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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턴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특징 선택을 해주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시되었던 특징 선택 방법들 중 대표적인 4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특징을 줄여주는 기능과 적은 수의 특징으로 더 좋은 패턴 인식 성능을 
보여주는 기능의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 각 방법들

이 보이는 성능도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방법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서론  

특징 선택 (Feature Selection) 은 패턴 인식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패턴 
인식기의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수행 성능을 더 
좋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특징 선택 방법들이 개발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제시되었던 특
징 선택 방법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실험을 통해 
각 방법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특징 선택 방법 

비교 분석을 위해 채택한 특징 선택 방법은 총 4 가
지이며,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2.1 mRMR (H. Peng, 2005)  
이 방법은 특징들 간의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 
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상호 정보는 두 개의 대상이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지를 알려준다. 이 방법에서는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R01-2004-000-10689-0)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특징과 클래스와의 상호 정보량을 계산하여 클래스에 
대한 연관성(relevance) 의 척도로 삼고, 그 특징과 다
른 특징들과의 상호 정보량을 계산하여 잉여성

(redundancy) 의 척도로 삼는다. 이 두 값의 차를 특징

의 중요도로 삼게 되는데, 즉 두 값의 차가 클수록 잉
여성은 적고(minimal-redundancy) 연관성은 커지는

(maximal-relevance) 특징이 되어 패턴 인식에 있어 중
요도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2 CMIM (Fleuret, 2004)  
이 방법은 조건부 상호 정보 측정 (conditional mutual 
information measurement) 을 특징 선택의 기준으로 한
다. 이를 이용해 이미 선택된 특징을 전제로 새롭게 
선택하려는 특징이 클래스와 얼마나 많은 상호 정보

량을 가지게 되는가를 계산하여 특징 선택의 기준으

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방법은 계산의 복
잡성으로 인해 이진 형태(Binary Type)를 가지는 특징

과 클래스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2.3 I-Relief (Yijun Sun, 2006) 
Relief (Kira, Rendell, 1992) 방법은 특징 공간 (feature 
space) 에서 이웃하는 샘플들의 클래스 정보와 거리를 
이용한다. 임의의 샘플을 선택하여 그와 같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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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샘플과의 거리와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샘
플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특징에 대한 가
중치(weight)로 삼는다. Relief 방법은 계속하여 개선되

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Relief 의 치우

침(bias)을 보완하기 위한 Iterative-Relief 방법이다. 
 
2.4 Genetic Algorithm 
유전자 알고리즘은 잘 알려진 진화 적응형 알고리즘

의 하나로, 특징 선택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특징 선택에서는 데이터 안의 모든 특
징들이 특징의 수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비트 문자열

로 나타내어지며 문자열의 각 자리에 해당하는 특징

이 선택되었을 때는 1 로,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0 으

로 나타낸다. 이 비트 문자열을 유전자 알고리즘의 인
자(gene)로 삼아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가장 높은 적합성(fitness)을 보이는 특징들의 조합

을 찾아낸다. 적합도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3. 실험 

비교 분석을 위해 총 다섯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 있
는 실제 데이터들이다. 모든 데이터들이 연속적인 값
을 가지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값을 이산화하여 사
용하였고, CMIM 과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를 위해 추
가로 세 개의 데이터 (Arrhythmia, Sonar, Ionosphere)에 
대해선 평균값을 기준으로 값을 이진화 한 데이터들

을 만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표 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요약 

 

각 방법을 통해 선택된 특징들의 성능 평가를 위해 
JAVA 기반의 패턴 인식 도구인 WEKA 를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에는 베이즈 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Naïve-Bayes 와 결정 트리 기반의 C4.5 의 두 패턴 인
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두 알고리즘 모두 10 겹 
교차 검증 (10-fold Cross-Validation) 을 이용하여 분류

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4. 결과 분석 

먼저, 특징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인 모든 특징이 포
함된 상태에서 각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그
리고 각 방법을 통해 특징을 선택하고 선택된 특징들

만으로 구성한 데이터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다. 
 
4.1 선택된 특징의 수 비교 
먼저 CMIM 을 제외한 세 가지 방법을 이산화한 데이

터에 적용하여 선택된 특징의 수를 비교해 보면, 각

각의 방법 모두 전체 데이터의 특징 수 보다 더 적은 

수의 특징을 선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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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택된 특징의 수 비교 

 
방법 모두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 주는 역할은 문제없

이 잘 수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유전자 알고리즘의 경우 다른 방법들에 비해 대

부분의 데이터에서 더 적은 수의 특징을 선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정확도의 비교 
 

50

60

70

80

90

100

Arry
thmia

Im
ag

e_S
eg

mentat
ion

Ionos
phere

Sonar

Wave
form

Full Data

mRMR

I-Relief

GA

 

50

60

70

80

90

100

Arry
thmia

Im
ag

e_S
eg

mentat
ion

Ionos
phere

Sonar

Wave
form

Full Data

mRMR

I-Relief

GA

 
(그림 2) 선택된 특징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의 정확도 

(위 : Naïve-Bayes, 아래 : C4.5) 

 
특징 선택 방법들을 통해 선택된 특징들로 구성한 데

 특징 수 샘플 수 클래스 수

Arrhythmia 277 452 16 
Image segmentation 19 2310 7 

Waveform 21 5000 3 
Sonar 60 208 2 

Ionosphere 34 3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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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들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방법들이 대부

분의 데이터에서 모든 특징을 포함하였을 때보다 특
징을 선택하여 골라냈을 때 더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

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mRMR 방법은 거의 모든 
데이터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다. 그러나 I-Relief 방법은 몇몇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모든 특징을 포함하였을 때의 데이터보다 더 낮은 정
확도를 보여주는 데, 이는 특징공간에서의 이웃하는 
샘플들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Relief 방법의 특
성상 이산화된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의 치우침 현
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3 이진 데이터에 대한 성능 비교 
CMIM 방법을 포함한 비교를 위해 세 가지의 이진화

한 데이터로 위와 동일한 실험을 행하였다. 역시 모든 
방법들이 더 적은 수의 특징을 선택해주었다. 반면 정
확도 면에서는 mRMR 과 CMIM 만이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유전자 알고리즘은 Ionosphere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정확도 향상을 보였지만 그 밖의 데이

터에 대해서는 위의 두 방법들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 I-Relief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 크게 
비교될 만큼의 정확도 저하를 보여 주었는데, 역시 이
산화 된 데이터에서 나타났던 치우침 현상이 이진화 
된 데이터에서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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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진화 한 데이터에서의 선택된 특징의 수 

 
5. 결론 

지금까지 최근에 제시된 특징 선택 방법 4 가지를 실
험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징 
선택을 통해 특징의 수를 줄이고 정확도의 향상을 가
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RMR 의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
는데, 특징 선택 방법의 중요한 역할인 특징 수 줄이

기와 성능 향상을 함께 가져오는 데 있어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다른 방법들보다 대체로 좋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CMIM 도 무난한 성능을 보였으나 이진화된 
데이터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상대적인 결
함으로 보인다. 
I-Relief 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는

데, 이는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산화, 이진화된 

데이터에서는 치우침 현상이 생기게 되어 특징의 가
중치가 고르게 계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속형 데이터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60

70

80

90

100

Arrythmia Ionosphere Sonar

Full Data

mRMR

I-Relief

GA

CMIM

 

60

70

80

90

100

Arrythmia Ionosphere Sonar

Full Data

mRMR

I-Relief

GA

CMIM

 
(그림 4) 이진화 한 데이터에서의 선택된 특징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의 정확도                     

(위 : Naïve-Bayes, 아래 : C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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