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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려운 패턴인식 문제를 다루기 하여, 다수 인식기를 사용하는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으나,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에 한 체계 인 시도는 그리 많지 않

았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성은 인식기 집합에 포함되는 인식기의 선택 방법과 선택된 인식기들

의 결합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의 인식 성능으로 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을 고려

하여 효율성이 높은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다수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

1. 서론

   하나의 패턴인식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

수의 특징을 하나의 인식 알고리즘으로 다루기 어려운 패

턴인식 문제를 다루기 해서, 다수의 인식기를 사용하는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여러 방법론이 소개되었으나[1,2],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에 한 체계 인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성은 시스템의 인식기 집합에 

포함되는 인식기의 선택 방법과 선택된 인식기들을 결합

하는 인식기의 결합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의 인

식 성능으로 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효율성이 높은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구

축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에 포함되는 인식기들의 선택 방법

으로는 선택되는 인식기들이 어떤 구조로 결합되는가에 

따라서 구분하여 검토해 야 한다. 그리고, 선택된 인식

기에 해서, 인식기가 출력하는 인식 결과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식기들을 결합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기의 선택 방법과 결합 방법은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인식 성능에 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

이며, 특히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해서는 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에 따른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한 고찰

   다수 인식기 시스템에 포함되는 인식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림 1)과 같이 선택되는 다수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 즉 인식기들의 배치가 병렬 방식인지 는 순차 방

식인지 는 순차과 병렬 방식을 혼합한 혼합 방식인지 

등에 따라서 선택되는 인식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분의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한 연구 결과는 주로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가 병렬 방식이라고 가정하 다[3,4].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가 (그림 1)의 (a)와 같은 병렬 

배치 방식인 경우에는 인식기들의 종류나 특성에 덜 무

하게 최고의 인식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인식기들을 선택

하여 인식기 그룹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우

수한 인식 성능을 보이면서도 선택되는 인식기의 개수가 

가  은 수 이면, 은 수의 인식기 그룹이 많은 수의 

인식기 그룹 보다 더 나은 인식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5]에서와 같이, 이들 인식기를 이용한 다수 인

식기 시스템의 구축은 더 효율 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

기의 선택 문제와 련된 연구를 보면, 미리 제한된 개수 

만큼 정보 이론을 이용하여 인식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한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3], 상호 보완 인 인식기들을 

선택하기 하여 인식기 간의 다양성에 한 기 을 제안

하고, 많은 수의 인식기들을 구 한 다음, 이러한 다양성 

기 을 바탕으로 일정한 개수의 인식기를 선택하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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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있었다[4].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가 (그림 1)의 (b)와 같은 순차 

배치 방칙인 경우에는, 윗 단계에서 인식 상이 되는 클

래스를 빠뜨리지 않도록 기각율을 낮게 하고, 개략 인 특

징들을 사용하여 다수 클래스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개략

인 인식기를 선택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아래 단계에서

는 상 으로 기각율을 높이고 좀 더 구체 인 특징들을 

사용하여 특정 클래스로 섬세하게 분류하는 인식기를 선

택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도 단계별로 필요한 선

택되는 인식기의 개수 는 결정되는 단계의 수가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구축에 한 효율성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즉, 은 수의 단계로 인한 은 수의 인식기들

로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더 효율 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가 (그림 1)의 (c)와 같은 

혼합 배치 방식인 경우에는, 의 두 배치 방식이 지니고 

있는 고려 사항이 모두 고려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이 강

조되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혼합 배치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지만, 마찬가지로 은 수의 단계와 

은 수의 인식기들로 구성하여 우수한 다수 인식기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다면 더 효율 이라는 에서 이의가 없

으리라 본다. 즉,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다수 인식기 시스

템에 포함되는 인식기의 수가 으면 을수록 더 효율

인 구축이라고 단할 수 있다.

3. 인식기들의 결합 방법에 한 고찰

   다수 인식기 시스템에 포함되는 인식기들을 결합하는 

방법에 한 연구는 부분 인식기들이 병렬 배치 방식으

로 구성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행되었다. 인식기가 출력하

는 인식 결과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구분하여 인식기들의 

결합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인식 결과가 상 클래

스 의 하나 만을 출력하는 경우 는 일정한 개수의 

상 클래스를 우선 순 에 따라 출력하는 경우 는 일정

한 개수의 상 클래스를 수에 따라 출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

미 다양한 인식기의 결합 방법이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다

[1,6]. 그 지만, 어느 특정의 결합 방법이 모든 실험 데이

터에 하여 항상 우 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

려져 있다[2]. 즉, 인 우 에 있는 인식기의 결합 방

법은 아쉽게도 아직 없는 편이다.

   인식기의 인식 결과는 수를 출력하는 경우로부터 클

래스들의 순 로 출력하거나 하나의 클래스 만을 출력하

는 경우로 변환이 가능하다. 수를 출력하는 경우와 같

이, 인식 결과에 정보가 많이 포함되면 될수록 인식기의 

결합 방법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더 우수한 인식 성

능을 보이고자 더욱 복잡해 질 수 있으며, 인식기에 더욱 

의존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식기의 결합 방법들이 비

슷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면, 구 된 임의의 인식기들을 결

합할 수 있도록 인식기가 하나의 클래스 만을 출력한다는 

환경 하에서 인식기의 결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구축에 더 효율 이라고 여긴다.

   한편, 인식기의 결합 방법은 베이지안 방법에 기반한 

결합 방법과 같이 학습 기능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훈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표성을 지닌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합 방법의 훈련 과정은 실제 인

식기들의 결과를 결합하기에 앞서서 단지 한 차례만 수행

되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와 훈련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한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

4. 인식기의 개수를 결정하는 인식기의 선택 방법

에 한 고찰과 제

   2.장에서 언 한 로, 다수 인식기 시스템에 포함되는 

인식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은 수의 인식기 그룹으로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이도록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은 분명 효율 이다. 이 장에서는 (그림 1)의 (a)

와 같은 인식기들의 병렬 배치 방식 하에서, 인식기를 선

택하는 몇 가지 선택 방법을 소개하고, 이들을 간단한 

제를 통해서 비교, 검토해 보면서, 인식기 그룹에 속하는 

인식기의 개수를 결정하는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식기 간의 다양성

에 한 기 으로 Kuncheva 등이 제안한 Q statistic 기

, Roli와 Giacinto가 제안한 CD (compound diversity) 

기 , 그리고 Kang이 제안한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에 

기반한 클래스-결정 상호정보인 U 기  등을 살펴본다

[3,4]. Q statistic은 아래 식 (1)과 같이 데이터에 한 두 

인식기 간의 인식 결정에 한 다양성을 계산하며, 3개 이

상의 인식기 그룹에 있어서는 식 (2)와 같이 가능한 두 인

식기의 에 한 Q 값의 합을 가능한 인식기 의 개수

로 나  평균 Q 값을 해당 인식기 그룹의 Q 값으로 결정

하 다. 여기서, N
11 
은 두 인식기가 모두 맞춘 데이터의 

개수 이며, N00 은 모두 틀린 데이터의 개수이다. 한, 

N
10 와 N11 은 둘 의 하나만 제 로 맞춘 데이터의 개

수 이다. 3C2는 조합(combination)을 나타낸다.

    
     



 





한, CD 기 은 두 인식기에 해서 아래 식 (3)과 같이 

정의되며, 두 인식기 그룹 간의 다양성은 식 (4)와 같다.

           

  ∈∈   
그리고,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에 기반한 클래스-결정 

상호정보인 U 기 은 아래 식(5)와 같이 정의되며,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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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는 N 이라고 가정한다. 여기서 L은 클래스를 나타

내고, Ei는 인식기의 결정을 나타내며, H()는 엔트로피를 

나타낸다.

⋯ 

 




⋯ ⋯ 

 ⋯ 

 ⋯ 






⋯ ⋯  

   와 같은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해서, 5개의 가상 

인식기와 5개의 가상 이블 클래스  데이터를 설정하

고,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한 두 제를 다

루기로 한다. 5개의 가상 인식기는 E1, E2, E3, E4, E5 이

며, 5개의 가상 클래스인 A, B, C, D, E 를 다루는데, 주

어진 가상 데이터에 해서 하나의 클래스만을 인식 결과

로 보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5개의 가상 데이터는 각각 

5개의 가상 클래스 데이터의 실 (인스턴스)라고 가정한

다. 다수의 인식기가 선택된 후에,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인식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인식기를 결합하는 방법으

로 가장 보편 인 투표 기법과 조건부 독립 가정의 베이

지안 (CIAB) 기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단, CIAB 기법을 

용하기 한 훈련 데이터는 설정된 인식율을 맞추도록 

인식 실험에 사용된 가상 데이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먼  EX-1 제는 5개의 가상 인식기들이 <표 1>과 

같이 40%의 인식율을 보이는 인식 결과를 지닌다고 가정

한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하여 고려되는 인식기의 개

수는 1에서부터 최  5개까지 될 수 있다.

데이터
인식기

E1 E2 E3 E4 E5

A A B C D A

B B B C D E

C A C C D E

D A B D D E

E A B C E E

<표 1> EX-1 제의 40% 인식 결과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인식기의 개수를 늘려 가면서 각 인

식기의 선택 기 을 용했을 때 얻어지는 인식기 그룹에 

한 다양성의 계산 값을 보면 <표 2>와 같다. U(L;E) 

값은 계산된 근사치로 보여 다. 그리고, 각 인식기 그룹

에 해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최고 인식율 (pl)과 사용된 

두 결합 방법에 한 인식율을 보면 <표 3>과 같다. 가상

의 최고 인식율은 인식기 그룹에 참인 인식 결정을 수행

하는 인식기의 존재 여부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이제

까지 제안된 기존의 결합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율은 

얻기란 불가능하다.

   아래 <표 3>에서 4개로 이루어진 인식기 그룹의 경우

에 가상의 최고 인식율은 100%이고, 투표 기법으로 결합

될 경우에 60%인 반면에, CIAB 기법으로 결합되면 인식

율이 100%가 됨을 알 수 있다. 각 결합 기법에서 인식율

이 여러 개로 표 된 경우는 인식된 클래스가 해당 결합 

기법에서 타이(tie)인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식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아울

러, <표 2>에서도 Q statistic과 diversity()는 인식기의 수

에 변함이 없는 반면에 U(L;E)는 CIAB 기법이 100%가 

되는 4개의 인식기 그룹이 될 때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결합 기법으로 CIAB 기법이 사용

된다고 가정하면,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4개의 인식기 그

룹으로 만드는 것이 인식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인식기의 수 U(L;E) Q statistic diversity()

1 0.5004 - -

2 0.9503 1/3 0.6

3 1.3322 1/3 0.6

4 1.6094 1/3 0.6

5 1.6094 1/3 0.6

<표 2> EX-1 제에서 인식기 개수의 변화에 

따른 각 인식기 선택 기 의 계산 결과표

인식기의 수 pl 투표 기법 CIAB 기법

1 40 40 40

2 60 20,40,60 40,60,80,100

3 80 40 60,80,100

4 100 60 100

5 100 100 100

<표 3> EX-1 제에서 인식기 개수의 변화에 

따른 가상의 인식율과 결합 방법의 인식 성능

   다음으로 EX-2 제는 5개의 가상 인식기들이 <표 

4>와 같이 60%의 인식율을 보이는 인식 결과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역시 다수 인식기 시스템을 하여 고려되는 인

식기의 개수는 1에서부터 최  5개까지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인식기

E1 E2 E3 E4 E5

A A B C A A

B B B C D B

C C C C D E

D A D D D E

E A B E E E

<표 4> EX-2 제의 60% 인식 결과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인식기의 개수를 늘려 가면서 각 인

식기의 선택 기 을 용했을 때 얻어지는 인식기 그룹에 

한 다양성의 계산 값을 보면 <표 5>와 같다. 역시 

U(L;E) 값은 계산된 근사치로 보여주고, 각 인식기 그룹

에 해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최고 인식율 (pl)과 사용된 

두 결합 방법에 한 인식율은 <표 6>과 같다.

   아래 <표 6>에서 3개로 이루어진 인식기 그룹의 경우

에 가상의 최고 인식율은 100%이고, 투표 기법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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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 60%인 반면에, CIAB 기법으로 결합되면 인식

율이 100%가 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표 5>에서도 Q 

statistic과 diversity()는 인식기의 수에 변함이 없는 반면

에, U(L;E)는 CIAB 기법이 100%가 되는 3개의 인식기 

그룹이 될 때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에 결합 기법으로 CIAB 기법이 사용된다고 가정하면, 다

수 인식기 시스템을 3개의 인식기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인식 성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인식기의 수 U(L;E) Q statistic diversity()

1 0.9503 - -

2 1.3322 1/3 0.8

3 1.6094 1/3 0.8

4 1.6094 1/3 0.8

5 1.6094 1/3 0.8

<표 5> EX-2 제에서 인식기 개수의 변화에 

따른 각 인식기 선택 기 의 계산 결과표

인식기의 수 pl 투표 기법 CIAB 기법

1 60 60 40,60

2 80 40,60,80 60,80,100

3 100 60 100

4 100 100 100

5 100 100 100

<표 6> EX-2 제에서 인식기 개수의 변화에 

따른 가상의 인식율과 결합 방법의 인식 성능

   의 두 제를 통한 실험 결과로부터, 인식기의 결합 

방법 측면에서 볼 때, 투표 기법 보다는 CIAB 기법이 더 

은 수의 인식기를 사용하여 100%의 인식율을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클래스-결정 상호정보인 U 값은 이

러한 CIAB 기법과 비슷한 성향으로 인식기의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멈추면서, 상 으로 다른 인식

기의 선택 기  보다 다수 인식기 시스템에 포함될 인식

기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을 

하여 시스템에 포함되는 인식기들의 결합 구조와 결합 

방법에 하여 비교, 검토해 보았다. 특히, 은 수의 인식

기를 사용하는 우수한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

축을 하여, 간단한 가상의 제를 통하여 인식기의 개수

를 결정하는 인식기의 선택 방법에 하여 비교, 검토해 

보았으며, 조건부 엔트로피의 최소화에 기반한 클래스-결

정 상호정보 기 이 유망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인식기의 선택 기 으로서 클래스-결정 상호정보를 

사용할 때, 인식기들의 결합 방법으로서 투표 기법 보다는 

CIAB 기법이 더 유용함도 알 수 있었다. 그 지만, 간단

한 제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근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

고 직  클래스-결정 상호정보 값을 계산하 으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계산이 용이하지 않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더 진행할 향후 과제로는 리 사용되는 패턴

인식용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인식기와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인식기 시스템의 효율 인 구축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 다룬 기존

의 인식기의 선택 기 에 덧붙여서 다른 유망한 인식기의 

선택 기 에 해서도 심도 있는 비교, 검토 연구를 수행

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은 수의 인식기 그룹을 선

택하는 인식기의 선택 기 을 찾거나 새로이 제안하는 연

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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