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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두 분포함수의 혼합된 자료에서 적절한 분류점을 추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아홉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인 MVD, Youden지수, (0,1)까지최단기준, 수정된 (0,1)까

지최단기준, SSS, 대칭점, 정확도면적, TA, TR을 다섯 개의 조건범주로 군집시킨다. 신용평가분

석에서 정상과 부도상태의 스코어 확률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전체부도율로 혼합되었다고 가정한

다. 다양한 정규혼합분포의 상황에서 군집된 측도들의 최적분류점을 발견하고, 그 분류점에 대응하는

제I종 오류율과 제II종 오류율 그리고 두 종류의 오류율 합을 구하여 각각의 오류율이 최소인 경우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현실자료에 적합한 정규혼합분포를 추정하여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최소 오

류율이보장되는분류정확도를선택할수있으며, 이를사용하여모형의판별력을향상시킬수있다.

주요용어: 분류점, 오류율, 정확도, 판별.

1. 서론

신용평가와 의학통계분야 등에서 두 분포함수의 혼합분포로부터 판별력을 극대화하는 분류점 (절단

점; threshold, cut-off)을 추정하는 방법은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용평가에서 차주의 신

용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상환능력에 따라 부도 (default; d)와 정상 (non-default; n)상태를 판별하는 문

제를고려하자.

본연구에서는 Cantor 등 (1999), Greiner와 Gardner (2000), Freeman과 Moisen (2008) 그리고 Liu

등 (2009) 이외의많은문헌에서논의한분류정확도측도들을최대화또는최소화하는조건을살펴보고,

조건들의 종류를 범주화한다. 그리고 다양한 분류정확도 측도들을 범주화한 조건에 포함시킨다. 홍종

선과 권태완 (2010) 그리고 홍종선과 이원용 (2011)의 연구에서 정규혼합분포가 신용평가 자료에 적합

한 분포임을 보였으며, 정규혼합분포에 적합한 VaR을 추정하고 ROC 곡선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상과 부도상태의 분포함수를 정규분포로 설정하고 전체부도율을 혼합율로 사용한 혼합분

포를 가정한다. 다양한 모평균과 모분산 그리고 혼합율로 정의된 정규혼합분포의 상황에서 범주화된 조

건에 포함되는 측도들의 최적분류점을 구하고, 그 분류점에 대응하는 제I종 오류율과 제II종 오류율 그

리고 두 종류의 오류율 합을 각각 계산한다. 그리고 각각의 오류율이 최소인 경우를 탐색적으로 정리한

다. 실제의 신용평가 자료에 적합한 혼합정규분포를 추정하여 스코어의 혼합분포를 파악할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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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종오류율과제II종오류율그리고두종류의오류율합이최소인연구결과를바탕으로각최소오류

율이보장되는분류정확도를추천하고사용하여모형의판별력을향상할수있겠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스코어 변수의 분포를 가정하고, 많은 종류의 분류정확도 측도들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조건들을 정리하여 다섯 종류로 범주화한다. 그리고 이 범주에 포함되는 아홉 종류의 분류

정확도 측도들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다양한 정규혼합분포에서 각 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을 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I종 오류율과 제II종 오류율 그리고 두 종류의 오류율 합을 계산

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최소 오류율을 나타내는 결과를 정리하여 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한다. 마

지막으로결론은 4절에서유도한다.

2. 최적분류조건과 정확도 측도

확률변수 X는 스코어 변수로 연속형 실수값이다. 부도와 정상상태로 가정한 모수공간은 Θ =

{θd, θn}로 정의한다. Fd(x)와 Fn(x)를 각각 차주의 부도와 정상상태에서 스코어의 조건부 누적분

포함수 P (X ≤ x|θd)와 P (X ≤ x|θn)로 정의하며, 스코어 확률변수 X의 누적분포함수 F (x)는 다음과

같이가정한다.

F (x) = γFd(x) + (1− γ)Fn(x), (2.1)

여기서 γ 는전체부도율 γ = P (Θ = θd)이다.

차주를 부도와 정상상태로 판별하는 다양한 분류정확도 측도들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조건을 다

섯종류로나누어고려할수있다.

제1범주 조건:

fd(x)

fn(x)
=

Fn(x)

1− Fd(x)
. (2.2)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0,1)까지 거리를 최소화 하는 기준 (The closest-to-(0,1) criterion; 이하

(0,1)기준)”을최대화하는조건으로이측도를 x에대하여미분하고 0으로설정하며구한다.

(0, 1)기준 = min{(1− Fd(x))
2 + Fn(x)

2} 또는 min
√

(1− Fd(x))2 + Fn(x)2.

이 측도는 ROC 곡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류될 때의 완벽점인 (0,1)까지 가장 거리가 가까운 점에 대

응하는스코어를분류기준으로설정한다 (Perkins와 Schisterman, 2006).

제2범주 조건:

fd(x) = fn(x).

제1범주의조건식 (2.2)의왼쪽항을 1로설정하여얻은조건으로 MVD (Maximum vertical distance),

J, 수정된 (0,1)기준, SSS (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R 측도를미분하여 0으로설정한조건

과 일치하며 각각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VD 측도는 ROC 곡선과 대각선 (chance line)의

최대수직거리로서다음과같이정의된다 (Krzanowski와 Hand, 2009).

MVD = max |ROC(u)−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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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OC(u) = Fd(F
−1(u)), u ∈ [0, 1] 이며, MVD = max |Fd(x) − Fn(x)|로 표현된다. Youden

지수는최적분류점을찾을때가장많이이용하는정확도측도중의하나로 Youden (1950)에의해제안

된 J 지수이며, 두분포의최대수직차이를의미한다.

J = max [Fd(x)− Fn(x)] .

수정된 (0,1)기준의 원래 명칭은 수정된 (0,1)까지 최단거리기준 (The amended closest-to-(0,1) cri-

terion) 측도이며 (0,1)점에서 ROC 곡선까지의 거리 (반지름의 제곱)가 대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의 제곱)에 대한 비율을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Perkins와 Schisterman, 2006).

(0,1)기준과 Youden지수로 구한 최적분류점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수정된 (0,1)기준으로 구한 최적분

류점은 Youden지수로구한최적분류점과동일하다.

수정된(0, 1)기준 = min

√
Fn(x)2 + (1− Fd(x))2

( Fn(x)
1−Fd(x)+Fn(x)

)2 + ( 1−Fd(x)
1−Fd(x)+Fn(x)

)2
= min{1− Fd(x) + Fn(x)}.

SSS 측도는 Connell과 Koepsell (1985)이제안한 SSS (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또는 gain in

certainty) 측도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의 합을 최대화하는 기

준으로서다음과같이정의한다.

SSS = max{Fd(x) + (1− Fn(x))}.

전체정확도 TA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가중평균으로 정의되지만, Velez 등 (2007)은 민감도 Fd(·)와 특
이도 Fn(·)의 산술평균으로 BA (balanced accuracy) 그리고 홍종선 등 (2010)은 실제부도를 부도로

정확히 예측하는 비율 TPR (true positive rate : TP/p)과 실제정상을 정상으로 정확히 예측하는 비

율 TNR (true negative rate : TN/n)의 산술평균 (TA에서 γ = 0.5인 경우)이란 의미로 진실율 TR

(True rate)로정의하였으며여기서 p는부도차주수, n은정상차주수이다.

TR = max

{
1

2

(
TP

p
+

TN

n

)}
= max

{
1

2
[Fd(x) + (1− Fn(x))]

}
.

제3범주 조건:

Fn(x) = 1− Fd(x).

식 (2.2)의 오른쪽 항을 1로 설정한 조건으로 대칭점 (symmetry point) 통계량과 일치하며, 대칭점 측

도는 ROC 곡선에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일치하는 점 또는 ROC 그림에서 (0,1)점과 (1,0)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45◦인 직선)과 ROC 곡선과의 교차점에 대응하는 스코어를 분류 기준으로 설정한다

(Moses 등, 1993; Pepe, 2003).

ROC(u) = 1− u.

제4범주 조건: 식 (2.2)의왼쪽항을다음과같이전체부도율의함수로설정한다.

fd(x)

fn(x)
=

1− γ

γ
.

이조건은전체정확도 (Total Accuracy : TA) 통계량을미분하여 0으로설정한조건과일치한다. 전체

정확도 TA는가장많이알려진측도로다음과같이정의한다 (Lambert와 Lipkovich, 2008).

TA = max

{
TP + TN

p+ n

}
= max{γFd(x) + (1− γ)(1− F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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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범주 조건: 제1범주 조건의 변형으로 다음과 같으며, 정확도 면적인 AA측도를 미분하여 0으로 설

정한조건과동일하다.

fd(x)

fn(x)
=

Fd(x)

1− Fn(x)
.

AA측도는 R 프로그램의 DiagnosisMed 패키지에 정확도를 계산하는 측도 중의 하나로 분류정확도를

나타내는민감도와특이도의곱을최대로한다 (Brasil, 2010).

AA = max{Fd(x)(1− Fn(x))}.

다섯 종류의 범주와 조건식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측도들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정확도측도들은모두누적분포함수인 Fd(x), Fn(x)로정의되었으며, 조건함수식들은누적분포함

수뿐만아니라확률밀도함수인 fd(x), fn(x)로표현된다.

표 2.1 최적분류점에 대한 조건

범주 조건 측도

1 (1 − Fd(x0))fd(x0) = Fn(x0)fn(x0) (0, 1)기준

2 fd(x0) = fn(x0) MVD, J, 수정된 (0, 1)기준, SSS, TR

3 1 − Fd(x0) = Fn(x0) 대칭점

4 γfd(x0) = (1 − γ)fn(x0) TA

5 (1 − Fn(x0))fd(x0) = Fd(x0)fn(x0) AA

3. 정규혼합분포

앞에서 논의한 다섯 종류의 조건 함수들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제I종 오류율 (α), 제II종 오류율 (β)

그리고 오류율 합 (α + β)의 크기를 비교 판단한다. 차주의 부도와 정상상태에서 스코어의 조건부 누적

분포함수 Fd(x)와 Fn(x)를각각정규분포의누적분포함수로가정하여 (식 (2.1)에서가정한)스코어확

률변수 X의누적분포함수 F (x)를다음과같이설정한다.

F (x) = γΦ(x|µd, σ
2
d) + (1− γ)Φ(x|µn, σ

2
n).

본 연구에서는 Φ(x|µd, σ
2
d)를 표준정규분포 Φ(x|0, 1) 으로 간주하고 Φ(x|µn, σ

2
n)에서 µn는 1, 3, 5

그리고 σ2
n은 0.5, 1, 2의 값을 갖는 분포로 설정한다. 그리고 전체부도율 γ는 0.2, 0.3, 0.4, 0.5인 경우

를 고려한다. 다양한 분포함수의 경우에서 다섯 종류의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에 대응하는 최적분

류점을 발견하고 이 분류점에 대한 제I종 오류율 (α), 제II종 오류율 (β) 그리고 두 종류의 오류율 합

(α+ β)을 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그리고각각의 경우에서세 종류의 오류율 α, β, α+ β가 최소일

때의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3.1부터 표 3.3 그리고 그림 3.1부터 그림 3.3에 정리

하고표현하였다.

제I종 오류율 (α)이 최소일 때의 조건 범주를 명시한 표 3.1를 바탕으로 우선 σ2
n을 기준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σ2
n=0.5인 경우에는 µn과 γ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3범주에 속하는 측도들

의 α가 최소이고, σ2
n=1인 경우에는 µn의 크기에 관계없지만 γ ≤ 0.4에서는 제1, 2, 3, 5범주 그리고

γ=0.5인 경우는 제1∼5범주 즉 모든 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최소이다. γ=0.5인 경우에는 제2범

주와 제4범주의 조건이 동일하여 두조건 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σ2
n=2인 경

우에는 µn과 γ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2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최소이며, γ=0.5인 경우에는 제2범

주와 제4범주의 조건이 동일하므로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도 최소의 α값을 갖는다. 그리고 µn=5일 때

와같이큰값을나타나는경우에는제5범주에속하는측도도최소의 α값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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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제I종 오류율 (α)의 최소범주

α

σ2
n µn

γ

0.2 0.3 0.4 0.5

0.5 1 3 3 3 3

0.5 3 3 3 3 3

0.5 5 3 3 3 3

1 1 1, 2, 3, 5 1, 2, 3, 5 1, 2, 3, 5 1∼5

1 3 1, 2, 3, 5 1, 2, 3, 5 1, 2, 3, 5 1∼5

1 5 1, 2, 3, 5 1, 2, 3, 5 1, 2, 3, 5 1∼5

2 1 2 2 2 2, 4

2 3 2 2 2 2, 4

2 5 2, 5 2, 5 2, 5 2, 4, 5

표 3.2 제II종 오류율 (β)의 최소범주

β

σ2
n µn

γ

0.2 0.3 0.4 0.5

0.5 1 4 4 4 2,4

0.5 3 4 4 4 2,4

0.5 5 4 4 4 2,4

1 1 4 4 4 1∼5

1 3 4 4 4 1∼5

1 5 4 4 4 1∼5

2 1 3 (4없음) 3 (4없음) 4 3

2 3 4 4 4 3

2 5 4 4 4 3

표 3.3 오류율 합 (α + β)의 최소범주

α + β

σ2
n µn

γ

0.2 0.3 0.4 0.5

0.5 1 2 2 2 2, 4

0.5 3 2, 5 2, 5 2, 5 2, 4, 5

0.5 5 2, 5 2, 5 2, 5 2, 4, 5

1 1 1, 2, 3, 5 1, 2, 3, 5 1, 2, 3, 5 1∼5

1 3 1, 2, 3, 5 1, 2, 3, 5 1, 2, 3, 5 1∼5

1 5 1, 2, 3, 5 1, 2, 3, 5 1, 2, 3, 5 1∼5

2 1 2 2 2 2, 4

2 3 2 2 2 2, 4

2 5 2, 5 2, 5 2, 5 2, 4, 5

다음으로 γ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γ ≤0.4인 경우에 σ2
n=0.5일 때는 제3범주, σ2

n=1일 때는 제1,

2, 3, 5범주 그리고 σ2
n=2일 때는 제2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최소이며, 그 중에서도 σ2

n ≥1이

며 µn=5일 때는 제5범주도 포함한다. γ=0.5인 경우에도 역시 σ2
n=0.5일 때는 제3범주, σ2

n=1일 때는

제1∼5범주, σ2
n=2일 때는 제2, 4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최소이다. 이 경우에도 제2범주와 제4범

주의조건이동일하기때문이다.

부록 A1부터 A4에수록된제I종오류율 (α)값과비교하여표 3.1를상세히정리하면, σ2
n ≤ 1인경우

와 σ2
n ≥ 1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σ2

n ≤1인 경우에 µn과 γ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3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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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I종오류율 (α)

그림 3.2 제II종오류율 (β)

속하는 측도들의 α가 최소이고, σ2
n ≥1인 경우에는 µn과 γ의 크기에 관계없이 제2범주에 속하는 측도

들의 α가 최소이나 γ값이 커질수록 제2범주 (µn일 때는 제5범주 포함)와 제4범주의 α의 차이가 작아

져서 γ=0.5일 때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α도 동일하게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두 경우에 모두 포

함되는 σ2
n=1인 경우에는 제3범주와 제2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이 모두 최소의 α값을 나타내는데 γ값이

0.5보다작은경우에만제4범주는제외되는것을파악할수있다.

그림 3.1은 µn과 σ2
n의 다양한 값에 대하여 최소 α값을 나타내었다. γ값에 관계없이 다섯 가지 범주

들 중 α의 최소값은 µn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µn > 1일 때 σ2
n이 증가하면 α가 커지며, µn = 1이고

σ2
n = 1일때 α가제일크다. 다만 σ2

n이증가하면감소속도가떨어진다.

제II종오류율 (β)이최소일때의조건범주를정리한표 3.2을바탕으로살펴보면, 다양한 σ2
n, µn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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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오류율 합 (α + β)

리고 γ의 대부분인 경우에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β가 최소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σ2
n=2인 경우

에 µn=1일 때와 γ=0.5일 때는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최적분류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범주

에 속하는 측도로 대체되어 이에 대응하는 β가 최소이며, γ=0.5인 경우에는 제2범주도 당연히 포함되

나 특히 γ=0.5 그리고 µn=1일 때는 모든 범주에 속하는 측도가 동일하게 최소의 β를 갖는다. 즉 대부

분에서제4범주에속하는 TA 측도의 β가최소임을탐색할수있다.

표 3.2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제4범주에 속하는 TA측도의 최적분류점에 대응하는 β가 최소값

을 갖으며, TA측도의 최적분류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σ2
n=2이면서 γ값이 0.5인 경우와 σ2

n=2,

µn=1일 때에 γ값이 0.3이하인 경우에는 제3범주에 속하는 대칭점 측도의 최적분류점에 대응하는 β가

최소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록 A1부터 A4에 수록된 제II종 오류율 (β)값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σ2
n ≤1일 때에는 γ가 커질수록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β가 점점 증가하여, γ=0.5일 때는

제2범주와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β값이 같아진다. σ2
n=2일 때는 γ가 증가하면서 제4범주와 제3범

주의 β값의 차이가 작아지고 γ=0.5일 때는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최적분류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범주에서의 β가가장작은값을갖는다.

µn, σ
2
n과 γ의 다양한 값에 대하여 최소 β값을 나타낸 그림 3.2를 살펴보면, γ값이 클수록 다섯 가지

범주들 중 β의 최소값은 작은 값을 가지며, µn이 증가함에 따라서 β는 σ2
n과 γ의 크기에 상관없이 감소

하고, σ2
n이커짐에따라 β는큰값을갖는다.

오류율 합 (α + β)이 최소일 때의 조건 범주를 나타낸 표 3.3를 살펴보자. 모든 경우에 제2범주에 속

하는 측도들의 최적분류점에 대응하는 α + β가 최소임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µn이 큰 값을 가질

때 (σ2
n=0.5일 때는 µn=3 또는 5 그리고 σ2

n=2일 때는 µn=5)에는 제5범주인 AA 측도의 최적분류점

에대응하는 α+ β도최소이며, γ=0.5인경우는당연히제4범주도포함된다. 그리고 σ2
n=1인경우에는

µn의 크기에 관계없이 γ ≤ 0.4에서는 제1, 2, 3, 5범주 그리고 γ=0.5인 경우는 제1∼5범주 즉 모든 범

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 + β가 최소이다. 이 경우에는 제1, 2, 3, 5범주에 속하는 측도들의 α + β가 동

일하기때문인데 γ=0.5인경우를제외하면제4범주가포함되지않는다.

부록 A1부터 A4에수록된오류율합 (α+ β)값과비교하여표 3.3를다시정리하면, σ2
n=0.5, 2인경

우에는 µn과 γ의크기에관계없이제2범주에속하는측도들의 α+ β가최소이나 µn이큰값을가질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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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제5범주에속하는 AA측도의 α+β가작아져서제2범주와같은최소의 α+β를나타낸다. 그리고

σ2
n=1인 경우에는 제1∼5범주에 속하는 모든 측도들이 최소의 α+ β값을 나타내는데 γ ≤ 0.4인 경우에

제4범주에속하는 TA측도의 α+ β는최소값을갖지않는다.

그림 3.3은 µn과 σ2
n의다양한값에대하여최소 α+ β값을나타내었다. γ값의크기에관계없이다섯

가지범주들중 α+ β의최소값은 µn이증가하면 α+ β는 σ2
n과 γ에상관없이감소한다. 다만 σ2

n이커

짐에따라 α+ β는감소하는속도가커진다.

그림 3.1부터 그림 3.3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제I종 오류율 (α)과 오류율 합 (α + β)의 경우에는

γ의 변화에 따라 오류율의 차이가 없고, 제II종 오류율 (β)의 경우에는 γ값이 작을수록 오류율은 커진

다. µn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I종 오류율 (α), 제II종 오류율 (β) 그리고 오류율 합 (α + β)의 경우에는

γ와 σ2
n에 상관없이 감소하였다. σ2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II종 오류율 (β)와 오류율 합 (α + β)의 경우

에는 증가하였다. 다만 µn > 1일 때 σ2
n이 증가하면 α가 커지며, µn = 1이고 σ2

n = 1일 때 α가 제일크

다.

4. 결론

본 연구는 두 분포함수의 혼합분포에서 분류정확도를 측정하는 아홉 종류의 측도들의 성격을 바탕으

로 다섯 범주의 조건함수식으로 범주화 하였다. 다양한 정규혼합분포의 상황을 가정하여 군집된 측도들

의 최적분류점을 발견하고, 그 분류점에 대응하는 제I종 오류율과 제II종 오류율 그리고 두 종류의 오

류율 합을 각각 구하여 각각의 오류율이 최소인 경우를 살펴보면서 분류정확도의 조건함수와 전체부도

율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즉 주어진 전체부도율에 의존하는 특정한 정규혼합분포의 경우에는 제I종

오류율이 최소일 때의 정확도 측도는 무엇이며 어떠한 정확도 측도가 최소의 제II종 오류율을 나타내는

지 그리고 두 종류의 오류율 합이 최소일 때의 정확도 측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를 표

3.1부터표 3.3에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표 3.1부터 표 3.3를 바탕으로 유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제I종의 오

류율이 최소가 되는 범주는 σ2
n ≤ 1일 때 제3범주이며, 그에 해당하는 통계량은 대칭점 통계량이고,

σ2
n ≥ 1일 때는 제2범주이며, 그에 해당하는 통계량은 MVD, J, 수정된 (0,1)기준, SSS, TR 통계량

이다. 제II종의 오류율이 최소가 되는 범주는 제4범주이며, 그에 해당하는 통계량은 TA 통계량이며,

σ2
n = 2인 경우 일부 조건에서 제4범주에 속하는 측도의 최적분류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3범주에

속하는 대칭점 통계량의 제II종 오류율이 최소이다. 그리고 제I종과 제II종 오류율 합이 최소가 되는 범

주는제2범주이며, 그에해당하는통계량은 MVD, J, 수정된 (0,1)기준, SSS, TR 통계량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이용하여 자료의 상황에 따라 어떤 분류정확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I종의 오류율을 최소화하길 원하면, σ2
n ≤ 1일 때는 제3범주에 속하는

대칭점통계량을사용하고 σ2
n ≥ 1일때는제2범주에속하는 MVD, J, 수정된 (0,1)기준, SSS, TR 통계

량을 사용한다. 제II종 오류율을 최소화하길 원하면, 제4범주에 속하는 TA 통계량을 사용하고 일부 조

건에서는 제3범주에 속하는 대칭점 통계량을 사용한다. 그리고 제I종과 제II종 오류율 합을 최소화하길

원하면, 제2범주에속하는 MVD, J, 수정된 (0,1)기준, SSS, TR 통계량사용을제안한다.

혼합분포의 최적분류점은 정확도 측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분류점에 대응하는 오류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 최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석할 자료에 적합한 분포와 전체부도

율을계산해서현실자료에적합한혼합정규분포를추정하고본연구결과를적용하면, 제I종과제II종오

류율 또는 오류율 합이 최소인 범주를 찾을 수 있으며, 최소 오류율이 보장되는 분류정확도를 사용하여

모형의판별력을향상시킬수있음을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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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오류율 값

표 A.1 (γ=0.2)

µn 1 3 5 1 3 5 1 3 5

σ2
n 0.5 0.5 0.5 1 1 1 2 2 2

범주 α

1 0.3061 0.0426 0.0018 0.3085 0.0668 0.0062 0.2921 0.0950 0.0172

2 0.3598 0.0468 0.0020 0.3085 0.0668 0.0062 0.2004 0.0803 0.0151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6323 0.0858 0.0036 0.8123 0.1497 0.0131 - 0.2357 0.0383

5 0.3259 0.0465 0.0020 0.3085 0.0668 0.0062 0.2674 0.0836 0.0151

범주 β

1 0.2428 0.0352 0.0015 0.3085 0.0668 0.0062 0.3744 0.1161 0.0207

2 0.1823 0.0306 0.0014 0.3085 0.0668 0.0062 0.4550 0.1294 0.0226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0292 0.0105 0.0005 0.0296 0.0249 0.0027 - 0.0535 0.0112

5 0.2189 0.0310 0.0014 0.3085 0.0668 0.0062 0.3492 0.1262 0.0226

범주 α + β

1 0.5489 0.0779 0.0034 0.6171 0.1336 0.0124 0.6665 0.2111 0.0379

2 0.5421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554 0.2097 0.0377

3 0.5580 0.0789 0.0034 0.6171 0.1336 0.0124 0.6787 0.2140 0.0384

4 0.6615 0.0963 0.0041 0.8419 0.1745 0.0159 - 0.2891 0.0495

5 0.5448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617 0.2098 0.0377

표 A.2 (γ=0.3)

µn 1 3 5 1 3 5 1 3 5

σ2
n 0.5 0.5 0.5 1 1 1 2 2 2

범주 α

1 0.3061 0.0426 0.0018 0.3085 0.0668 0.0062 0.2921 0.0950 0.0172

2 0.3589 0.0468 0.0020 0.3085 0.0668 0.0062 0.2004 0.0803 0.0151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5377 0.0688 0.0029 0.6358 0.1117 0.0099 - 0.1587 0.0269

5 0.3259 0.0465 0.0020 0.3085 0.0668 0.0062 0.2674 0.0836 0.0151

범주 β

1 0.2428 0.0352 0.0015 0.3085 0.0668 0.0062 0.3744 0.1161 0.0207

2 0.1823 0.0306 0.0014 0.3085 0.0668 0.0062 0.4550 0.1294 0.0226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0608 0.0161 0.0008 0.0889 0.0373 0.0338 - 0.0786 0.0149

5 0.2189 0.0310 0.0014 0.3085 0.0668 0.0062 0.3942 0.1262 0.0226

범주 α + β

1 0.5489 0.0779 0.0034 0.6171 0.1336 0.0124 0.6665 0.2111 0.0379

2 0.5421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554 0.2097 0.0377

3 0.5580 0.0789 0.0034 0.6171 0.1336 0.0124 0.6787 0.2140 0.0384

4 0.5985 0.0849 0.0036 0.7248 0.1490 0.0137 - 0.2374 0.0418

5 0.5448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617 0.2098 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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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γ=0.4)

µn 1 3 5 1 3 5 1 3 5

σ2
n 0.5 0.5 0.5 1 1 1 2 2 2

범주 α

1 0.3061 0.0426 0.0018 0.3085 0.0668 0.0062 0.2921 0.0950 0.0172

2 0.3598 0.0468 0.0020 0.3085 0.0668 0.0062 0.2004 0.0803 0.0151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4490 0.0566 0.0024 0.4623 0.0862 0.0078 0.3713 0.1122 0.0200

5 0.3259 0.0465 0.0020 0.3085 0.0668 0.0062 0.2674 0.0836 0.0151

범주 β

1 0.2428 0.0352 0.0015 0.3085 0.0668 0.0062 0.3744 0.1161 0.0207

2 0.1823 0.0306 0.0014 0.3085 0.0668 0.0062 0.4550 0.1294 0.0226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1088 0.0226 0.0010 0.1826 0.0510 0.0049 0.3174 0.1034 0.0186

5 0.2189 0.0310 0.0014 0.3085 0.0668 0.0062 0.3942 0.1262 0.0226

범주 α + β

1 0.5489 0.0779 0.0034 0.6171 0.1336 0.0124 0.6665 0.2111 0.0379

2 0.5421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554 0.2097 0.0377

3 0.5580 0.0789 0.0034 0.6171 0.1336 0.0124 0.6787 0.2140 0.0384

4 0.5578 0.0792 0.0034 0.6450 0.1372 0.0127 0.6887 0.2156 0.0386

5 0.5448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617 0.2098 0.0377

표 A.4 (γ=0.5)

µn 1 3 5 1 3 5 1 3 5

σ2
n 0.5 0.5 0.5 1 1 1 2 2 2

범주 α

1 0.3061 0.0426 0.0018 0.3085 0.0668 0.0062 0.2921 0.0950 0.0172

2 0.3598 0.0468 0.0020 0.3085 0.0668 0.0062 0.2004 0.0803 0.0151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3598 0.0468 0.0020 0.3085 0.0668 0.0062 0.2004 0.0803 0.0151

5 0.3259 0.0465 0.0020 0.3085 0.0668 0.0062 0.2674 0.0836 0.0151

범주 β

1 0.2428 0.0352 0.0015 0.3085 0.0668 0.0062 0.3744 0.1161 0.0207

2 0.1823 0.0306 0.0014 0.3085 0.0668 0.0062 0.4550 0.1294 0.0226

3 0.2790 0.0394 0.0017 0.3085 0.0668 0.0062 0.3394 0.1070 0.0192

4 0.1823 0.0306 0.0014 0.3085 0.0668 0.0062 0.4550 0.1294 0.0226

5 0.2189 0.0310 0.0014 0.3085 0.0668 0.0062 0.3942 0.1262 0.0226

범주 α + β

1 0.5489 0.0779 0.0034 0.6171 0.1336 0.0124 0.6665 0.2111 0.0379

2 0.5421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554 0.2097 0.0377

3 0.5580 0.0789 0.0034 0.6171 0.1336 0.0124 0.6787 0.2140 0.0384

4 0.5421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554 0.2097 0.0377

5 0.5448 0.0774 0.0033 0.6171 0.1336 0.0124 0.6617 0.2098 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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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an appropriate threshold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for the

data mixed with two different distributions, nine kinds of well-known classification

accuracy measures such as MVD, Youden’s index, the closest-to- (0,1) criterion, the

amended closest-to- (0,1) criterion, SSS, symmetry point, accuracy area, TA, TR are

clustered into five categories on the basis of their characters. In credit evaluation study,

it is assumed that the score random variable follows normal mixture distributions of

the default and non-default states. For various normal mixtures, optimal cut-off points

for classification measures belong to each category are obtained and type I and II

error rates corresponding to these cut-off points are calculated. Then we explore the

cases when these error rates are minimized. If normal mixtures might be estimated for

these kinds of real data, we could make use of results of this study to select the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measure which has the minimum error rate.

Keywords: Accuracy, discrimination, error,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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