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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실세계의 문제에서 일반적인 패턴 분류 알고리즘들은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각각의 학습 예제에 균등한 중요도를 부여하는 기존의 기법들은 문제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셉트론에 기반한 부스팅 기법
을 제안한다. 부스팅 기법은 학습을 어렵게 하는 데이터에 집중하여 앙상블 머신을 구축하는 기법이
다. 부스팅 기법에서는 약학습기를 필요로 하는데 기존 퍼셉트론의 경우 문제에 따라 약학습기(weak
learner)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커널을 도입한 커널 퍼셉트론을 사용
하여 학습기의 표현 능력을 높였다. Reuters-21578 문서 집합을 대상으로 한 문서 여과 문제에서 부스
팅 기법은 다층신경망이나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인공 데이터 실험을
통하여 부스팅의 샘플링 경향을 분석하였다.

1. 서론
일반적인 패턴 분류 문제는 입력 벡터 x 에 대해 입력
공간(input space)상의 초평면(hyperplane)을 찾는

+ 1 if
f ( x) = 
 −1

w ⋅ φ ( x) > 0
otherwise

다음과 같은 이진 분류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
는 ‘+1’, 이나 ‘–1’ 두 클래스로 분류되고, 패턴 분류 알
고리의 목적은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w
를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두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수의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를 불균형
데이터(imbalanced data)문제라고 한다.
실세계의 많은 문제는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 해당한
다. 예를 들어 정보 검색의 한 분야인 정보 여과 문제는
전형적인 불균형 데이터 문제이다. 정보 여과 문제의 성
능 비교는 정보 검색에서 일반적인 다음 분할표를 이용
한다.

예
측

표 1 분할표
정답
+1
-1
+1
TP
FP
-1
FN
TN

즉, 패턴 분류의 결과를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의 4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 ‘+1’ 클래스의 경우 사용자의 관심사
에 속하는 정보, ‘-1’ 클래스의 경우 사용자의 관심밖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뉴스 기사 여과 시스템인 경
우, 뉴스 수집기에 입수되는 문서 중 사용자의 관심사에

속하는 뉴스는 전체 문서 집합 중 아주 적은 양일 것이
다. 이 경우, 모든 문서를 ‘-1’로 분류하는 시스템도 우수
한 정확도(accuracy)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 검색에
서는 주로 재현률(recall)/정확률(precision)을 통해서 성능
을 평가한다.
재현률 = TP/(TP+FN), 정확률 = TP/(TP+FP)
재현률은 ‘+1’ 클래스의 문서들 중 실제로 사용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확률은 사용자에게 제공된 문서 중 실제
로 ‘+1’에 속하는 문서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보 여과 문제처럼 불균형 데이터 문제는 ‘+1’ 클래
스의 데이터의 비율이 작은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본 논
문에서 불균형 데이터라 함은 이 경우를 가리킬 것이다.
불균형 데이터의 학습이 힘든 요인으로는 첫째, ‘-1’ 클래
스의 많은 데이터 중 노이즈 섞인 데이터가 학습을 방해
할 수 있다. 둘째, 문제를 기술하는 중요한 특징을 ‘+1’
클래스로부터 추출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퍼셉트
론 기반의 부스팅 기법을 통한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접
근해보고, 실험을 통하여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부스팅
의 우수성을 살펴 보았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들었다. 3 절에서는 퍼셉트론 부스
팅 기법을 소개하고, 4 절에서는 실험 및 결과를 보이고
결론을 맺는다.
2. 불균형 데이터 문제 접근법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4, 5, 12].
1.

‘+1’ 클래스의 데이터를 업샘플링(up-sampling)하
여 ‘-1’ 클래스와 데이터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

2.

3.

‘-1’ 클래스의 데이터중 일부를 제거하는 다운샘
플링(down-sampling)을 통해 ‘+1’ 클래스와의 비
율을 맞추는 방법
‘+1’ 클래스에 대한 에러 비용(error cost)을 ‘-1’
에 대한 에러 비용을 달리 하는 방법

방법 1, 2 는 샘플링을 통하여 클래스간의 균형을 맞추
는 방법이다. 방법 1 은 두 클래스의 학습 기회가 비슷하
도록 학습 알고리즘에게 ‘+1’의 클래스의 데이터의 학습
횟수를 더 부여하는 기법이다[7]. 방법 2 는 ‘-1’ 클래스를
대표하는 소수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클래스간 비율을 맞
추는 방법이다[6].
두 방법의 샘플링 전략에 따라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과 집중 샘플링(focused sampling)으로 세분할 수
있다. 랜덤 샘플링은 방법 1,2 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될
데이터의 샘플링을 임의로 하는 것이다. 집중 샘플링은
특정 전략을 통해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다. 한가지 방법
은 능동 학습(active learning) 기법이다[8]. [8]은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학습한 모델이 제일 큰 에러를 보이는 데이
터를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기법을 도입하였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 근처의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 3 은 ‘+1’ 클래스 데이터의 에러 비용을 ‘-1’ 클래
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학
습 알고리즘은 ‘+1’ 클래스의 에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하게 된다.

AdaBoost 는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0.5 이하의
에러율 조건을 만족시키는 약학습기(weak learner)로 앙상
블 머신(ensemble machine)을 구축시키는 부스팅 효과를
통해 강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10, 11]. 바이어
스/분산 딜레마(bias/variance dilemma)에 따르면 앙상블 머
신의 분산은 단독 머신의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
AdaBoost 는 바이어스와 분산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작용
을 한다[10].
AdaBoost 는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유지한다. 현 단계
에서 학습된 약학습기는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
를 구하고 에러를 바탕으로 약학습기의 앙상블 가중치를
계산한다. 낮은 에러를 보이는 약학습기는 높은 가중치
를 받는다. 또한 약학습기가 잘못 분류한 데이터는 확률
을 높이고, 옳게 분류한 데이터는 확률을 낮춘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통해 학습 데
이터를 재구성한다.
그림 1 은 AdaBoost 에 기반한 퍼셉트론 부스팅 알고
리즘이다.
3.1 커널 퍼셉트론
Rosenblatt 의 퍼셉트론 수렴 증명은 기계학습 분야의
신기원을 열어주었다. 퍼셉트론의 가중치 갱신 알고리즘
은

w k +1 = w k + η (k ) yi x i

D1(i) = 1/N;
t=1,…,T 에 대해 다음 루프를 반복
• 분포 Dt 에 따라 N 개의 학습 데이터 생성
• 학습 데이터에 대한 퍼셉트론 NNt 학습
• 약학습 모델 ht: X→ sgn(NNt(X))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

εt =

∑D

에러

i

ht (x i ) ≠ yi

αt =

1 1− εt
ln(
)
2
εt

가중치

• 분포 Dt 를 갱신

Dt +1 (i ) =

Dt (i ) e −α t ,
×  +α
Zt
e t ,

if

ht ( x i ) = yi

if

ht (x i ) ≠ yi

 T

α t ht (x ) 


 t =1


출력: H ( x ) = sgn 

∑

그림 1 퍼셉트론 부스팅 알고리즘
이다(primal form). 그런데, 최종 학습 가중치는 다음처럼
l

w = ∑ yiα i x i
i =1

3. 퍼셉트론 부스팅

if yi (w k ⋅ x i ) ≤ 0

입력:
입력 (x1, y1),…,(xN, yN), yi={–1,+1}

then

데이터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퍼셉트론의 학습
알고리즘을

if yi (w k ⋅ x i ) ≤ 0

then

α i = α i + η (k )
과 같이 데이터의 가중치 변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dual
form). 이 때, 학습된 퍼셉트론은 다음과 같이
l

f ( x) = w ⋅ x = ∑ yiα i ( x i ⋅ x)
i =1

처럼 데이터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퍼셉트론의 식
이 학습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αi 와 데이터와 x 의 내적
으로 표현되므로 자연스럽게 커널 함수로의 확장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l

f ( x) = w ⋅ x = ∑ yiα i K ( x i ⋅ x)
i =1

의 커널 퍼셉트론을 얻을 수 있다. 커널 퍼셉트론은
Support Vector Machine (SVMs)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1, 2,
3, 9]. 퍼셉트론을 약학습기로 사용하기에 곤란한 문제의
경우 예를 들어 커널 퍼셉트론을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
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커널 함수는

K (x i ⋅ x) = (1 + x i ⋅ x) d
의 다항식 커널로서, d 는 차수를 의미하며 d = 1 인 (정상
퍼셉트론)과 d = 3 인 커널 퍼셉트론을 사용하였다.
4. 실험
4.1 Reuters-21578 문서 여과

문서 분류에서 널리 쓰이는 Reuters-21578 문서 집합
중 3 가지 토픽에 대해 문서 여과 실험을 하였다. 3 토픽
의 데이터 구성비(‘+1’ 클래스/‘-1’ 클래스)를 표 2 에 보였
다.
표 2
earn
grain
crude

‘+1’데이터
train
32.4%
4.7%
4.2%

비율
test
34.6%
4.2%
5.2%

이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를 표 3 에 보인다.
표 3
F1
MLP
KPB
Naïve

F1 (재현률/정확률 채산점)
earn
crude
grain
59.41
80.59
97.80
97.65
86.43
85.62
97.70
57.72
77.46

MLP 는 다층 퍼셉트론(은닉 뉴런수는 30), KPB 는 커
널 퍼셉트론 부스팅(d = 1), Naïve 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
기를 의미한다.
4.2. 인공 데이터(banana)
데이터
부스팅 기법의 결정 경계와 샘플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banana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전체 502
개의 데이터를 생성한 후, ‘+1’ 클래스의 비율이 90%,
70%, 30%, 10% 되도록 다시 샘플링하였다. 이렇게 생성
된 데이터 집합을 80%를 학습 데이터로 나머지를 테스
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결과를 그림 2 에 보였다.

(a)

(b)

(c)
(d)
그림 2 결정 경계 및 샘플링 효과
그림 2 에서 ‘*’는 ‘+1’, ‘.’는 ‘-1’의 클래스이며, 동그
라미는 부스팅 회수 T 의 1.5 배 이상 샘플링 된 데이터
를 의미한다.

4.3. 실험 결과
그림 1 의 문서 여과 문제에서 ‘earn’ 같은 균형 데이
터에 대해서는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간의 성능차가 거
의 없지만, ‘crude’의 경우 부스팅 기법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를 보면 부스팅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두 클래스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비율이 거
의 같고, 이들은 결정 경계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부스팅이 결정 경계 근처의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불균형 데이터 문제를 위한 커널 퍼셉트
론 부스팅 기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퍼셉트론이 약학습
기로 부족한 경우 커널 퍼셉트론을 사용하는 방법을 도
입하였다. 실세계 문제에서 부스팅 기법은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였으며, 부스팅은 결정 경계 근처의 데이터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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