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 기반 가 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 방법

윤태복*, 이지형*, 주문원**, 최 미**

*
성균 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성결 학교 멀티미디어공학부

e-mail:tbyoon@skku.edu

A decision tree method using distance-based weighted  

Taebok Yoon*, Jee-Hyong Lee*, MoonWon Choo**, and YoungMee Choi**

*
School of ICE, Sungkyunkwan University

**Multimedia Division, Sungkyul University

요       약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에게 지능 이고 응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연

구가 활발하다. 특히, 데이터 마이닝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찾는데 빈번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에 상하지 못한 정보

가 섞여 있다면 분석이 어렵고, 분석 결과 한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에는 수집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데이터를 선별하여 제거하는데 주로 연구 되었으나, 유용한 데이터도 함께 제거될 수 있다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집 데이터를 의미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나무 

생성에 반 하 고, 실험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하 다.

1. 서론

   데이터 마이닝은 수집된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 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1]. 한, 

분석 결과는 미래의 상황을 측할 수 있는 기반 지식으

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 통신 기술의 발

으로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그 다양성

(가변성, 불완 성 등)으로 인해 분석의 어려움은 커져가

고 있다[2]. 특히,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측하

는 기존의 분석 방법은, 수집된 데이터의 유효성 문제로 

인하여 분석의 어려움이 많고, 낮은 측 결과를 보여 

다. 즉,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일 되지 않거나 비정

상 인(Noise, Incomplete, etc.) 형태를 가진다면 분석 결

과의 신뢰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해 기존에는 분석 작업 이 에 비정상 데이터를 

선별하여 제거하는데 주를 이루었다[5]. 하지만, 그 방법이 

단조로우며, 수집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제거

하여 유효한 데이터도 함께 제거 될 수 있다는 단 이 있

다. 본 논문은 수집 데이터에서 거리 기반 가 치를 이용

하여 모든 데이터의 요도를 측정한다. 데이터가 유효성

이 낮다고 할지라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요도를 가지며, 분석에 반 되도록 하 다. 실험에서는 

기존의 통 인 분석 방법과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

다.

2. 련연구

   데이터 분석에서 수집된 데이터에서 유효성을 단하

기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Hwang 등은 데이터 수집

과정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거

나 분석자의 의도와 다른 수집 데이터를 불완 한 데이터

라 정의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자의 의도에 맞게 재분류하는 연구를 하 다[3]. Dick은 

이메일 스팸 제거 기술에 불완  데이터 분류를 해 

SVM을 이용하여 유용한 결과를 얻었다[4]. 한, Xi는 이

상치(Outlier)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 다[5]. 그리고 

최근 고차원 기반에서의 이슈와 SVM 방법을 이용한 이

상치 감소 방법을 소개하 다. 비정상(Abnormal) 데이터

를 처리하기 한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하

게 연구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선

별하여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의미 있는 데

이터도 함께 제거 될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어, 비

정상 데이터를 한 효과 인 분석 방법이 요구된다.

3. 거리기반 가 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 방법

본 논문에서 이용한 가 치 생성 방법은 거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어진 데이터를 공간상에 사상시키고, 한 개

체와 다른 개체들 사이의 분포 정도를 계산한다. 주변 분

포 정도를 측정하여 비정상 데이터를 단하는 것이다.

3.1 거리기반 가 치

거리 기반 가 치 부여 방법은 각 개체 간에 거리를 기

반으로 계산한다. 를 들어 그림 1의 (a)와 같이 10개의 

개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x

와 y, 두 가지이며 정수형의 값을 갖는다. 각 속성의 종속

변수인 class는 Yes와 NO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

림 1의 (b)는 (a)의 10개의 개체를 좌표 상에 표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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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0번째 개체의 class를 알 

수 없다. 그 다면 여기서 10번째 class를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아마도 “No”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

유는 재 알지 못하는 10번째 개체의 주변 분포가 Yes보

다는 No가 더 많기 때문이다. 만약 주어진 데이터에 10번

째 개체의 Class가 Yes라고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주변 

분포를 볼 때 No가 더 많으므로, 10번째 데이터를 이상치

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어진 체 데이터에

서 한 개체의 주변 분포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가 치로 

사용하는 것이 거리 기반 가 치 생성 방법이다.

(그림 1) 거리에 기반을 둔 이상치 단 사례

거리에 기반을 둔 가 치를 생성하기 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 한 개체 주변의 분

포를 측정하기 해서는 범  설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  

범 를 설정하고 나면 범  내에 있는 개체의 개수를 

악하여 가 치를 단하게 된다. 세 번째, 기에 주어진 

데이터의 비율이 편 되어 있다면, 그것 한 연산에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 데이터들의 가 치를 얻을 수 있다. 

3.2 거리기반 가 치를 이용한 의사결정 생성

수집된 데이터의 가 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를 생성

하기 해서는 기존과 다른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 언 한 가 치를 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음은 변형된 엔트로피 공식에 한 설명이

다. 여기서 i번째 사례가 갖는 가 치를 knnWeight(i)로 

표시하고, 모든 i에 하여 knnWeight(i)=1이라고 한다면, 

Pc는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c(i)는 i번째 사

례가 속하는 클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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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검증

실험을 해 UCI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Waveform 

Database Generator를 이용하여 10개의 속성과, 0과 1의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1,000개 그리고 검

증 데이터 1,000개를 생성하 다. 비교 실험을 해 검증 

데이터 100개를 학습 데이터 100개와 임의로 바꾸었다. 바

 100개의 데이터를 비정상 데이터로 인식하게 하기 

함이다. <표 1>은 와 같은 방법으로 5회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지치기(Pruning) 이 에는 결과가 동일

하지만, 이후에는 제안하는 방법의 에러율이 낮게 나온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두 실험 환경의 에러율 비교 (%)

　 original proposal  method
N/A pruned N/A pruned

1 39.4 45.9 39.4 36.3 
2 41.6 43.5 41.6 41.0 
3 44.0 50.3 44.0 45.3 
4 42.4 46.7 42.4 40.5 
5 40.8 40.3 40.8 36.5 

avg. 41.6 45.3 41.6 39.9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거리에 기반을 둔 가 치를 이용하여 의사결

정나무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 이 방법은 수집 데

이터의 의미 정도에 따라 분석에 반 하며, 데이터의 손실

이 없다는 장 이 있다. 실험을 통하여 기존 방법보다 향

상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e-Learning, 

Game 등과 같은 환경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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