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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타 마이닝을 하여 수집된 용량의 데이타를 여과 없이 기계학습에 용하는 것은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장 공간면에서도 비효율 이다. 선별  샘 링은 이러한 상황에

서 매우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타의 특성을 가능한 반 하여 새로운 훈련 데이타

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하나인 SOM을 용한 선별  샘 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로는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1) 충분한 맵 사이즈를 선택해야 학습 데이타의 함축 인 특성을 잘 반 한다, 2) 

선택  샘 링을 한 유닛선택 방법에서는 의미없는 유닛을 제거함으로서 분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다. 

키워드 : Selective Sampling, SOM, 양자화 에러, Clustering, data mining

1. 서론

  데이타마이닝이란 대량의 데이타로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는 묵시적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활

용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타 마이닝을 위하여 

수집한 데이타의 용량은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들 데이타를 모두 활용하여 기계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저장 공간이나 수행시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

다.

  선별적 샘플링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학습을 보다 효

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타의 특성을 가능한 

반영하는 부분집합을 생성하는 기법이다[1-4]. 최초 학습

예제를 임의로 선정하였을 때 선정된 데이타가 학습에 효과

적이지 못한 경우 종종 발생하는데, 이것은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SOM(Self Organizing Map)은 무감독 학습 방법의 일

종으로서 스스로 n 차원의 입력 데이타들을 군집화(클러

스터링)하여 2차원으로 사상시켜 준다. SOM을 사용할 때 

다른 신경망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파라미터와 

관련된 몇 가지 일을 수행해야 한다. 

1) 층(layer)내의 뉴런의 연결강도 벡터 초기화 

2) 연결강도 벡터와 입력벡터의 정규화 

3) 2차원 맵 사이즈(격자의 크기)를 결정

  이 중에서도 2차원 맵 사이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유는 설정된 지도의 크기가 너무 작으

면 자료에 존재하는 비선형성의 관계를 표현하기 어렵고, 

너무 크면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관찰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군집이 발생하여 분석결과에 대해 그릇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을 적용한 선별적 샘플링을 수행

하는데 있어서 파라미터 결정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맵 사이즈 선정 방법에 따른 영향과 두 가지 선별적 기준

에 의한 샘플링의 영향에 대하여 자세한 실험을 통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SOM에 대하여 

알아본다. 3장에서 맵 사이즈의 선정 방법에 따른 영향과 

두 가지 선별적 기준에 의한 샘플링의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본다. 4장에서는 비교 실험 결과와 실험 내용을 분석 

하고,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한다.

2. SOM(Self Organizing Map)

   SOM[7]은 신경망 군집화 기법중의 하나로서 비슷한 

속성을 갖는 군를 그룹핑하고, 동시에 다른 군에 속한 데

이타와의 차이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주로 

고객 세분화, 전체 데이타에 대한 이해, 특이한 세분 그룹

의 발견(fraud detection) 등에 사용된다. SOM은 신경망

을 이용하여 구현한 것으로 그 내부는 아래의 그림과 같

다[8,9]. 

  [그림 1]은 2-layer 신경망으로 n 차원의 입력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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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n 개의 입력 노드들과 k 개의 분류 영역

(decision region)을 표현하기 위한 k 개의 출력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입력 노드들은 모든 출력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 가중치(weight)를 가진다[5]. 

   [그림 2]는 입력 노드 i 와 출력 노드 j 를 연결하는 

가중치 w ij
 들의 행렬을 보여준다. 행렬에서 i 번째 행은 

입력 노드 i 로부터 각 출력 노드로 나가는 연결 가중치를 

나타내며 j 번째 열은 각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 j 로 

들어오는 연결 가중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j 번째 열로 나

타내어지는 벡터는 j 번째 Fan-in 가중치 벡터 라고 하며 

입력 벡터와의 거리(유클리드 거리) 계산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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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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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결 가 치 행렬 

초기 상태에서는 연결 가중치들을 임의로 할당 후 입력 

벡터와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유사성 측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력 벡터와 k 개의 fan-in weight 

vector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여 입력 벡터와 가장 

유사한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작은) j 번째 Fan-in 가중

치 벡터를 찾으면 그 입력 벡터에 대해서 j 번째 출력 노

드가 승자가 된다. 여기에서 승자 노드는 하나의 입력 데

이터를 SOM의 맵 상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클러스터의 

위치로 표현한다. 이렇게 승자를 선택하면 승자의 Fan-in 

가중치 벡터는 갱신되는 데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 

w j(t+1)=w j (t)+α( t)[x( t)-w j(t)]-(1) 

여기서,α( t)=0.1(1- t/10 4)

식(1)에서 j 번째 출력 노드가 승자가 되었으면 그 노드의 

연결 가중치 벡터는 입력 벡터 쪽으로 약간 이동한다. 즉, 

Fan-in 가중치 벡터를 입력 데이타 벡터와 비슷하게 만들

어 가는 것이다.

3. SOM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두 가지 영향

  본 절에서는 SOM의 파라미터와 관련된 두 가지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첫 번째로는 맵 사이즈의 선정 방법에 

따른 분류율의 결과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선별적 기

준 선정에 따른 샘플링의 분류 결과를 알아본다.

3. 1 맵 사이즈의 선정 방법에 따른 향

   군집화에서 양자화 에러의 값은 훈련에서 사용된 데이

타와 비슷한 데이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작은 값

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임계치 이상이 되면 비정상 데이타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맵 사이즈는 군집화의 결과

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

는 맵 사이즈와 양자화 에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양한 맵 사이즈를 고려하였다. 

  ① 유닛 의 개수를 데이터 샘플수의 제곱근과 상수를 

곱하여 올림 함수로([ceil(5*데이터샘플의수 )]) 로 

결정한다. 결과 값은 속성(feature) 개수의 배수가 되도록 

재선정한다. 그 결과로 격자의 행의 개수를 산출하게 되

는데, 예를 들어 데이타의 수가 150이고 속성의 수가 5이

면, 유닛 개수는 올림 함수를 적용한 62개가 산출되지만 

속성의 수(feature=5)와 견주어 충분한 배수가 되도록 유

닛의 개수가 재선정되어 65개가 된다. 최종 맵 사이즈는 

[유닛 개수 속성 개수 속성 개수]인 [13 5]로 결정된다. 

② 맵 사이즈를 임의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26 10]으로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에서 얻어진 맵 

사이즈의 가로, 세로를 두 배로 선정한다. ③ 매우 작게, 

매우 크게 [5 3], [40 20]으로 설정하였다. 생성되는 유

닛의 수는 15, 800개가 된다. 150개의 데이타를 갖는 실

험에서는 작은 맵은 하나의 유닛에 여러 개의 데이타가 

할당될 수 있으며, 큰 맵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관측 데이

타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훈련이 된 SOM은 임의의 입력 패턴에 대해 분

류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의 입력 데이타에 대해서 

그 데이타와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지는 노드(클래스)로 분

류를 하게 된다. 이 때 훈련 단계에서 사용된 데이타와 

비슷한 데이타가 입력으로 들어왔다면 양자화 에러(입력 

데이타와 노드의 대표값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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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존의 데이타들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의 데이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양자화 에러값이 매

우 큰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표 1>맵 사이즈에 따른 유닛 수와 양자화 에러

맵 사이즈 유닛 수 양자화 에러

[5 3] 15 0.759

[13 5] 65 0.417

[26 10] 260 0.221

[40 20] 800 0.076
 

  실험 결과는 위의 <표 1>과 같다. 유닛의 수는 맵 사이

즈의 행과 열을 곱한 값이 된다. 전체 데이타의 개수가 

150개라면 유닛의 개수 중 어느 하나의 유닛에 0~n개의 

데이타가 할당된다. 유닛의 수가 데이타의 수보다 많은 

경우는 각기 다른 유닛에 흩어져 분포하게 되므로 함축적

으로 의미 있는 유닛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  

  양자화 에러는 유닛의 수가 증가할수록 작은 값을 갖는 

양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효율적인 맵 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보였다.

3. 2 두 가지 선별  기 에 따른 샘 링의 향

   본 에서는 두 가지 선별  기 에 의하여 샘 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류 알고리즘에 이용하여 훈련하고 

검증을 수행한다. 첫 번째 선별 기 은 하나의 유닛에 할

당된 데이타의 개수를 count라 정하고 count가 5 이상인 

유닛만 추출하여 새로운 훈련 데이타로 선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별 기 은 count가 3 이하인 유닛만 제거하여 

새로운 훈련 데이타로 선정하는 것이다. 3.1의 실험 결과

에서 맵 사이즈가 [5 3], [13 5]인 경우만 선별기 에 합

한 데이타를 샘 링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SVM) 분류기

를 사용하였다. SVM은 Vapnik에 의해 제안된 구조적 위

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패턴 인식 알고리즘으로써 그 

성능과 안정성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우수함이 입증

되었고 여러 응용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표 2> 선별  기 에 따른 SVM을 용한 분류 결과

맵 사이즈 [13 5] [5 3]

총 유닛 수 65 15

유닛에 5개 이상 

할당된 경우만 추

출

에러율 0.180  

데이타 수   43개

(a1 방법)

에러율 0.033  

데이타 수   139개

(b1 방법)

유닛에 3개 이하 

할당된 경우만 제

거

에러율 0.033  

데이타 수   91개

(a2 방법)

에러율 0.026  

데이타 수   147개

(b2 방법)

ㆍa1방법과 a2방법의 비교, b1방법과 b2방법의 비교

두 가지 선별 기준에 의한 방법에서는 전자의 방법보다 

후자의 방법이 더 우수함을 보인다. 소수의 데이타가 할

당된 유닛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에러율이 감소하였다.

ㆍa2방법과 b1방법의 비교

두 실험에서 에러율은 0.033으로 같지만, 사용된 데이타

의 개수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a1방법의 데

이타의 개수는 전체 데이타의 60.6%, b1방법은 92.6%를 

샘플링하였다. 이 결과는 유닛의 밀도가 적은 것을 제거

하는 방법이 더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ㆍ맵 사이즈와 양자화 에러율의 비교

양자화 에러율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맵 사이즈가 [5 3]

의 크기를 갖는 실험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

과는 3.1에서 보인 양자화 에러값과는 반비례적인 결과를 

보였다. 

4. 비교 실험 결과 

  실험 환경은 펜티엄4 3.39Ghz, 1GB RAM, 윈도우 XP 

환경에서 MATLAB 7.01을 사용하였다. 

  실험 데이타로는 Iris 데이타[6]를 사용하였다. 피셔의 

붗꽃 자료는 주어진 바와 같이 세 가지 품종 setosa 

versicolor, virginica 의 붗꽃 으로부터 각각 50개, 총 

150개의 객체들을 추출한 다음 아래 4개의 변수(sepal 

length 꽃받침조각의 길이, sepal width 꽃받침조각의 폭, 

petal length 꽃잎의 길이, petal width 꽃잎의 폭)를 센

티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

  비교 실험을 위하여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7가지(NN, 

배깅, SVM, ADABOOST, 의사결정트리, 나이브 베이지

안, kNN) 분류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는 NN, b2 방법의 분류 결과가 가

장 우수했다. 큰 차이는 없으나 나이브 베이지안을 기본 

분류기로 사용한 배깅의 결과와 a2, b1 방법의 분류 결과

도 우수함을 보였다. SVM을 적용한 실험으로는 3가지 커

널방법을 사용하였다. POLY 커널을 적용한 SVM은 매우 

큰 에러율을 보였다. 

<표 3> 분류 결과

SVM 적용 알고리즘 에러율

a1 방법 0.180

a2 방법 0.033

b1 방법 0.033

b2 방법 0.026

SVM(커널:LINEAR) 0.040

SVM(커널:RBF) 0.047

SVM(커널:POLY) 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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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알고리즘 에러율

NN(Neural Networks) 0.027

배깅+Naive 0.033

ADABOOST+Naive 0.047

의사결정트리 0.047

나이브 베이지안 0.053

kNN(k=5) 0.060

  <표 2>의 4가지 방법은 원본 데이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선별 으로 샘 링하여 재구성된 데이타를 

사용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3>의 결과에서는 뛰

어난 분류 성능을 보였다. 선별적 샘플링은 기계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타의 특성을 

가능한 반영하는 부분집합을 생성하였다. 최초 학습예제를 

임의로 선정하였을 때 선정된 데이타가 학습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종종 발생하여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유닛의 

밀도가 적은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분류 성능에 더 우수

함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5. 결론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하나인 SOM을 적용한 선별

적 샘플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1) 맵 사이즈를 선택할 경우에는 충분한 맵 사이즈를 

고려해야 학습 데이타의 함축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 

군집화를 위하여 SOM을 사용했으나 데이타의 개수보다 

유닛의 개수가 많으면 군집화의 장점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양자화 에러는 유닛의 수가 증가할수록 작은 값을 

갖는 양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효율적인 맵 사이즈를 결

정하는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보였다.

  2) 선택적 샘플링을 위한 유닛선택 방법에서는 의미없

는 유닛을 제거하는 접근 방법이 분류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다. 선택적 샘플링을 수행한 결과로 얻은 훈련 데이

타를 SOM을 제외한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7가지 방법에 

적용한 결과 만족할만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실제 대용량 데이타를 적용하여 성

능을 비교해야 할 것이며, 분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군집

화를 선별적 샘플링 방법에 적용하는 연구를  찾아보고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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