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hine learning (ML) is a method of fitting given data to a mathematical model to derive insights or to predict.
In the age of big data, where the amount of available data increases exponenti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mart devices, ML shows high prediction performance due to pattern detection without
bias. The feature engineering that generates the features that can explain the problem to be solved in the ML process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its importance is continuously emphasized. Despite this importance,
however, it is still considered a difficult task as it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omain characteristics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source data and the iterative procedure. Therefore, we propose methods to apply deep
learning for solving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feature extraction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L model.
Unlike other techniqu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the superior performance of deep learning techniques in complex
unstructured data processing is that it is possible to extract features from the source data itself. In order to apply
these advantages to the business problems, we propose deep learning based methods that can automatically extract
features from transaction data or directly predict and classify target variables. In particular, we applied techniques
that show high performance in existing text processing based on the structural similarity between transaction data
and text data. And we also verified the suitability of each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 data.
Through our study, it is possible not only to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automated feature extraction but also to
obtain a benchmark model that shows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before performing the feature extraction task
by a huma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guidelines for choosing a suitable deep learning
model based on the business problem and the data characteristics.

Keyword：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Feature Engineering, Automated Feature Extraction,
Transaction Dat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19.18.2.143

트랜잭션 기반 머신러닝에서

특성 추출 자동화를 위한 딥러닝 응용

우덕채*․문현실**․권순범***․조윤호****

A Deep Learning Application for Automated Feature

Extraction in Transaction-based Machine Learning

Deock-Chae Woo*․Hyun Sil Moon**․Suhnbeom Kwon***․Yoonho Cho****

Abstract

Submitted：May 3, 2019 Accepted：May 27, 2019i
* 국민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 AI경영연구센터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신저자

韓國IT서비스學會誌
第18卷 第2號
2019年 6月, pp.143-159



144 Deock-Chae Woo․Hyun Sil Moon․Suhnbeom Kwon․Yoonho Cho

1. 서 론

정보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등장

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BM(2017)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이 전체 데이터의 90%를 차지

하며 매일 2.5엑사바이트(Exabyte) 이상의 데이터

가 생성되고 있다. 또한 생성되는 데이터의 약

90%가 이미지, 구매 기록(transaction) 등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

로 부각되며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영역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LaValle et al., 2011; Lee

et al., 2013; Wang et al., 2018). 특히 Barnaghi 등

의 연구(2013)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역량

으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행동 가능한 지식(actio-

nable knowledge)의 추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및 분류의

수행 방식 또한 변화되어 왔다. 과거에는 예측 및

분류를 위해 사람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여 통계

분석 등을 통해 ‘IF A THEN B’와 같은 규칙 또는

패턴을 발견하여 추출된 지식을 하드 코딩을 통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rule-based expert sys-

tem)에 탑재하여 활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

코딩 방식의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한 분야나

작업에 국한되어 개발됨에 따라 해결하려는 문제

가 변경되면 전체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하며 규

칙 설계에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Müller and Guido, 2016). 또한 대

용량 및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의 직접적인 분석

을 통해 행동 가능한 지식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기계가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패턴

및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러닝(ma-

chine learning) 기법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머신러닝은 통찰력을 도출하거나 분류 및 예측

을 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수학적 모델에 적합

시키는방식을의미한다(Jordan and Mitchell, 2015;

Müller and Guido, 2016). 특히 머신러닝은 대용

량의 데이터로부터 인간의 편향이 개입되지 않은

패턴의 발견이 가능하며 높은 성능의 예측력을 보

이고 있어 기업 관점에서 고객 프로파일의 추정,

등급 예측, 사기 탐지(Fraud Detection) 등의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Mitchell, 1997; Jordan

and Mitchell, 2015).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수행

과정은문제정의, 데이터준비, 모델학습, 모델전개

단계로 수행된다. 이러한 머신러닝 수행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속성

(features)을 생성하는 데이터 준비 과정 즉, 특성

공학(Feature Engineering)은 머신러닝 모형의 성

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Ng, 2013). 예를 들어,

성별을 분류하는 문제에서 거주지역, 출근시간대,

전화 번호 등 별로 관련이 없는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성능이 매우 낮게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준비

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

에서 머신러닝 과정에서 특성공학의 중요성을 지속

적으로 강조하고 있다(Domingos, 2012; Ng, 2013;

Sarkar, 2018). 하지만 특성공학은 여전히 머신러

닝 과정에서 어려운 과업이다. 특성공학은 특성 추

출, 데이터 변환, 차원 축소, 특성 선택 등의 과업을

포함하며 적합한 특성의 탐색을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즉, 추출된 특성에 대해 반복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Sarkar, 2018).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문

제에 적합한 특성 추출에는 원천 데이터에 대한 이

해 뿐만 아니라 도메인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구매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별을 예측하는 문제의 경우 구매 과정에서 나타

나는 성별간 다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속

성을 추출하고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공학의 과업

중 전문 지식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특성추출의복잡성및어려움을해결하고머신

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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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 적용을 제안한다. 머신러닝 기법의 한 형태

인 딥러닝 기법은 이미 이미지 분류, 텍스트 기반

예측, 영상 캡션 생성, 헬스 케어(health care) 등의

도메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Ahn, 2016;

Babaee et al., 2018; Deng and Liu, 2018; Faust

et al., 2018; Park et al., 2016). 전통적인 머신러닝

(shallow learning) 기법과 달리 비정형 데이터 분

석에서 딥러닝 기법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원천 데이터 자체로부터 특성 추

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지 분류 문제의 경우,

과거 연구에서는 이미지로부터 적절한 속성을 추출

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어 왔다(Pal

and Pal, 1993). 하지만 최근에는 CNN(Convolu-

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 등의 딥

러닝 기법을 통해 이미지 자체로부터 모델을 학습

시켜 이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He et

al., 2015; Krizhevsky et al., 2012). 즉, 기존의 머

신러닝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별도의 특성

추출 과업까지도 모델링에 포함하는 end-to-end

learning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 트랜잭션 등 정형 데이터(ta-

bular data)는 많은 기업에서 활용이 용이한 보편

적인 데이터이지만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비정

형 데이터에 비해 딥러닝 적용 사례가 많지 않다

(Thomas, 2018). 본 연구에서는 구매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주가 데이터 등의 트랜잭션 데이터(tran-

saction data)로부터 자동적으로 특성을 추출하거

나 직접 예측 및 분류가 가능한 딥러닝 기반의 방

법들을 제안하고 데이터 특성에 따라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

성을 추출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포함할 수 있

는 4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트랜잭션 데이터

와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기

존의 텍스트 처리에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기

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트랜잭션 데이터는 특

정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 발생시킨 트랜잭

션의 집합을 의미한다. 트랜잭션 데이터는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각 사용자 또는 각 아이템

별로 정렬하게 되면 텍스트 기반 딥러닝 모델의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형태를 보임에 따라 기존의

딥러닝 기법 활용이 가능하다. <Figure 1>은 트

랜잭션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의 구조적 유사성

에 따른 트랜잭션 처리의 예를 보여준다.

<Figure 1> Handling Transactions as Text

예를 들어, ‘I am a boy’라는 문장을 텍스트 기

반 딥러닝 모델의 입력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I’, ‘am’, ‘a’, ‘boy’} 형태로 파싱(parsing)하고 각

기법에 맞추어 변환을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Figure 1>의 트랜잭션으로부터 각 고객의 트랜

잭션을 구매한 아이템의 순서에 따라 “(ID0001)

have bought P001, P002, P004, P005, P009”와

같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각 문장은 해

당 고객의 구매 아이템 집합으로, 각 단어(token)

는 개별 아이템으로 맵핑(mapping)할 수 있다. 따

라서, 트랜잭션 데이터에 텍스트 분석 기법의 적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의 발

생 건수, 즉, 문장의 길이는 일반 텍스트에 비해

짧다고 볼 수 있어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즉, 한 사용자당 트랜잭션이

많은 경우와 트랜잭션이 적은 경우에 따라 각 모

델을 적용하여 그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 특

성에 따른 딥러닝 모델 적용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특성공학의 자동화 가

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공학 과업

수행 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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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benchmark)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와 보유

하고 있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합한 딥러닝 모

델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2. 관련 연구

2.1 특성공학과 머신러닝

특성공학(Feature Engineering)은 원천 데이터

로부터 특성을 추출하고 추출한 특성을 머신러닝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Sarkar, 2018; Zheng and Casari, 2018). 여기에

서 특성(feature)은 원천데이터를 수치화한 것을

의미한다. 특성공학은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데이

터 준비과정으로 좋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

용하는 것이 향후 모델의 성능을 좌우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Domingos(2012)는 특성공학을 머신러닝 프로세스

의 핵심으로 강조하였으며 Ng(2013)는 머신러닝

구현이 곧 특성공학을 수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

다. 특히 최근에 H2O, TPOT, auto-sklearn 등의

공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프로세스 중

적합한 모델의 선택 부분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성공학은 여전히 사람에 의해 대부분의

과업이 수행되고 있다(Balaji and Allen, 2018). 일

반적인 특성공학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업을 포함

한다.

- 특성 추출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데이터

로부터 추출 및 생성

- 데이터 변환 및 차원 축소 : 머신러닝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차원을 축소

- 특성 선택 : 특성 중요도 등 변수 선택 기준에

따라 중요 변수 선택

- 모델 평가 : 선택된 특성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평가하여 특성의 효과 검증

이러한 특성공학의 과업은 머신러닝 모델에 적

합한 특성을 생성하는 과정이지만 생성된 특성이

적합한지의 판단은 모델과 데이터에 따라 결정된

다(Zheng and Casari, 2018). 특히, 특성공학 과

업 중 특성 추출을 제외한 과업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성과가 평가 가능하며 자동화가

용이한 반면 특성 추출 과업은 모델과 데이터가

매우 다양함에 따라 매 프로세스마다 다른 방식으

로 수행되어 그 절차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모델 학습 결과에 따라 특성 추출 과업을 반복적

으로 수행해야 함에 따라 머신러닝 과정에서 소요

되는 시간과 노력의 80% 이상이 특성공학 중 특

성 추출 과업에 사용되고 있다(Sarkar, 2018). 예를

들어, Park and Cho(2016)는 패널 5,000명의 1년

간의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사용자

의 인구통계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온라인 활동 기록의 어떠

한 특성이 인구통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웹사이

트 선호도, 사용패턴, 검색행위, 관심사 등이 인구

통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온라인

활동기록으로부터 총 64개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또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 변수를 탐

색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차원축소기법 및 변수

축소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인구통계 예측 모델

링을 위하여 학습 알고리즘의 검토보다는 변수 추

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파악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추출의 복

잡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성 추출 과업의 성과

측정 기준이 되는 준거 모델의 확보를 위하여 딥

러닝 모델 기반의 방법론을 제안하려 한다.

2.2 특성 추출과 딥러닝

머신러닝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는 특성 추출을 자동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

져왔다. 예를 들어, Kanter and Veeramachaneni

(2015)의 연구에서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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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인

DFS(Deep Feature Synthesis)를 제안하여 머신

러닝 대회인 KDD Cup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

다. 또한, DFS를 Featuretools라는 파이썬 라이브

러리로 공개하였으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추

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Kartz et al., 2016; Lam

et al., 2017).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

즈니스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중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에 특화된 특성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머신러닝 기반

프로세스의 차이는 <Figure 2>와 같다.

즉,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딥러닝 기법의 적용

은 기존의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

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성 추출 과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거나 모델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이

다. 특히, 트랜잭션 데이터의 적절한 변환을 통해

텍스트 기반 딥러닝 기법의 입력 변수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자연어 처리에 성공적으로 알려

진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

‘the’ 등과 같은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고,

HTML 태그 등의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의 처리 과정이 분석 과정에 앞서 수행되어야 한

다 (Wang & Wang, 2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텍스트 데이터가 아닌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은 생략되며 각 기

법이 요구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만

포함된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

측 및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단어를 벡터 공간에

할당하여 수치화 하는 벡터화 기법을 살펴본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간단한 형태의 벡터화 기법은

BOW(Bag-Of-Words) 모델이다(Zhang et al.,

2010). BOW 모델은 문장 또는 문서 단위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단어들을 순서나 문법적 의미를 고

려하지 않고 하나의 집합(Bag) 형태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문장 또는 문서별 단어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다. 특히, BOW 모델은 그 간편성과 효과성

으로 텍스트 기반 예측 영역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류, 표정 표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Rusinol and Llados, 2009; Sikka et al., 2012;

Wu et al., 2010). BOW 모델에서는 모든 문서에

서 나타나는 모든 단어를 열(column) 형태로 나

열하고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등장한 빈도 등

을 값으로 부여하여 행렬 형태로 나타낸다. 본 연

구에서는 BOW 모델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각

단어를 적절한 아이템 레벨(level)로 대체하고 문

서는 사용자로 대체하여 개별 사용자의 트랜잭션

을 수치화한다. 이렇게 구성된 사용자-아이템 트

랜잭션 행렬은 머신러닝 모형의 입력변수로 사용

된다. 하지만 BOW 모델은 문서군 내에서 사용된

단어 수에 따라 행렬의 차원이 증가하여 희박한

(sparse) 행렬의 입력 데이터가 구성된다는 한계를

가진다(Wallach, 2006).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Figure 2> Concept of Deep Learning-based Machine Learn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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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벡터화하는

임베딩(Embedding) 기법들이 텍스트 데이터 처

리에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널리 알려진 임베딩 기

법은 구글(Google)이 공개한 Word2Vec 모델이다.

Word2Vec 모델은 원천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단

어 임베딩을 학습하는 모델로 문장 내 단어간 근

접성을 기반으로 n차원의 벡터 공간에 단어를 표현

하는 벡터화 기법이다. Word2Vec의 학습 방식은

대표적으로 CBOW(Continuous Bag-Of-Words),

Skip-gram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Mikolov et al.,

2013). 특히, Word2Vec 모델은 학습 과정을 통해

생성된 벡터값을 통해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

악할 수 있어 텍스트 데이터의 벡터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감성 분석,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응용되고 있다(Barkan and Koenigstein, 2016;

Ozoy, 2016; Zh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벡터화하기 위해 Word2Vec 모

델을 응용하려 한다. 하지만, 고객 프로파일 추정

등의 사용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트랜잭션 데

이터를 각 사용자별로 정리하게 되면 사용자별 트

랜잭션의 빈도가 많지 않아 아이템의 동시 발생

관계가 부족하여 모델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데이터의 한계에도 강건하게(robust)

작동하여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Skip-gram

방식을활용하였다(Pembeci, 2016; Sun et al, 2017).

다음으로, 특성 추출 과정 자체를 모델에 포함시

켜 모델 학습 과정에서 특성값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딥러닝 기법을 고려하였다. 앞서 언

급한 특성 추출 관점의 접근 방식과 달리 목표 변수

와의 오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성 벡터 공간의 값

이 변화됨에 따라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먼저 순차 또는 시간의

순서를 가진 데이터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인 RNN

(Recurrent Neural Network)을 고려한다. 일반적

인 피드포워드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

work)과 달리 RNN은 이전의 계산결과를 기억하

는 자기 자신에게 전달하는 메모리와 재귀 구조를

가지고 있다(Goodfellow et al., 2016). 하지만, 기

본 RNN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오차의

역전파가점차사라지는기울기소실문제(the vani-

shing gradient problem)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

하기 위한 LSTM(Long Shot Term Memory) 기

법과 GRM(Gate Recurrent Unit) 기법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Cho et al., 2014; 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특히, RNN은 순차적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 적합하다는 장점 덕분에 텍스트 데

이터 처리의 대표적인 딥러닝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어 텍스트 번역, 생성, 사용자 후기 기반 감성 분

석 및 추천 시스템 등에 응용되고 있다(Alex et al.,

2017; Bansal et al., 2016; Dhingra et al., 2016;

Lee et al., 2018; Zhou et al., 2016; Zhou et al.,

2017). 특히, 본 연구에서는 GRU가 LSTM 기법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특정 셀을 생략하여 구성된 기

법임에 따라(Chung et al., 2014; Jozefowicz et

al., 2015) 원천 기법이라 할 수 있는 LSTM 기법을

사용하여 특성 추출 과정을 모델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RNN과 더불어 딥러닝 기법 중

이미지 데이터 기반의 분류 및 추정 분야에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법이 대

표적으로 사용된다. CNN은 합성곱층(Convolutio-

nal Layer)과 풀링층(Pooling Layer)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으로 전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인 특성을 탐색할 수 있어 높은 효율성과 정확도를

지닌다(Goodfellow et al., 2016). CNN은 합성곱층

에서 가중치 행렬 형태의 필터(filter)를 이동시키며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며 이러한 연산 뒤에 풀링층

을 통해 대표값을 추출한다. 전통적인 인공신경망

과 비교하여 CNN이 가지는 장점은 그리드(grid)

형태로 표현된 입력 데이터의 위치가 목표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Sharif Razavian et

al., 2014). 즉, 이미지 분류의 목표값의 추정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

한 성능의 분류가 가능하다. 그에 따라, 최근 이러한

CNN의 장점에 기반하여 텍스트 데이터 기반의 예

측 및 분류 문제에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예를 들어, Jaderger et al.,(201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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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기반하여 텍스트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Joulin et al., (2016)은 텍스트 분류 문제

에 있어 CNN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미

지 데이터의 경우 2D 구조의 입력 데이터가 구성되

지만 텍스트 데이터는 1차원구조로 설명됨에 따라

Johnson and Zhang(2014) 연구에서는 1D 구조의

입력데이터를 사용하는 CNN을 활용하여 다른 딥

러닝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트랜잭션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와 유사

한 구조로 변환될 수 있어 텍스트 데이터와 마찬가

지로 1차원 단위의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1D-CNN 기법에 기반하여 특성 추출 과

정을 모델링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3. 특성 추출 자동화 방법

본 연구는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유의한 특성

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BOW 및 Word2Vec 기

반 방법과 특성 추출 과정이 자동적으로 모델링에

포함되는 RNN 및 CNN 기반 방법을 제안한다.

각 방법의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3.1 BOW와 Word2Vec 기반 방법

BOW와 Word2Vec에 기반하여 트랜잭션 데이터

로부터 벡터 속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각 방법

이 요구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한다. BOW의 경

우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벡터화

가 완료된 데이터는 사용자(n)-아이템(m) 트랜잭션

행렬(n×m matrix)로 구성되며 행렬값으로 트랜잭

션 발생 여부(0 또는 1), 발생 빈도 또는 TF- IDF

등을 사용할 수 있다(Müller and Guido, 2016).

TF-IDF가 텍스트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

만 짧은 문장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다른 방법에 비해 높지 않다(Ghosh and

Desarkar, 2018). 트랜잭션 데이터도 짧은 문장과

유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igure 3>과 같이

발생 빈도에 기반한 BOW 벡터를 사용하였다.

<Figure 3> An Example of Vector Representation for
BOW

반면, Word2Vec 기반 방법에서는 <Figure 4>

의 (1)과 같이 현재 시점(t)을 기준으로 k번째 과

거 트랜잭션으로부터 시간 순대로 트랜잭션을 각

사용자별로 정렬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만약 한

사용자의 트랜잭션이 k보다 적은 경우 앞쪽 트랜

잭션을 0으로 채워서 구성한다. 각 사용자별로 시

간 순서에 따라 정렬된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하

여 Skip-gram 모형을 학습하면 <Figure 4>의

(2)와 같이 각 아이템에 임베딩 벡터값이 할당된

다.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은 하나의 아이템이 아닌

복수의 아이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과 같이

아이템들의 평균 벡터값이 최종 특성이 된다.

<Figure 4> Input Data Example of Word2Vec-based
Method

3.2 CNN과 RNN 기반 방법

CNN과 RNN에서도 Word2Vec 기반 방법과

동일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한다. 각 딥러닝

기법에 따른 이진 분류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은

<Figure 5>와 같이 구성된다.

먼저, 입력 데이터는 벡터화를 진행하는 임베딩 층

(Embedding Layer)을 거친다. Word2Vec 기반

방법에서는 학습된 가중치에서 각 아이템별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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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추출한 뒤에 이를 모델링을 위한 특성으로

사용하는 반면 CNN과 RNN은 모델 학습 과정에

서 각 아이템별 벡터값을 추출할뿐만 아니라 목표

변수와 예측값의 오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중치

를 조정함에 따라 모형 내에 특성 추출 및 조정

과정이 포함된다.

<Figure 5> Schematic Diagram for Deep Learning-
based Methods

본 연구에서는 CNN 기반 방법으로 최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1D-CNN

을 사용한다(Chollet, 2017). 1-D CNN은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합성곱층(Convolu-

tions)과 풀링층(Max-Pooling)층을 은닉층으로 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의

합성곱층은 2차원으로 구성된 이미지 데이터에 합

성곱 연산을 수행하지만 1-D CNN은 순서를 가지

고 배열된 1차원의 입력 데이터에 합성곱 연산을

적용하여 순서 내의 지역 패턴을 인식하도록 한다.

<Figure 6>은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1-D

합성곱 연산 과정을 보여준다.

<Figure 6> 1-D Convolution Example

즉, 1-D 합성곱 층에서는 임베딩 층을 거쳐 도출

된 각 아이템의 벡터값에 대해 윈도우 사이즈만큼

합성곱연산을수행한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다운 샘플링하기 위해

풀링층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1-D CNN에서도

1-D 입력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풀링층을 사용함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대값을 연산하는 max-

pooling을 사용하였다.

RNN 기반 방법에서는 각 유닛(unit)의 가중치

전달방향을 양방향으로 설정한 양방향 LSTM(Bi-

directional LSTM)을 사용하였다. 양방향 LSTM

은 시간의 순서에 민감한 LSTM의 특성에서 시간

의 반대 방향 순서까지 고려하도록 학습하는 방식

을 수정함에 따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높은 성

능을 보이고 있다(Chollet, 2017).

<Figure 7> Bi-directional LSTM Example

<Figure 7>과 같이 양방향 LSTM의 구현은

사용자의 트랜잭션 발생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LSTM과 발생순서의 역으로 구성되는 LSTM으

로 구성되고 각 LSTM의 결과를 덧셈 또는 연결

하여 학습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방법

Tibshirani(2017)에 따르면 머신러닝 과정에서

데이터 형태의 차이는 적합한 모델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모형 선택 시 데이터 특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ibshirani(2017)는 모델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형태를 <Figure 8>

와 같이 Tall Data와 Wide Data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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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periment Data Shape Comparisons
(Tibshirani, 2017)

본 연구에서 Tall Data는 <Figure 8>과 같이 목

표가 되는 사용자의 수(# of users; n)는 많지만 각

사용자별 트랜잭션 발생 빈도(# of transactions; k)

가 적은 데이터 형태를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Wide Data는 각 사용자의 데이터인 트랜잭션의 빈

도는 충분하지만 사용자 수, 즉, 데이터 포인트 수가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형태의 차

이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성 추출 방법 성과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백화점 고객의 실제 상품 구매 트

랜잭션을사용하여 실험을진행하였다. 두데이터모

두 백화점이라는 도메인 성격은 동일하지만 <Table

1>와 같이 트랜잭션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A Department
Store(Tall)

B Department
Store(Wide)

# of Transactions 1,726,430 395,562

# of Customers(n) 49,995 5,982

Average Purchases
per customers(k) 34.5 288.6

# of Products 11,031 3,799

Average Sales per
Product

156.51 454.44

<Table 1> Data Description

A백화점의 경우 고객, 즉 사용자의 수(n)는 많

지만(49,995) 사용자별 아이템 구매 건수, 즉 트랜

잭션 평균 발생 빈도(k = 34.5)는 적다. 따라서, A

백화점의 데이터는 Tall Data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B백화점의 경우 사용자별 트

랜잭션의 평균 발생 빈도(k)가 288.6으로 A백화

점에 비해 많지만 사용자 수는 5,982명으로 적은

편이다. 즉, 각 사용자의 프로파일 추정을 위한 데

이터는 충분하지만 사용자 수가 적은 Wide Data

이다.

실험은 다양한 고객 프로파일 중 성별을 분류

예측하는 이진(binary) 분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의 일반화(generaliza-

tion)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10-fold cross vali-

dation을 수행하였다. 10-fold cross validation은

전체 데이터를 무작위로 10개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 그룹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며 나머지 데이

터로 모형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10번 반복 실험하

여 그 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이다(Kohavi, 1995).

이를 위하여 특성 추출 과정을 자동화하는 BOW

와 Word2Vec 기반 방법은 특성 추출 뒤에 훈련

용 데이터와 학습용 데이터를 분리하였으며, 특성

추출 과정을 모델링에 포함시킨 RNN과 CNN 기

반 방법은 준비된 데이터를 분리한 뒤에 모델 학

습과정을 진행하였다.

각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은 ROC(Re-

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AUC(Area Under Curve)값을

사용하였다. 특히, AUC는 특이도와 민감도를 동시

에 고려하여 성과를 측정함에 따라 데이터 불균형

(imbalance) 문제가 있는 데이터에도 모형간 성과

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여 머신러닝 모형의 평가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Bradley, 1997). 성별을 분

류 예측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도 A백화

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9.6%, B백화점은 62.4%

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 불균형 데이터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의 성능 평가를 위한 벤

치마크(Benchmark) 기법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자동화된 특성 추출을 가능하게 한 DFS

기법을 사용하였다(Kanter and Veeramachanen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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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결과 및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특성 추출을 자동화한 BOW

기반 방법과 Word2Vec 기반 방법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4가지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나

무 기법인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그래디언트 부스팅 기법의 하나인 XGBoost

와 인공신경망(Multi Layer Perceptron; MLP),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이다. 또

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은 연구자가 조정해야 할 하

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 값에 따라 성능

이달라질수있어하이퍼파라미터의최적화를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지안 최적화 기법(Snoek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별

로 자동 생성된 특성 이외에 모형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본실험에서는차원축소, 특성선택, 특성 결합등의

특성공학, 그리고 앙상블 러닝 등의 모형 성능 향상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BOW 및 Word2Vec 기

반 방법을 통해 추출된 특성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적용한 결과는 <Figure 9>과 같다.

<Figure 9> Machine Learning Algorithms Comparison

실험 결과, BOW 및 Word2Vec 기반 방법 모두

데이터 형태와 관계없이 Kaggle 등의 머신러닝 대

회에서 성공적인 기법으로 알려진 XGBoost 알고

리즘(Chen and Guestrin, 2016)을 적용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NN 및 RNN 기반 방법도 마

찬가지로 베이지안 최적화기법에 기반하여 최적 하

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였으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Table 2>와 같다.

Method Algorithm Parameter Value

BOW XGBoost

# of trees 150

max depth 4

learning rates 0.1

Word2Vec

Skip-gram
window size 5

embedding dimensions 100

XGBoost

# of trees 100

max depth 3

learning rates 0.1

CNN 1-D CNN

embedding dimensions 128

# of hidden layers 2

# of filters 32

window size 3

RNN Bidrectional
LSTM

embedding dimensions 128

# of hidden layers 1

# of outputs 32

<Table 2> Model Summary Used in Experiments

특히, <Table 2>의 CNN 및 RNN 기반 방법을

위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값 탐색 결과에서 윈도

우 사이즈가 3으로 작은 편이며, 은닉층도 1～2개

층만을 사용한 결과가 최적값으로 결정되었다. 이러

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텍스트 기반의 딥러닝 모

델에 비해 간단한 모델임을 의미한다. 즉, 특성 추출

과정을 모델링에 포함하기 위해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 일반적인 텍스트 분석보다 간

단한 모델로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의 트랜잭션 발생으로 구성

되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 즉 문장의 길이가 일반적

인 텍스트보다 짧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파라미터설정을기반으로각데이터별로 각 방

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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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UC Results

먼저, Wide Data의 AUC 평균(0.76195)이 Tall

Data의 평균 AUC(0.6402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ll Data에서는 자동화된 특성 추출 뒤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BOW 및 Word2Vec

기반 방법이 벤치마크 기법인 DFS 기법(0.67014)

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 반면 Wide Data에서는 모

든 방법이 DFS 기법(0.7064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은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추출하거나

모형을 구성하여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추정한다.

따라서, 각 사용자별 트랜잭션 발생 빈도가 높은

Wide Data는 사용자의 프로파일 추정에 사용가

능한 데이터가 Tall Data에 비하여 충분하여 더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Tall Data에서는 모델을 통해 특성을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

모델링에 특성 추출을 포함한 것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각 사용자별 프로파일 추정에 충분

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특성 추출을

모델링에 포함하게 되면 모형 학습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특성을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단계를 모형 학습 단계와 구분함을 통해

각 사용자의 프로파일과 관련된 잠재 요인(latent

factor)을 발견하는 방법이 사용자별 데이터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BOW 기반 방법(0.67208)과 벤치마크인 DFS 기

법(0.67014)보다 Word2Vec 기반의 방법(0.67545)

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BOW 기법 적용에

앞서 상품 레벨에 대한 탐색을 통해 상품을 그룹

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데이터 자체가 대

부분이 0값을 보이는 희박 행렬 형태를 보여 모형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연결하여 특성

추출을 자동화하려는 시도인 DFS 기법도 사용자

별 트랜잭션 데이터의 희박성 문제를 해결하기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임베딩 기법을

통해데이터희박성문제를해결하고자한Word2Vec

기반 방법으로 도출된 입력 데이터는 학습에 충분

한 정보를 모형에 제공함에 따라 모형의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져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된다. 세 번째로, Wide Data에서는 특성 추출 과

정을 모델링에 포함시킨 CNN 및 RNN 기반 방

법들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 특성 추출 과정을 모

델링에 포함시킬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 학

습 과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와의 오차

에 따라 가중치 등 특성 추출과 관련된 요인들이

조정되어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

만, 앞서 언급한 Tall Data의 결과와 같이 사용자

별 특성을 모형 내에서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가중

치 조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별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프

로파일 중 성별 예측을 위해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용함에 따라 각 사용자

별 트랜잭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Wide

Data에서는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별 트랜잭션 데이터는 희박한

행렬 형태를 보이게 되어 DFS 기법은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들에 비해 낮은 성능(0.70640)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사용자별 트랜잭션 데이터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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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NN 기반 방

법(0.78258)이 RNN 기반 방법(0.76277)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 특히, Tall Data의 결과에서 BOW

및 Word2Vec 기반 방법 간의 차이(0.00337)보다

CNN 및 RNN 기반 방법 간의 차이(0.01981)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딥러닝 기법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로 CNN 기법이 RNN 기법에 비해 학

습 과정에서 조정해야할 가중치가 적으며 파라미

터 조정에 따른 영향에 덜 민감함(Chollet, 2017)

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성별 예측과 같이

순서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목표 변수를 예

측 및 분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접 노드의 가중

치 값에 영향을 받는 RNN 기법보다 순서에 관계

없이 목표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CNN 기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빅데이터 시대에 대용량의 원천 데이터로부터

예측 및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 및 기

술의 발전으로 적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선택

등 머신러닝 프로세스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수

행되고 있지만 예측 및 분류 모형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력 변수를 생성하는 특성공학

절차는 아직도 사람의 손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적합한 특성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특성 추출 과업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

니라 반복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머

신러닝 프로세스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으

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추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딥러닝 기법 기반의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한 트랜잭션 발생을 나타내

는 트랜잭션 데이터의 구조가 텍스트 데이터의 구

조와 유사함을 기반으로 기존에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딥러닝 기법들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크게 특성 추출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BOW 및 Word2Vec 기반 방법과

특성 추출 과정 자체를 모델링에 포함시킨 CNN

및 RNN 기반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방법의 유용

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이 다른

두 데이터에 적용한 실험 결과, 각 사용자별 트랜

잭션이 충분히 발생한 경우에는 특성 추출 과정을

포함시킨 방법들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특성 추출 과정을 구분하여 수

행한 방법들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각

방법별로 조정해야 하는 가중치의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적합한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안과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과업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많은 시

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성 추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특성 자동 추출 관련

연구는 정형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데이터

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

터에 기반하여 특성 추출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안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특성 추출

과정의 자동화에 있어 트랜잭션 데이터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별 트랜잭

션 발생 빈도와 사용자 수에 따른 데이터 특성 차

이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탐색함에 따라 각 기업

이 보유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의 예측 결과를 특성 추출 과업의

준거(benchmark)로 활용할 수 있다. 특성 추출

과업의 성과는 실제 모형을 학습하고 예측 및 분

류를 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제안한 방법은 특성 추출 과정을 자동화함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추출한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된 모형의 성

능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의 성능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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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야 한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들을 준거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

무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예측 문제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목표 변수를 나이

등의 사용자 프로파일로 대체할 경우 새로운 문제

해결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사

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데이터가 존재하

고 그에 매칭되는 프로파일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 기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추정하거나 특정

상품의 구매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매일의 종

목별 주가 등락으로 익일의 등락을 예측하는 등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데이터

특성에 따른 방법들 간의 차이를 밝히는 실험은

진행하였지만 두 데이터 모두 오프라인의 두 백화

점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백화

점 구매 고객이라는 한정적인 도메인만을 대상으

로 실험이 진행되어 e-commerce 등 다양한 도메

인의 적용 가능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

라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

터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의 가능

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다중 분류 문제

의 경우 평가 지표의 선정 및 분류 기준의 선정

등의 한계로 이진 분류인 성별 예측에 한정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진

분류 뿐만 아니라 다중 분류 및 추정 문제로의 확

장을 통해 다양한 머신러닝 문제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들의 유용성을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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