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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규칙기반분류분석(rule-based classification analysis)은직관적인이해가쉽고알고리즘이복잡하지않아
최근대용량데이터마이닝에많이이용되는기법이다. 하지만현재의규칙기반분석은여러개의규칙들을
찾은후이규칙들을단순히다수결이나또는중요도의가중합으로서새로운데이터를분류한다. 본연구에
서는다항분포를이용한이항데이터의분류분석기법을규칙조합방법에응용하고자한다. 다항분포의추
정을위해서는변형된반복비율적합(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IPF)알고리즘을이용하여최대엔트로피
분포(entropy distribution)를찾는다. 시뮬레이션실험결과이방법은두집단의데이터가서로유사한경우
어느정도의미있는분류결과를보여주었다.

주요용어: 규칙기반분류분석,엔트로피분포,반복비율적합알고리즘.

1. 서론

분류분석이란집단이결정되지않은미지의한데이터를여러개의집단중의하나로결정하는기

법이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이라 하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연구하는사람들은계획된기계학습(supervised learning)이라부르기도한다. 분류분석은다양한분야
에서응용되고있는데예를들면의사가환자를진찰하여그진찰기록으로어느병인지분류하는일,
이메일 제목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가려내는 일, 백화점의 매장에 온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고객인
지구별하는일등이다. 분류분석기법에는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베이즈(Bayesian) 분류, 신경
망(neural network),규칙기반(rule-based)분류,인접이웃(nearest neighbor)분류,지지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통합기법(ensemble method)등다양한모형이있다. 여러가지분류분석모형은서로
장단점을가지고있어주어진문제에대해가장적합한모형을찾는것이중요하다.
최근에는 여러 분류분석 모형 중에서 이해하기가 쉽고 알고리즘이 복잡하지 않은 규칙기반 분

류(rule-based classification)기법이많이이용되고있다. 규칙기반분류는여러개의규칙(rule)을찾은
후이규칙을적절히조합하여새로운데이터를분류한다. 현재데이터의분류에사용되는여러규칙
의조합방법은다수결이나또는지지도의가중합을이용하는단순한방법이많이이용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규칙조합방법대신에저자가그동안연구해온다항분포를이용한이항데이

터의분류분석기법을응용하고자한다. 2절에서는일반적분류분석모형과규칙기반분류분석을소
개하고현재여러규칙의조합에사용되는방법의문제점을살펴본다. 3절에서는다항분포모형을이
용한베이즈분류방법을알아보고반복비율적합알고리즘을이용한다항분포모수추정방법을제안

한다. 4절에서는이러한모형의진단을위하여시뮬레이션으로다른모형과비교한결과를살펴본다.
5절에서는결론과향후과제에대한제안을한다.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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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분석모형

2.1. 일반적분류모형

두집단 w1과 w2에대한일반적인분류모형을살펴보자. n개의확률변수를 XXX = (X1, X2, . . . , Xn),
이확률변수가나타내는값을 xxx = (x1, x2, . . . , xn),각집단의확률분포함수를 fi(xxx),사전확률을 πi 그리

고 ai j를실제집단이 w j일때 wi로결정하였을때의손실이라하자. 일반적으로많이이용되는베이즈
분류식(Bayesian classification function)은다음과같다.

만일
f1(xxx)
f2(xxx)

>
a12

a21

π2

π1
이면 xxx를 w1으로분류,아니면 w2로분류. (2.1)

위의분류식은각집단의데이터로부터확률분포함수 f1(xxx)와 f2(xxx)를추정한후집단이구분되지
않은데이터에적용하여집단을분류하게된다. 확률분포함수를어떻게가정하느냐에따라판별식은
달라질수있는데,일반적으로두분포함수는형태는같고모수가서로다른것으로가정한다. 많이이
용되는확률분포함수는다변량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로서,만일 f1(xxx)와 f2(xxx)가평
균이다르고공분산행렬이같은다변량정규분포라면위의판별식은선형판별식이되고, 공분산행렬
이다르다면이차판별식이된다. 이때다변량정규분포의추정을모수적방법인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나베이즈추정법(Bayesian parameter estimation)으로할수도있고, 비모수적
방법인 k-근접이웃(k-nearest neighbor)방법과커넬(kernel)방법을사용할수도있다.
위와같은분류모형이외에독립변수 xxx와집단변수와의관계를로지스틱(logistic)함수형태로가정

하는분류모형도있고,신경망(neural network)모형,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모형,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이나지지벡터기계(support vector machine) 같은비선형계획모형, 혼합정수계획(mixed
integer programming)모형등이있다 (Han과 Kamber, 2000; Duda등, 2001참조).

2.2. 규칙기반(rule-based)분류모형

일반적으로분류규칙 r은 ‘(조건문)→ (집단명)’으로표시한다. (조건문)이란여러가지속성변수
에대한검사조건의결합이다. 즉,

(조건문) = (x1 op v1) ∧ (x2 op v2) ∧ · · · ∧ (xk op vk),

여기서 (x j, v j)는 (속성변수,값)을의미하고 op는논리적연산자(logical operator)집합 {=,,, <, >,≤,≥}
중의하나이다. 예를들면규칙 ‘(나이 ≥ 30) ∧ (월수입 ≥ 300)→ (구매집단)’은나이가 30세이상이고
월수입이 300만원이상이면구매집단으로분류하는것을의미한다. 규칙기반(rule-based)분류모형은
표본데이터에서각집단의분류에적절한규칙들을찾아낸후이를이용하여새로운데이터를분류한

다. 적절한규칙을찾는방법에는선험적알고리즘(apriori algorithm)과같은직접적인방법또는의사
결정나무모형이나신경망모형등과같은모형을이용하기도한다.
표본데이터에서집단의분류를위해찾아낸규칙을 r1, r2, . . . , rN이라할때규칙기반분류모형은

이 규칙을 이용하여 미지의 데이터를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규칙기반 분류모형은 Liu 등
(1998)에의해제안되어그이후여러후속연구가이루어졌는데이해하기가쉽고알고리즘이복잡하
지않아많이이용된다.
여러 개의 규칙이 모인 분류 규칙 집합이 있을 때, 이 규칙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에 적용되

고(mutually exclusive rule) 모든 데이터를 분류(exhaustive rule)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하지만 각
각의규칙이 100%의적용도를갖는것은거의불가능하여추출된분류규칙집합으로는분류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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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수도있다. 그리고한데이터에적용되는규칙들이서로다른분류결과를나타낼수도있다. 이러
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로다른규칙의조합에는다음과같은두가지방법이많이이용된다.

1) 각규칙의분류결과를다수결로결정하는방법

하나의데이터를분류하고자할때이데이터에적용될수있는분류규칙을모두적용한후가장많

이분류되는집단으로결정한다. 이방법은각데이터를분류할때마다규칙집합의모든규칙을
적용하여야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릴수있다.

2) 각규칙의가중합으로결정하는방법

각 규칙의 지지도(support)를 가중값으로 전체규칙의 가중합을 비교하여 분류되는 집단을 결정한
다. 역시각데이터를분류할때마다규칙집합의모든규칙을적용하여야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
걸릴수있다.

위와같이다수결이나가중합을이용하는규칙기반분류모형은확률개념에근거한것이아니어서

데이터에따라서는분류의정확도가다른모형에비해떨어지는경우가많다. 이규칙의조합방법을
확률모형에근거하는규칙기반분류모형을 3절에서제안한다.

3. 다항분포모형과모수의추정

3.1. 다항분포모형및최대엔트로피추정법

규칙기반 분류모형은 범주형 데이터에 근거한 분류 방법이어서 연속형 데이터의 경우 적절한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한다. 범주형 데이터는 다시 규칙의 추출 등 편의를 위해 대개 이항(binary)
데이터로 변환한다. 따라서 규칙기반 분류모형을 위한 데이터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항 데이
터로 가정할 수 있다. n개의 이항변수 X1, X2, . . . , Xn에 대한 모든 이항원소들의 집합을 S = {xxx :
(0, 0, . . . , 0), (0, 0, . . . , 1), . . . , (1, 1, . . . , 1)}로표시하고 m = 2n개의각이항원소의확률을 p1, p2, . . . , pm,

p1 + p2 + · · · + pm = 1이라하자. 그리고 y개의표본데이터가있을때각이항원소가나타나는수를
y1, y2, . . . , ym, y1 + y2 + · · · + ym = y라하자. 각원소가나타나는수를확률변수 YYY = (Y1,Y2, . . . ,Ym),이
확률변수가나타나는값을 yyy = (y1, y2, . . . , ym)로표시하면 YYY의확률분포함수는다음과같은다항분포
이다.

f (yyy) =
y!

y1!y2! · · · ym!
py1

1 py2
2 · · · p

ym
m . (3.1)

m = 2n개의다항분포모수 p1, p2, . . . , pm의최우추정통계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 MLE)은
각원소의표본비율임을보일수있다. 하지만이항변수의수 n이증가하면다항분포의추정되어야하
는모수가지수적으로증가하게되어추정에필요한데이터의수가충분치않을수있다. 이경우많은
수의최우추정모수들은 0이되어다항분포를분류식에사용할경우만족스러운결과를얻기힘들다.

Kantor과 Lee (1998), 이정진과 김수관 (2002) 이정진과 황준 (2003), 이정진 (2005)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표본데이터의주변확률분포와최대엔트로피추정법(maximum entropy estimation)을이용
한 다항분포 모수의 추정을 연구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규칙의 지지도를 이용하여 최대 엔트로
피 추정법으로 다항분포 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 집단의 표본 데이터에서 찾아낸 N개의 규칙
을 r1, r2, . . . , rN이라하고, 각규칙과관련되어진이항원소들의집합을 S 1, S 2, . . . , S N , 각규칙의지지
도(support)즉표본비율을 s1, s2, . . . , sN으로표시하자. 최대엔트로피추정법을이용한다항분포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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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p2, . . . , pm의추정은다음비선형계획문제의해를구함으로서추정할수있다.

Maximize −
m∑

i=1

pilnpi

Subject to
m∑

i=1

pi = 1, (3.2)∑
xxx∈S j

pxxx = s j, j = 1, 2, . . . ,N.

하지만이비선형계획문제는변수의수가증가하면추정하여야할다항분포모수의수가 2n개가되어

좋은소프트웨어를사용하더라도초기치문제또는지역해문제때문에만족할만한해를구하기어렵

다. 이정진과황준 (2003)은적절한변환을이용하여비선형계획문제대신 N개의비선형연립방정식
의해를구하여각각의모수를추정하는방법을고안하였는데이방법도역시변수의수와규칙의수

N이증가하게되면해를구하는데수치해석적문제가발생한다. 3.2절에서는식 (3.2)의해를상대엔
트로피(cross entropy)함수를이용한반복적비율적합(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IPF)알고리즘을이
용하여구하는방법을살펴본다.

3.2. 다항분포모수의추정 -반복적비율적합(IPF)알고리즘

IPF 알고리즘은다차원교차표의확률분포를주변확률분포를이용하여추정하고자하는방법으
로 Ireland와 Kullback (1968)에 의해서 고안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다항분포의 초기 추정을 균등분
포(uniform distribution)로가정한후, 이균등분포와상대엔트로피가가장가까우면서표본에서추정
한주변확률분포를만족하는분포를반복적으로찾아나가는알고리즘이다. IPF알고리즘의해의존
재성과수렴성은 Ruschendorf (1995)와 Cramer (2000)에의해연구되었다. 본논문에서는이알고리즘
을각규칙의표본비율을이용하여다항분포모수를반복적으로추정하는다음과같은형태로변형하

였다.

[다항분포모수의반복적비율적합(IPF)알고리즘]

(단계 0)다항분포모수의초기추정값 p(0)
1 , p(0)

2 , . . . , p(0)
m 을균등확률로가정하자. 즉,

p(0)
i =

1
2n , i = 1, 2, . . . ,m. (3.3)

(단계 k, k = 1, 2, . . . ,N)단계 k의다항분포모수의추정값 p(k)
1 , p(k)

2 , . . . , p(k)
m 은다음비선형계획문제의

해를구하여추정한다.

minimize
m∑

i=1

p(k)
i ln

p(k)
i

p(k−1)
i

subject to
m∑

i=1

p(k)
i = 1∑

xxx∈S k

p(k)
xxx = sk. (3.4)

(단계 rN + k: k = 1, 2, . . . ,N, r = 2, 3, . . .)유사한방법으로단계 k, k = 1, 2, . . . ,N을미리정한수렴조
건(예를들면 || p(rN+k−1)

xxx − p(rN+k)
xxx || < ε)이만족될때까지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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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4)의해를구하기위한라그란지안(Lagrangian) 함수는다음과같다. 여기서 λ1과 λ2는라그

란지안승수(Lagrangian multiplier)이다.

φ(p1, p2, . . . , pm) =
m∑

i=1

p(k)
i ln

p(k)
i

p(k−1)
i

− λ1

 m∑
i=1

p(k)
i − 1

 − λ2

∑
xxx∈S k

p(k)
xxx − sk

 . (3.5)

이함수를각각의 p(k)
i 와 λ1, λ2에대하여편미분한후 0으로놓고비선형연립방정식의해를구하면

다음과같음을보일수있다. 여기서 S k는규칙 rk와관련된이항원소들의집합이고 S
′

k은이의여집합

이다.

p(k)
xxx = sk

p(k−1)
xxx∑

xxx∈S k
p(k−1)

xxx

, if xxx ∈ S k and
∑
xxx∈S k

p(k−1)
xxx , 0 (3.6)

= (1 − sk)
p(k−1)

xxx∑
xxx∈S ′k

p(k−1)
xxx

, if xxx ∈ S
′

k and
∑
xxx∈S ′k

p(k−1)
xxx , 0.

만일
∑

xxx∈S k
p(k−1)

xxx = 0또는
∑

xxx∈S ′k
p(k−1)

xxx = 0이라면각모수의최대엔트로피추정값은다음과같다. 여

기서 |S k |와 |S
′

k |는각집합에속하는표본데이터의수이다.

p(k)
xxx = sk

1
|S k |

, if xxx ∈ S k and
∑
xxx∈S k

p(k−1)
xxx = 0 (3.7)

= (1 − sk)
1
|S ′k |

, if xxx ∈ S
′

k and
∑
xxx∈S ′k

p(k−1)
xxx = 0.

IPF알고리즘에의한추정법의가장큰장점은식 (3.4)의비선형계획문제의수학적해를구체적인
함수형태인 (3.6) 또는 (3.7)과같이구할수있어많은규칙에대해서도수치해석적문제없이적용할
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알고리즘은모수의추정을균등확률에서출발해히스토그램형태를축차
적으로찾기때문에많은수의이항원소의확률이 0이되지는않는다.
분류를위해서는두집단 w1과 w2를서로다른모수를갖는다항분포 f1(yyy)와 f2(yyy)라가정하는데

베이즈분류식식 (2.1)은분류오류가최소화하는모형이될수있다. IPF알고리즘으로표본데이터에
서추정한다항분포 f1(yyy)의모수추정값을 p̂(1)

1 , p̂(1)
2 , . . . , p̂(1)

m , f2(yyy)의모수추정값을 p̂(2)
1 , p̂(2)

2 , . . . , p̂(2)
m 라

하자. 만일분류가필요한새로운데이터 xxxo가있으면두집단의오분류손실이같고, 사전확률 π1과

π2가같다고가정할때분류식은추정된다항분포를이용하여 xxxo가나타날확률이높은집단으로분류

한다.

p̂(1)
xxx0
≥ p̂(2)

xxx0
이면 xxxo를집단 1로분류,아니면집단 2로분류. (3.8)

4. 규칙기반분류방법의비교실험

이절에서는기존의다수결이나가중합을이용한규칙기반분류방법과 MLE또는 IPF알고리즘을
이용한다항분포모형의규칙기반분류방법을시뮬레이션을이용하여비교하여보았다. 그밖에이항
데이터의 분류에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Asparoukhov와 Krzanowski, 2001) 선형판별
식(linear discriminant function),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k-근접이웃(k-nearest neighbor),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지지벡터기계(supporting vector machine) 모형에대해같은시뮬레이션데이
터를이용하여비교하여보았다. 시뮬레이션실험을위한데이터의생성과구체적인실험방법은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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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뮬레이션데이터

두모집단의분류를위해현실에서많이나타나는이항데이터의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

나크게그림 1과같이세가지분포모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이그림은이항변수가 5개인경우의그
림인데여기서 X축의숫자 1, 2, . . . , 32(= 25)는편의상다음과같은불린원소들의번호를의미한다.

불린원소 (0, 0, 0, 0, 0)⇒ 1

불린원소 (0, 0, 0, 0, 1)⇒ 2

...

불린원소 (1, 1, 1, 1, 1)⇒ 32

분포모형 1은두모집단의분포가유사하고,확률이큰불린원소들이서로상당히겹치는경우로서
대략 50% 내외의분류정확도가예상된다. 분포모형 2는두모집단의분포가아주다르고, 불린원소
들이겹치는경우가확률이작은부분에서나타나는경우로서대략 90%이상의분류정확도가예상된
다. 분포모형 3은두모형의중간정도로서 70%내외의분류정확도가예상된다.
이와 같은 다항분포 모형은 근사적으로 지수분포를 2n개의 등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확률을

구한 다음 역변환법(inverse transformation method)에 의해 원하는 표본수 만큼 생성하였다. 분포모
형 1은모집단 1(막대가회색: pop1)을지수분포(λ = 1.0), 모집단 2(막대가검정색: pop2)는지수분
포(λ = 0.05)를이용하였고, 분포모형 2는모집단 1을지수분포(λ = 0.01), 모집단 2는지수분포(λ =
0.01)의대칭인분포를이용하여표본을생성하였다. 분포모형 3은모집단 1은지수분포(λ = 0.01),모
집단 2는균등분포를이용하여표본을생성하였다. 지수분포인경우무한대까지의값을가질수있으
므로최대값은 99.9퍼센타일(percentile)을이용한후확률분포가되도록조정하였다.
표본은각모형에서변수의수에따라지수적으로증가하는모수의수에대략 1배수, 5배수그리고

10배수의표본을추출하였다. 표본이 1배수인경우모수의수와표본의수가같아보통의통계적인모
수추정방법은적용하기가힘들고, 10배수인경우는일반적인통계모형의적용이가능하다생각된다.

IPF알고리즘을이용하는다항분포모수의추정에는변수의수에대한제약은크게없지만변수의
수가증가하면저장용량이지수적으로증가한다. 하지만다른분류모형은변수의수에따라실험시간
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어본실험에서는비교를위해이항변수의수 5개와 10개에대하여만우선
적으로실험하였다.

4.2. 실험방법

앞절의분포모형을이용한구체적인시뮬레이션실험방법은다음과같다.

1) 가정된세종류분포모형의각모집단에서표본을생성한다.

훈련용(training)데이터는모수의수에대해 1배수, 5배수그리고 10배수의표본을생성한다. 변수
가 5개인경우각모집단에서 32개, 160개, 320개를생성하고,변수가 10개인경우 1024개, 5120개,
10240개를생성한다. 각경우에대해같은표본수의시험용(testing)데이터를생성한다.

2) 각집단의추출된훈련용데이터에서규칙을구한다.

최소지지도(minimum support level) 10%, 20%, 40%인경우의규칙을최대 5개의이항변수조합에
대하여모두찾는다. 최소지지도가적은경우많은규칙을찾아낼수있고최소지지도가큰경우
적은수의규칙이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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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포모형 1: 두모집단의분포가유사한경우

(b) 분포모형 2: 두모집단의분포가서로상이한경우

(c) 분포모형 3: 모형 1과모형 3의중간형태

그림 1: 시뮬레이션을위해가정된세종류의모집단분포모형

3) 각집단의규칙을이용하여그집단의다항분포의모수를추정한다.

각각의지지도에대해찾은규칙을이용하여 MLE또는 IPF알고리즘으로다항분포의모수를추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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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포모형 1의경우각표본수와최소지지도에대해추출된평균규칙의수

변수 표본수
최소지지도 10% 최소지지도 20% 최소지지도 40%

모집단1 모집단2 모집단1 모집단2 모집단1 모집단2
32 77.1 90.4 56.4 58.0 26.1 20.4

5개 160 82.8 95.6 56.3 54.8 25.4 17.4
320 83.0 97.3 56.3 55.0 25.4 17.4
1024 2003.2 1629.2 515.0 355.3 71.9 44.8

10개 5120 2003.5 1611.8 505.0 341.7 69.2 41.9
10240 2000.3 1614.2 503.2 343.0 68.7 42.0

표 2: 모형 1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표준오차)의비교

변수 표본수 MLE
최소지지도 10% 최소지지도 20% 최소지지도 40%

IPF MAJ WRL IPF MAJ WRL IPF MAJ WRL

32
0.527 0.556 0.555 0.552 0.559 0.520 0.541 0.563 0.547 0.548

(0.030) (0.047) (0.041) (0.040) (0.049) (0.049) (0.044) (0.047) (0.042) (0.042)

5개 160
0.565 0.590 0.568 0.578 0.590 0.533 0.550 0.602 0.508 0.512

(0.016) (0.011) (0.021) (0.030) (0.016) (0.031) (0.028) (0.017) (0.028) (0.028)

320
0.592 0.601 0.567 0.581 0.598 0.544 0.572 0.604 0.523 0.540

(0.026) (0.025) (0.015) (0.021) (0.020) (0.040) (0.036) (0.019) (0.036) (0.036)

1024
0.517 0.585 0.514 0.527 0.595 0.501 0.503 0.607 0.526 0.531

(0.013) (0.013) (0.018) (0.019) (0.014) (0.003) (0.005) (0.009) (0.003) (0.003)

10개 5120
0.571 0.604 0.504 0.513 0.610 0.500 0.500 0.612 0.513 0.516

(0.007) (0.007) (0.007) (0.009) (0.005) (0.001) (0.001) (0.005) (0.001) (0.001)

10240
0.587 0.606 0.502 0.515 0.60 0.500 0.501 0.609 0.508 0.511

(0.002) (0.003) (0.004) (0.006) (0.004) (0.001) (0.001) (0.003) (0.000) (0.000)

(MLE:최우추정, IPF:반복비율적합, MAJ:다수결, WRL:가중합)

4) 여러규칙기반분류모형의정분류율을계산한다.

훈련용데이터에서 MLE 또는 IPF 알고리즘으로추정된다항분포를이용하여시험용데이터에식
(3.8)의분류식으로분류를하여정분류율을계산한다. 이때규칙의다수결이나가중합을이용하는
분류모형의정분류율도계산한다.

5) 같은데이터에대해다섯가지다른분류모형으로정분류율을계산한다.

6) 위의실험을 10회씩반복하여정분류율의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한다.

실험의회수를더많이할수도있으나예비실험결과실험의회수를증가하면표준오차는어느정

도감소하나평균정분류율은거의변하지않아전체실험시간을고려하여 10회로정하였다.

실험을위해서다수결이나가중합을이용하는규칙기반분류모형과 MLE 그리고 IPF 알고리즘은
C언어를이용하여직접프로그램을작성하였고나머지방법은 R통계패키지를이용하였다.

4.3. 실험결과

표 1은모형 1인경우각각의표본수와최소지지도에대해찾아낸평균규칙의수이다. 최소지
지도가증가하면규칙의수가많이감소하는데특히변수의수가 10개인경우급속히감소한다. 모형
2와모형 3의경우도유사한규칙의수가추출되어이에대한표는생략한다.
표 2는 IPF알고리즘과규칙들의다수결(MAJ)또는가중합(WRL)을이용한규칙기반분류방법의

평균정분류율과표준편차를보여주고그림 2는평균정분류율의그림이다. 참고로하기위해각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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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형 1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의비교

원소의표본비율을이용하는최우추정법(MLE) 모형의분류결과도같이보여주고있다. 모집단이많
이유사하여분류의정확도가대략 50∼60%인모형 1의경우다수결(MAJ)보다는가중합(WRL)이,그
리고이보다는 IPF 알고리즘이모든경우에우수한분류정확도를가진다. 그밖에모형 1에서관찰된
결과는다음과같다.

- 표본의크기가커질수록 IPF의정확도는증가한다. 이는표본의크기가클수록모집단의추정이정
확해지기때문으로판단된다.

- 최소지지도가커질수록 IPF의정확도는거의모든경우에소폭증가한다. 하지만다수결이나가중
합에의한규칙기반분류는지지도가증가하면규칙의수가감소하기때문에정확도가감소한다.

- 변수의수가 5개일때보다 10개일경우분류의정확도가높다.

모집단이 서로 많이 달라서 분류의 정확도가 90%이상 되는 모형 2의 경우 다수결(MAJ) 보다는
IPF알고리즘이,그리고이보다는가중합(WRL)이일반적으로약간우수한분류정확도를가진다. 그
밖에모형 2에서관찰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본의크기는각각의모형에관계없이정확도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 특히변수의수가 10인경
우분류정확도는거의비슷하다.

- 분류의정확도는최소지지도(즉규칙의수)에큰영향이없지만최소지지도가커질수록 IPF의정확
도는거의모든경우에소폭증가한다. 하지만다수결이나가중합에의한규칙기반분류는정확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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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 2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표준오차)의비교

변수 표본수 MLE
최소지지도 10% 최소지지도 20% 최소지지도 40%

IPF MAJ WRL IPF MAJ WRL IPF MAJ WRL

32
0.878 0.925 0.917 0.936 0.927 0.898 0.934 0.922 0.906 0.933

(0.040) (0.031) (0.031) (0.036) (0.029) (0.043) (0.029) (0.034) (0.022) (0.025)

5개 160
0.901 0.908 0.922 0.949 0.912 0.899 0.947 0.915 0.900 0.949

(0.020) (0.017) (0.014) (0.013) (0.020) (0.018) (0.015) (0.018) (0.023) (0.016)

320
0.913 0.919 0.921 0.955 0.919 0.903 0.951 0.920 0.906 0.951

(0.010) (0.007) (0.007) (0.008) (0.007) (0.020) (0.014) (0.008) (0.010) (0.012)

1024
0.857 0.912 0.913 0.954 0.915 0.907 0.953 0.915 0.917 0.958

(0.012) (0.006) (0.006) (0.005) (0.006) (0.008) (0.006) (0.006) (0.011) (0.007)

10개 5120
0.909 0.917 0.914 0.955 0.917 0.910 0.954 0.917 0.917 0.959

(0.002) (0.002) (0.002) (0.003) (0.002) (0.001) (0.002) (0.002) (0.001) (0.002)

10240
0.915 0.918 0.915 0.955 0.918 0.910 0.954 0.918 0.918 0.959

(0.003) (0.002) (0.002) (0.001) (0.002) (0.003) (0.002) (0.002) (0.003) (0.002)

(MLE:최우추정, IPF:반복비율적합, MAJ:다수결, WRL:가중합)

그림 3: 모형 2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의비교

모형 1과모형 2의중간정도인모형 3의경우는분류의정확도가 70% 내외인데다수결(MAJ) 보
다는 IPF알고리즘이,그리고이보다는가중합(WRL)이일반적으로우수한분류정확도를가진다. 왜
가중합이 모형 3의 경우 월등한 분류 정확도를 갖는지는 향후 연구해볼만한 과제이다. 그밖에 모형
3에서관찰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본의크기가커질수록각분류모형의정확도는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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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 3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표준오차)의비교

변수 표본수 MLE
최소지지도 10% 최소지지도 20% 최소지지도 40%

IPF MAJ WRL IPF MAJ WRL IPF MAJ WRL

32
0.620 0.694 0.713 0.797 0.728 0.714 0.836 0.745 0.714 0.817

(0.058) (0.038) (0.083) (0.171) (0.078) (0.081) (0.087) (0.078) (0.075) (0.109)

5개 160
0.715 0.729 0.714 0.878 0.727 0.725 0.855 0.728 0.723 0.807

(0.033) (0.031) (0.033) (0.018) (0.030) (0.026) (0.026) (0.031) (0.051) (0.040)

320
0.731 0.733 0.726 0.901 0.737 0.737 0.867 0.740 0.712 0.809

(0.022) (0.018) (0.031) (0.037) (0.025) (0.020) (0.019) (0.022) (0.035) (0.030)

1024
0.614 0.723 0.651 0.822 0.732 0.708 0.817 0.739 0.721 0.808

(0.012) (0.011) (0.012) (0.012) (0.010) (0.009) (0.011) (0.011) (0.027) (0.018)

10개 5120
0.721 0.739 0.662 0.833 0.741 0.712 0.814 0.741 0.723 0.808

(0.004) (0.004) (0.005) (0.005) (0.005) (0.006) (0.005) (0.006) (0.021) (0.009)

10240
0.731 0.736 0.662 0.830 0.738 0.710 0.813 0.739 0.719 0.805

(0.003) (0.003) (0.004) (0.003) (0.002) (0.002) (0.005) (0.002) (0.013) (0.004)

(MLE:최우추정, IPF:반복비율적합, MAJ:다수결, WRL:가중합)

그림 4: 모형 3에대한규칙기반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의비교

- 최소지지도가커질수록 IPF의정확도는소폭증가하지만다수결이나가중합에의한규칙기반분류
는정확도가일반적으로감소한다.

표 5는 지지도가 20%인 경우에 대해 규칙기반 모형의 결과와 3인접이웃(3NN), 지지벡터기
계(SVM), 의사결정나무(TREE3), 선형판별분석(LDA), 로지스틱 회귀모형(L REG)의 결과를 비교
한것이다. 인접이웃모형의경우 3인접및 5인접모형에대해실험을하였으나결과가유사하여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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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여러분류모형의평균정분류율의비교

모형 변수 표본수 IPF20% WRL20% 3NN SVM TREE3 LDA L REG
32 0.559 0.541 0.559 0.564 0.561 NA 0.564

5개 160 0.590 0.550 0.578 0.588 0.588 0.600 0.600

모형 1
320 0.598 0.572 0.596 0.601 0.596 0.604 0.604

1024 0.595 0.503 0.549 0.600 0.602 0.607 0.607
10개 5120 0.610 0.500 0.584 0.601 0.611 0.612 0.612

10240 0.608 0.501 0.593 0.608 0.610 0.609 0.609
32 0.927 0.934 0.906 0.931 0.931 0.928 0.902

5개 160 0.912 0.947 0.904 0.914 0.919 0.922 0.916

모형 2
320 0.919 0.951 0.914 0.918 0.921 0.921 0.920

1024 0.915 0.953 0.906 0.916 0.918 0.916 0.915
10개 5120 0.917 0.954 0.911 0.916 0.917 0.917 0.917

10240 0.918 0.954 0.915 0.918 0.918 0.918 0.918
32 0.728 0.836 0.689 0.695 0.705 0.745 0.748

5개 160 0.727 0.855 0.718 0.728 0.726 0.727 0.728

모형 3
320 0.737 0.867 0.733 0.742 0.735 0.738 0.738

1024 0.732 0.817 0.706 0.733 0.736 0.737 0.738
10개 5120 0.741 0.814 0.725 0.740 0.737 0.739 0.741

10240 0.738 0.813 0.732 0.741 0.733 0.737 0.739

(IPF:반복비율적합, WRL:가중합, 3NN: 3인접이웃, SVM:지지벡터기계, TREE3: 의사결정나무3단계,
LDA:선형판별, L REG:로지스틱회귀)

접이웃모형의결과만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의사결정나무모형도 3단계및 5단계모형에대해실
험을하였으나결과가큰차이가없어 3단계모형의결과만정리하였다.

모형 1의경우표본수가충분히큰경우 IPF알고리즘과 LDA, L REG등이오차의범위내에서우
수한분류결과를보여준다. 모형 2와모형 3인경우가중합(WRL)을이용한규칙기반분류모형이가
장우수한분류결과를보여주고그다음으로 IPF, SVM, LDA, L REG가비슷한정분류율을보인다.
일반적으로표본의크기가커지면여러분류모형의정확도가증가하고비슷한정확도를보여준다. 종
합하면 두 집단의 데이터가 서로 유사하여 분류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IPF와 LDA,
L REG등이경쟁할만한모형이고,두집단의데이터가확실히구분되는경우는가중합(WRL)을이용
한규칙기반분류모형이우수한정확도를보여준다.

5. 결론및향후과제

본연구에서는다항분포확률모형을이용한규칙의조합방법을기존의다수결이나가중합을이용

하는방법과비교하여보았다. 두집단의데이터가유사하여분류가쉽지않은경우다항분포모형이
어느정도경쟁력이있다고판단된다. 하지만시뮬레이션비교실험의제약상제한된변수의수와표본
에대해서만실험을하였기때문에위와같은결론을일반화하기위해서는좀더다양한환경에서의실

험과이론적인연구가뒷받침되어야한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다항분포를이용한분류모형의평
가는다양한상황에서실제현실데이터를이용한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다항분포의추정을위한 IPF알고리즘은변수의수가많아질경우많은저장용량을필요로하여문
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경우는더많은연구가필요한데쌍대성이론을이용한차원의축소나서
로상관이없는부분변수집합을찾아낸후각부분변수집합에대해다항분포를찾은후이를곱하는

방법등을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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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Based Classification Analysis Using
Entrop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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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le-based classification analysis is widely used for massive datamining because it is easy to understand and

its algorithm is uncomplicated. In this classification analysis, majority vote of rules or weighted combination of
rules using their supports are frequently used in order to combine rules. We propose a method to combine rules
by using the multinomial distribution in this paper.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 algorithm is used to estimate the
multinomial distribution which maximizes entropy constrained on rules’ support. Simulation experiments show
that this method can compete with other well known classification models in the case of two similar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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