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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류표시 데이터를 이용하는 분류 기반 Co-training 방법
(A Co-training Method based on Classification Using Unlabeled Data)

요 약
생물 정보학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적은 수의 분류표시된 데이
터(labeled data)와 많은 수의 비분류표시된 데이터(unlabeled data)가 있을 수 있다. 분류
표시된 자료는 사람의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얻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분류
표시된 자료는 별 어려움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때 비분류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자
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 co-training 알고리즘이다. 이 방법
은 적은 수의 분류표시된 자료에서 두 가지 뷰(view)로 각 분류자를 학습한다. 그리고 각
분류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비분류표시된 자료에서 가장 만족할만한 예측자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훈련 데이터 셋에서 실험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각 뷰에서 새로
운 분류자가 학습되어 분류표시된 자료의 수가 증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분류표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co-training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두 가지 분류자와 WebKB 및 BIND XML의 2가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
였다. 실험 결과로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co-training 방법이 분류표시된 자료의 수가 매우
적을 때 분류정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키워드 : co-training, 분류 알고리즘, 반교사 학습, 반구조화된 데이터
ABSTRACT
In many practical learning problems including bioinformatics area, there is a small
amount of labeled data along with a large pool of unlabeled data. Labeled
examples are fairly expensive to obtain because they require human efforts. In
contrast, unlabeled examples can be inexpensively gathered without an expert. A
common method with unlabeled data for data classification and analysis is
co-training. This method uses a small set of labeled examples to learn a classifier
in two views. Then each classifier is applied to all unlabeled examples, and
co-training detects the examples on which each classifier makes the most confident
predictions. After some iterations, new classifiers are learned in training data and
the number of labeled examples is increa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co-training strategy using unlabeled data. And
we evaluate our method with two classifiers and two experimental data: WebKB and
BIND XML data. Our experimentation shows that the proposed co-training technique
effectively improve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hen the number of labeled
examples are very small.
keyword : co-training, classification algorithm, semi-supervised learning,
semi-struct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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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M(Direct Mail) 반응 여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목표 시장을 찾는 문제 등
과 같이,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 변수(target value)가 있는 데이터 마이닝 과정이나 학습과
정을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예측 대상이 되는 목적변수가 없는 경우
를 비교사학습(unsupervised learning)이라 한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우리가 탐사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정보의 종류, 적용할 탐사 기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생물 정보학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데이터(bio data)들로부터 유용한 정보
를 얻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된 관련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데
이터의 형식에 대한 연구와 그에 적합한 적용 알고리즘들이 필요하다. 더구나 생물 정보학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의 대부분이 반구조화된 데이터(semi-structured data)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찾고 이를 적용하여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알려진 정보의 양
이 적을 때 데이터를 분석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
의 실험에서 생물학적 데이터 구조인 반구조화된 데이터 구조 형식의 예로 XML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반교사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인 co-training
방법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텍스트 분석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
던 반교사학습 방법이 바이오 데이터의 분석방법에도 역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제시하는 새로운 co-training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현재까지의 반교사학습에 대한
연구와 그 실험에 이용된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3절에서는 기존 반교사학습 방법
의 기반이 되는 co-training 알고리즘과 새롭게 제안한 co-training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 절차를 보이고, 교사학습 방법과 기존의
co-training 방법 각각에 대하여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평가하며,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분석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분
석방법과 적용분야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반교사학습 방법과 바이오 데이터 구조와 유사
한 구조인 반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반교사학습
비분류표시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텍스트 분류에 있어서 적은 수의 분류표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분석 에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교사학
습의 대부분의 계산적 모델들은 분류표시된 자료들만을 고려하고 비분류표시된 자료의 역할
은 무시한다[13]. 하지만 요즈음 데이터의 양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비분류표시된 데이터에
도 유용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자하는 노력이 진
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교사학습 방법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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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사학습 방법의 주요 아이디어는 바로 이러한 비분류표시된 자료와 분류표시된 자료
를 함께 이용하여 분류자(classifier)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류표시된 자료가 전
혀 알려지지 않다면 이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분류표시된 자
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는 분류(classification) 문제가 된다. 실제로 의료진단(medical
diagnosis), 웹 탐색(web search), 약품 설계(drug design), 데이터베이스 마케팅(database
marketing) 등의 여러 분야에서 비분류표시된 자료를 다루지만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데에
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반교사학습 알고리즘들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
대 후반부터 Tom Mitchell의 co-training 알고리즘[1][13]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알고리
즘들이

등장하였다.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7][8][9]에서는

EM(Expectation

Maximization) 방식을 반교사학습에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소수의 분류표시된 자료에서 한
개의 뷰(view)를 이용하여 분류자를 만든 후, 다수의 비분류표시된 자료에 분류표시된 자료
에서 만들어진 분류자와 확률이론을 적용하여 자료의 분포를 만들고 가장 그럴듯한 가정을
찾는 방법으로서, 마치 자료를 클러스터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4]에서 제시하는
co-testing 알고리즘은 비분류표시된 자료에서 가장 높게 분류표시된 자료의 정보를 가진
자료를 찾고 이를 분류표시할 때 사용자에게 분류표시를 할 것인가를 쿼리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2년 후 같은 팀에서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과 반교사학습
알고리즘인 co-testing과 co-EM을 결합하여 분석할 때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co-testing의 쿼리와 비분류표시된 자료를 무조건 분류표시 자료로 분류하지 않고 확
률적 이론을 적용하는 co-EM의 장점을 결합한 Co-EMT[5]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밖
에도 co-training 방법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방법과[2] SVM(Support Vector Machine)
을 적용한 방법[10], 웹 페이지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추출할 때에 랩퍼 유도(wrapper
induction) 규칙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6][10],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 셋에 반
교사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2 반구조화된 데이터
최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연구는 불규칙하고 자주 변화하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면
서 반구조화된 데이터까지 확장되고 있다.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정의하면 처리
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도 아니면서, 정형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
다. 즉, 데이터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전예고 없이 변화 가능한 데이터이다.
반구조화된 데이터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4].
① 비정규적(irregular)인 구조를 가진다.
② 함축적(implicit)인 구조를 가진다.
③ 부분적(partial)인 구조를 가진다.
④ 스키마가 매우 크고 빠르게 변한다.
⑤ 다양한 데이터 요소를 가진다.
⑥ 스키마와 데이터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다.
우리 주변에서 반구조화된 데이터들의 예로는 웹, XML, 지놈(genome), CAD 및 과학
계산 데이터들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데이터의 여러 가지 구조와 비슷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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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경로 데이터베이스의 XML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XML 데이터 역시 반구조화된 데이터로서 마크업이 있는 요소의 내용을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둘러쌓은 형식을 가진다[3].
본 논문에서 적용한 방법은 반교사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존의 co-training과는 다르게
분류자를 만드는데 나이브 베이지(Naive Bayes)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분류표시된 자료와
비분류표시된 자료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규칙을 생성하고 이를 XML 데이터에 적용
하여 실험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풀어야 할 문제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변화하는 규칙을 발
견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변화하는 규칙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co-training 알고리즘과 기존의 co-training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3.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의 실험 목적은 반구조화된 성격의 바이오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규칙을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밝히고, 비분류표시된 데이터에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류
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반교사학습 방법으로 반교사학습의 기반이 되고 있
는 co-trai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3.1 Co-training 알고리즘
아래 (그림 1)은 [1][13]에서 제시하는 co-training 알고리즘이다.

전제 :
- 훈련(training) 데이터 셋에서 분류표시된 데이터를 L
- 비분류표시된 데이터를 U
- U에서 랜덤하게 u개의 데이터 샘플을 선택하여 U' 생성

k번 반복 실행 :
- 전체 데이터 x를 2가지 뷰로 나누어 x1, x2로 분류
- 분류표시된 데이터 x1에서 분류자 h1을 훈련
- 분류표시된 데이터 x2에서 분류자 h2를 훈련
- 비분류표시된 U' 에서 p positive와 n negative 데이터 셋을 h1을 이용하여 분류표시
- 비분류표시된 U' 에서 p positive와 n negative 데이터 셋을 h2를 이용하여 분류표시
- 분류표시된 데이터 셋 L로 위의 것을 더함
- U에서 U' 를 만들기 위하여 랜덤하게 2p+2n 데이터 셋을 선택
(그림 1) Co-training 알고리즘
Co-training 알고리즘은 비분류표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텍스트 분석에 기반이 되는 알고
리즘으로 여러 적용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다. [1][13]의 실험에서는 이를 웹페이
지 분류에 적용하였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분
류표시된 웹페이지 자료와 많은 수의 비분류표시된 웹페이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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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확성을 가지는 분석 기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존의 co-training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co-training 방법을 비교한 실험 결
과는 4장에 기술한다.
3.2 분류 알고리즘으로 특징 뷰(feature view) 생성
Co-training의 아이디어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반구조화된 데이터 즉, XML에서
특징 뷰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까지 co-training을 응용하고 적용한 알
고리즘들은 클러스터링 방법이나 통계적인 방법 혹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패턴을 발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반구조화된 데이터 안에는 일정한 여러
가지 패턴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한 분류 알고리즘을 co-training 방법에 적
용하였다.
실험

XML

데이터로는

생체정보경로(biopathway)

데이터베이스인

1)

BIND(The

Biomolecular Interaction Network Databas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학적 요소들
(chemical compounds)과 반응(reaction)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웍 모델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XML 데이터 내에서 특징 뷰를 갖는 분류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co-training 방
법과 같이 두 가지 다른 뷰로 데이터를 나누었다. 즉, XML 문서 구조는 태그와 요소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태그와 요소내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뷰에서 분류 알고리즘인
C5.0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co-training 방법에서 적용한 웹페이지 분류에서는 문서를 나누
는 2가지 뷰로서 요소내용과 웹페이지를 가리키는 하이퍼링크(hyperlink)로 나누었다. 왜냐
하면 웹페이지는 HTML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태그는 사용되는 규칙이 정해져 있지
만 요소내용을 보충할만한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다. 즉, HTML의 태그는 문서의 구조를
규정하는 것과 태그의 요소내용의 표현을 지정하는 역할만을 하고 요소명의 대소문자 구분
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XML 문서에서의 태그는 요소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변화할 수 있는 규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소문자도 구분한다.
분류표시된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위에서 선택된 각 뷰를 이용하여 분류 알고
리즘을 적용하고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BIND XML 문서를 태그 데이터와 요소내용 데이터로 나눈다.
(2) 태그 데이터는 그 자체가 특징을 갖는 데이터이므로 “<”와 “/>”만 제거한 후 태그 데이
터의 빈도수만을 가지고 분류 알고리즘인 C5.0을 적용한다.
(3) 요소내용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이므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우선 텍스트내의 관
사, 동사, 전치사 등과 같은 정지-리스트(stop-list)를 적용하여 제거하고, 단어에서 어
근만을 추출하는 스테밍(porter stemm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분류 알고리즘인
C5.0을 적용한다.
(4) (2)와 (3)에서 각각의 규칙을 발견하고 이 규칙이 바로 특징 뷰로 비분류표시된 데이터
를 구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처음 분류자로 만들어지며 이것을 훈련시킨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분류자를 가지고 비분류표시 데이터에
서 분류표시된 데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co-training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1)

http://www.bin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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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류방법을 적용한 co-training 알고리즘
제안하는 co-training 방법은 2가지 뷰에 의해 분류된 것을 각각 태그에 의한 분류자와
요소내용에 의한 분류자로 구분하고, co-training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진행시킨다.
(1) 분류표시된 데이터에서 2가지 뷰로 훈련데이터 셋을 나누고 이를 각각 태그 분류자와
요소내용 분류자로 나눈다.
(2) 비분류표시된 데이터 집합에서 분류표시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뷰에서 분류
알고리즘인 C5.0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류표시된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태그 분
류자를 사용하여 처음의 루트(root) 분류규칙으로 분류와 비분류 데이터로 구분하고, 분
류표시된 데이터로 선택 가능한 데이터 셋과 아닌 데이터 셋으로 비분류 표시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
(3) 단계(2)와 유사하게 구분되어진 데이터 셋에 처음의 분류표시된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태그 분류자와 요소내용 분류자를 적용하여 데이터 셋을 분류표시한다.
(4) 위의 단계 (2)-(3)의 분류표시된 데이터 셋에서 새롭게 각각의 분류자들을 생성한다.
(5) 비분류표시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분류표시된 데이터로 만들어질 때까지 단계 (2)에서
(4)를 반복한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표기는 (그림 2)에서 설명하고, (그림 3)은 위의 단계를 알고리즘으
로 표현한 것이다.

V1, V2 : 각각의 두가지 뷰
A

: 분류 알고리즘

h1, h2 : 뷰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분류자
L

: 분류표시된 데이터

U

: 비분류표시된 데이터

k

: 반복 실행수

Ci

: 비분류표시된 데이터의 부분집합

E1, E2 : 비분류표시된 데이터에서 분류표시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집합
(그림 2) 표기

다음을 k 번 반복 실행
1. A, V1(L), V2(L) 이용하여 분류자 h1과 h2를 만든다.
2. U의 클래스 Ci (Ci⊂U )에 대해서,
2.1 h1과 h2를 이용하여 Ci에서 가장 만족할만한 예측값들을 만들고 이를 각각

E1, E2라 한다.
2.2 U에서 E1과 E2를 제거하고 각각 h1과 h2로 분류표시하여 L에 더한다.
2.3 위의 결과 U = U - Ci, L = L + Ci 로 U와 L을 수정한다.
3. h1과 h2의 예측자들을 결정하고, 이를 결합한다.
(그림 3)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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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데이터 및 결과
새로운 co-training 방법은 두 가지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
째 데이터는 기존의 co-training 방법에서 실험한 데이터인 WebKB 데이터로써 본 논문의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리고 두 번째 데이터로는 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생체정보경로 BIND XML 문서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이 모든 실험의 프로그램 실행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2000에서 비쥬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닷넷(.NET)
도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류 알고리즘은 SPSS사의 클레멘타인 5.2.1 버젼에서 C5.0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 절들에서 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
험 결과를 보인다.
4.1 WebKB 데이터
이 데이터 셋은 1997년 CMU(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WebKB 프로젝트에 이
용된 데이터로서 다양한 대학의 컴퓨터학과의 웹페이지를 포함한다. 전체 1,051개의 웹페이
지를 수작업으로 분류하여 교과과정(course: 230개) 페이지와 비교과과정(non-course:
2)

821개) 페이지로 구분하였다.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두개의 디렉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웹
페이지의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인 풀텍스트(fulltext) 디렉토리와 그 페이지
를 가리키는 하이퍼링크 텍스트 파일인 링크(inlink) 디렉토리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각
두개의 디렉토리에는 4개 대학을 5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놓았다. 데이터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4개 대학의 홈페이지

: Cornell, Washington, Wisconsin, Texas

: course, department, faculty, project,
컴퓨터학과 홈페이지

staff, student

풀텍스트(fulltext)

교과과정

링크(inlink)

비교과과정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그림 4) WebKB 전체 데이터 구성도
[1], [13]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1,051개의 데이터 중에서 약 25%인 263개 데
이터 셋을 테스트 데이터로 하였고, 처음 12개 데이터 셋을 분류표시된 셋으로 하여 실험하
였다.
2)

http://www-2.cs.cmu.edu/afs/cs.cmu.edu/project/theo-51/www/co-trainin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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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training과 제안된 co-training의 웹페이지 분류 에러율 비교(%)
교사학습

co-training

New co-training

웹페이지 분류자

12.9

6.2

5.3

하이퍼링크 분류자

12.4

11.6

9.3

결합 분류자

11.1

5.0

1.0

<표 1>은 교과과정 홈페이지를 기존의 co-training 방법과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co-training 방법으로 웹페이지를 분류하여 에러율을 비교한 표이다. 웹페이지 기반 분류자
와 하이퍼링크 분류자 모두 기존의 교사학습과 co-training 방법보다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
한 새로운 co-training 방법이 작은 에러율을 보인다. 또한 이 둘을 결합한 분류자를 적용
한 에러율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기존의
co-training 알고리즘에 적용한 WebKB 데이터는 정지 리스트와 스태밍 알고리즘을 적용하
지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고 분류
알고리즘 자체가 규칙을 발견해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co-training 방법의 에러율을 살펴보면 하이퍼링크기반 분류자 에러율(
11.6%)이 웹페이지기반 분류자 에러율(6.2%)보다 높다. 그 이유는 WebKB 데이터에서 하
이퍼링크기반 분류자가 웹페이지기반 분류자보다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데
이터 값들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두 가지 뷰로 데이터 셋을 나누어서 이 두가지 뷰로 인한
분류자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교사학습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지만, 만약 뷰를 둘로 나누었을 때 현저히 낮은 데이터 값을 가질 경우 동등한 다중 뷰
(multi-view)를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4.2 XML 데이터
새로운 co-training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한 다른 하나의 실험 데이터로서, 바이오 데이
터의 여러 가지 구조와 비슷한 반구조화된 데이터로 생체정보경로 BIND XML 문서 중에서
총 1,000개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BIND XML 문서는 3가지 다른 XML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0개만을 분류표시 데이터로, 나머지를 비분류표시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BIND는 상호작용(interactions), 복합체(complexes), 경로(pathways)의 세 가지 XML 문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문서에서 분류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복합체 XML 문
서를 목적함수(target function)로 하여 복합구성 XML 문서를 긍정(positive) 값으로 하고,
나머지 상호작용과 경로 XML 문서는 부정(negative) 값으로 하여 긍정과 부정 값을 정확
히 찾아내는지 조사하였다.
각 실험에서는 우선 전체 1,000개의 문서 중에서 21.4%인 214개의 문서를 테스트 셋으
로 두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셋은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 알고리즘으로
실험하였다.
<표 2> 5번 반복 후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과 교사학습의 에러율(%)
요소내용기반 분류자

태그기반 분류자

결합 분류자

교사학습

7.5

11.7

6.0

New co-training

3.7

4.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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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위 10% 제거후 변화 에러율(%)
요소내용기반 분류자

태그기반 분류자

결합 분류자

4.2

8.4

2.8

New co-training

<표 2>는 각 행별 분류자를 교사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표시된 데이터 셋에 적용
한 다음 이를 다시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경우의 에러율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co-training 실험결과의 비교표이다. 이 표에서 보면 교사학습보다 제안한 co-training 알
고리즘이 요소내용기반 분류자와 태그기반 분류자의 두 가지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
고, 결합 분류자에 의해서는 100%의 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분류 알고리즘의 정확성에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단어의 빈도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여러 번 분
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셋의 상위 10%에서 발견되는 규칙을 제거한 다음에 제거
된 데이터 내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co-training 방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가
<표 3>인데 이 또한 교사학습보다 에러율이 작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주 나타나는 단
어의 빈도수에 의하여 우연히 만들어지는 규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물정보학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서열(sequence) 데이터와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데이터 등과 같은 값들이 반구조적
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분류표시된 데이터의 정보도 많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적절
한 분류 및 분석 방법으로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데이터를 좀 더 정확히
분류할 수 있고 분석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생물정보학 등 많은 응용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는 적은 수의 분류표시
된 데이터와 많은 수의 비분류표시된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다. 분류표시된 자료들은 사람
이 직접 분류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비분류표시된 자료들은 그 반대로 인터
넷 등을 통해서 값싸고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자료가 많아도 그 자체로는 학습을 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규 교사학습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수
의 분류표시된 자료와 다수의 비분류표시된 자료를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것인가 하는 기법
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co-training 알고리즘의 아이디
어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존의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또한 이 방법을
바이오 데이터의 구조와 비슷한 반구조화된 데이터 분석에도 적용해 보았다. 논문에서 제안
한 알고리즘과 기존의 co-training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하여 웹데이터인 WebKB와 그
실험값을 비교하였고, 또한 반구조화된 XML 데이터에서도 새로운 co-training 알고리즘이
좋은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
은 생체정보경로 XML 문서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서 간 비교 분류
를 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변수를 조절하고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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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번의 분류정확도 반복실험
(그림 5)의 y축 값은 5번의 반복실험 결과 생체정보경로 XML 문서를 찾는 정확도 비율
을 나타낸다. 생체정보경로 XML 문서를 분류하는 데는 분류자 요소내용이 태그보다
co-training 수행에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요소내용이 태그보다
문서마다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생체정보경로 XML 태그 특성상 목적 함
수에 적절한 정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분류자를 찾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
사학습에 비해서 더 나은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한 co-training 알
고리즘의 반복실행으로 XML 문서 즉, 반구조화된 성격의 데이터 값을 갖는 경우에서도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체정보경로 XML 문서 실험을 통하여 앞으로 바이오 데이
터 분석을 위한 여러 응용 문제에서 반교사학습 방법이 바이오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알고
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은 제한된 XML 문서 즉, 한 가지 데이터 셋과 한 개의 목적 함수를 가지고 실험
하였다. 그리고 실험 데이터 값을 XML 문서로 하였기 때문에 분류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
서 한정된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생체정보경로의 XML 문서구조와 문서 안에
서 자주 나타나는 단어의 패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이 두 가지 뷰로
데이터를 나누어 분류하고 데이터 내에서 규칙을 발견하여 반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바이오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중요한 사항은 분류 알고리즘과 반교사학습 방법의 결합으로서 분류표시된
데이터가 많지 않을 경우에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류자를 만들고, 데이터 내에서 규
칙을 생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비분류표시된 데이터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바이오 데이터
를 분석할 때 분류표시된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다면 비분류표시된 문서를 추가적으로 사용
했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문서 분류의 정확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반교사학습 알
고리즘 적용은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류자를 선택할 때 데이터에
따른 다양한 뷰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새로운 적용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다양한 바
이오 데이터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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