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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혼합분포의 분류문제에서 비용함수를 고려한 분류점은 최소 기대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최적이다. 비용
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ROC곡선을 이용하여 분류정확도 측도인 전체정확도와 진실율
이 최대일 때의 분류점에 대응하는 기대비용에서의 비용비율을 제안하고, 최소 기대비용의 비용비율과의 관
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용곡선을 이용하여 분류정확도 측도들에 기반하는 최소 기대비용에서의 비용비율
을 제안하였고 이 비용비율은 대표적인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가 최대일 때의 기대비용에 대한 비용비율들 사
이에 존재하며, 최소 기대비용에서의 비용비율에 수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기대비용과 정규화
된 기대비용을 최소화할 때의 비용비율과 분류정확도가 최대일 때의 비용비율들의 관계를 토론한다.

주요용어: 기대비용, 부도, 분류점, 분류정확도, 신용평가, 판별력.

1. 서론
두 분포함수의 혼합분포로부터 분류모형의 성과를 평가하는 문제를 고려하자. 분류문제는 경영
학, 공학 그리고 의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본 연구는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차주(borrower)의 미래상태인 부도상태(default) 혹은 정상상태(non-default)에 대한 예측
력을 최대화하는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에서 모형의 판별력(discriminative power)은 차
주(borrower, debtor)에게 대출여부를 결정할 때 부도(default, positive)인지 또는 정상(non-default, negative)인지의 미래 상태를 미리 식별해야 하므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Servigny와 Renault, 2004).
왜냐하면 두 종류의 상태에 관한 예측문제에서 부도를 정상으로 또는 정상을 부도로의 예측은 큰 손실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변수 X는 차주에게 부여되는 연속형 등급스코어(rating score)이고, 확률밀도함수 f (x)는 부도
또는 정상상태의 모수로 이루어진 전체 모수공간 Θ = {θd , θn }에서 정의되는 확률밀도함수들의 혼합함
수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f (x | θ) = γ f (x | θd ) + (1 − γ) f (x | θn )
≡ γ fd (x) + (1 − γ) fn (x), x ∈ (−∞, ∞),

(1.1)

여기서 fd (x)와 fn (x)는 각각 부도와 정상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내고, γ는 모집단의 전체부도
율(total probability of default)로서 혼합모수(mixing parameter)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차주 중에서 부도
차주는 정상차주보다 많지 않으므로 0.5보다 작다고 가정한다.
차주에 대한 미래 상태의 예측은 위의 혼합분포에서 X의 특정한 스코어 x0 를 통해 분류된다. 따라
서 모형의 분류성과(classification performance)는 2 × 2 혼동행렬(confusion matrix)로 나타나는데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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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용 행렬

예측된 그룹
(Predicted Class)

Default/Positive
Non-default/Negative

실제 그룹(Actual Class)
Default/Positive
Non-default/Negative
CT P
C FP
C FN
CT N

칸은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TN(true negative), FN(false negative)으로 구성된다. TP와
TN은 정분류된 경우이고, FP와 FN은 오분류된 경우이다. 그리고 혼동행렬의 각 칸에 대응하는 비
용(손실)을 나타낸 비용행렬(cost matrix)은 표 1과 같다. C FP 와 C FN 은 오분류 비용(misclassification
costs), CT P 와 CT N 은 정분류 비용이며, 모두 비음수(non-negative)로 발생함을 가정한다.
위와 같은 비용행렬이 주어졌을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분류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기대비
용(expected cost; EC) 함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Metz, 1978; Zhou 등, 2002; Pepe, 2003; 김지현,
2004).
EC = C0 + CT P γFd (x) + C FN γ(1 − Fd (x)) + C FP (1 − γ)Fn (x) + CT N (1 − γ)(1 − Fn (x)),

(1.2)

여기서 C0 는 고정비용이다. 기대비용 EC는 스코어 x의 함수로서 표 1에서 각 칸이 발생할 확률(열비
율로 정의되고, 가정된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얻어진다)에 기대비용(각 칸의 비용에 발생확률을 곱
한다)을 곱해서 모두 더한 형태이다.
기대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스코어를 찾는 방법은 최적분류점을 추정하는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
에 Jund 등 (2005), Hand (2009) 그리고 Hand와 Zhou (2009) 등은 기대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분
류점 x0 는 다음을 만족하는 스코어로 제안하였다.
!
fd (x0 )
C FP − CT N 1 − γ
=
,
(1.3)
fn (x0 )
C FN − CT P
γ
여기서 (C FP − CT N )/(C FN − CT P )는 비용비율(cost ratio; CR)로 정의하며, Hand (2009)는 위 식으로부
터 기대비용함수를 최소화할 때의 비용비율은 최적분류점 x0 에 대응하는 가능도비 fd (x0 )/ fn (x0 )와 부
도오즈(the odds of default) γ/(1 − γ)의 곱으로 식 (1.4)를 유도하였다.
!
fd (x0 )
γ
.
(1.4)
CR =
fn (x0 ) 1 − γ
실제로 비용함수를 이용한 접근은 특히 신용평가부분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각각의 차주들이 서
로 다른 비용위험을 갖고 있고, 예측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Adams와 Hand, 1999; Liu, 2002). 최소 손실하의 분류점은 결국 그룹분포, 정확한 비용비율에 관한 정
보 그리고 전체부도율 추정값이 분류점의 성과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스코어의 확률밀도함수가 알려
져 있고 특정한 분류점이 주어져서 식 (1.3)의 우측항의 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좌측의 두 항들은 상
호교환 가능한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들은 적절한 분류점을 찾기 위해서 전체부도율이
나 혹은 비용비율에 대한 결정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Cantor 등 (1999)는 다양한 진단시험에서의 비용
비율에 대한 추정값을 제시하였으며, Adams와 Hand (1999)는 비용비율의 최대가능도 추정값과 구간
문제를 언급하였다.
분류정확도 측도들의 결과를 그래픽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performance graphs (Turney,
1995), regret graphs (Hilden과 Glasziou, 1996), ROC곡선, loss difference plots (Adams와 Hand, 1999),
precision-recall curve (Davis와 Goadrich, 2006), prevalence-value-accuracy plot (Antoni 등, 2006), 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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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s (Liu와 Shriberg, 2007), skill plot (Briggs와 Zaretzki, 2007) 그리고 비용곡선(cost curve) 등이 있
다. 이러한 그래픽적인 방법들 중에 몇몇 방법들은 분류문제에서 특히 오분류 비용이나 분포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갖을 때 유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ROC곡선과 비용곡선을 바탕으로 비용비율에
대하여 토론한다. ROC곡선은 두 분포함수의 혼합분포로부터 분류모형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래픽적
인 방법이며 (Provost와 Fawcett, 1997; Zhou 등, 2002; Drummond와 Holte, 2006; Tasche, 2006; Vuk와
Curk, 2006), 비용곡선은 수평축에 확률비용을 그리고 수직축은 혼합분포함수의 함수로서의 분류성과
를 의미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으로 표현하고 두 축의 좌표 모두를 0과 1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한
그래픽적 방법이다 (Drummond와 Holte, 2006; Holte와 Drummond, 2008; Hoshino 등, 2009).
분류성과를 결정하는 두 종류의 학습방법에는 최소 손실하의 비용-의존학습(cost-sensitive learning)을 통한 접근에서 정확한 비용비율에 관한 연구와 분류정확도에 기초하는 비용-비의존학습(costinsensitive learning)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측도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비용-의존학
습 측면에서 기대비용 EC 함수를 ROC곡선의 좌표 Fn (x)과 Fd (x)의 선형함수로 표현한 등비용선(isocost line)으로 변환하여 등비용선과 ROC곡선과의 접점에 대응하는 분류점에서 기대비용을 최소화하
고 이때의 비용비율을 구할 수 있으나, 비용과 비용비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기대비용을 최소화하
는 비용비율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용-비의존학습 측면에서 대표적인 두 종류의 분류
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 측도를 등성과선(iso-performance line)으로 변환하여, ROC곡선과의 접
점에서의 분류정확도가 최대이므로 이 접선에서의 기대비용을 최소로 간주하여 비용비율을 유도하고
자 한다. 그리고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비용직선(cost line)들의
최소값으로 비용곡선을 나타내어, 특정한 비용에서 기대비용이 더 적은 분류정확도 측도를 선호하고,
선호된 분류정확도 측도에 대응하는 비용비율을 설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유도한 비용비율과 Hand
(2009)가 제안한 비용비율의 관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들을 설명하고, ROC곡선에
서 두 분류정확도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비용비율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비용곡선에 대한
설명과 두 분류정확도 측도 중에서 기대비용이 적은 측도에 기초하는 비용비율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서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비율들의 관계를 2절과 3절에서 토론한다. 4절에서는 다양한 정규혼
합분포를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비용비율을 구하고 분포함수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전체부도율
의 변화에 따라 비용비율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 5절에서는 결론을 유도한다.

2. ROC곡선과 비용비율
혼합분포로부터 분류모형의 성과를 측정하는 그래픽적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ROC곡선이 있
다. ROC곡선에서 EC를 최소화하는 분류점은 식 (1.2)의 EC 함수를 ROC곡선의 좌표인 Fn (x)과
Fd (x)의 선형함수로 식 (2.1)과 같이 표현한 등비용선과 ROC곡선과의 접점에서 구해질 수 있다
(Zweig와 Campbell, 1993; Cantor 등, 1999; Zhou 등, 2002; Liu, 2002; Fawcett, 2006; Kaivanto, 2008;
Krzanowski와 Hand, 2009).
Fd (x) =
0

C FP − CT N
C FN − CT P

!

!
0
C0 − EC 1
1−γ
Fn (x) +
,
γ
C FN − CT P γ

(2.1)

여기서 C0 = C0 + C FN γ + CT N (1 − γ)이다. 식 (2.1)의 기울기가 식 (1.3)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평가모형에서 제 I종 오류에 대응하는 비용(C FN )은 주요 손실금이 포함되고, 제 II종 오
류(C FP )에 대응하는 비용은 좋은 고객이 갖는 이자소득의 손실금 및 대체 고객들에 대한 손실 등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 FN ≥ C FP 이 성립된다 (Fielding과 Bell, 1997;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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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ROC곡선과의 접선인 등비용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위해서는 C FN − CT P ≥ C FP − CTN 이 성
립되어야 하는 제약을 필요로 한다 (Kaivanto, 2008). 따라서 일반적인 조건은 CR ≤ 1이다.
이러한 최소 손실하의 비용-의존학습을 통한 접근에서 정확한 비용비율에 관한 정보가 분류성과를
결정하는데 비용과 비용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분
류점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류정확도에 기초하는 비용-비의존학습을 이용하여 분류정
확도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을 선택하고 이 분류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식 (2.1)의 기울기와 동일하
게 설정한다. 이때의 기대비용을 최소로 간주하여 비용비율을 구하여 본다. 비용-비의존 학습을 통한
분류점을 찾고자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정확도 통계량으로는 전체정확도(total accuracy;
TA)와 진실율(true rate; TR)이 있다. 전체정확도 TA는 아래의 식 (2.2)에 정의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분류정확도 측도이다. 균형된 정확도(balanced accuracy) (Velez 등, 2007)이라 불리기도 하는
진실율 TR은 홍종선과 최진수 (2009)에 의해 제안되고 홍종선 등 (2010)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으며
TA와 비교하여 정확도와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통계량으로 식 (2.3)과 같이 정의한다.
TA = γFd (x) + (1 − γ)(1 − Fn (x)),
TR =

1
[Fd (x) + (1 − Fn (x))].
2

(2.2)
(2.3)

다음의 정리 1과 2는 전체정확도 TA와 진실율 TR을 각각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비용비율
을 제안하였다.
정리 1. 전체정확도 TA를 최대화하는 비용비율 CR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CR = 1.
증명: Vuk과 Curk (2006)는 전체정확도 TA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을 다음과 같은 등성과선과
ROC곡선과의 접점으로부터 추정하였다.
Fd (x) =

1−γ
1
Fn (x) + (TA + γ − 1).
γ
γ

EC 함수를 등비용선으로 표현한 식 (2.1)의 기울기를 ROC곡선에서 TA를 최대화하는 등성과선의 기울
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비용비율 CR은 1이 된다.
!
C FP − CT N 1 − γ 1 − γ
=
.
(2.4)
C FN − CT P
γ
γ

정리 2. 진실율 TR을 최대화하는 비용비율 CR은 다음과 같다.
CR =

γ
.
1−γ

증명: 홍종선 등 (2010)은 ROC곡선과 진실율 TR를 최대화하는 다음의 등성과선과의 접점으로부터
분류점을 추정하였다.
Fd (x) = Fn (x) + (2 TR −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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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두 비용직선과 비용곡선

EC 함수를 등비용선으로 표현한 식 (2.1)의 기울기를 ROC곡선에서 TR을 최대화하는 등성과선의 기
울기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비용비율 CR은 γ/(1 − γ)이 된다.
!
C FP − CT N 1 − γ
= 1.
C FN − CT P
γ

Hand (2009)가 제안한 비용비율 식 (1.4)와 정리 1과 2에서 제안한 비용비율과의 관계를 보조정리
1에서 설명한다.
보조정리 1. Hand (2009)가 제안한 식 (1.4)의 비용비율이 TA와 TR을 최대화하는 조건과 결합하면 정
리 1과 2의 비용비율과 동일하다.
증명: 홍종선 등 (2010)은 TA와 TR을 최대화하는 조건은 fd (x)/ fn (x)이 (1 − γ)/γ과 1로 각각 제안하였
다. 이 조건을 식 (1.4)에 각각 대입하면, 정리 1과 2에서 유도한 CR = 1 그리고 CR = γ/(1 − γ)이 된
다.

정리 1에서는 CR이 1이며 정리 2에서는 γ가 0.5미만일 때는 CR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
용비율의 조건 CR ≤ 1을 만족한다.

3. 비용곡선과 비용비율
비용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2절에서는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ROC곡선을 이용하였고, 3절
에서는 정규화된 기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곡선을 이용하여 비용비율을 유도하고자 한다.
비용곡선은 분류결과의 성과에 대한 비용분석이 요구될 때의 확률비용과 특정한 분류점에서의 기
대비용을 이차원 평면에 나타내어 분류성과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비용곡선의 수평축은
비용비율 CR과 γ로 이루어진 확률비용함수(probability cost function; PCF)이며, 비용곡선의 수직축은
분류성과를 나타내는 정규화된 기대비용(normalized expected cost; NEC)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CF =

(C FN − CT P )γ
1
=
,
(C FN − CT P )γ + (C FP − CT N )(1 − γ) 1 + CR(1 − γ)/(γ)

NEC = Fn (x) + (1 − Fd (x) − Fn (x))PCF.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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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곡선의 축을 나타내는 PCF와 NEC는 모두 0과 1사이의 값을 갖도록 표준화하였다. ROC곡선에
서의 모든 점 (Fn (x), Fd (x))들에 대응하는 비용직선(cost line)으로 나타낼 수 있고, 모든 비용직선들의
최소덮개(minimum envelope 또는 lower envelope)를 연결하여 비용곡선을 얻는다. 만약 두 종류의 분
류정확도 측도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비용직선에서 NEC가 가장 적은 선을 연결하면 간단
한 비용곡선이 되며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 중에서 어느 구간의 PCF에서 선호되는 측도가 무엇인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부도율 γ = 0.2이고 fd (x)가 표준정규분포 φ(x | 0, 1), fn (x)는 평균이 2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
포 φ(x | 2, 1)인 경우에, TA와 TR을 최대화하는 분류점은 각각 0.5763과 1이며, ROC곡선에서의 좌표
는 각각 (0.0773, 0.7178)과 (0.1587, 0.8413)이다. 식 (3.1)과 (3.2)를 이용하여 구한 비용직선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TA에 기초한 비용직선은 PCF에 비례하며, 반면에 TR에 기초한 비용직선은 PCF에
일정하다. 두 비용직선의 교차점 보다 큰 PCF > 0.3793 (CR < 0.3973)일때 TR의 NEC가 더 낮고, 그
외에는 TA의 NEC가 더 낮게 나타난다. 다음의 정리는 TA와 TR의 비용직선들을 살펴보고, 그들 중에
기대비용이 적은 확률비용함수의 구간에서 비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분류정확도 측도인 TA와 TR을 바탕으로 PCF와 NEC로 표현되는 비용직선을 구하고, 두
직선에서의 최소덮개를 설정하여 비용비율을 살펴보자.
정리 3. 전체정확도 TA와 진실율 TR을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ROC곡선에서의 좌표를 각각
(Fn (x)T A , Fd (x)T A )와 (Fn (x)T R , Fd (x)T R )이고, 두 분류점들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함수를 각각
NECT A 와 NECT R 라고 할 때, NECT R 이 NECT A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CR은 다음과 같은 상한값 아
래에서 결정한다.
!
Fd (x)T R − Fd (x)T A
γ
.
(3.3)
Fn (x)T R − Fn (x)T A 1 − γ
증명: 식 (2.4)의 기울기 (1 − γ)/γ는 γ < 0.5인 경우에 식 (2.5)의 기울기 1보다 크므로 TA와 TR을 최
대화하는 분류점의 각 좌표는 Fd (x)T R > Fd (x)T A , Fn (x)T R > Fn (x)T A 이므로 NECT A ≥ NECT R 인 점에서
의 PCF은 다음을 만족한다.
PCF ≥

1
.
Fd (x)T R − Fd (x)T A
1+
Fn (x)T R − Fn (x)T A

확률비용함수의 식 (3.1)로부터 NECT A ≥ NECT R 을 만족하는 CR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γ
Fd (x)T R − Fd (x)T A
CR ≤
.
Fn (x)T R − Fn (x)T A 1 − γ

정리 3에서 제안한 비용비율의 상한값과 Hand (2009)의 비용비율과의 관계는 보조정리 2에서 설명
한다.
보조정리 2. TR을 최대화하는 분류점에서의 정규화된 기대비용이 TA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CR의 상한값은 전체부도율 γ가 0.5로 접근할 때 Hand (2009)가 제안한 비용
비율 식 (1.4)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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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상상태 분포의 평균 변화에 따른 비용비율
φ(x: µn , 1)
φ(2,1)

φ(3,1)

φ(4,1)

φ(5,1)

γ
0.3
0.35
0.4
0.45
0.3
0.35
0.4
0.45
0.3
0.35
0.4
0.45
0.3
0.35
0.4
0.45

CR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CR3
0.6506
0.7320
0.8159
0.9045
0.6528
0.7330
0.8162
0.9045
0.6536
0.7333
0.8164
0.9045
0.6540
0.7335
0.8164
0.9045

CR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0.4286
0.5385
0.6667
0.8182

CR3
0.5990
0.6991
0.7994
0.8998
0.6506
0.7320
0.8159
0.9045
0.6706
0.7439
0.8215
0.9059
0.6874
0.7523
0.8250
0.9068

표 3: 정상상태 분포의 분산 변화에 따른 비용비율
φ(x: 2, σ2n )
φ(2,0.52 )

φ(2,12 )

φ(2,1.52 )

φ(2,22 )

γ
0.3
0.35
0.4
0.45
0.3
0.35
0.4
0.45
0.3
0.35
0.4
0.45
0.3
0.35
0.4
0.45

증명: γ가 0.5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TA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은 TR을 최대화하는 분류점으로 수렴하
므로 ∆x를 0으로 접근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즉 정리 3의 CR에 ∆x를 0으로 수렴시키면, 다음과 같이
식 (1.4)의 CR이 된다.
!
(Fd (x)T R − Fd (x)T A )/∆x
γ
lim CR = lim
∆x→0
∆x→0 (F n (x)T R − F n (x)T A )/∆x 1 − γ
!
γ
∆Fd (x)/∆x
≡ lim
∆x→0 ∆F n (x)/∆x 1 − γ
fd (x) γ
=
.
fn (x) 1 −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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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상태 분포의 평균과 분산 변화에 따른 비용비율

정리 3에서 얻은 비용비율의 상한값은 Hand (2009)가 제안한 비용비율로 수렴하며, 이 상한값은 정리
1과 정리 2에서 제안한 비용비율 사이인 (γ/(1 − γ), 1)에 존재한다. 분류정확도 측도인 TR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이 TA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 보다 작다면 비용비율이 γ/(1 − γ)와 식 (3.3)
사이에 존재하고, 그 이외에는 비용비율이 식 (3.3)과 1 사이에 존재한다.

4. 정규혼합분포 예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용비율에 관한 이론을 통계적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비교 토론하고
자 한다. 식 (1.1)에서의 부도와 정상상태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fd (x)과 fn (x)를 각각 표준정규분포
φ(x | 0, 1)와 정규분포 φ(x | µn , σ2n )으로 가정한다.
우선 정상의 확률밀도함수의 분산을 1로 부도상태의 분산과 일치시키고, 정상상태의 평균을 2부터
5까지 그리고 전체부도율 γ를 0.3부터 0.45까지 변화시키면서 비용비율을 구하여 표 2에 정리하고, 다
음으로는 정상의 확률밀도함수의 평균을 2로 고정시키고, 표준편차를 0.5부터 2까지 0.5만큼 증가시키
면서 그리고 전체부도율 γ는 표 2에서와 같이 0.3부터 0.45까지 변화시키면서 구한 비용비율을 표 3에
나타내었다.
본 논문 2절의 정리 1과 2에서 유도한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 통계량인 전체정확도와 진실율이 최
대일 때의 분류점에 대응하는 기대비용 EC에서의 비용비율을 각각 CR1 과 CR2 으로, 3절의 정리 3에서
제안한 정규화된 기대비용 NEC에서의 비용비율을 CR3 으로 표기하자. 여기에서 CR1 은 정상상태의
분포와 전체부도율의 크기와 독립이며 항상 1이고, CR2 는 정상상태의 분포와는 독립이지만 전체부도
율의 크기에만 의존하여 γ/(1 − γ)값을 갖는다. 그리고 TR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함수가 TA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함수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비용비율의 상한값은
정상상태의 분포와 전체부도율의 크기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표 2와 3에 CR1 을 제외한 CR2 와 CR3 만
을 나타내고 그림 2에서는 모든 값을 표현하였다.
우선 표 2와 그림 2의 왼쪽 그래프를 바탕으로 정상상태 확률밀도함수의 평균 변화에 따른 비용비
율을 살펴보면, CR3 값은 CR1 과 CR2 사이에 위치하며 전체부도율 γ가 0.5로 증가할 때 모든 값은 1에
수렴한다. 그리고 값은 정상상태의 평균 µn 에 의존하지만 그 값의 변화는 매우 적어 소숫점 3자리 이
하에서만의 변화만큼 증가한다.
다음으로 표 3과 그림 2의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체부도율 γ가 0.5로 증가할 때 역시 CR3 값
은 CR1 과 CR2 사이에 위치하며 모든 값은 1에 수렴한다. 그러나 정상상태의 분산 σ2 n 이 증가할수록
CR3 값은 증가한다. 그리고 정상상태 분포의 평균이 증가함에 따라 CR3 의 증가는 매우 적으나 분산이
증가하면 CR3 는 큰 값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부도율이 클수록 그 차이는 작고 모든 CR3 는 1로 수렴하
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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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부도와 정상상태의 확률밀도함수들의 혼합분포에서 최소 기대비용을 고려한 분류점은 비용-의존
학습 방법인 기대비용함수 측면에서 최적이다. 과거자료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한 분류점을 찾을 때 비용비율을 추정하는 문제는 특히 경기변동에 따른 부도의 심각도가 변하므로 이
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모형에서 비용에 관한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용-비의존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정확도 측도의 성과를 최대화할 때의 비
용비율을 유도하여 새로운 비용비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인 전체정확도와 진실율이 최대일 때의 분류점에 대응하는 기대비용
에서의 비용비율을 제안하였으며, 분류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이론과 결합하여 기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비율과의 관계를 유도하였다. 전체정확도인 분류정확도가 최대일 때의 분류점에 대응하는 기대
비용에서의 비용비율은 1이며, 진실율이 최대일 때의 비용비율은 전체부도율 γ에 의존하며 그 값은
γ/(1 − γ)이다.
그리고 두 종류의 분류정확도가 최대일 때의 분류점에 대응하는 정규화된 기대비용을 비교하여 기
대비용이 적은 확률비용함수의 구간에서 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정규화된 기대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비율의 상한값을 유도하였고 이 비용비율의 상한값은 분류정확도에 대응하는 기
대비용에 대한 비용비율 사이 (γ/(1 − γ), 1)에 존재하며 전체부도율이 0.5로 증가할수록 모든 비율이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정규화된 기대비용에 대한 비용비율은 비용-의존학습 방법에 의한
최소 기대비용에 대응하는 비용비율에 수렴하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비용-의존학습 방법을 사용한 기대비용을 최소화할 때의 비용비율과 비용-비의존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정확도 통계량이 최대일 때의 기대비용에서의 비용비율을 제안하고 그 비용비율
들의 관계를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비용-의존학습 방법과 비용-비의존학습 방법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서로 다른 학습방법으로의 두가지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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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classification problems on mixture distribution, a threshold based on cost functions is optimal from the
viewpoint of a minimum expected cost. Assuming that there is no cost information, we propose cost ratios in
the expected cost corresponding to thresholds where the total accuracy and the true rate are maximized to explain
the relation of these cost ratios minimizing the expected cost. Other cost ratios are also proposed by comparing
the normalized expected costs when classification accuracy is maximized. The values of these cost ratios are
located between two cost ratios for the expected costs based on classification accuracies, and converge to that of
the minimum expected cost. This work suggests two cost ratios: one is minimized by the expected cost and the
normalized expected cost, and the other in the expected cost and the normalized expected cost functions that are
maximized classification accuracies. We discuss their compatibility based on the relation of these cost ratios.

Keywords: Classification accuracy, credit evaluation, default, expected cost, discriminant power,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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