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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게다가 이진 분

류는 다중 분류로 쉽게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머신러닝 방법들을 적용할 때에 전처리(preprocessing)이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과 같은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분류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된 최소 자승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머신러닝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특징 변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중치 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특징 변환과 동시에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제안을 다

섯 개의 머신러닝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수한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Binary classification has been broadly investigated in machine learning. In addition, binary classification can be easily 
extended to multi class problems. To successfully utilize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classification tasks, preprocessing 
and feature extraction steps are essential. These are important steps to improve their classification performa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learning method based on weighted least squares. In the weighted least squares, designing 
weights has a significant role. Due to this necessity, we also propose a new technique to obtain weights that can achieve 
feature transformation. Based on this weighting technique, we also propose a method to combine the learning and feature 
extraction processes together to perform both processes simultaneously in one step. The proposed method shows the 
promising performance on five UCI machine learning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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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머신러닝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영상, 텍스트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1, 2, 3, 4, 5, 6]. 최소 자승

법(Least Squares, LS) 방법은 회귀 문제(regression 
problem)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7]. 이 LS 
방법은 회기 문제뿐만 아니라, 분류 문제(classification 
problem)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하지만 이 LS 방
법은 모든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가 믿을 만하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방법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실세계 

데이터에 적용된다면 잘못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중된 최소 자승법

(Weighted Least Sqaures, WLS)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8]. 이 WLS 방법은 LS 방법에 망각 인자(forgetting 
factor)를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높은 가

중치를 주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에는 낮은 가중치를 

준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1에 가중되지 

않은(non-weighted) 방법과 가중된(weighted) 최소 자승

법의 간단한 예를 나타내었다. 이 간단한 회귀분석 예제

에서 가중된 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WLS 방법은 발전되어 망각 인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각 목적에 맞는 솔루

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래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있다는 가정하에 노이즈 

제거 방법(noise reduction)이나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과 같은 방법이 학습 전에 적용되곤 한다. 또
한 특징 추출은 각 데이터 차원에 맞는 특징 추출 방법

들이 있다. 예를들어 1차원이나 2차원에만 적용되는 특

징 추출 방법들(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Local 
Binary Patterns)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특징 변환(feature 
transformation)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
한, 이 가중치 기반의 특징 변환과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가중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달성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사용될 최소 자승법과 가중된 최소 자승법을 간

단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거리계산을 기반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특징 변환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론과 최소 자승법 방법론과 비교한다. 5
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Fig. 1 Comparison of non-weighted and weighted 
regression: circle, 'o', indicates each of data samples, 
dashed lines, ‘:’ indicate non-weighted regression, and 
solid lines '|' indicates weighted regression.

Ⅱ. 관련연구

2.1. 최소 자승법(Least Squares)

최소 자승법(Least Squares, LS)은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6]. 
이 방법은 실제 값과 관측된 값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는 데이터를 가진 행렬이고 는 실제 값인 레이블

값이다. 는 정규화(regularization)을 위한 값이고 는 

단위 행렬(identity matrix)이다.

2.2. 가중된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위에 소개된 최소 자승법은 모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솔루션이다. 하지만 실제 데이

터에서는 노이즈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하여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가

중된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WLS)은 식 

2 와 같이 나타낸다[7]:

   

  (2)

는 목적에 맞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각 인

자(forgetting factor)와 같은 값들이 설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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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리계산을 이용한 특징 변환 기반의 가중된 
최소 자승법

3.1. 거리계산 기반의 가중치 계산(distance based weight 

computation)

본 섹션에서는 어떻게 거리계산을 이용하여 가중치

를 얻어내는 가에 대한 것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데이

터 그룹 1, 과 데이터 그룹 2, 이 있다고 가정하자.

1) 데이터 그룹 1과 데이터 그룹 2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4)

2) 데이터 그룹 1과 데이터 그룹 2에서 평균을 이용하여 

각 그룹들의 평균 값과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

  (6)

3) 각 데이터에 벡터 노름을 적용하고, 가중치를 0과 1
사이로 만들어 주기 위해 최소-최대 표준화(min-max 
normalization)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8)

4) 평균 값과 가까운 데이터에게는 1에 가까운 값을, 먼 

데이터에게는 0에 가까운 값을 주기 위해 표준화된 

값에 1을 다음과 같이 빼준다:

  (9)

  (10)

수식 (10)과 (11)이후에도 1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므로 가중치 값들은 아직도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

되고 있다. 

3.2. 거리계산 가중치를 이용한 가중된 최소 자승법

위에서 구성된 가중치, 과 를 이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1)

여기서 얻어진 를 수식 (2)에 이용하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거리계산을 이용한 특징 변환 기반의 가중

된 최소 자승법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Fig. 2 Gaussian distributed original training data: The data 
samples, 'o'(red), indicate class 1, and the data samples, 
'+'(blue), indicate class 2 for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Fig. 3 Transformed training data (l1-norm): The data 
samples, 'o'(red), indicate class 1, and the data samples, 
'+'(blue), indicate class 2 for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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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nsformed training data (l2-norm): The data 
samples, 'o'(red), indicate class 1, and the data samples, 
'+'(blue), indicate class 2 for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Fig. 5 Transformed training data (l∞-norm): The data 
samples, 'o'(red), indicate class 1, and the data samples, 
'+'(blue), indicate class 2 for the binary classification 
problem.

3.3. 사례 연구(a case study)

본 섹션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

지 관찰하기 위해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을 가

정한 2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2차원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이 이 생성된 데이터에 적용되었

을 때 어떻게 변환되는지 살펴본다.
그림 2에서는 다른 평균 값을 가진 두 개의 다른 가우

시안 분포가 그려져있다. 이 분포를 제안하는 가중치 계

산에 적용하면 그림 3, 그림 4, 그림 5와 같은 데이터 변

환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데이터 변환의 모양은 벡터 

노름 계산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에 벡터 노름 1, 2, 무한대의 행동양식을 나타내

었다. 그림 3, 4와 그림 5, 6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행

동 양식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 Behaviors of l1-norm.

Fig. 7 Behaviors of l2-norm.

Fig. 8 Behaviors of l∞-norm.

Ⅳ. 실 험

4.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머신러닝에서 자주 사용

되는 5개의 공개된 UC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9]. 표 1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성을 설명하였다.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는 100-800의 데이터 개수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5-60의 특징 개수에 대한 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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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이진 분류 문제에 맞는 데이

터베이스를 선택하였다.
는 정규화를 위한 값으로 0.0001로 설정되었다. 

는 긍정적 클래스를 나타내는 과 부정적 클래스를 나

타내는 값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벡터 노름

을 적용할 때에는 노름 2를 적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UCI data sets

Data Sets Number of 
Samples

Number of 
Features

Wpbc 194 33

Sonar 208 60

Spectf-Heart 267 44

Australian 690 14

Mammogramphic 830 5

Table. 2 Accuracy Comparison on UCI data sets

Data Sets LS Proposed

Wpbc 53.50 56.60

Sonar 66.95 64.70

Spectf-Heart 77.75 81.25

Australian 81.00 83.00

Mammogramphic 67.50 80.95

Average 69.34 73.30

4.2.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위해 5개의 공개된 UCI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 각 데이

터를 2개의 부분인 학습 부분과 테스트 부분으로 나누

어 총 10번의 반복을 통해 평균 정확도를 구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평균 값은 표 2에 나열하였

다. 정확도 측면에서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4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LS방법보다 더 좋

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평균 값을 비교하였을 때 LS
방법은 69.34%의 정확도를 얻었으며, 제안된 방법론은 

73.3%의 정확도를 얻었다. 제안된 방법론이 3.96% 더 

높은 정확도를 얻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거리계산을 이용한 특징 변환 기반의 

가중된 최소 자승법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된 방법

은 다섯 개의 UCI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 자승법 방법

과 함께 평가되고 비교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 방법이 

최소 자승법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

였다. 제안된 방법은 오프라인 학습 기반으로 개발되었

기 때문에 실시간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이 방법을 실시간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기반으로 개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수식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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