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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주형 목표변수를 잘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마이닝 방법 중에서 최근에는 여러 단일 분류자를

결합한 앙상블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앙상블 기법 가운데 부스팅은 재표본 시 분류하기 어려

운 관찰치의 가중치를 높여 분류자가 해당 관찰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앙상블

기법에 비해 오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부스팅을 구성하는 분류자를

의사결정나무로 둔 부스팅 트리 모형의 경우 각 트리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별로 부스팅 트리에 가장 적합한 트리사이즈가 서로 다를수 있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에

맞는 트리사이즈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트리사이즈가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에

중요한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하기위하여 28개의자료를대상으로실험을수행하였으며,그결과

트리사이즈를 결정하는 문제가 모형 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트리사이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특

성변수를정의하고,해당변수를이용하여부스팅트리에서의최적트리사이즈를설명하는모형을

구성해보았다.자료별로고유한최적의트리사이즈는자료의특성에의존적일가능성도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정방법은 최적 트리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존에는 부스팅 트리의 사이즈에 대한 값으로 목표변수의 범주의

개수를 활용하였는데, 본 모형에서 제안하는 트리사이즈의 추정치로 부스팅 트리를 구축한 경우

기존방법에 비해 분류정확도를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용어: 데이터마이닝, 부스팅, 분류, 앙상블 기법, 의사결정나무.

1. 서론

주어진 자료에서 자료의 목표변수 (target variable)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분류자 (classifier)를

찾는 것은 분류 (classification)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분류자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선형 판별분석 (LDA;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이차 판별분석 (Q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등의 고전적인 방법과 더불어 최근에는 좀 더 복잡한 신경망 분석 (neural network), SVM

(support vector machine),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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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류 기법에서 단일 분류자 (single classifier)를 사용하는 것 보다 다중 분류자 (multiple

classifier)를 앙상블 기법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Breiman, 1996; Cleman, 1989; Perrone, 1993; Wolpert, 1992; Choi 등,

2010), 이러한 앙상블 기법 가운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배깅 (bagging)과 부스팅 (boosting)이 있다.

이들 알고리즘은 적합용 (training) 자료에서 재표본 (resampling) 기법으로 얻은 자료를 대상으로

각 단일 분류자를 적합한 뒤 이를 결합하여 앙상블을 형성하는 원리이다. 이 중 부스팅 (boosting)의

경우 재표본 시 분류하기 힘든 관찰치의 가중치를 높여 분류자가 해당 관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

도함으로써 다른 앙상블 기법에 비해 매우 효과적으로 오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

등, 2010).

부스팅의 초기 모형은 PAC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 학습모델 (Valiant, 1984; Kearns

와 Valiant, 1994)에 기반을 두고 고안된 것으로 Schapire (1990)는 약 분류자 (weak learner)는 두

개의 추가된 약 분류자를 이용한 부스팅 과정을 통해 강 분류자 (strong learner)로 변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후에 Freund (1995)와 Schapire (1990) 알고리즘의 결점을 극복하여 많은 약 분류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부스팅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Schapire (1990)

과 Freund (1995)가 제안한 부스팅 알고리즘은 앙상블을 구성하는 약 분류자의 오류율이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했으며, 이 가정을 없애기 위하여 기본 부스팅을 변화시킨 여러가지 버전의 부스

팅 알고리즘이 이후에 계속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으로 AdaBoost (adaptive

boosting)가 있는데 이는 Freund와 Schapire (1996)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이전의 부스팅 알고리즘

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한 방법이었으며, Schapire와 Singer (1999)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이 후

Friedman 등 (2000)은 AdaBoost 알고리즘을 전진적 단계 (forward stagewise) 추정 방식을 이용하여

지수 손실 함수 (exponential loss function)를 최소화하도록 추정되는 통계적 가법 모형 (additive

model)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가법 모형을 통한 추정치가 한 범주 (class)에 속한 확률에 대한 로그

오즈 (log-odds)임을 보임으로써 AdaBoost의 성공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최초의 AdaBoost는목표변수가이항 (binary)인경우에한정된방법이었으며,이를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Zhu와 Hastie (2009)가 제안한 Multiclass AdaBoost 알고리

즘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Multiclass AdaBoost는 AdaBoost와 유사하게 전진적

단계 (forward stagewise)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Multiclass지수손실함수를최소화하도록추정되는

통계적가법모형이다.본연구에서는부스팅알고리즘중분류자로의사결정나무를활용하는부스팅

트리 모형에서 의사결정나무의 적정한 사이즈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기서 부스팅 알고리즘은 Zhu

와 Hastie (2009)의 Multiclass AdaBoost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Multiclass

AdaBoost 알고리즘은 Table 1.1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스팅 트리는 부스팅 알고리즘에서 분류자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사용

하며, 따라서 주어진 자료에 대해 부스팅 트리를 적용할 때에는 의사결정나무에서 모형화 할 트리사

이즈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의사졀정나무의 트리사이즈란 가지가 분리된 정도를

의미하는 의사결정나무의 깊이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그루터기 나무 (stump tree)인 경우 트리사이

즈는 1이다.

부스팅트리에서가장흔히사용되는트리사이즈는목표변수의범주의개수이다.예를들어목표변

수에 3개의 범주가 있다면, 부스팅 트리에서는 의사결정나무의 깊이가 3인 트리를 적합시킨다. 혹은,

앙상블을 구성하는 M개의 트리가 서로 다른 데이터에 적용될 것이므로, 매 번 추출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트리 사이즈를 가지치기 (pruning)을 통하여 찾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하면 M개의 트리마다 아주 큰 트리를 적합한 뒤 가지를 줄여가야 하므로 계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 구한 트리사이즈가 부스팅 트리에 최적이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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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ulticlass AdaBoost algorithm

Given:
• (x1, c1), . . . , (xn, cn): a set of training data, where the input xi ∈ Rp and the output ci ∈ {1, . . . , K}
• K : number of classes
• C(x): classification rule, where C(x) : x→ 1, . . . , K

Procedure:
1. Initialize the observation weights.

wi = 1/n, i = 1, . . . , n.

2. For m = 1 to M ,

(a) Fit a classifier T (m)(x) to the training data using weights wi.
(b) Compute

err(m) =
∑n

i=1 wi · I(ci ̸= T (m)(xi))/
∑n

i=1 wi.
(c) Compute

α(m) = log
(
(1− err(m))/err(m)

)
+ log(K − 1).

(d) Set

wi ← wi · exp
(
α(m) · I(ci ̸= T (m)(xi))

)
, i = 1, . . . , n.

(e) Renormalize wi, i = 1, . . . , n.

3. Output.

C(x) = argmaxk

∑M
m=1 α(m) · I(T (m)(x) = k).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앙상블을 구성하는 모든 트리의 사이즈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트리의 사이즈 D를 앙상블 모형 전체의 모수 (parameter)로 취급하여, 주어진 자료에

가장적합한 D를먼저추정한뒤이를이용하여부스팅트리를적합하는것이다.이방법은간단하지

만 데이터마다 최적의 D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D를 사용할 것인가를

매번결정해야하는문제가있다.물론이를고민하기에앞서일단부스팅트리에서 D의값이부스팅

트리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먼저 2절에서는부스팅트리에서각트리의사이즈를 D로고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트리의 사이즈를 잘 선택하는 것이 부스팅 트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3절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트리의 사이즈를 판단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어떤 속성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다.

2. 트리사이즈가 부스팅 트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

부스팅트리를구성하는각단일트리의사이즈가부스팅트리의성능에영향을미치는가를파악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을 구성해 보았다. 실험에 이용된 자료는 대부분 UCI 데이터 저장소

(Asuncion와 Newman, 2007)에서구한것으로분류기법에적합한 28개의자료이며,그특성은 Table

2.1과 같이 요약된다.

각 자료에 대하여 트리사이즈가 1,2,. . .,10인 트리를 각각 사용하였을 때의 부스팅 트리를 적합한

뒤, 각 트리사이즈별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정확도는 1–오류율로 계산되며, 보다 안

정적인 정확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부스팅 트리마다 10-묶음 교차검증법 (10-fold cross validation)

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을 50회 반복하여 구한 정확도의 평균값을 해당 부스팅

트리에대한최종정확도로삼았다.그구체적인결과는지면의제약으로부록 Table A.1에실었으며,

아래 Figure 2.1과 Figure 2.2는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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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ataset description

Data Description # instances # classes # variable source

bcw Breast Cancer Wisconsin 699 2 10 UCI

bld Liver Disorders 345 2 6 UCI

bod Body Dimension 507 2 24 Heinz 등 (2003)

bos Boston Housing 506 3 14 UCI

cmc Contraceptive Method Choice 1473 3 9 UCI

col Horse Colic 368 3 27 UCI

cre Credic Approval 690 2 15 UCI

cyl Cylinder Bands 540 2 35 UCI

der Dermatology 366 6 33 UCI

dia Diabetes 532 2 7 Loh (2009)

fis Fish 159 7 7 Kim과 Loh (2003)

ger Germa Credit 1000 2 20 UCI

gla Glass 214 6 9 UCI

hea Statlog (Heart) 270 2 13 UCI

int Chessboard 1000 2 10 Kim 등 (2010)

ion Ionosphere 351 2 34 UCI

iri Iris 150 3 4 UCI

lak Lakes 259 6 16 Loh (2009)

led LED Display 6000 10 7 UCI

pid Pima Indians Diabetes 768 2 8 UCI

pov Poverty 97 6 6 Kim과 Loh (2001)

sea Vocalisation of Harp Seals 3000 3 7 Terhune (1994)

spe SPECTF Heart 267 2 44 UCI

usn Usnews 1320 3 27 Statlib (2010)

veh Statlog (Vehicle Silhouettes) 946 4 18 UCI

vol Volcano 1521 6 6 Loh (2009)

vot Congressional Voting Records 435 2 16 UCI

vow Vowel Recognition 990 11 10 UCI

Figure 2.1 Relative mean accuracy of different tree sizes (up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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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Relative mean accuracy of different tree sizes (downward)

Figure 2.1과 Figure 2.2에서수평축은부스팅트리에서사용되었던트리사이즈를나타내며,수직축

은 부스팅 트리의 상대적 정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해당 사이즈의 부스팅 트리 정확도와 그루터기

트리 (stump tree,트리사이즈가 1인경우)의정확도를비율로구한것이다.자료별로트리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인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선으로 나타내었다. 위 그래프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트리사이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위 그래프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자료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았던

경우와 낮았던 경우의 차이가 상당히 큰 자료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자료마다 부스팅 트리를 가장

잘 작동하게 하는 고유의 트리사이즈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트리사이즈가

커짐에따른정확도의변화양상이모든자료가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지않다는것이다.예를들어

gla, fis, der, vow 자료의 경우 트리사이즈가 커질수록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으며, cmc 자료의 경우 이와 반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부스팅 트리의 적정 트리사이즈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앞서 부스팅 트리를 사용할 때 주어진 자료에 가장 적합한 트리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성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트리사이즈는어떻게결정할수있는가에대해논의해보려고한다.물론자료에가장적합한 D를찾

는문제는자료에상당히의존적이어서일반화하기어려울것이기때문에,그에앞서 D를결정하는데

어떤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트리사이즈

D는 자료의 특성과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자료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최적의 D를설명할수있는가를파악하여,향후새로운자료가주어져부스팅트리를적합해야할때

최적 트리사이즈의 추정치로 어떤 값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자료의 특성 중 부스팅 트리에서 적절한 트리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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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변인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해당 자료에 대한 분류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1) 그루터기 트리에서의 오류율 (Stump Err)을 변인으로 두었는데, 이는 루트 노드에서의

오류율을 1로 두었을 때 그루터기 오류율의 상대적인 오류율로 계산되었다. 또한 트리를 이용하여

분류했을 때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에 (2)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단일 트리를 적합한 뒤 그 사이즈 (Depth)도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관찰치 갯

수와 독립변인의 갯수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3) 독립변인의 수/관찰치갯수 (p/n)로 변인을

생성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4) 목표변수에서 범주의 개수 (nclass), 독립변수 중 (5) 범주형 변수의

갯수 (ncatevar)도 변인으로 두었다. 한편 트리사이즈는 해당 자료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측정한 (6) 상호작용 지표 (interaction)를 변인으로 두었는데, 이는

독립변수로구성된공분산행렬의고유값 (eigenvalue)중가장큰값이고유값의합에대해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 것이다. 또한 트리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7) 지니 불순도 (gini)

를 각 자료 별로 계산한 뒤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자료 별 최적 트리 사이즈 변수

(BoostD)는 앞선 실험의 결과로 해당 자료 별로 부스팅 트리를 적합했을 때 정확도를 가장 높여주

었던 트리사이즈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즉 7개의 자료 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BoostD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부록의 Table A.2는 각 자료 별로 7개의 특성 변인에

대해 정리한 결과이다.

앞서 설명한 7가지의 데이터 특성 변인을 이용하여 부스팅 트리에서의 적정한 트리사이즈를 설

명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해 보았다. 자료 탐색 과정을 통해 각 변인들 간에 계층적인 구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GUIDE 프로그램 (Loh (2002)에 의해 개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트리를 적합한

뒤, 트리의 마지막 노드마다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계층 구조를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이용하여 더미변수 (dummy variable)를 이용한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을 적용

하였다. 본 자료를 GUIDE 프로그램에 적용해 본 결과, 독립변수 중에서 그루터기 트리의 오류율

(Stump Err)가 0.7882보다 작은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뒤 다중회귀모형을 적합한다면 종속변수인

최적 트리사이즈 변수 (BoostD)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스팅 트리에서의 적정 트리사이즈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GUIDE에서 적합한 모형 자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과적합 (overfitting)의 문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목적은가이드라인의제시인만큼보다이해하기쉬운모형을필요로한다.따라서 GUIDE로파악한

정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BoostD = β0 + β1 ·Depth+ β2 · (p/n) + β3 · nclass+ β4 · ncatevar + β5 · interaction

+β6 · gini+ β7 · I + β8 ·Depth · I + β9 · (p/n) · I + β10 · nclass · I

+β11 · ncatevar · I + β12 · interaction · I + β13 · gini · I + ϵ,

단 I =

{
1, 만약 StumpErr ≤ 0.7882

0, 만약 StumpErr > 0.7882
이고, ϵ ∼ iid N(0, σ2). (3.1)

최종 모형은 위 모형을 적합한 뒤 단계적 (stepwise) 변수 선택 방법으로 변수 선별과정을 거친

모형으로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추정 결과는 아래 Table 3.1과 같이 정리된다.

BoostD = β0 + β1 ·Depth+ β8 ·Depth · I + β13 · gini · I + 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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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Regression output for the appropriate tree-size model

variable estimates standard error t statistic p value

intercept -1.4820 2.9360 -0.505 0.6183

Depth 1.4807 0.5852 2.530 0.0184(**)

Depth · I -1.4051 0.6810 -2.063 0.0501(*)

gini · I 9.7583 4.8224 2.024 0.0543(*)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 0.2126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모형의 결정계수는 약 21% 정도이며, 최적의 트리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들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루터기 트리의 오류율이 루트

노드에서의오류율에비해많이개선되는경우 (Stumperr ≤ 0.7882, I = 0)에는,주어진자료에대해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단일 트리를 적합했을 때의 트리사이즈 (Depth)가 커질수록 부스팅트리에서

의 최적 트리사이즈가 커진다. 그 반대의 경우 (Stumperr ≤ 0.7882, I = 0)에는 단일 트리사이즈

(Depth)가 커질수록 부스팅 트리의 최적 트리사이즈도 커지지만 그 증가폭은 줄어들며, 추가적으로

자료의 지니불순도 (gini)가 높아질수록 부스팅 트리의 최적 트리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에 의해 부스팅 트리를 적합하는 경우의 알고리즘을 요약하면 Table

3.2와 같다. Table 1.1에서 살펴본 Multiclass AdaBoost 알고리즘 (Zhu와 Hastie, 2009)와 유사하며

최적 트리 사이즈를 정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Table 3.2 Modified multiclass AdaBoost algorithm (tree size selection step included)

Given:

• (x1, c1), . . . , (xn, cn): a set of training data, where the input xi ∈ Rp and the output ci ∈ {1, . . . , K}
• K : number of classes

• C(x): classification rule, where C(x) : x→ 1, . . . , K

Procedure:

1. Initialize the observation weights.

wi = 1/n, i = 1, . . . , n.

2. For m = 1 to M ,

(a) Fit a classifier T (m)(x) to the training data using weights wi.

(1) Find the following values for the given dataset.

StumpErr : stump tree error rate / root node error rate

Depth : tree size of unpruned tree

gini : impurity of the given dataset 1−
∑K

i=1 p2
i , where pi is the proportion of ith class

(2) Find the appropriate tree size D = int(D̂).

D̂ = −1.4820 + 1.4807 ·Depth− 1.4051 ·Depth · I + 9.7583 · gini · I

where, I =

{
1, if StumpErr ≤ 0.7882

0, if StumpErr > 0.7882

(3) Fit a classifier T (m)(x;D), which has trees of size D, to the training data using weights wi.

(b) Compute

err(m) =
∑n

i=1 wi · I(ci ̸= T (m)(xi))/
∑n

i=1 wi.

(c) Compute

α(m) = log
(
(1− err(m))/err(m)

)
+ log(K − 1).

(d) Set

wi ← wi · exp
(
α(m) · I(ci ̸= T (m)(xi))

)
, i = 1, . . . , n.

(e) Renormalize wi, i = 1, . . . , n.

3. Output

C(x) = argmaxk

∑M
m=1 α(m) · I(T (m)(x)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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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ccuracy comparison of boosting trees

부스팅 트리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 목표변수 범주의 개수(nclass)를 트리사이즈로 사용한 경우와

Table 3.2를 이용한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다. 28개의 각 자료 별로, 두가지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의 차이 (Table 3.2의 결과를 트리사이즈로 사용한 경우 - 범주의 개수 (nclass)를 트

리사이즈로 사용한 경우)를 50회 반복하여 도출한 상자그림을 Figure 3.1에 보였다. 그림에서 Y축은

두 방식에 의한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 차이이고 X축은 각 자료를 의미하는데, Table 3.2를 이용한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가 거의 모든 자료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적정 트리사이즈를 결정하는 두 방식의 차이를 고정효과 (fixed effect),

28개의 각 자료를 임의효과 (random effect)로 둔 선형혼합효과모형 (linear mixed effect model)을

구성하여두방식의차이에대한유의성을파악한결과,유의확률은 0.001보다작아 BoostD의추정치

를 트리사이즈로 사용한 경우가 nclass를 트리사이즈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정확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앙상블 기법 중 부스팅 트리에서 앙상블을 구성하는 각 트리의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 뒤, 새로운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부스

팅 트리를 적합하기 위한 최적의 트리 사이즈를 무엇으로 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실험을 통해 트리사이즈가 부스팅 트리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각 자료 별로 부스팅

트리의정확도를높이는최적의트리사이즈가자료마다따로존재한다는점을밝혔다.새로운자료가

주어진다면최적의트리사이즈를어떻게찾을수있는가에대한문제는해당자료의특성에의존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의 사이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자료의 특성 변인을 도출한 뒤, 해당 변수가 부스팅 트리의 최적 트리사이

즈를설명할것으로보고회귀모형을구성하였다.회귀모형을이용하여부스팅트리의트리사이즈를

결정함으로써 그 대안으로 사용되어왔던 목표변수 범주의 개수로 트리사이즈를 결정하는 것 보다

정확도가유의미하게개선되었다는점이본연구의성과라고말할수있다.하지만,추정된모형은본

연구에서 사용한 28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최적 트리사이즈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성능이 보장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료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트리사이즈 추정치가 성능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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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현실을 감안하면, 적어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

이드라인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트리사이즈를 크게 또는 작게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록

Table A.1 Tree size effect on accuracy of boosting tree

Accuracy of boosting tree
Data 1 2 3 4 5 6 7 8 9 10
bcw 0.9559 0.9608 0.9649 0.9666 0.9681 0.9675 0.9680 0.9678 0.9682 0.9678
bld 0.7030 0.7186 0.7067 0.7002 0.6905 0.6899 0.6925 0.6928 0.6911 0.6939
bod 0.9692 0.9745 0.9748 0.9735 0.9708 0.9700 0.9708 0.9698 0.9707 0.9708
bos 0.7475 0.7655 0.7725 0.7787 0.7808 0.7815 0.7821 0.7810 0.7826 0.7830
cmc 0.5458 0.5473 0.5405 0.5355 0.5275 0.5160 0.5076 0.5034 0.4996 0.5017
col 0.6748 0.6784 0.6828 0.6866 0.6901 0.6846 0.6881 0.6839 0.6835 0.6837
cre 0.8619 0.8521 0.8474 0.8451 0.8456 0.8469 0.8497 0.8493 0.8502 0.8494
cyl 0.7167 0.7367 0.7561 0.7661 0.7770 0.7783 0.7777 0.7781 0.7802 0.7745
der 0.7238 0.9080 0.9637 0.9663 0.9695 0.9684 0.9692 0.9684 0.9701 0.9707
dia 0.7565 0.7520 0.7431 0.7301 0.7303 0.7281 0.7321 0.7292 0.7314 0.7345
fis 0.6625 0.7863 0.8068 0.8086 0.8117 0.8140 0.8128 0.8104 0.8078 0.8067
ger 0.7450 0.7426 0.7434 0.7365 0.7352 0.7372 0.7384 0.7378 0.7389 0.7418
gla 0.5050 0.6748 0.7213 0.7466 0.7617 0.7640 0.7693 0.7703 0.7718 0.7701
hea 0.8247 0.7955 0.7894 0.7810 0.7841 0.7864 0.7879 0.7899 0.7898 0.7853
int 0.4846 0.5534 0.6166 0.6890 0.6983 0.6983 0.6908 0.6786 0.6765 0.6776
ion 0.9177 0.9219 0.9227 0.9290 0.9318 0.9327 0.9342 0.9352 0.9344 0.9361
iri 0.9435 0.9436 0.9468 0.9463 0.9457 0.9460 0.9451 0.9456 0.9456 0.9456
lak 0.4064 0.4096 0.4037 0.4097 0.4061 0.4129 0.4068 0.4110 0.4093 0.4132
led 0.6281 0.7297 0.7213 0.7229 0.7279 0.7282 0.7268 0.7268 0.7268 0.7268
pid 0.7782 0.7658 0.7564 0.7495 0.7480 0.7439 0.7444 0.7490 0.7495 0.7473
pov 0.5472 0.6322 0.6396 0.6592 0.6474 0.6546 0.6627 0.6577 0.6526 0.6515
sea 0.5423 0.5995 0.6270 0.6542 0.6767 0.6925 0.7054 0.7130 0.7205 0.7233
spe 0.8024 0.7920 0.7917 0.7963 0.8018 0.7973 0.7985 0.7981 0.7993 0.7976
usn 0.7082 0.7173 0.7143 0.7113 0.7109 0.7144 0.7155 0.7145 0.7155 0.7130
veh 0.6043 0.6913 0.7257 0.7407 0.7502 0.7555 0.7600 0.7586 0.7605 0.7611
vol 0.8729 0.8620 0.8631 0.8732 0.8822 0.8893 0.8894 0.8889 0.8883 0.8869
vot 0.9602 0.9528 0.9513 0.9483 0.9483 0.9488 0.9494 0.9515 0.9501 0.9502
vow 0.3481 0.4923 0.6569 0.7864 0.8667 0.9076 0.9257 0.9341 0.9393 0.9397

Table A.2 Properties of datasets

Data StumpErr Depth p/n nclass ncatevar interaction gini BoostD
bcw 0.209 3 0.013 2 0 0.691 0.455 9
bld 0.724 4 0.017 2 0 0.713 0.487 2
bod 0.194 2 0.047 2 0 0.694 0.763 3
bos 0.613 4 0.026 3 1 0.806 0.667 10
cmc 0.861 3 0.006 3 4 0.902 0.646 2
col 0.823 5 0.068 3 16 0.884 0.543 5
cre 0.326 3 0.022 2 9 0.999 0.494 1
cyl 0.803 7 0.065 2 16 0.996 0.488 9
der 0.725 4 0.095 6 0 0.907 0.797 10
dia 0.757 7 0.010 2 0 0.889 0.878 1
fis 0.660 2 0.044 7 1 0.999 0.786 6
ger 0.840 6 0.020 2 13 1.000 0.910 1
gla 0.587 6 0.042 6 0 0.476 0.755 9
hea 0.533 3 0.048 2 3 0.742 0.494 1
int 0.893 6 0.010 2 0 0.423 0.736 6
ion 0.452 4 0.097 2 0 0.313 0.589 10
iri 0.500 1 0.027 3 0 0.925 0.667 3
lak 0.812 5 0.062 6 3 0.483 0.793 10
led 0.905 3 0.001 10 0 0.306 0.910 2
pid 0.734 7 0.013 2 0 0.709 0.444 1
pov 0.729 4 0.062 6 0 1.000 0.812 7
sea 0.894 5 0.002 3 0 0.959 0.667 10
spe 0.782 3 0.165 2 0 0.393 0.370 1
usn 0.653 4 0.021 3 1 0.482 0.667 2
veh 0.795 5 0.021 4 0 0.959 0.750 10
vol 0.372 2 0.004 6 2 1.000 0.666 7
vot 0.113 0 0.037 2 16 0.340 0.474 1
vow 0.818 6 0.010 11 0 0.353 0.9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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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s to find the right size of decision trees that performs better for boost-

ing algorithm. First we defined the tree size D as the depth of a decision tree. Then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boosting algorithm with different tree sizes in the

experiment. Although it is an usual practice to set the tree size in boosting algorithm

to be small, we figured out that the choice of D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er-

formance of boosting algorithm. Furthermore, we found out that the tree size D need

to be sufficiently large for some dataset. The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there exists

an optimal D for each dataset and choosing the right size D is important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boosting. We also tried to find the model for estimating the right

size D suitable for boosting algorithm, using variables that can explain the nature of

a given dataset. The suggested model reveals that the optimal tree size D for a given

dataset can be estimated by the error rate of stump tree, the number of classes, the

depth of a single tree, and the gini imp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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