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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주목 받고 있는 산업  하나는 복권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회귀분석과 분류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는 SV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Linux 환경에서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입력된 데이터의 당첨을 측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1. 서론

최근 복권 데이터에 한 여러 가지 분석들과 

측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

의 복권 당첨 측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로그램은 이러한 사람들의 당

첨 측에 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실제 복권 구

입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데

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데이터베이스화 이

후에 SVM(Support Vector Machine) Library를 이

용하여 과거의 당첨 데이터를 학습 후 입력 데이터

의 당첨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도록 설계하

다. 

2.  데이터 구성

SVM Library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그

림 1]과 같이 classification과 index:value로 구성되

어 있다. 분류 값은 이진 값(두 개의 분류 값)으로 

지정해 주고, 당첨/낙첨 데이터에 따라 1과 –1로 

지정해 다. index는 1부터 1씩 증가하며 value는 

복권 번호들을 오름차순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강릉원주 학교 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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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VM Library 데이터 일 형식

3. 실험 설계  구

3.1 시스템 환경

본 논문에서의 SVM Library는 주어진 두 가지 분

류 값의 학습 샘 들을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고 새

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학습한 결과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어느 분류 값에 속할지를 측하는 도구이

다. 리 스 환경에서 사용하 고, 데이터 변환은 

C++ 언어를 사용하여 구 하 다.

3.2 입력 라미터

[그림 2]와 같이 복권에 사용되는 1부터 45까지 번

호들의 당첨 빈도수는 일정한 패턴 없이 다양한 분

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복권 번호들은 를 들어

1, 9, 20, 33, 40, 45 와 같이 6개의 번호가 하나의 

입력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SVM Library에서 사용

할 데이터의 형식으로 변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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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모든 조합 데이터는 8,145,060가지의 조합

으로 그 에서 과거의 당첨 데이터들과 일치하는

691가지 조합 부분들만 분류 값을 1로 변환하여 주

고 나머지 낙첨 데이터들은 –1로 지정하여 형식에 

맞게 변환시킨다.

 [그림 2] 당첨 번호 빈도 수

3.3 데이터 테스트

학습 과정 이 에 입력 라미터로 들어가게 될 

데이터들의 분류 성능 측정 과정을 n-fold cross 

validation으로 수행하 다. n-fold cross validation

은 주어진 데이터를 n개의 집단으로 분류 한 후에 

n-1개의 집단을 학습 데이터로 지정하고 나머지 한 

개의 집단을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하여 총 n번의 테

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5개의 집단으로 테스트 

진행 결과 [그림 3]과 같이 신뢰도가 99%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림 3] 테스트 결과

3.4 학습 과정

학습 과정은 주어진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재 –1과 1로 분류된 낙첨/당첨 

데이터들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어느 분류 값에 속할지를 결정해  모

델을 만든다. 입력 옵션은 [그림 4]에서 one-class 

SVM과 RBF(Radial Basis Function)를 사용한다.

[그림 4] svm-train 입력 옵션

3.5 측 과정

모델 일 생성 후 svm-predict를 이용해 사용자 

입력 값의 유사성을 단한다. [그림 5]와 같이 

test_file에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model_file

과 test_file을 비교, 분석하여 result_file을 생성한다. 

[그림 5] svm-predict 입력 옵션

3.6 성능 테스트

당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측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하여 기존의 학습 데이터에서 과거 당첨 데

이터 몇 가지를 제거 후에 학습과정을 실행하 다. 

제거된 데이터들을 사용자 입력 데이터로 이용하여 

측과정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단되는지 확인하고 

사용된 데이터들을 조 씩 변형 하면서 어느 정도의 

변형까지 유사성이 있다고 단되는지 측정해보았

다.

[그림 6]과 같이 과거 1등에 당첨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 시키고 학습과정을 거친 후, 측 과

정의 사용자 데이터에 같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에 

결과는 당연히 당첨이라고 나왔고, 과거 당첨 데이

터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 시키지 않고 학습 후 측

과정의 데이터에 같은 데이터를 넣었을 때에도 결과

는 당첨이라고 나왔다. 

데이터의 당첨/낙첨 단 기 은 각각의 인덱스마

다 차이가 있다. 를 들어 당첨이라고 단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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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있다고 하자. 그 데이터의 6번째 숫자가 44

다고 할 때 45라고 변경했을 때에는 낙첨이라는 결

과가 나오지만 44를 43, 42, 41, 40 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당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로 보아 SVM-Library는 데이

터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분류 기 을 확립하고 

측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분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테스트 결과

3. 6 실험 결과

[그림 7]과 같이 사용자 입력 데이터 에서 당첨 

이라고 단된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 다. [그림 8]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의의 7가지 조합을 입력하

을 때 의 데이터 3개는 당첨이라는 단이 나왔

고 아래 4개는 낙첨이라는 단이 나왔다.

[그림 7] 당첨 개수

[그림 8] 결과 데이터

4. 결론

본 논문은 미리 구 되어 있는 SVM Library를 사

용함으로써 복권 구입  자신이 원하는 번호들에 

한 당첨 결과를 미리 측해 볼 수 있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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