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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분류를 위한 학습 데이터는 범주 간의 불균형

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경우 

분류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2]. 범주

별 학습 데이터 샘플 수의 차이는 모델이 적절한 분류 기

준을 학습할 수 있는 정보량의 차이이고, 따라서 고빈도 범

주에 노이즈가 많거나 다른 범주와 오버랩되는 특징이 있

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빈도 범주의 성능이 고

빈도 범주의 성능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범주 사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편향을 해결

하기 위해서 주로 데이터를 표본추출(sampling)하여 정보

량을 조정하거나 손실함수를 개선하여 샘플에 가중치를 부

여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어왔다. 이 중 표본추출 방법에서

는 고빈도 범주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언더샘플링과 저빈도 

범주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데이터를 증축시키

는 오버샘플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언더샘플링은 존재하

는 샘플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오버샘플링은 특정 샘플의 반복

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

절한 샘플을 선택하기 위해 샘플의 난이도, 불확실성 등을 

선택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왔다. 하지만 샘플 

각각에 대해 중요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추출을 수행하

는 것은 저빈도 범주에 대한 개선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 데이터에서 저빈도 범주 샘플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배치 샘플링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샘플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편향을 완화시키

기 위해 스케줄링을 추가하여 기존 방법과 비교해본다. 

 

2. 관련 연구 

 

2.1. 미니 배치 샘플링(Mini-batch Sampling) 

 

최근 많은 연구에서 미니 배치의 샘플이 얼마나 잘 선택

되었는지가 성능이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3-5]. 배치 샘플링에서 적절한 샘플을 선택하기 위해 초기

에는 샘플의 난이도를 사용하였다. 쉬운 샘플을 선택하는 

경우[6,7] 이상값과 잡음이 있는 범주에 대해 강건하지만 

손실값이 작아 학습 속도가 느리다. 어려운 샘플을 선택하

는 경우[8] 학습 속도는 빠르지만 과적합으로 인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 

두 접근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이전 예측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샘플의 불

확실성을 사용하여 샘플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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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범주 불균형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과정 중 범주 크기 기반 배치 샘플링 방법 전환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한다. 범주별 샘플링 확률로 범주 크기의 역수(LWRS-Reciporcal)와 범주 비율의 반수

(LWRS-Ratio)를 적용하여 각각 실험을 진행하였고, LWRS-Reciporcal 방법이 F1 성능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

을 확인하였다. 더하여 고정된 샘플링 확률값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편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학습 과정 중 샘플링 방법을 전환하는 스케줄링 방법을 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증 성능의 갱신 유무로 샘

플링 방법을 전환하였을 때 naver shopping 데이터셋과 KLUE-TC에 대하여 f1 score와 accuracy의 성능 합

이 베이스라인보다 각각 0.7%, 0.8% 향상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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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Active bias[3]는 과거 전체 예측 이력을 기반으로 샘

플에 대한 예측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고 불확실한 샘플이 

다음 미니배치에 대해 높은 추출 확률을 갖도록 한다. 이 

방법은 일반화 오류를 감소시켰지만 학습 수렴 속도를 느

리게 만들었다. 

Recency bias[9]는 active bias의 문제점의 원인을 수정

하여 학습 속도를 가속화한 더 정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다. Active bias는 예측 이력을 반영하기 위해 growing 

window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의 최신 상태

를 빠르게 반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학습 수렴 속도의 

저하를 발생시킨다. Recency bias는 growing window를 

sliding window로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샘플별로 추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들은 저빈도 

범주 샘플의 학습량 증가를 보장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저빈도 범주의 예측 성능이 낮기 때문에 어려운 샘플 위주 

배치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을 때 저빈도 범주의 샘

플의 추출 확률이 높을 수 있다. 하지만 고빈도 범주에서 

또한 손실값이 높은 어려운 샘플이 존재하는데 해당 범주

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샘플링 결과 고빈도 범주의 샘플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샘플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샘플

링을 수행할 경우 수렴이 안되는 샘플은 추출이 되지만 학

습동안 정답을 한번도 맞추지 못한 샘플의 경우 샘플링 확

률이 낮아진다. 저빈도 범주 샘플의 경우 학습동안 오답만 

예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샘플의 

중요도를 측정했을 떄 오히려 저빈도 범주의 샘플링 확률

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샘플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2. 학습률 스케줄러(Learning rate scheduler)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하이퍼파라미터 중 학습

률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학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이다. 학습률이 너무 큰 경우 지역 최솟

값(local minimum)을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전역 최솟값

(global minimum) 근처에서 진동이 심해 수렴하지 못하거

나 발산할 수 있고 너무 작은 경우 수렴 속도가 느려 학습

이 오래 걸리고 지역 최솟값에 수렴할 수 있어 적절한 학

습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률을 학습이 

 
1  https://www.tensorflow.org/api_docs/python/tf/keras/callbacks/ 

ReduceLROnPlateau 

진행됨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스케줄링 방법이 사용된다. 방법이 사용된다. 

Cosine annealed warm restart learning schedule[10]은 

학습률을 주기적으로 초기화하며 학습률 감쇄를 위한 함수

로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다. ReduceLROnPlateau 1는 선형

적으로 학습률을 증가시키다가 검증 성능의 정체가 발생하

면 학습률을 감소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률 스케줄링 방법에서 차용하여, 배

치 샘플링 방법을 학습 중 변경하는 스케줄링 방법으로 

Warm Restart(WR) 방법과 Switch Sampler On 

Plateau(SSOP)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배치 샘플링 

방법에 의해 한번도 선택되지 못한 샘플이 학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편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한다. 

 

3.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는 분류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저빈도 범주

의 학습량을 늘려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배치 샘

플링은 기본적으로 샘플 각각에 선택 확률을 부여하고 해

당 값을 기반으로 복원 추출하여 배치를 구성한다. 저빈도 

범주 샘플의 선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의 각 범주의 샘플 수를 기반으로 선택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LWRS, Label Weight Random Sampling)을 제안한다. 

정의된 선택 확률은 정답에 따라 각 샘플마다 부여되고, 같

은 범주 내 샘플들은 항상 동일한 선택 확률을 갖는다. 고

정된 가중치로 샘플링을 진행할 때 과적합 문제 발생 가능

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버/언더샘플링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로, LWRS 후 전체 샘플에 대한 학습(SS, Sequence 

Sampling)을 진행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warm-up 

구간을 설정하였고 임의값 5로 고정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선택 확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LWRS-Reciprocal: 범주에 대한 샘플 수의 역

수를 선택 확률로 정의한다. 입력 문장 𝑥!과 정답 𝑦!로 구

성된 학습 데이터 𝐷 = {(𝑥! , 𝑦!)}!"#$ 이 주어질 때 𝑖번째 샘플

의 선택 확률 𝑃(𝑥!|𝐷, 𝑦!)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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𝑁(𝑎, 𝑏) = 	 11, 𝑖𝑓	𝑎 = 𝑏				
0,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𝑃(𝑥!|𝐷, 𝑦!) =
1

∑ 𝑁(𝑗, 𝑦!)%
&

 

 
두 번째, LWRS-Ratio: 학습 데이터 내 각 범주에 대한 샘

플 수 비율의 반수를 선택 확률로 정의한다. 입력 문장 

𝑥! 과 정답 𝑦! 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 𝐷 = {(𝑥! , 𝑦!)}!"#$ 이 

주어질 때 𝑖번째 샘플의 선택 확률 𝑃(𝑥!|𝐷, 𝑦!)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𝑃(𝑥!|𝐷, 𝑦!) = 1 − (
∑ 𝑁(𝑗, 𝑦!)%
&

|𝐷| ) 

 

두 가지 확률 계산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후 

macro f1-score가 더 높은 방법을 선택하여 스케줄러를 추

가한 실험을 진행한다. 선택 확률을 학습 데이터에 대한 샘

플 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학습 중 해당 선택 확률은 변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빈도 범주의 학습량이 늘어 과적

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률 조정에 사용되는 스케

줄링 방법을 차용하여 일정주기마다 전체 샘플에 대한 학

습을 수행하여 고빈도 범주의 성능이 과도하게 떨어지지않

도록 설계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스케줄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샘플링 방법은 항상 LWRS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Warm Restart(WR): 지정된 주기마다 샘플링 

방법을 변경한다. 샘플링 방법을 변경하는 주기를 하이퍼파

라미터로 결정해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기를 1로 설정

하여 LWRS와 SS 방식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설정하였

다. 

두 번째, Switch Sampler On Plateau(SSOP): 검증 데이

터에 대한 성능이 이전 epoch의 검증 데이터 성능을 갱신

하지 못하면 샘플링 방법을 변경한다. 

 

4. 실험 

 

4.1. 데이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Naver Shopping 감성분석용 말

뭉치2와 KLUE-TC(Topic Classification) 데이터셋3[11]을 사

 
2 https://github.com/bab2min/corpus/tree/master/sentiment 

용하였다. Naver Shopping 감성분석용 말뭉치는 전체 

200,000개의 샘플을 8:1:1 비율로 임의 분류하여 각각 학

습, 검증, 평가 데이터로 사용한다. KLUE-TC 데이터셋은 

train과 dev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Train 데이터의 10%

를 분리하여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고 dev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로 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두 데이터의 범주 분포는 

표 1과 2에 나타난다. 

 
표 1. Naver Shopping 감성분석 

데이터셋에 대한 범주별 비율 
 학습 검증 평가 전체 

1 28,907(18.1) 3,563(17.8) 3,578(17.9) 36,048 

2 51,073(31.9) 6,388(31.9) 6,528(32.6) 63,989 

4 15,021(9.4) 1,888(9.4) 1,877(9.4) 18,786 

5 64,999(40.6) 8,161(40.8) 8,017(40.1) 81,177 

전체 160,000 20,000 20,000 200,000 

 
표 2. KLUE-TC 데이터셋에 대한 범주별 비율 

 학습 검증 평가 전체 

IT 과학 4,696(11.4) 539(11.8) 554(6.1) 5,789 

경제 5,474(13.3) 644(14.1) 1,348(14.8) 7,466 

사회 4,622(11.2) 511(11.2) 3,701(40.6) 8,834 

생활문화 5,217(12.7) 534(11.7) 1,369(15.0) 7,120 

세계 7,457(18.1) 863(18.9) 835(9.2) 9,155 

스포츠 6,982(17.0) 760(16.6) 578(6.4) 8,320 

정치 6,662(16.2) 717(15.7) 722(7.9) 8,101 

전체 41,110 4,568 9,107 54,785 

 

Naver Shopping 감성분석 데이터의 경우 고빈도 범주

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저빈도 범주가 전

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범주 불균형이 존재하는 데

이터이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제안 방법이 불균형 데이터

에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KLUE-TC의 경우 학습 데이터는 고빈도 범주가 약 18%, 

저빈도 범주가 약 11% 비율을 차지하여 범주 사이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평가 데이터의 고빈도 범주가 전체의 

40%, 저빈도 범주가 약 6%를 차지하여 범주 간 불균형을 

보인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분포가 차이가 나면 

검증 성능이 잘 나오더라도 평가 성능이 낮게 나올 수 있

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 불균형이 심하지 않고 학습 데이터

와 평가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에 제안 방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https://klue-benchmark.com/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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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텍스트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KLUE BERT-base[12] 모

델4을 인코더로 사용하고 완전연결 레이어 하나로 구성된 

분류 디코더를 포함하는 분류 모델을 구축한다. 제안 방법

과 다른 샘플링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recency bias를 

적용한 모델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recency bias의 실험 또

한 동일한 BERT-base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warm-up을 5, queue size를 5, selection pressure를 100 à 

1, epoch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학습된 모델은 accuracy와 macro average F1-score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제안하는 방법이 스케줄러를 추가하여 

고빈도 성능의 과도한 하락을 막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accuracy와 f1-score를 baseline 성능과 비교한 값을 

점수로 하여 사용된 방법 각 방법간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자한다. 

 

Accuracy =
∑ (𝑇𝑃! + 𝑇𝑁!)'
!

∑ (𝑇𝑃! + 𝑇𝑁! + 𝐹𝑃! + 𝐹𝑁!)'
!

 

F1�Score =
1
𝐾 ×D

2×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𝑃𝑟𝑒𝑐𝑖𝑠𝑖𝑜𝑛! + 𝑅𝑒𝑐𝑎𝑙𝑙!

'

!

 

Score = JAccuracy− 	Baseline!s�AccuracyK 														
+ (F1�Score− Baseline!s�F1�Score) 

 

4.3.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3과 4는 각각 KLUE-TC와 Naver Shopping 감성분

석 실험 성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선택 확률을 계산하는 방

법 중에서는 LWRS-Ratio보다 LWRS-Reciprocal이 더 높

은 성능을 보여 LWRS-Reciprocal을 기반으로 스케줄링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3.1. 샘플 선택 확률 계산 방법 

Naver shopping 감성분류 실험에서 recency bias를 적

용하였을 때 고빈도 범주인 '5'와 '2'는 성능이 유지되거나 

0.002 정도로 적은 상승폭을 보인 반면 저빈도 범주인 '1'

과 '4'는 각각 0.025, 0.027로 고빈도 범주와 대비되는 성

능 하락을 보였다. 샘플링 선택 확률 계산방법의 경우 두 

가지 모두 베이스라인보다 향상된 F1 성능을 보이고, 이 중 

LWRS-Reciprocal가 LWRS-Ratio보다 0.026 높은 F1 성

 
4 https://huggingface.co/klue/bert-base/tree/main 

능을 보인다. Warm-up 구간동안 LWRS를 적용했을 때 저

빈도 범주 ‘4’에서 성능이 0.208 상승하여 가장 높은 F1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accuracy 성능이 0.124만큼 

떨어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오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

다. Warm-up을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스케줄링을 추가하

여 샘플링 방법을 전환하였을 때, 두 방법 모두 accuracy

의 성능 하락율보다 높은 F1 성능의 상승율을 보였다. 

KLUE-TC의 경우 학습 시 범주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 LWRS를 SS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

반적으로 성능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recency bias와 달

리 제안 방법은 베이스라인 성능에서 떨어지지 않고 미미

하지만 성능 또한 향상되어 불균형이 심하지않은 데이터에

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4.3.2. 스케줄링 

주기가 1로 설정된 warm restart 방식의 경우 두 데이터

셋 모두에서 성능이 baseline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는 학습 초기부터 SS와 LWRS가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SS

만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SSOP 방식은 모델의 중간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 

샘플링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는 warm 

restart 방식의 주기를 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과 같다. 고

정된 주기는 또 다른 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동적으로 주기를 변경시키는 것이 이러한 편향을 완화

할 수 있다. Naver shopping 감성분석 결과에서 SSOP를 

적용했을 때 warm restart 방식보다 높은 F1 성능과 

warm-up 방식보다 높은 accuracy 성능을 보여준다. 

KLUE-TC에서는 SSOP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전체 범주에서 

성능향상을 보인다.   

 
표 3. Naver Shopping 감성분석 실험 성능표 

 Baseline 
RecencyBias LWRS-Ratio LWRS-Reciprocal 

- Warmup Warmup WR SSOP 

1 0.458 0.433 0.510 0.508 0.460 0.512 

2 0.710 0.712 0.665 0.670 0.707 0.672 

4 0.120 0.093 0.185 0.328 0.127 0.216 

5 0.848 0.848 0.847 0.805 0.849 0.840 

Macro F1 0.534 0.522 0.552 0.578 0.536 0.560 

Accuracy 0.702 0.701 0.687 0.578 0.702 0.683 

Score - -0.013 0.003 -0.08 0.0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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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LUE-TC 실험 성능표 

 Baseline 
RecencyBias LWRS-Ratio LWRS-Reciprocal 

- Warmup Warmup WR SSOP 

IT과학 0.819 0.806 0.822 0.824 0.819 0.819 

경제 0.840 0.831 0.841 0.842 0.843 0.846 

사회 0.864 0.854 0.865 0.864 0.866 0.870 

생활문화 0.852 0.839 0.852 0.852 0.851 0.856 

세계 0.884 0.868 0.884 0.885 0.887 0.888 

스포츠 0.947 0.936 0.947 0.948 0.948 0.949 

정치 0.850 0.836 0.851 0.848 0.849 0.852 

F1 0.865 0.853 0.866 0.866 0.866 0.869 

Acc. 0.862 0.850 0.862 0.863 0.863 0.866 

Score - -0.02 0.001 0.001 0.002 0.00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범주 불균형 분류 문제에서 발생하는 편

향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주의 샘플 개수를 기반으로 하는 

샘플링 확률 계산 방법을 제안하고 샘플링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또 다른 편향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습 중

에 배치 샘플링 방법을 전환하는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

였다. 저빈도 범주의 샘플링 확률을 높이기 위해 범주 샘플 

개수의 역수 값(LWRS-Reciprocal)과 범주 샘플 비율의 반

수 값(LWRS-Ratio)을 샘플의 샘플링 확률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LWRS-Reciprocal을 적용하였을 때 LWRS-

Ratio보다 F1 성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 

배치 샘플링 확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전반에 

동일한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면 또 다른 편향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저빈도 범주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고

빈도 범주의 샘플은 적절히 학습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고빈도 범주의 경우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크기 때문에 F1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오답을 예측하는 

샘플 수가 크게 늘 수 있다. F1 성능을 개선하되 accuracy

의 성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습 중 샘플링 

방법을 바꿔주는 스케줄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

습 초반에만 배치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일정 주기

마다 샘플링 방법을 변경하는 것보다 검증 성능을 기반으

로 성능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샘플링 방법을 전환하

는 SSOP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은 샘플링 확률이 학습 경향을 반영하지 않

고 같은 범주 내 샘플은 모두 같은 확률값을 갖기 떄문에 

샘플 간의 난이도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에

는 범주 크기와 샘플의 난이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확률 계산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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