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 (2019. 7)

115

● 요   약 ●  

SVM (Support Vector Machine)은 견고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류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

계 학습 기술이다. 그러나 훈련 데이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대규모 데이

터 세트의 경우 SVM이 비실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SVM을 사용하여 중복 된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병렬 평면(Parallel Hyperplane) 기법을 소개한다. 제안 기법에서 PH는 재귀 적으로 형성

되는 반면 PH의 외부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클러스터는 매 반복마다 제거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 기

법은 기존의 클러스터링 기반 감축 기법과 SMO 기법에 비해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면서 데이터 축소 

없이 분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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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SVM(Support Vector Machine)은 선형 및 비선형 분리 데이터 

모두에 유용한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비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데이터

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은 데이터 포인트를 선형으로 분리 할 수 

있는 커널 함수를 사용하여 저 차원 데이터 포인트를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하는 것이다. SVM의 주요 작업은 데이터 간의 분리 공간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초평면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분류 문제로 

널리 받아 들여졌지만 교육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계산과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때 중복 데이터 포인트라고하는 초평면

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훈련 

데이터의 수를 줄임으로써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다. Supprot 

Vector(SV)라고 불리는 소그룹의 훈련 샘플만이 SVM에서 초평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V와 관련이 없는 훈련 표본은 결정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주어진 

교육 데이터 세트 중에서 중복 데이터 포인트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현재 SVM을 이용한 훈련 계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안되었다[1]. 그 중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SVM과 결합하는 것은 SVM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 정확도를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이기 위해 Parallel 

Hyperplane(PH)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계층적 클러스터링, 퍼지 클러스터링 등과 같은 SVM의 훈련 

데이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지만, 클러스터와 초평

면의 조작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근사 초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클러스터의 중심에 기초하여 만들

어지며, PH는 평행하고 클러스터 중심의 중심을 통과한다. 데이터 

포인트가 PH와 근사 초평면 사이에 위치하지 않는 클러스터는 S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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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제거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클러스터로 새 PH를 구성하고 축소가 불가능할 때까지 프로세

스가 반복한다. 

Fig. 1. The steps of the proposed PH scheme with normally 

distributed data

제안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클러스터 기반 알고리즘 

및 SMO 알고리즘과 비교 하였을 때 교육 시간과 정확성, 분류의 

정확도를 떨어트리지 않으면서 교육 시간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 기법이 중복 데이터 포인트를 생략함으로써 

SV를 보존하므로 초평면의 구성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 편차가 비교적 큰 데이터 집합과 특정 지점까지 많은 수의 

클러스터에 대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SVM의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중복 데이터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PH 기법을 

제안했다. 제안 기법에서 k-mean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다른 클러스터로 나눈 다음 잠재적으로 

벡터를 지원하지 않는 클러스터의 데이터 포인트를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제거한다. 제안 기법은 상당한 양의 중복 데이터 포인트를 

제거하고 분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결국 교육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제안 기법이 기존의 클러스터 

기반 기법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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