수의 하이퍼에지로 구

성된 하이퍼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3 성능 개선 메커니즘

본 연구에서는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성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된 진화연산과 부스팅의 두 가지 개념을 도입

하였다[6].

기존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에서는 한번 샘플링 된 

하이퍼에지의 구성은 변하지 않고 반복주기 마다 가중

치 값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은 처음 샘플링 될 때 결정된 모델 구성을 변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더 넓은 문제 공간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중치 값이 작

은 하이퍼에지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이퍼에지들을 생성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이퍼에지들에 대한 돌연변이를 

구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의 다

양성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서 부스팅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연구

와 마찬가지로 훈련 데이터 집합을 두 가지 종류로 구

분하였다. 즉 이전 반복 실행에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에 의해 옳게 분류된 데이터와 잘못 분류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고, 다음 반복 실행 시 하이퍼에지를 샘플

링할 때와 가중치를 산출할 때 잘못 분류한 데이터에 

가중치를 주어 분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데이터 및 전처리

제시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8]에서 제공하는 유방

암 데이터 WDBC (Breast Cancer Wisconsin Diag-

nostic Data Set)와 Sonar Rock vs. Mine 데이터, 그리

고 RNA 압타머(Aptamer)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기법을 이용한 질병 분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압타머는 

일종의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로서 SELEX(systematic

evolution of ligands by exponential enrichment)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SELEX 과정에 의해 

압타머는 특정 물질에 매우 높은 친화력을 갖게 생성되며 

이로 인해 목적물질의 존재여부 확인에 유용하게 활용되

고 있다[9]. 데이터의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그리고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하이

퍼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하여 이산화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와 새롭게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수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데이터 이산화를 

위한 전처리로서 Fayyad와 Irani가 제안한 이진화 방법

[10]을 사용하여 이산화를 실행하였으며, 실수 형태의 

데이터는 각 인자별 평균 정규화된 값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다른 기계학습 방법들과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제

시된 모델의 성능이 경쟁력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학습에 있어 중요 역할

을 하는 파라미터 와 하이퍼네트워크의 차수 간의 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파라미터가 학습 성능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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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계학습 방법별 분류 예측 결과. 하이퍼네트워크의 조건은 WDBC와 Sonar는 차수가 3 sampling rate은 10,

압타머는 차수가 12, sampling rate은 50으로 하였다.

구 분
실수형 

HyperNet

기존

HyperNet
SVM kNN Decision Tree Naive Bayes Bayesian Net.

조 건 . . 선형커널 k = 1 - - K2 / Parent=3

WDBC
평 균 95.7 % 91.9 % 96.3 % 94.4 % 92.1 % 93.1 % 94.1 %

표준편차 2.21 2.53 0.98 0.84 1.92 0.84 0.93

Sonar
평 균 87.0 % 84.5 % 82.6 % 87.1 % 70.6 % 68.3 % 73.2 %

표준편차 3.64 3.49 4.01 2.94 3.61 6.44 6.88

압타머
평 균 89.3 % 81.6 % 95.1 % 90.5 % 69.9 % 77.4 % 86.4 %

표준편차 3.09 4.41 1.28 1.75 5.4 3.94 4.39

그림 10 WDBC데이터에 대한 차수 증가에 따른 하이퍼네트워크 항목별 분류 성능 변화

4.2 결과 및 분석

아래의 표 2는 기존 하이퍼네트워크 모델, 개선된 하

이퍼네트워크 모델, Support Vector Machine(SVM),

k-Nearest Neighbor(kNN), Decision Tree(C4.5), Naive

Bayes, Bayesian Network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

한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류정확도는 데이터를 훈

련: 검증: 테스트 = 7: 1: 2로 분할한 후 10회 실행한 

후 테스트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

이다. 그리고 각각의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같은 차수

를 가진 에지들로만 구성되도록 모델링 하였고 50회 반

복 학습 한다. 다른 알고리즘들은 기계학습 공개 소프트

웨어인 Weka 3.6.1[11]을 이용했다.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 그대로 사용한 데

이터를 분석한 경우가 이진화를 수행한 경우보다 분류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다른 

기계학습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

여주었다.

그림 10은 WDBC데이터에 대하여 하이퍼에지의 차수

에 따른 모델의 분류 정확성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분석된 데이터의 경우 2개 인자의 조합으로 분석할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감도(sensitivity)가 감소하며, 이로 인

해 정확도(accuracy)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성 샘플은 상대적으로 고차 하이퍼네트워크에서 잘 분

류되고 악성 샘플은 상대적으로 저차 모델에서 잘 분류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성을 분류할 때 더 많은 인자

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악성은 중요한 소수의 인

자만 확인하면 판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3은 하이퍼네트워크 모델은 높은 분류 성

능과 함께 직관적으로 결과 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로 압타머 질병 진단 데이터에 대하여 하이퍼

에지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동시출현빈도 분석을 통해서 

간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정도가 높은 압타머들의 인덱

스목록이다. 표의 결과에서 발현된 정도는 하이퍼에지를 

구성하는 인자의 값을 데이터 전체의 인자의 샘플평균

값과 비교할 때 에지를 구성하는 인자 값이 더 큰 경우

에는 높게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발현된 것으로 판단한다. 하이퍼에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2번 인덱스를 갖는 압타머에 친화적인 물질은 

간 질환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압타머 구성 분석(identification)

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11은 Sonar Rock vs. Mine 데이터 분류

문제에 대한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파라미터 와 하이

퍼에지의 차수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11(a)는

표 3 간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 있는 압타머 추출 결과

질병 높게 발현된 압타머 낮게 발현된 압타머

간암 12, 31, 60, 73, 85, 89, 112 3, 34, 37, 103

간염 2, 3, 11, 17, 83, 103, 112 12, 73, 96, 101, 123

간경화 3, 22, 70, 107, 112 48, 60, 93, 13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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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파라미터 와 하이퍼네트워크 차수간의 관계 그래프

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 차수의 하이퍼에지로 구성된 

하이퍼네트워크와 높은 차수 하이퍼네트워크의 분류정

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차수의 하이퍼네트워크의 경우 값이 작으면 분류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이퍼

에지가 데이터와 매치되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져서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1(b)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값이 작은 경우(0.1)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분류 정확도가 감소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0.3)을 갖는 경우 분류정확도가 차수

가 증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하이퍼네트워크의 차수에 따라 적합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것이 분류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이 연구에서는 실수형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하이퍼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만 학습 가

능한 기존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기존 모델에 비해 성능이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기

계 학습 방법론들에 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향후과제로서 모델 학

습에 필요한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것과 학습 속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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