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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정나무는데이터마이닝에서데이터를분류하는기법으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데이터탐색소
프트웨어 DAVIS에서는동적기능을사용하여데이터시각화를하는것이가능하다. 본논문에서는동적데
이터분석의기본원리와이를결정나무에적용하는방법을소개하고, 생성되는동적결정나무의효율성과
유용성을실제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한다.

주요용어: 결정나무,군집분석,데이터시각화, DAVIS.

1. 서론

데이터마이닝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지식발견작업이다. 데이터에서체계적이고자동적으로통계적규칙이나패턴등다양한정보를찾아
내기위한데이터마이닝방법론으로는통계적기법,기계학습,패턴인식기법등이있다. 최근많이연
구하고있는통계적기법중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zation) 방법을이용하면데이터속에내재되어
있는정보를파악하는것이용이해진다.
데이터시각화는데이터로부터유용한지식을추출하기위해데이터에자동화기술을적용하는과

정과정보를발견하는과정이라고정의할수있다 (Nicholas, 1999). 이방법은데이터를풍부한컴퓨터
그래픽으로표현해주고데이터와분석가사이의상호작용을가능하게해주므로,데이터의크기나변
수의수가많은대용량데이터구조의탐색을위한기존의전통적데이터분석기법보다는훨씬우수한
방법이다.
데이터시각화의기본적인원리는데이터컨디셔닝(data conditioning)으로서, 데이터의일부를선

택(select)하거나, 삭제(delete), 집중(focus)하여 이 결과가 통계적 모형이나 도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것이다. 데이터컨디셔닝은통계적도형위에서컴퓨터의마우스를이용하여데이터의일부를
하이라이트(highlight)또는브러싱(brushing)하고이를다른도형과링크함으로서이루어진다. 데이터
탐색소프트웨어 DAVIS(DAta VISualization system; Huh와 Song, 2002)에서는동적기능을사용하여
데이터시각화를하는것이가능하다. 본논문에서는데이터분류(classification)기법으로가장많이사
용되는결정나무(decision tree)에데이터시각화기능을연동시켜동적결정나무를생성하는과정을설
명하고, 생성된동적결정나무의효율성과유용성을실제데이터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의
의의는동적결정나무를생성함으로써기존의결정나무로만으로는분석할수없었던다양한정보를얻

을수있음을직접적으로보인것이다. 따라서본연구의방법처럼데이터마이닝기법에데이터시각
화기능을연결하면데이터로부터숨어있는지식을탐구하는데이터마이닝과정이더욱효율적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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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 DAVIS에서의결정나무의구현과실행방법을소개하고,
3장에서는데이터시각화에대하여설명하였다. 4장에서는실제데이터를사용하여결정나무와데이
터시각화기법의연동과정을보이고,구체적으로데이터시각화를통해데이터로부터많은정보를획
득할수있음을보였다. 5장에맺음말을기술하였다.

2. DAVIS에서결정나무의구현과실행

결정나무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이다. 결정나무는 먼저 훈련 데이터
를사용하여여기에가장잘맞는나무를생성하고(build)이렇게만들어진나무의가지를적절하게쳐
서(prune)작성한다. 이장에서는결정나무의생성과가지치기의여러가지방법을소개하고 DAVIS에
구현되어있는내용을설명한다.

2.1. 결정나무의구현

2.1.1. 데이터의분리

전체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나무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훈련용)로, 다른
그룹은 작성된 나무의 오류를 추정하는 용도(시험용)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훈련용으로 데이터의
60%, 시험용으로 40%를사용한다. 흔히사용하는또다른방법인교차검증(cross-validation) 방법에
서는전체데이터를 n등분하여전체의 (n − 1)/n을훈련으로사용하고나머지 1/n을시험용으로사용
하며, n등분된각각의그룹에대해이런과정을전체적으로 n번시행하여오류를추정한다. DAVIS에
서사용하는결정나무작성방법에서는두가지방법을다포함하고있다.

2.1.2. 결정나무생성

결정나무에서는분리-정복(divide and conquer) 방법을적용하여가지를만들어간다. 분리는변수
를사용하여이루어지며대개 2분형(binary split)방법을적용한다. 가지를만들때꼭이분형으로나누
어지지않을수도있지만,이분형나무는논리적으로더명백할뿐만아니라다분형도이분형으로표현
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명목형변수의경우에는범주에의해이분형을만들어나갈수가있으며,한
번분리된변수는다시분리되지않는다(이분형의경우). 그러나수치형변수의경우에는한번분리된
변수가이후다시분리될수있다. DAVIS에서적용하고있는분리를위한변수선택방법으로는엔트
로피(entropy), Gini그리고 CHAID의 3가지를고려한다. 각방법에대한간략한내용을소개한다.

① 엔트로피방법: ID3 (Quinlan, 1986)에서사용하는방법으로서, 다음식 (2.1)을최대로하는변수
X를선택하는방법이다.

Gain(S , X) = Ent(S ) −
∑

x∈X

|S x|
|S | Ent(S x), (2.1)

Ent(S ) = −
c∑

i=1

pi log2 pi, (2.2)

여기서 S는 해당 데이터이고, S x는 S의 부분집합으로서 변수 X의 값이 x인 데이터를 나타낸다.
또, | · |는해당집합의원소수를의미한다. 그리고 pi, i = 1, . . . , c는 S에서범주의수가 c인목적변
수가범주 i에속할확률이다. 원래 ID3 알고리즘으로개발되었으나이후 C4.5 (Quinlan, 1993)로
발전되었고,지금은 See5/C5.0 (Quinlan, 1996)알고리즘의단계에와있다. 데이터마이닝관련무
료소프트웨어인Weka (Witten과 Frank, 2005)에구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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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AVIS의결정나무메뉴판과생성된결정나무.

② Gini방법: CART (Breiman등, 1984)에서사용하는방법으로서,다음식 (2.3)을최소로하는변수
X를선택하는방법이다.

G(S , X) =
∑

x∈X

px(1 − px) = 1 −
∑

x∈X

p2
x (2.3)

식 (2.3)의값을 Gini불순측도(impurity measure)라고하며결정나무개발회사 Salford System에서
사용하는핵심알고리즘이다.

③ CHAID (Kass, 1980): 설명변수와목적변수의연관성을카이제곱통계량으로판단하여가장분류
를잘해주는변수를택하는방법이다.

2.1.3. 가지치기

생성된결정나무를새로운데이터에효율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가지치는방법으로는다음과같

은 4가지방법을고려할수있다. DAVIS에서는앞의 3가지방법으로구현되어있다.

① PEP(pessimistic error pruning): 해당노드의오류율에대한신뢰구간을사용하여이신뢰구간의상
한이 50%를초과하면가지치기를한다. 신뢰도는 75%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② REP(reduced error pruning): 데이터를두개의그룹으로나누고하나는결정나무를생성하는데사
용하고나머지는가지치기를하는데사용한다. 따라서생성된결정나무에속해있는관측값의수
는전체데이터중일부이다. 반면시각화방법에사용되는모든도구들은전체데이터를사용하기
때문에두방법을직접연결하는것은현재로서는불가능하다.

③ CHAID:카이제곱검정을통해가지를치는방법이다.

④ Cost complexity: CART에서사용하는방법으로현재 DAVIS에는구현되어있지않다.

2.2. 결정나무의실행

DAVIS에는 2.1절에서기술한알고리즘들을사용하여구현되어있는것을사용자가메뉴판에서선
택하도록하며, 이메뉴판의가장아래부분에는각노드에서의분류를이진으로할것인가아닌가를
정할수있게되어있다 (그림 1참조). 원하는옵션을선택하고,메뉴판의맨위의 Build를클릭하면그
림 1의오른쪽그림과같은결정나무가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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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시각화

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분석자(혹은시스템사용자)가데이터를도형으로표현할때,
데이터의변화에따른도형의조정이실시간에이루어지는것을말한다. 기존의통계소프트웨어에서
는데이터와도형의형식이주어지면하나의정적인통계적도형결과가주어졌으나,데이터시각화에
서는어느때라도자료의조정을할수있고, 도형의형식을변화시킬수도있으며이두가지과정이
실시간에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과정이반드시컴퓨터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지만, 컴퓨터
를이용하는것이편리하기때문에시각화라고하면특별한언급이없는한사용도구는컴퓨터가된다
(Huh, 2001).
통계소프트웨어가시각화기능을갖도록하기위해서는소프트웨어가객체지향적접근방법으로

작성되어있는것이효율적이다. 각객체는통계적도형이거나또는데이터관리도구일수있다. 이러
한객체들간의상호통신은하나의일관된채널에의해이루어져야하며이채널에흐르는내용은데이
터이다. 여기서데이터라고하면넓은의미로서,주어진원래자료자체를의미할수도있고각객체에
서이루어진분석결과나데이터의집약된정보일수있다.
통계적모형중에서특히데이터시각화에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는것은군집분석으로서군집

중에서일부관심있는것만고르거나또는필요없는부분을제거하고나머지만사용하여데이터탐
색을다시시작할수도있다. 이외에도상자도형등을사용하여특이하게크거나작은값들을제거하
거나,또는이러한값들만선택하여데이터탐색을다시시작할수있다. 현재까지가장유용하게사용
되는시각화방법은동적그래픽스로서마우스의드래깅이나브러싱동작으로구현될수있다 (Cleve-
land와McGill, 1988). DAVIS에구현된내용을중심으로몇가지대표적인데이터시각화경우를설명
하면다음과같다.

A. 마우스작동에의한데이터시각화

막대그래프,히스토그램,산점도행렬,평행좌표계등에서데이터의부분집합을선택하거나제거하
고이들의영향을분석할수있다. 특히 FEDF(Flipped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를사용하면
동적그래픽스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 (Huh, 1995).

B. 상자도형과특이값관리

상자도형에서특이한값을제거하고이들의영향을분석할수있다. 그러나그림 2에서보는바와
같이특이값을제거하더라도나머지는또새로운특이값을갖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경우
는데이터시각화를통하지않고서는찾아내기어려운내용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그림 2의상자도형은세계각국의인구사회데이터 (Huh, 2009)의문자해독
율에관한것인데이그림을보면 6개국가가문자해독율이매우낮은특이한나라로나타나있다.
이 6개국가를제거하고다시그린것이두번째그림이다. 여기에서도역시 3개국가의문자해독
율이특이하게낮게나타났다. 특이값이없어질때까지이러한과정을수행해보면특이값의수는
다음과같이나타난다.

6 => 3 => 2 => 4 => 3 => 2 => 1 => 1 => 0

실제데이터분석의경우, 특이값을제거하더라도나머지데이터에서다시특이값이나타나기때문
에특이값이있다고하여이를제거하고분석을수행하는것은좋은자료분석과정이라고할수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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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자도형과특이값

C. 군집분석과데이터시각화
DAVIS에는 k-means, k-medoid, divisive, EM, user-based, dendrogram과같은군집분석방법이구현
되어있다

user-based 방법은사용자가마우스를사용하여데이터의일부를선택하여전체데이터집합을두
개의부분집합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 dendrogram에는각종거리행렬알고리즘과군
집연결 알고리즘(linkage method)이 구현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서일부관심있는부분을마우스로선택하거나제거하면효율적인데이터탐색을실현할수있다
(Huh, 2001).

4. 결정나무와데이터시각화기법의연동

DAVIS에서는결정나무를데이터시각화와연동시켜동적결정나무로작성할수있다. 결정나무
를시각화모듈에포함시키기위해서는결정나무모듈에입출력되는모든데이터를기존 DAVIS 데이
터채널에연동시킴으로써가능하게된다. 결정나무의모든정보는결정나무의각각의노드에포함되
어있다. 결정나무가생성되었을때분석자가알고싶은것은어떤노드(중간노드또는최종노드)에
속하는데이터부분집합이어떤특징을가지고있는가이다. 또한, 다른시각화모듈에서발생한변동
사항이결정나무의각노드에어떻게반영되어나타나는가이다. 이두가지사항을 DAVIS에서시각
화를시행하여명확하게분석할수있다. 다음에서는구체적으로 DAVIS에서세계각국의인구사회데
이터를사용하여시각화를수행하는과정을설명한다.
세계각국의인구사회데이터(데이터에대한출처와자세한내용은 Huh (2009) 참고)는다음과같

이구성되어있다.

국가: Afghanistan, African Republic, Albania,Algeria, . . . , Zambia, Zimbabwei등 71개국

변수: OECD(OECD가입여부), Religion(종교: 기독교,이슬람교,기타), IQ, Pop05(2005년도센서
스데이터), BirthR(1,000명인구당출생수), InfMort(1,000명출생당 1년이내사망수), AIDSR(성
인인구중 AIDS감염율), GDP, LifeSat(생활만족도: Leicester대학의분석사회심리학자 Adrian G.
White교수에의한주관적만족도), Literacy(문자해독율), InfMort(유아사망율)

첫번째로,결정나무에서관심있는노드에속해있는데이터부분집합의성격을알아보기위해서
는해당부분에마우스오른쪽버튼을클릭하고 Focus를택한다. 이렇게하면해당부분이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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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결정나무에서시각화도구로정보의이동

되고이부분집합이다른시각화모듈에표현된다.
두번째,관심있는데이터에대해다른시각화모듈에서의시각화방법을적용하고이결과가결정

나무에나타나도록한다.

4.1. 결정나무에서관심있는노드에해당하는부분집합의정보탐색

세계각국의인구사회데이터에서목적변수를 “생활만족도(LifeSat)”로하여결정나무를생성한것
이그림 3에나타나있다. 이그림에의하면다음과같은규칙등이성립한다.

① 유아사망률이 31.4보다높으면생활만족도는낮다(오류율 = 0/19).

② 유아사망률이 31.4이하이고 GDP가 $34,402이상이면생활만족도는높다(오류율 = 0/17).
...

ⓝ 유아사망률이 21.16 ∼ 31.4이고 GDP가 $2, 647∼$34, 402이며출생률이 10.8이상이면생활만족도
는낮다(오류율 = 0/4).

이제첫번째규칙에해당되는나라들의성격을알아보기위해이노드에마우스오른쪽버튼을클
릭하고 Focus를택한다 (그림 3(a) 참조). 그리고이상태에서 DAVIS에구현되어있는다른데이터탐
색용 시각화 도구를 수행시킨다. 그림 3(d)에 상자도형을 그린 것이 나타나 있다. 이 상자도형을 참
고하면첫번째규칙에해당하는국가들은 IQ가다른나라에비해낮고, 출생율, 유아사망율과 AIDS
환자비율이높으며 GDP가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여기에서국가의인구수와는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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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각화도구에서결정나무로정보의이동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상자도형은연속형변수만처리할수있기때문에종교(기독교국가
인가아닌가)와 OECD가입여부와같은명목형변수에대한정보는파악하기어렵다. 명목형변수에
대한내용을알아보기위해막대그래프를활용한것이그림 3(b), 3(c)에나타나있다. 이그림을보면
11개이슬람국가에서는 7개국가가해당되지만기독교국가에서는 47개국가중 10개국가만여기에
해당된다는것을알수있다. 또 27개 OECD가입국중에서는 1개국가만첫번째규칙에해당되는국
가라는것을알수있다

4.2. 관심있는데이터의부분집합이어떤규칙에잘적용되는가에대한탐색

관심있는데이터의부분집합이결정나무의어떤규칙에적용되는지살펴보기위해서는시각화도
구의모든방법이적용될수있다. 즉,분석자가직접자기의관심부분을택하여이부분집합이결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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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군집분석과결정나무의연동

무에서어떻게나타는가를볼수도있고,군집분석들을통해나타나는데이터의각집단들에서결정나
무의규칙들이어떻게나타나는가를볼수도있으며,데이터의일부관심있는부분집합만을선택하거
나또는필요없는부분을제거했을때이것이결정나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다.

그림 4가첫번째의경우다. 즉, OECD 가입국가와미가입국가로나라를구분하였을때이것이
결정나무에서어떻게나타나는가를보여주고있다. 규칙 1의경우전체 19개불만족으로나타나는나
라중한나라만가입국이고나머지 18개국가는미가입국가이다. 그러나 2번규칙의경우는가입국
이 16개국이고미가입국은 1개이다.

그림 5는 EM방법에의해데이터를 3개의군집으로나눈경우이다. 이그림에나타난것은 OECD
가입여부, 종교등의명목형변수를표현할때 jittering 방법을사용한결과이다. 평행좌표계와상자
도형등을통해볼때, 이 3개군집의특성은 IQ, GDP,출생율, 유아사망율등에의해구분되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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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특이값과결정나무

을알수있다. 결정나무에서나타나는규칙을살펴보면이 3개의그룹중첫번째그룹은(붉은색그룹
15개국: 막대그래프의오른쪽)모두만족도가낮은나라이고, 두번째그룹(초록색 28개국: 막대그래
프의가운데)은비교적만족도가높은나라의집단에속하는규칙에잘적용되고,세번째그룹(파란색
28개국: 막대그래프의왼쪽)은만족과불만족이섞여있는규칙을모두만족하는것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그림 6을보면인구수가특히많은나라가 2개있다. 이두나라는 중국과인도이다.

이그림은이두개의나라가규칙의어떤부분에나타나는가를보기위한것으로서인도는규칙 1에
해당되고중국은규칙 5에해당되는것을알수있다.

5. 맺는말

본논문에서는결정나무를기존의시각화도구에연결시키는방법에대해알아보고기존의데이터
탐색소프트웨어인 DAVIS에서이를구현한것을소개하였다. 비교적간단한방법으로결정나무와시
각화방법을연동시킬수있으며,실제데이터에대해결정나무와시각화방법을연동시켰을때기존의
방법으로는얻을수없었던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음을보였다. 그러나이소프트웨어는현재실험
적인단계에있으므로결정나무를생성하는모든방법을다구현한것은아니며, 또한결측값이있는
경우도아직완벽하게처리하지는못하는상태이다. 또한본문 2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 REP방법에
의한가지치기를수행하는경우자료의일부만사용하여결정나무를만들기때문에시각화방법과직

접연결시키지는못한다. 본논문의방법을사용하여동적결정나무를생성하면데이터에대한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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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더욱많은정보를획득할수있고,데이터로부터숨어있는지식을탐구하는데이터마이닝과정이
더욱효율적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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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ision tree is a typical tool for data classification. This tool is implemented in DAVIS (Huh and Song,

2002). All the visualization tools and statistical clustering tools implemented in DAVIS can communicate with
the decision tree. This paper presents methods to apply data visualization techniques to the decision tree using a
real data set.

Keywords: Decision tree, cluster analysis, data visualization, DAVIS.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in the year of 2008.
1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Multimedia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389 Samson-Dong 2-

Ga, Seongbuk-Gu, Seoul 136-792, Korea. E-mail: cbs@hans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