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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학습 방법을 이용한 비교  은 양의 샘  데이터에서 실 인 

네트워크 모델 추론을 한 효율 인 스코어링 척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 다. UPSM, CUPSM, 

DPSM,  BDe(Bayesian Dirichlet) 등을 각각 용시켜본 결과를 통해 어떤 방법이 가장 은 샘 의 

데이터, 특히 생물학  데이터에 합한지 알아보았다.  

 

1. 서론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가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는 여러 

이벤트 간의 련성을 악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한, 실세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에 해 쉽게 그 

계를 추론하고 표 할 수 있게 해 다.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추론하기 해 K2 같은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어 왔다. 주어진 데이터와 베이

지안 네트워크 간의 결합 확률 분포를 최 화하는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이들 알고리즘의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결합 확률 분포가 최 가 되는 그래  

구조를 찾기 해 후보 네트워크에 한 실제 네트

워크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을 평가 척도라고 부른

다. 서로 다른 평가 척도는 데이터 사  확률 분포

에 해 조 씩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게  

“본 연구는 과기부 뇌신경정보학사업으로터 부분 인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되며, 최종 으로 네트워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

러한 사  확률 분포의 가정과 스코어링은 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

라서 최 한 실제 추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와 가까

운 구조를 찾기 해서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효

율 인 스코어링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의 역은 생물

학 데이터, 특히 마이크로 어 이를 통해 얻어진 유

자 데이터에 한 것이다. 마이크로어 이

(Microarray) 기술은 기존의 분자생물학에서는 불가

능했던 엄청난 양의 유 자 분석을 실 할 수 있도

록 도와 다. 분석하고자 하는 샘 에 있는 유 자

들의 발  정도가 마이크로어 이 칩에 그 로 나타

나게 되고, 이미지 로세싱을 통해 칩에 나타난 유

자들의 발  정도를 그 로 수치 데이터로 표 할 

수 있다. 이 게 유 자들의 발  정보는 수치 으

로 나타나게 되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유 자들의 

특성이나 수많은 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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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이 최근의  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다. 그 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특정 세포에 

속한 수많은 유 자들이 서로 어떠한 상 계를 가

지고 발 되는지 나타내는 유 자 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마이크로어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는 기본 으

로 각각의 데이터에 해 그것이 어떠한 유 자에 

해당하는 것인지만 알 수 있고, 각 데이터간의 구체

인 계에 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처럼 데이터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서의 각 개

체(유 자) 간의 계 추론을 해 사용되는 방법이 

베이지안 근법(Bayesian Approach)이다. 이것은 

제약기반 근법(Constraint-based Approach)과 마

찬가지로 마르코  가정(Markov Assumption)을 기

반으로 한다. 하지만, 제약기반 근법이 범주형 정

보를 분석의 결과로 사용하는 반면, 베이지안 근

법은 데이터를 확률  추론을 해 사용한다[1].     

  

2.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베이지안 네트워크(Beyesian Network)는 

      로 나타낼 수 있는 확률 그래  모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이다[3]. 여기서,

    는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조를 

표 하는 DAG(directed acyclic graph)이다. 는 그

래 에서의 노드 집합을 나타내며, 은 간선 집합을 

나타낸다. 에 속하는 노드 에 해, 로의 직

인 링크가 있는 것을 부모노드라고 하며, 이를 

로 표기한다. 체 베이지안 네트워크(BN)에

는 개의 변수 ≤  ≤ 가 존재한다. 조건부

확률         는 의 부모노드

가 j 의 값을 가질 때, 가 의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낸다. 한편, 가 루트 노드일 경우에는 

가 의 marginal probability에 해당한다. 는 

모든 모수 의 집합을 나타낸다. 

2.1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

MLE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이터에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MLE의 단 은 그것이 특

정 데이터에만 오버피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은 양의 데이터에 해서만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하게 될 경우에 MLE 근법으로는 보다 실 인 

모델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모수 추정에 있어서 베이지안 

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다. 베이지안 

근법에서는 기존의 측정된 데이터에 기 사 분

포 P( )를 가정하여 모수 추정을 시행하기 때문에 

MLE의 문제 을 보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새로

운 데이터가 있을 때, 기존의 P( )와의 조합으로 사

 분포를 업데이트시켜가면서 기의 분포를 차 

실제 모델에 맞게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게 업데이트 된 분포를 사후분포 P( |D)라고 한다

[3].

P( |D) = 
 

여기에서 P(D)는 주변우도(marginal likelihood) 

라고 하며, 데이터에서 모든 가능한 모수들의 평균

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것은 정규화 상수

(Normalizing Constant)로, 와는 독립 이기 때문

에 네트워크 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반 하지 않는

다. 

사  분포 P( )는 경우에 따라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 는 디리클  사 분포(Dirichlet 

Prior)를 사용할 수 있다. 균등분포는 모든 경우의 

확률  분포가 동등하게 가정되는 것이며, 디리클  

분포의 경우 사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3].

P( ) = Dirichlet(  )～



      

의 식에서 사용되는 모수(Hyperparameter) 

는 각각의 ∈  에 응되는 것이다. 이는 실

험 데이터 D를 용하기 이 에 가상의 모수로 여

기는 것으로, 부모 노드     를 가지는   

가 있을 경우의 수(Pseudo Count)에 해당하는 것이

다.

디리클  사 분포는 역  모수 독립성(Global 

parameter independence)과 지역  모수 독립성

(Local parameter independence)을 만족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 두 가지 독립성이 모두 만족될 때, 사

분포 P( )가 모수 독립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처럼 P( )가 디리클  분포를 따른다면, 

사후분포 P( |D)는 Sufficient Statistics M[x,u]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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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효율 인 샘  크기를 나타내며, 

이것이 클수록 사 분포에 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반 로 D가 클수록 사 분포에 한 확신이 

다는 것을 나타낸다 .M[x,u]는 D에서 가 x의 

값을 가지고 가 u의 값을 가지는 경우의 수

를 나타낸다.   

 

2.2 구조 학습(Structure Learning)

  데이터의 실제 인 모델을 찾기 해 구조 학습에

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델을 선택하는 과

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 학습에 있어서의 방

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구조 학습을 CSP(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의 형태로 다루는 제약기반 근법(Constraint-Based 

Approach)이 있다. 이것은 데이터간의 상호 의존성

을 찾아내고자 하는 알고리즘으로 주로 통계학  가

설검증 방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방법은 구조 학습

을 최 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의 측면에서 

다루는 탐색과 스코어링에 기반한(Searching and 

Scoring-Based Approach) 방법이다. 여기서의 구조 

학습은 최 화의 문제로서 스코어를 최 로 하는 구

조 를 찾는 것이 문제이다. 이 알고리즘에서의 

스코어링은 각각의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해 얼

마나 합한 형태를 갖는지에 따라 높은 수를 부

여한다. 한편, 데이터의 크기가 큰 경우 이러한 상황

에서 쉽게 가장 최 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찾는 것

은 NP-Hard에 속하는 문제이다[5]. 따라서 스코어

링 척도는 각각의 노드에 해 분할된 구조를 가지

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스코어링 척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6]. 

2.2.1 Uniform Prior Score Metric(UPSM)

  네트워크의 사  분포는 균일하게 정의되며. 

UPSM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2 Conditional Uniform Prior Score Metric(CUPSM)

  조건부 균등분포가 사  확률로 가정되어 있다면, 

CUPSM은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게 된다. 이는 

Beta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가장 간단한 계산

과정을 가진다. 

   
 




 




 

  



×    
  

   

    

2.2.3 General Dirichlet Prior Score Metric(DPSM)

사  확률 분포를 디리클  분포로 가정할 때의 

스코어링 척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여기서 G는 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나타내며, 

는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나타낸다. 의 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체 네트워크의 스코어가 각각의 노

드와 련된(Family)부분에 한 스코어로 분할하여 

계산 가능한 것은 최 의 네트워크 모델을 찾는 데

데 있어서 매우 효율 이다. FamScore는 각각의 변

수 에 한 스코어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나타

낸다. 

   

 



 
∈ 

  
∈  

  


  

   

여기서 는 감마 함수를 나타내고,  , 
 



   를 만족한다. 

2.2.4 Bayesian Dirichlet equivalence(BDe)

의 경우에서 디리클  사  분포를 배제하고 

신 Likelihood equivalence 가정을 추가한 것이 BDe

스코어 이다. 여기서의 모수(Hyperparameter)는 

Equivalent Structure간의 스코어가 다르지 않도록 

하기 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De는 다른 메트

릭들과 다르게 샘 의 수를 결정하기 해 네트워크 

구조에 한 어느 정도의 사  지식을 필요로 한다. 

  ′′

한편, 선형 가우시안 변수들에 해서는 

BGe(Bayesian Gaussian equivalence) 스코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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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사  모수로는 normal-Wishart parameter

를 사용한다[4].  다변량 변수와 가우시안 변수가 동

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MAP 는 ML 모수를 사

용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스코어를 

사용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 해 본 논문에서는 다

루지 않는다.

3 . 척도의  비교    분석

에서 설명한 각각의 척도에 해 비교하기 하

여, 3개의 노드를 가지는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 6개

를 생성하 다. 이 의 하나는 실제 데이터를 표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이고, 나머지 다섯 개는 

실제 네크워크 구조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각

각의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 네트워크와 가장 가까

운 값을 갖는 나머지 네트워크에 한 평가를 진행

하 고, 그 비율을 다음 그래 와 같이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샘 의 개수는 300개이다.  

그림 2. 평가 척도 간의 실제 네트워크와의 평가 비율 비교

각각의 구조를 테스트한 결과 모든 평가 척도에서 

S3구조가 실제 네트워크와의 평가 수 비율이 1에 

가까운 비슷한 구조로 나타났다. 6개의 사용된 척도 

 BDe4, BDe10이 평가 척도를 사용한 것이 은 

샘 의 수에서도 가장 실제 네트워크에 가까운 구조

에 해 비교  높은 평가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방

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몇 가지 척도들을 마이크로 

어 이 데이터의 상 으로 은 샘 의 수를 고려

하여 비교해 보았다. 체 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다룬 척도를 기반으로 

가장 실제 네트워크에 가까운 모델을 찾아가는 탐색 

알고리즘이 추가 되어야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처럼 사용된 척도와 탐색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효

과 인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 생물학  데이터의 특성상 완 한 데이터란 존

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도 고려하여, 은닉 데이

터에 한 추정  추가 작업을 통해 보다 실 인 

형태로 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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