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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분형자료의 분류에서 자료의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경우 "계급 불균형"(Prati 

2009)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료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변형시

키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분형자료의 분류문

제에서 불균형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 중 표본 재추출 방법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해 자료에서 희소계급의 탐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재추출 방법은 총 20가지이며 오버샘플링, CNN기반 언더샘플

링,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혼합방법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 표본 재추

출 방법을 비교하기위해 분류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Supoort Vector Machine,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사용하였다. 4번의 모의실험과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방법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모의실험은 불균형 정도를 결정하고 독

립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눌 수 없는 수식을 설정하고, 양 끝값에 오차를 두고 종

속변수를 만들었다. 두 번째 모의실험은 첫 번째 모의실험과 동일한 상황에 한쪽 끝

에만 오차를 두고 종속변수로 만들었다. 세 번째 모의실험은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에 

한쪽 끝값에 오차를 두고 종속변수를 만들었다. 네 번째 모의실험은 세 번째 모의실

험과 동일한 상황에 오차를 적게 하여 종속변수를 만들었다.

  분석결과, 가장 많은 모의실험과 자료분석에서 정확도가 0.5 이상이면서 민감도가 

높았던 표본 재추출 방법은 Random Under Sampling(RUS)였다. 그 다음으로 민감도가 

높았던 방법은 오버샘플링 ADASYN이었다. 이를 통해 RUS방법이 희소계급값을 찾기 위

한 방안으로는 적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발된 오버샘플링 방법들이 언

더샘플링 방법들 보다 민감도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임의로 

표본을 뽑는 RUS 방법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1)

핵심 되는 말 : 불균형 학습(imbalanced-learn), 불균형 자료, 표본 재추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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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분형자료의 분류 및 예측을 위한 많은 모형이 있다. 분류문제에서 자료의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경우 분류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계급 불균형"(Prati 2009)문제가 있

다. 실제 상황에서는 계급간의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

표적인 예로 의료 분야에서 희귀질병의 환자찾기, 신용사기 탐지 등이 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들을 비교하고 쉽게 적용하기 위한 논

문이다.

  계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분류모형을 불균형 자료를 예측하기 유리

한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만드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학습시키는 자료를 

변형시켜 균형을 맞춘 다음 모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이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을 기본으로 한다(He, H. 2009). 학습 자료를 변형시키는 것

은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이미 알려진 모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료를 변형시키는 방

법에 대해 연구한다. 실제로 자료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더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Haixiang. 2017). 원 자료를 이용해 새로운 학습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원 자료

의 값을 없애거나 가상의 값을 만드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이를 표본재추출 방법이라 

한다.

  분류문제에서 목표변수의 계급이 2개인 분류문제가 가장 간단하고 많은 방법이 개

발되어 있다. 표본재추출 방법의 연구도 가장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방법들이 

기발되어 있다. 따라서 불균형 정도가 큰 이분형자료의 분류문제에 대해 연구해보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민감도(Sensitivity)를 중심으로 해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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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파이썬 패키지인 imblearn으로 구현되어있는 표본재추출 방법을 사

용한다. imblearn패키지는 불균형자료의 학습을 위한 논문으로 나와있다(Lemaître, 

G. 2017). 파이썬으로 구현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불균형자료 학습으

로 매우 유명한 패키지이므로 선택한다. imblearn패키지에 만들어져 있는 방법들 중 

ensemble하부에 구현된 방법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최대한 옵

션은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하였지만 일부는 조정이 필수적이라 패키지 설명에 있는 

개수보다 많은 방법을 비교한다.

  예측해야할 자료는 목표변수가 이분형 변수이고 분포가 불균형인 자료이다. 이때 

불균형 정도는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IR(imbalance ratio)로 나타낸다.





: the number of instances in the majority class

: the number of instances in the minority class

  독립변수는 제한이 없다.

  표본재추출 이후 기존의 통계모형을 적용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랜덤 포레스트, 

linear-SVM 3가지 모형을 대표적인 분류 모형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설정의 모의실험을 4번 실행하였다. 모의실험 1번은 선행

논문(문선영. 2018)의 모의실험 가정을 그대로 하여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2번은 모

의실험 1번을 조금 변형하여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 예측력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

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모의실험 3,4번은 모의실험 1,2번에 비해 이상적인 경우를 가

정하고 만들었다.

  분석 과정을 요약하면 자료를 준비하고 학습 자료와 테스트 자료로 나눈다. 학습 

자료와 테스트 자료의 비율은 선행논문(문선영. 2018)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는데 모의

실험에서 학습자료가 크다고 생각한 경우 테스트 자료의 비율을 높였다. 나누어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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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료에 각 표본재추출 방법들을 적용하여 학습 자료를 변형시킨다. 변형된 각각의 

학습 자료에 분석모형들을 적용한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한다.

  각 표본재추출 방법에 따라 모형 평가지표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모형 

평가지표로는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f1점수, AUC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희소계급값을 적절히 찾아내는 것에 목표하기 때문에 민감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한다. 민감도가 높으면서 정확도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f1점수는 0에 매우 가까운 값을 가져 해석하기가 어렵고, AUC는 

각 방법들 간의 변동이 적으므로 해석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감도와 

정확도 결과의 보조적인 지표로서 활용한다.

1.3 논문의 구성

  2장에서는 논문에서 비교할 표본재추출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사용할 통계 방법론

에 대한 설정을 간략히 정의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비교하기 위해 

각 상황에 따른 모의실험을 정의한다. 각 모의실험 자료에 표본재추출 방법을 적용시

켜 분류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각 상황에 따른 좋은 재추출방

법을 예상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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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표본 재추출 방법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파이썬에 통계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된 라이브러리

인 sk-learn을 이용하는 imblearn이라는 패키지에 구현되어있는 표본재추출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계급 불균형 자료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 수준의 접근방법인 

표본재추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 분석한 방법들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버샘플링 3가지 방법, 언더샘플링 10가지 방법 ,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이 

합쳐진 혼합방법 2가지 이다. 자세히 보면 오버샘플링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복하여 집어넣는 Random Over Sampling(ROS)과 SMOTE(Chawla, N. 2002)에서 파생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언더샘플링은 Condensed Nearest Neighbor(Hart, P. 1968)에

서 파생된 방법들이 7가지로 가장 많다. 그 이외에 Random Under Sampling(RUS)방법

과 Near Miss(Mani, I. 2003)방법, Instance Hardness Threshold(Smith, M. R. 2014)

방법 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15가지 방법을 편의상 4가지로 분류한다. 2.1장 오버샘플링, 2.2

장 CNN기반 언더샘플링, 2.3장 언더샘플링, 2.4장 혼합방법 이다.

  각 재추출방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린 그림(Figure 1,2,3,4)에 대한 설

정이다.

  ∼    

  i f  

 i f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독립변수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에러로 종속변

수를 만든 10,000개의 가상 데이터를 만들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와 에러의 선형 

결합으로 나온 값을 희소계급값이 1%비율이 되도록 두 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이 데

이터에 각각의 표본재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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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ver-sampling Methods

2.1 오버샘플링

  희소계급의 데이터값을 그대로 중복하여 모형적합에 사용하는 방법인 Random Over 

Sampling(ROS)방법과 희소계급에서 두 개의 점을 이어 일직선상에 임의의 값을 추가

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방법들은 희소계급값을 다수계급값과 같아질 때까지 오버샘

플링 하여 1:1비율을 맞춘다.

2.1.1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SMOTE)

  SMOTE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hawla et al.(2002)에 의해 개발

된 방법이다. 이 방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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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소수계급에 속하는 자료들을 집단 로 한다.

2. 집단 에서 하나의 표본을 뽑아 K-nearest neighbor중 하나를 선택한다.

3. 2에서 뽑혀진 표본 쌍의 잇는 가운데 임의의 점을 찍는다.

4. 3에서 뽑은 표본을 집단에 넣고 집단 가 다수계급의 숫자와 같아질 때까지 

반복한다.

  실제 imblearn의 내부의 함수를 적용하면 원래 소수계급에 속하는 값만을 가지고 

오버샘플링 한다.

  imblearn의 SMOTE는 1가지 기본 옵션과 3가지 변형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본옵션인 'regular'와 'borderline1', 'borderline2'를 사용한다. 

'regular'옵션은 SMOTE이고, 'borderline1','borderline2'옵션은 Borderline SMOTE이

다. K-nearest neighbor(KNN)를 적용할 때의 K의 값은 원 논문에서 제안한 값인 5개

의 이웃을 사용하였다. 

2.1.2 Borderline SMOTE 

   H. Han(2005)이 제안한 방법으로 SMOTE를 확장한 방법이다. 경계값에 있는 값만을 

이용하여 SMOTE 오버샘플링 한다. 소수계급에 속하는 자료 주변의 KNN의 계급을 보고 

경계인지를 판단한다. 일정 비율(원 논문에서는 0.5)이상이 다수계급값인 경우 경계

면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 경우의 값들만을 가지고 SMOTE를 적용한다. 이때 K-nearest 

neighbor가 전부 다수계급값인 경우에는 잡음으로 판단하여 SMOTE를 적용시키는 집단

에서 제외시킨다. KNN을 적용할 때 이웃의 개수는 H. Han이 제안한 값인 5로 한다. 

borderline1은 기본 SMOTE와 마찬가지로 희소계급에 속하는 값들만 가지고 오버샘플

링 한다. borderline2는 오버샘플링 되는 점을 결정하게 되는 두 점을 선택할 때, 한 

점은 희소계급값의 경계값 이지만 다른 한 점을 선택할 때는 다수계급값 에서도 선택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세팅에서는 희소계급값이 적으므로 borderline1은 SMOTE와 마찬가지로 

희소계급을 이은 선들이 보인다(figure 1).



- 7 -

2.1.3 Adaptive Synthetic Sampling Approach(ADASYN)

  He et al.(2008)가 제안한 방법으로 SMOTE를 발전시킨 방법이다.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다.

알고리즘

1. 불균형 정도 측정

2. 소수계급에 속하는 값의 K-nearest neighbor 중 다수계급에 속하는 값의 비율

을 구하고 이를 라 한다.

3. 모든 소수계급의 값에대해 를 구해 값을 표준화 한다.  = 




4. 균형을 맞추기 오버샘플 해야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에 곱하여 를 구한다

( ×).

5. 각 에 를 대응시키고 에 대응되는 K-nearest neighbor중 소수계급에 속

하는 값에서 임의로 하나의 값을 뽑는다.

6. 5에서 뽑혀진 값과  가운데 임의의 점을 뽑는다.

7. 5의 소수계급에 속한 모든 에 대해 5,6번을 만큼 반복한다.

  

  borderline SMOTE와 유사하게 경계값에 가중치를 둔다. K-nearest neighbor를 적용

시킬 때 이웃의 개수는 5를 사용하였다.

2.1.4 Random Over Sampling(ROS)

  랜덤오버샘플링 방법은 소수계급의 표본 수를 늘리기 위해 소수계급의 표본을 무작

위로 선택하여 반복 추출하는 방법이 다. 소수계급의 표본 수가 증가하는 만큼 자료

의 크기는 커지지만, 단순히 소수계급의 표본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의 손실은 없으나 같은 표본의 중복으로 인해 과

대적합(over 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료의 크기가 커지므로 분류 알고리

즘을 적용할 때 학습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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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NN 기반 언더샘플링

figure 2. CNN기반 Under-Sampling Methods

  CNN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들이 다수계급값을 소수계급값과 숫자를 맞출 때까지 

없애지 못한다.

2.2.1 Condensed Nearest Neighbor(CNN)

  Hart(1968)가 제안한 방법이다. 원 논문에서는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에 비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CNN의 목적은 최소한의 부분집합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최소한의 부분집합을 찾지는 못한다고 후속연구

(Gates. 1972)에서 밝혀졌다. 후속논문에 의하면 표본의 숫자가 커지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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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1. 표본을 하나 뽑고 집합 에 포함시킨다.

2. 다음 표본을 뽑고 집합 에 Nearest Neighbor rule로 분류한다.

3. 만약 분류가 틀렸으면 그 표본을 집합 에 포함시킨다.

4. S set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모든 값의 분류가 집합 로 가능할 때까지 2,3번

을 반복한다.

  결과로 나온  집합을 return 한다.

  imblearn 패키지의 함수에서 설정해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집합 를 만들 때 추출

하는 표본의 개수와 Nearest Neighbor rule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이웃의 숫자이다. 

함수에서 기본값은 둘 다 1이고 그대로 1을 사용하였다.

  본래 이 방법의 목적은 서로 다른 두 계급의 경계가 명확할 때 경계부분의 데이터 

값만 남겨 경계를 구하는데 드는 계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figure 2의 상황에서는 경계값이 많이 겹치는 데이터로 오히려 분류가 쉽지 않은 상

황이 만들어졌다.

2.2.2 Edited Nearest Neighbors(ENN)

  Wilson(1972)이 제안한 CNN의 변형이다. CNN과 달리 집합 에 포함된 값이 틀린 

분류를 하면 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CNN과 달리 K-Neareast Neighbor를 적용할 때 

기본값으로 3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분류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값을 에서 제외시

킨다.

2.2.3 Repeated ENN(RENN), All K-NN 

  둘다 CNN의 변형 알고리즘 이다. RENN은 ENN을 집합 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값을 가지는 을 찾을 수 있다.

  ALL-KNN은 분류기의 K-Neareast Neighbor를 적용할 때 =1,3,5인 모든 경우에 정

확한 분류를 하였을 때 집합에 포함시키는 분류기이다. 다소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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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Tomek Link(TL)

  Tomek(1976)이 제안한 방법으로 CNN의 변형이라고 한다. 전체 자료에서 서로 다른 

계급을 갖는 두 개의 표본이 다음을 만족할 Tomek Link라 정의한다.  

를 와 의 거리라고 하자. 이 때    혹은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하지 않으면 는 Tomek Link이다. Tomek 

Link인 값들은 양쪽 계급의 경계에 있는 값이거나 잡음이다. 이  중 다수계급값

을 제거하여 언더샘플링 한다.

2.2.5 Neighbourhood Cleaning Rule(NCR)

  ENN을 변형한 방법이다. 표본을 3NN으로 분류하여 잘못 분류하면 삭제하는 방법이

다. 만약 3NN으로 분류된 값이 다수계급이면 분류된 값을 지우고, 3NN으로 분류된 값

이 소수계급이면 분류된 값은 그대로 두고 3NN중 다수계급 값을 지운다.

2.2.6 One Sided Selection(OSS)

  다수계급값의 데이터를 CNN을 사용하는 과정 중 Tomek Link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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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언더샘플링

figure 3. Under-Sampling Methods

  

2.3.1 Instance Hardness Threshold(IHT)

  다른 방법들과 달리 거리를 정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 아니라 분류모형에 기반하여 

언더샘플링 하는 방법이다. 이상치와 같이 모형의 분류가 어려워지는 확률을 계산하

여 없애는 것이다. 분류 알고리즘을 결정하고 각 데이터 값에 대한 오분류 확률을 계

산하여 오분류 확률이 높은 값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방

법을 제안한 논문(Smith, M. 2014)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모두 사용하여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다. imblearn 패키지에서는 하나의 분류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기본값은 RandomForestClassifier(랜덤 포레스

트)로 되어있다. 파이썬 패키지인 sk-learn에 있는 classifier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sk-learn의 랜덤 포레스트의 나무 개수의 기본값이 10개이다. 분석에서는 

100개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로는 linear-svm을 사용하여 IHT를 적용시켰

다. cross validation은 기본값인 5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figure 3을 보면 IHT R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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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계열의 CNN을 제외한 다른 방법과 같이 다수계급값을 희소계급값의 숫자와 같아질 

때까지 없애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2 Near Miss(NM)

  NM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번 방법은 몇 개의 소수집단에 가까운 다수집단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NM방법에서 ‘몇 개’는 보통 3개로 정의된다. 다수집단의 각 값

들에서 가장 가까운 3개의 소수집단값의 거리평균을 구한다. 이 거리평균이 작은 것

을 선택한다. 2번 방법은 모든 소수집단에 가까운 다수집단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각 다수집단의 값에서 가장 먼 3개의 소수집단값의 거리평균을 구한다. 이 거리평균

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3번 방법은 각 소수집단값의 가장 가까운 다수집단을 몇 개 

선택한다.

  기본값은 1번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제안한 논문(Mani, I. 2003)에 의하

면 2번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전부 사용한다.

2.3.3 Random Under Sampler(RUS)

  다수계급의 값에서 소수계급의 개수만큼 임의로 표본 추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다수계급의 표본 수가 감소하는 만큼 자료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만큼의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랜덤오버샘플링 방법에 비해 자료의 크기가 작은 만큼 크기가 큰 

데이터를 다룰 때 학습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방법들이 

거리에 기반한 선택 알고리즘인 반면에 임의추출 이므로 거리에 대한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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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혼합 방법

figure 4. Combined Methods

2.4.1 SMOTE ENN

  SMOTE를 적용하여 오버샘플링 한 이후 ENN을 이용하여 언더샘플링 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다른 방법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2.4.2 SMOTE TL

  SMOTE를 적용하여 오버샘플링을 한 이후 TL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제 하는 방법

이다. TL방법은 자료를 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Tomek Link인 값들을 전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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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모형 평가지표

  이진 분류모형에서 분류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는 오분류표 로부

터 계산한다.

Table 1. 오분류표

Predicted class
Positive Negative

Actual Class
Positive

True
Positives (TP)

False
Negatives (FN)

Negative
False
Positives (FP)

True
Negatives (TN)

● 정확도(Accuracy)

  예측한 값이 정확히 맞은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민감도(Sensitivity)

  실제 양성인 자료 중 양성으로 예측 한 값의 비율을 의미한다. 재현율(Recall)으로

도 표현한다.





● 양성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양성으로 예측한 값 중 실제 양성인 자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밀도(Precision)으

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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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easure

  민감도와 양성예측도에 가중치를 둔 조화평균이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동일하게 두어 계산한 값을 F1점수라고 한다.

● AUC

      를 축으로 를 축 하는 그래프

를 ROC그래프라고 한다. 이 그래프를 구하여 그 아래의 면적을 구한 것이 ROC 곡선의 

AUC(Area Under Curve)이다. 분류모형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흔히 사용하는 지표이다.

2.6 분류 모형

  표본재추출을 완료한 이후 실제 분류를 위해서는 분류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대표적인 통계분류모형을 사용하여 표본재추출 작업 이후 분류를 하였다.

2.6.1 ridge 로지스틱 회귀모형

  대표적인 이분형자료 분류모형으로 많이 쓰이는 모형이다. 변수선택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간단히 ridge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선택하였다. tuning 

parameter는 0.0001부터 만큼 곱하여 10000이 되는 범위까지 총 24개의 

parameter중에 cross validation을 통해 값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6.2 SVM(Support Vector Machine)

  SVM에서는 kernel함수를 찾는 과정을 넣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kernel이 필요

한 만큼 복잡한 데이터 상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kernel은 항등함수만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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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6.3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는 결정 트리 학습법(decision tree learning)을 이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의 개수를 100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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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모의실험

  3가지 분류모형을 이용하여 불균형 자료의 분류를 할 때, 불균형 정도에 따른 각 

재추출 방법들의 분류 성능 개선을 두 가지 상황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본 재추출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약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ADASYN: 오버샘플링 Adaptive Synthetic Sampling Approach 이용

● ROS: 오버샘플링 Random Over Sampler 이용

● SMOTE: 오버샘플링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이용

● SMOTE B1: 오버샘플링 Borderline SMOTE 1번째 변형 이용

● SMOTE B2: 오버샘플링 Borderline SMOTE 2번째 변형 이용

● CNN: 언더샘플링 Condensed Nearest Neighbour 이용

● ENN: 언더샘플링 Edited Nearest Neighbours 이용

● RENN: 언더샘플링 Repeated Edited Nearest Neighbours 이용

● AllKNN: 언더샘플링 All K-NN 이용

● IHT RF: 언더샘플링 Instance Hardness Threshold에 Random Forest 분류기 사용

● IHT SVM: 언더샘플링 Instance Hardness Threshold에 linear-SVM 사용

● NM1: 언더샘플링 Near Miss 1번째 변형 이용

● NM2: 언더샘플링 Near Miss 2번째 변형 이용

● NM3: 언더샘플링 Near Miss 3번째 변형 이용

● NCR: 언더샘플링 Neighbourhood Cleaning Rule 이용

● OSS: 언더샘플링 One Sided Selection 이용

● RUS: 언더샘플링 Random Under Sampler 이용

● TL: 언더샘플링 Tomek Links 이용

● SMOTE ENN: 혼합샘플링 SMOTE 적용 후 ENN 이용

● SMOTE TL: 혼합샘플링 STMOE 적용 후 TL 이용

  본 논문에서는 AUC, F1-measure, 정확도, 민감도를 보고 각 관점에서 모형의 표본 

재추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고 해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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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의실험 설계

3.1.1 모의실험1

  본 모의실험에서는 선행논문(문선영. 2018)과의 비교를 위하여 해당논문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본크기 2,000

   ∼ 

   ∼ Exp

   ∼ 

 

exp


 ∼

 








 i f 




  






 i f 

   


×   


×

  독립변수 중 4개(  )가 종속변수와 실제 연관이 있다. 불균형 정도는 

IR를 통해서 조정하였고 IR의 범위는 {9, 19, 29, 49, 99, 199}로 설정하였다. 각 IR

값에 대해 소수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보면 {10%, 5%, 3%, 2%, 1%, 0.5%}

이다.

  생성된 데이터 중 모형의 학습에 사용되는 훈련자료와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 자료

의 비율은 8:2로 하였다. 각 실험은 500번 반복하였고 분류 성능 평가 기준값은 500

번 반복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모의실험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통계소프트웨어 R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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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통계 모형을 만드는 것은 파이썬 패키지인 sk-learn을 이용하였다. 모의실험

자료 생성까지는 모든 부분이 선행논문과 동일하지만 재추출 방법과 통계모형을 적용

하는 소프트웨어는 선행논문과 달리(R을 이용) 전부 파이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1.2 모의실험2

  선행논문의 모의실험 자료를 약간 수정하였다. 훈련자료의 숫자는 비슷하게 유지하

면서 평가자료의 소수계급숫자를 늘리기 위해 자료를 2배로 늘리고 훈련과 평가자료 

비율을 5:5로 하였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독립변수를 3개 추가하였고, 이에 영

향을 받도록 수식을 약간 변형하였다. 수식에서 나온 결과의 양 극단값을 케이스로 

두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linear-SVM이나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많이 불리

하다고 생각되어 한쪽 극단값만을 케이스로 분류하였다.

표본크기 4,000

   ∼ 

   ∼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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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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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실험1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생성은 R에서 하였고, 표본재추출 및 통계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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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으로 하였다.

3.1.3 모의실험3

  선행논문과 달리 최대한 단순한 모형을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독립변수는 

총6개 생성하였다. 연속형변수와 범주형변수 각 3개씩 생성하였고 변수들 간에 0.3의 

상관계수를 두었다. 4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생성에 관여하며 실제 선형적인 관계

가 있도록 설정하였다.

표본크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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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생성은 R에서 하였고, 표본재추출 및 통계분석은 파이썬에서 하였다.

3.1.4 모의실험4

  모의실험 3의 종속변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error의 편차가 너무 큰 관계로 편

차를 줄인 모형이다. 또한 종속변수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계수값을 크게 

하여 상대적으로 오차의 영향이 적어지도록 하였다.

표본크기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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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의실험 자료분석 결과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모의실험으로 만들어진 

총 분류기의 개수는 20(재추출 방법) * 3(분류기) = 60개 이다. 재추출 방법의 분류

에 따라 비슷한 결과를 가졌다. 계급 불균형 정도가 높은 경우에 좋은 방법을 우선하

여 해석해 보았다.

3.2.1 모의실험1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SVM은 집단을 둘로 나누는 분류방법이다. 모의실험1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자료이므로 모든 분석 결과(부록 figure 1,2)에서 AUC가 0.7 미만으

로 낮게 나타났다.

  부록 figure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NN계열과 IHT RF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figure 2,3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

였다. IHT RF가 다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나머지 방법들은 2장에서 분류한 것과 

같이 나머지 언더샘플링 방법들이 서로 비슷하고, 오버샘플링 방법들과 혼합 방법들

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IHT RF를 포함한 CNN계열 방법들은 불균형 정도가 높아짐

에 따라 민감도가 낮아져 논문에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IHT SVM를 포

함한 NM, RUS방법은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오버샘플링과 혼합방법

은 SMOTE B1,B2 방법이 불균형 정도에 따라 민감도가 빠르게 떨어지지만 나머지 방법

들은 IR199인 경우 0.3을 조금 넘었다. 민감도만 보면 IHT SV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3의 그림을 참고하면 IHT SVM은 극단적으로 양쪽의 그룹을 나누기 

때문에 민감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M방법들의 민감도 결과도 좋았지만 

figure 3의 그림을 참고할 때 적절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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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로 NM2 방법의 경우 양쪽으로 계급이 분리된 경우 우연히 분류가 되는 경우를 

발견했다(figure 5).

figure 5. 희소계급값이 양쪽일 때 NM2방법과 원 데이터의 비교

  정확도를 보면 달리 불균형 정도가 높아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균형 정도가 큰 자료이므로 희소계급값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일어나

는 현상으로 보인다. 민감도가 낮았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반대로 민감도가 높았던 NM방법들과 IHT SVM방법들은 정확도가 0.5에 미치지 않는 결

과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 RUS만이 민감도와 정확도 모든 결과에서 0.5를 넘는 결과

를 보여준다. AUC 결과는 일부 방법(NM2, NM3)에서는 불균형 정도가 커짐에 따라 0.5

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의 전체적인 모형의 성능

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는 그래프에 보일만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F1점수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매우 좋지 않았다. 민감도가 0에 수렴했던 

CNN계열과 IHT RF방법의 결과가 마찬가지로 0 이였고 나머지 방법들은 IR199에서 0.1

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부록 figure 2의 SVM 결과 대체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더 극단적이고 결과 값이 나쁜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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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figure 3의 RF 결과 모든 언더샘플링 방법들의 민감도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 비해서 컸다. CNN, IHT RF방법의 민감도가 0.1을 넘는 정도이고 나머지 CNN계

열은 여전히 낮았다. IHT SVM, NM, RUS방법의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높았

지만 더 높아졌다. 반면에 오버샘플링 방법들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민감도와 연관

지어 정확도의 경향은 비슷했다. 민감도가 높았던 그룹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RUS결과의 민감도와 정확도 둘 다 상승했다. AUC 수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 에 

비해 높아졌다. CNN계열의 결과가 IR199에서 0.7을 넘는 정도로 상승했다. 그중에서 

CNN과 IHT RF결과가 가장 좋았다. 민감도가 극단적으로 높았던 다른 언더샘플링 방법

들의 AUC가 전부 0.5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에서 NM3와 RUS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f1점수를 보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결과룰 보여준

다. 이 중에서는 IHT RF가 IR199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록 figure 1~3을 종합적으로 볼 때 1차원으로 분류하는 분류기가 적절하지 않았

음에도 민감도가 가장 높으면서 정확도도 0.5를 넘는 RUS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최대한 희소계급값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IHT SVM

이 가장 잘 찾아내는 결과를 보였다. IHT RF는 CNN계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수

치가 좋았다. NM방법은 결과를 보고 미루어 추측해보면 양쪽 계급값이 겹치는 부분이 

크게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힘든 방법인 것 같다. 자료가 선형으로 분류해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 없이 랜덤으로 재추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2.2 모의실험2 분석결과

  모의실험2 에서는 표본이 두 배로 증가하고 수식의 한쪽만 희소계급값으로 정해 분

류하기가 쉽도록 자료를 만들었다.

  부록 figure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모의실험1과 경향이 비슷했다. 예상대로 

결과치는 좋아졌다. IHT RF의 결과는 불균형 정도가 낮을 때의 정확도와 f1점수를 제

외하고는 CNN계열의 결과값들 보다 좋았다. 민감도가 낮고 f1점수와 AUC의 값이 다른 

결과에 비해서 좋았다. IHT SVM은 모의실험1보다 극단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민감도

가 IR199에서 0.95를 넘어 대부분의 case를 맞추지만 정확도가 0.2를 조금 넘어 case

주변의 값들만 재추출 했다고 볼 수 있다. NM방법은 민감도가 높고 정확도도 0.5를 

넘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RUS가 대부분의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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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에서도 RUS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오버샘플링 방법들 중에서는 

ADASYN방법은 RUS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민감도가 다소 낮고 AUC와 f1점

수가 약간 좋은 수준이었다.

  부록 figure 5 SVM의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경향은 매우 비슷하고 전

체적인 결과가 다소 낮은 부분에서 모의실험1과 비슷했다. 모의실험1에서는 대부분의 

결과가 나빠졌던 것에 비해 모의실험2의 RUS를 적용한 SVM 모형에서는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정확도가 조금 좋아졌다.

  부록 figure 6 RF 실행결과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은 선형분류기와 비슷하나 모의실

험1과 마찬가지로 오버샘플링의 민감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M방법 중에

서는 NM3의 정확도가 IR199일 때도 0.5를 넘었다. 모의실험1의 RF결과와 비교하여 

IHT RF를 포함한 CNN계열의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AUC와 F1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모의실험1 에서는 희소계급값의 집단중심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으므로 언

더샘플링하는 값이 더 줄어들어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SMOTE와 혼합모형의 

f1점수 값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민감도와 정확도를 위주로 보면 RUS가 눈에 보이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부록 figure 4~6 모의실험2의 결과를 종합하여 민감도와 정확도의 관점에서 보면 

RUS방법이 가장 좋다. 이는 모의실험 자료의 분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정 없

이 랜덤샘플링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불균형 정도가 큰 경우에 

ROS는 단순히 값을 중복하여 뽑는다. 이 때문에 같은 랜덤샘플링인 RUS에 비해 ROS결

과가 좋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3.2.3 모의실험3 분석결과

  모의실험3에서는 독립변수들의 1차식과 에러로만 종속변수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모의실험3의 자료가 실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로

지스틱 회귀분석과 선형 SVM에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었다. 다만 현실에서의 

데이터는 독립변수들끼리 완전히 독립이라 가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관계수가 

존재하도록 설정하였다. 분류성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에러를 다

소 높게 설정하였다.

  부록 figure 7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확인하면 모의실험1 에서처럼 IHT R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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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CNN계열의 민감도가 0에 수렴했다. 이전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IHT SVM과 NM방

법은 민감도결과는 좋지만 정확도가 0.5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RUS방법과 오

버샘플링, 혼합 방법은 민감도가 높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유지했다. AUC

와 F1점수의 결과도 가장 높았다. 그 중에서 RUS, ADASYN방법은 민감도가 특히 높았

다.

  부록 figure 8 SVM의 결과는 모의실험1,2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와 경향은 비슷하고 전체적인 결과가 다소 낮았다. 모의실험2와 마찬가지로 RUS와 

ADASYN으로 재추출한 후 SVM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정확도가 

조금 좋아졌다.

  부록 figure 9 RF결과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

서 오버샘플링 방법에 대한 결과가 CNN계열의 언더샘플링 방법과 마찬가지로 민감도

가 떨어졌다. 결국 모의실험3에서 RF분류기를 적용한 결과에서 민감도가 높으면서 어

느정도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RUS밖에 없었다. 경향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점수가 

로지스틱회귀분석, SVM에 비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실험3는 실제 선

형분류기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SVM모형의 실행 결과가 

좋은 것은 자명하다.

  부록 figure 7~9결과를 정리하면 모의실험3 에서는 오버샘플링 방법은 좋은 성능을 

냈다. 그중 ADASYN이 RUS와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여전히 RUS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보인다. 모의실험3에서는 희소계급과 다수계급이 겹치는 범위가 넓었

으므로 CNN계열의 방법은 특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예상과 

달리 IHT RF방법도 CNN계열의 방법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RF분류기를 적용할 때 오

버샘플링 방법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오버샘플링이 과도하게 일

어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3.2.4 모의실험4 분석결과

  모의실험4는 모의실험3에서 설정한 경계의 에러가 너무 높아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에러를 줄이고 분류식을 다소 수정하였다. 모의실험3과 결과

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민감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RUS와 오버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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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버샘플링 방법들 중에서 SMOTE B2가 민감도가 특히 높았

다. 그에 비해 NM방법들의 민감도는 IR199일때 0.1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

였다. IR199일 때의 정확도는 모든 오버샘플링 방법과 혼합 방법의 결과가 0.9이상 

이였지만 RUS의 정확도는 이전 결과들에 비하면 높았지만 0.9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

감도가 낮았던 것에 비해 NM방법의 정확도는 0.9근처로 높았다. IHT SVM만이 정확도

가 좋지 않았지만 불균형 정도가 커짐에 따라 올라 IR199일때는 0.6이상이 되었다. 

AUC결과는 모두 비슷했기 때문에 방법들 간의 비교가 어려웠다. IHT RF를 포함한 CNN

계열은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F1점수는 높았다. 민감도가 높은 방법 중 종합적

으로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자면 민감도가 IHT SVM 다음으로 높고 정확도가 0.8 이

상인 RUS나 민감도와 정확도 둘 다 0.9를 넘는 SMOTE B2가 좋은 방법 이였다. F1점수

는 이전까지의 방법들에 비해 IR199에서도 0.3을 넘는 분류기가 존재했다. 그중에서

는 IHT RF방법의 민감도가 가장 높았다.

  다른 모의실험과 같이 SVM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경향이 비슷했다. SVM에서는 

RUS의 정확도가 0.9를 넘었고 IHT SVM의 민감도가 1에 거의 수렴하여 정확도는 IR199

에서 0.5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달라진 부분은 IR199에서 F1

점수가 0.3이 넘는 방법은 IHT RF하나였다. IHT RF의 F1점수가 약간 높아진 데 비해 

다른 CNN계열 언더샘플링 방법들의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F1점수도 같이 떨어졌다.

  RF방법에서는 오버샘플링 방법들의 민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도가 0.5 이상이

면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방법은 RUS이었다. 선형 분류기와 또 하나 다른 점은 NM1,2

방법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AUC도 떨어졌다. NM방법은 figure 5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본 논문의 모의실험에서는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 판단된다. F1점수 

또한 선형 분류기에 비해 떨어졌다. 0.3을 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CNN계열의 

재추출 방법과 함께 오버샘플링 혼합모형 방법의 F1점수가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모의실험4에서는 선형 분류기가 유리한 조건이라 RF의 성능은 좋지 않았다. 앞선 

모의실험 결과들과 같이 정확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

한다면 종합적으로는 RUS가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선형분류기를 사용한다면 오버샘

플링 방법도 RUS와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이며 SMOTE B2는 RUS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

다. 이외의 오버샘플링 방법은 좋은 방법이나 RUS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모의실험과 달리 모형의 분류성능이 향상되어서 F1점수에 다소 의미를 

둘 수 있었다. F1점수로 보면 종합적으로 IHT RF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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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분류성능이 좋았던 로지스틱 모형에서의 성능이 CNN계열의 언더샘플링 

방법들과 큰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IHT RF방법이 좋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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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제 자료 분석

  실제 자료 분석은 sk-learn 파이썬 패키지에 예제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

을 이용하였다. UCI데이터가 많았다. 선행논문(문선영. 2018)에서 사용한 자료

(yeast_me2, mammography, abalone_19)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시험군의 비율을 

20%로 하고 모형을 만들었다.

  Table2. 실험 데이터셋

Name Repository Ratio Observation Attributes

solar_flare_m0 UCI 19:1 1,389 32

car_eval_4 UCI 26:1 1,728 21

letter_img UCI 26:1 20,000 16

yeast_me2 UCI 28:1 1,484 8

mammography UCI 42:1 11,183 6

abalone_19 UCI 130:1 4,177 10

  yeast_me2, abalone_19는 각각 1, 3개의 범주형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다.

4.1 자료분석 결과

  solar_flare_m0(부록 figure 13)는 모의실험 결과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IHT 

RF의 RF모형에서 민감도 수치가 0.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RUS보다 오버샘플링 

방법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  CNN계열의 민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car_eval_4(부록 figure 14)는 모든 방법에서의 AUC결과가 0.9 이상이고, 민감도 

결과가 0.6이상으로 높았다. 민감도와 정확도에서는 방법들 간이 큰 차이가 없고, f1

점수를 보면 CNN계열 방법들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

  letter_img(부록 figure 15)는 모든 방법에서의 AUC결과가 0.9 이상이고, 민감도 

결과가 0.6이상으로 높았다. RF분류기가 좋은 수치를 보였다. CNN계열의 방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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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샘플링, 혼합 방법 모두 RF분류기에서 좋은 수치를 보였다.

  yeast_me2(부록 figure 16)는 CNN계열의 민감도 결과가 전부 0.5에 미치지 않았

다. RUS와 오버샘플링 계열의 민감도가 높았다. F1점수는 일부 CNN계열과 오버샘플

링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mammography(부록 figure 17)는 오버샘플링, RUS의 민감도 결과에서 0.8이상인 

결과가 있었다. 정확도가 0.5를 넘기는 결과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결과였다. F1점수

는 CNN계열의 방법들과 오버샘플링에 RF분류기를 사용한 방법들의 수치가 0.4 이상

이었다.

  abalone_19(부록 figure 18)는 정확도가 0.5 이상이면서 민감도가 0.5 이상인 결

과를 가진 방법은 RUS, 오버샘플링 방법이었다. AUC결과는  보면 조금 수정을 하면 

CNN계열의 방법도 적절히 사용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종합하면 CNN계열의 결과가 모의실험에 비해 좋아졌다. IHT RF도 CNN계열의 결과와 

비슷하면서 민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IHT SVM과 NM방법은 정확도가 0.5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RUS방법은 민감도와 정확도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에 비해 F1점수는 방법들과 비교하여 높지 않았다. 오버샘플링 방법은 RUS방법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모의실험에 비해 오버샘플링 방법이 RUS에 비해 떨어지지 않

고 높은 수치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불균형 정도가 모의실험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과가 다소 개선되었다. 

경향은 모의실험과 비슷했으나 모의실험 상황에 비해 개발된 방법들이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극단적인 경우일수록 RUS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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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고찰

  불균형 자료의 분류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표본 재추출 방법을 찾기 위

해 4가지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해보고 실제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모두 20가지의 표

본 재추출 방법을 비교하였다. 각 방법들의 분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희소한 계급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민감도를 주 평가척도

로 해석하였다. 정확도가 0.5에 미치지 못하는 모형은 의미가 없다고 해석했다. 보조 

지표로서 AUC와 F1점수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IR9부터 IR199까지의 불균형정도를 가지는 자료를 분석하였

다. 많은 방법에서 불균형 정도에 커짐에 따라 민감도가 0에 수렴하거나 정확도가 

0.5 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같은 상황이더라도 자료의 불균형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표본 재추출 방법이 가지는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가정

한 모의실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방법들이 다수 존재했다.

  오버샘플링과 혼합 방법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ROS가 특별한 차이

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방법들 중에는 ADASYN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SMOTE B1,2는 

다른 오버샘플링과 결과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CNN과 그 알고리즘에서 파생된 재추출 방법은 다수계급과 소수계급의 경계가 뚜렷

할 때 경계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 논문의 모의실험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

고 항상 다수계급의 분포가 압도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가 좋지 않

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모의실험 상황이 간단해 질수록 결과가 좋아졌다. 분

류가 쉬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CNN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F1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CNN계열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결과가 좋은 IHT RF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상황만을 본다면 CNN과 관련 방법들이 좋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IHT SVM방법은 figure 3에서도 나타나듯이 양 극단으로 데이터를 모아 재추출 한

다. 이로 인해 경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같은 재추

출 실험을 반복해보면 IHT SVM으로 인한 표본 재추출 결과는 편차가 크다. 안정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HT방법을 적용하는데 SVM분류기만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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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다.

  NM방법은 민감도는 높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확도가 0.5미만으로 낮은 수치

를 나타냈다. 특히 figure 3을 보면 NM1,2,3 모든 방법이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지 못

한다고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예재와 모의실험 자료에는 NM방법은 부적

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RUS방법은 본 논문의 실험에서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방법들에 비해 민

감도가 높았다. F1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본 논문의 목적중 하나인 상대적으로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의로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

별한 가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HT방법을 적용할 때 하나의 분류기만 사용하여 각각 적용시켰지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은 사용한 파이썬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혼합 방법을 사용하

였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적절한 재추출 방법의 조합을 찾는 것에 대

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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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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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 모의실험1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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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2. 모의실험1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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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3. 모의실험1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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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4. 모의실험2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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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5. 모의실험2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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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6. 모의실험2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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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7. 모의실험3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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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8. 모의실험3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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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9. 모의실험3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RF



- 46 -

부록 figure 10. 모의실험4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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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1. 모의실험4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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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2. 모의실험4 방법 별 지표 결과 IR구분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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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3. solar_flare_m0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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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4. car_eval_4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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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5. letter_img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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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6. yeast_me2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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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7. mammography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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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igure 18. abalone_19 방법별 지표 결과 분류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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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resampling methods for dealing with imbalanced 

data in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Park, Geun U

Dept. of Biostatistics and Comput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f there is a high level of imbalance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data, a 

"class imbalance" (Prati 2009) problem arises. In order to solve the imbalance 

problem of these data, researches such as preprocessing techniques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this study, we compared resampling methods among 

methods to deal with imbalance in classification problem. Through this, we 

sought to find a way to more effectively detect the rare events in the data.

  A total of 20 resampling methods were us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oversampling, undersampling derived from CNN, undersampling, 

and combined method(oversampling, undersampling). To compare the resampling 

method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upoort Vector Machine, and random 

forest model, which are typical in classification problem, were used. Four 

types of simulations and real world data are used. In the first simulation, we 

set the equations that can not be divided into the linear combination, and make 

the dependent variable with the error at both ends. In the seco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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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simulation as in the first simulation was used to make the dependent 

variable only at one end. In the third simulation, a linear combin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was used to create dependent variables with one end 

error. In the The fourth simulation made the dependent variable by reducing the 

error to the same situation as the third simulation. Real world data is in the 

imblearn package.

  As a result of analysis, Random Under Sampling (RUS) was the resampling 

method with the highest accuracy and sensitivity of more than 0.5 in simulation 

and data analysis. The next most sensitive method was oversampling ADASYN. This 

shows that the RUS method is suitable as a method to find rare case values.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oversampling methods have higher sensitivity 

values than the undersampling methods.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extension of the RUS method to randomly select a sample.2)

Key words : imbalanced-learn, imbalanced data, resampling met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