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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지도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Naive Bayesian (NB) 알고리즘의 데이터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속성에 Weight를 부여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Decision Tree(DT) 알고리즘의 깊이를 이용하여 Weigth

를 부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DT를 구축하는데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나 자원 제한적인 환경에

서의 적용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DT를 구축하는 

Very Fast Decision Tree (VFDT) 알고리즘 기반의 Weight 부여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적은 오버헤드로 NB의 정확도를 향상 

시킨다. 

키워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데이터 분류(Data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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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기존에 이론적으로만 제시되어왔

던 기계 학습 알고리즘들이 실제 환경에서 구현 가능해지며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NB는 기계학습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알고리즘으로, 계산이 복잡하기 않으면서 적절한 데이터 분류 정확도

를 보여주기 때문에 IoT 디바이스 등 자원제한적인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B의 정확도는 타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의 속성마다 Weight를 부여하여 

노이즈 데이터의 영향을 줄이는 많은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중 한 

방법으로 DT의 데이터 속성에 대한 트리 내부 깊이를 기반으로 

NB의 Weight를 결정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1]. 그러나 DT를 구축

하는 데는 큰 시공간적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제한적인 

환경에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하는 정보량을 가지는 

데이터만으로 신속하게 DT를 구축하는 VFD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B의 데이터 속성에 대한 Weight를 부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Very Fast Decision Tree (VFDT)

VFDT는 Hoeffding Bound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특정 

정보량에 도달하면 DT를 구축하는 기법으로, 다중 속성을 가지는 

데이터의 Hoeffding Bound ε는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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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VFDT는 데이터 셋에서 데이터를 읽어옴과 동시에 각 속성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정보량을 가지는 속성 G1과 G2를 실시간으로 

추출한다. G1, G2에 대하여 각 정보량의 차가 Hoeffding Bound를 

초과하면 현재 읽어온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DT를 구축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DT보다 신고하게 합리적인 정확도로 DT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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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VFDT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NB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류를 하고자 할 때, 데이터 셋을 순서대로 

읽어오게 된다. 이 때 VFD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각 속성에 대한 

정보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가장 높은 정보량을 가지는 속성 

G1과 G2에 대하여 각 정보량의 차가 Hoeffding Bound를 초과하면 

현재 읽어온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DT를 구축한다. DT를 구축한 

후 각 데이터 속성에 대하여 트리의 깊이를 추출한다. 트리의 깊이는 

Root 노드로부터 분기점이 되는 속성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DT의 특성상 정보량이 적은, 즉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일수록 깊이가 크게 나타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트리의 깊이에 따라 데이터 속성의 Weight가 결정되는데, 이는 아래의 

식과 같다.

 



위 과정을 통하여 Weight가 결정되고 난 후, 데이터 분류는 NB를 

이용하여 실시하는데, 먼저 기본 NB의 분류를 위한 확률식은 데이터 

값 X = {x1,x2,...,xn} 이고, 데이터 분류결과 라벨은 C = {C1,C2,...,Cn} 

일 때, 아래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NB를 통한 데이터 분류를 할 때, 

분류에 정확도를 떨어트리는 노이즈 데이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속성마다 Weight를 부여한다. 속성 A={A1,A2,...,An}에 대하여 

Weight를 부여한 확률식은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한 최종적인 데이터 분류는 각 결과 라벨에 대한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라벨로 이루어진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NB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VFDT의 데이터 속성에 대한 깊이를 이용하여 Weight를 부여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DT를 이용한 Weight 

부여 기법보다 시공간적 오버헤드가 적고, 합리적인 데이터 분류 

정확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기법을 

자원제한적인 환경에서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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