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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시대에 대학에서의 교양 컴퓨터교육과정은 컴퓨터에 대한 소양을 쌓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간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인 변인의 발견 및 만족도를 분석한다. 전처리과정으로 자바 기반의 학습 도구인 속성 부분집합의 선

택기반을 사용하여 최적의 변인을 선택한 후 통계적 학습이론에 기반을 둔 다중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기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의 교양 컴퓨터교육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중 서포트벡터기계와 다중 최소제곱 서포트벡터기계를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

구결과는 컴퓨터교육 만족도 자료의 분석에서 다중 최소제곱 서포트벡터기계가 다중 서포트벡터기계

와같이우수한성과를나타내는것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 가우시안커널, 다중서포트벡터기계, 다중최소제곱서포트벡터기계.

1. 서론

21세기 정보화 물결은 산업 사회를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밀려들며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컴퓨터의 발전과 일

상생활에서의컴퓨터활용분야또한확대되면서반드시필요한도구로인식되기에이르렀다.

대학에서의 교양 컴퓨터교육과정은 컴퓨터에 대한 소양을 쌓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가 간의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취업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습득

하여실제업무처리를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의 발견 및 만

족도분석을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양 컴퓨터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컴퓨

터교육 만족도에 관한 30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자료 6문항, 수

업관련자료 17문항과 자격증관련자료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 문항 중 대학생

의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자바기반의 기계학습 도구인

Weka (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에서의 속성 부분집합 선택기반 (correlation

feature selection, CFS)을 사용하여 최적의 변인을 선택한다. 선택된 최적의 변인은 통계적 학습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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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최소제곱 서포트벡터기계 (least-square support vector machine, LS-SVM)을 사용하

여 대학생 컴퓨터교육 만족도를 분석한다. LS-SVM에 관한 연구는 Hwang (2010a), Hwang (2010b),

Seok (2010), Shim 등 (2008, 2009), Shim과 Hwang (2003), Suykens (2000), Suykens와 Vander-

walle (1999), Suykens (2001)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학습에 대한 빠른 처리, 분류, 함수근사 (function

approximation) 및 성능이 높다고 평가되는 서포트벡터기계 (support vector machine, SVM)를 활용

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Smola과 Schökopf, 1998; Vapnik, 1995, 1998). SVM은 이차계획법

(quadratic programming, QP)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 비용이 요구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

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컴퓨터교육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다중 SVM과 다중 LS-SVM을 비교, 적용함으로써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결정적인변인을발견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다중 SVM과 다중 LS-SVM의 모형

정의와 모형 선택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대학생의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다중 SVM과 다중 LS-S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해기술하였다.

2. 관련연구

2.1. 다중 SVM

통계적 학습이론 (statistical learning theory)에 기반을 둔 SVM은 주어진 문제를 항상 전역적 최

적의 해를 구하기 때문에 패턴인식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SVM의 기본 원리는 선형 분리 (lin-

early separable)가 가능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d차원에서 입력자료 xi, 출력 자료 yi,

i = 1, · · · , N가 주어졌을 때 학습 자료의 출력 yi는 {-1,+1}와 같이 이진 값으로 구분되도록 고려
한다. SVM의학습은다음과같이최적화문제로정의된다.

minimize φ(w) =
1

2
||w||2 (2.1)

subject to yi(w
′xi + b) ≥ 1, for i = 1, · · · ,N

여기에서 w은 가중치이며, b는 절편항이다. 식 (2.1)에 관한 쌍대 문제 (dual problem)를 구하기 위하

여라그랑즈함수 (Lagrange function) L을도입한다.

L(w, b,α) =
1

2
w′w +

N∑
i=1

αi(w
′xi + b)

커널함수 (kernel function)를 통하여 고차원의 특징공간 (feature space) F위에서 정의되도록 확장

시킬수있다 (박주영과임채환, 2003). 학습종료후, 주어진테스트자료가어떤클래스인지의소속여

부를판정하는결정함수 f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f(x) = sign

(
N∑
i=1

yiαiK(x,xi) + b

)

여기에서 커널함수 K = K(x,xi)= φ(x)
′
φ(xi), i = 1, · · · , N이다. 커널 함수는 Mercer 조건 (Mer-

cer, 1909)에따라해결할수있으며, 본논문에서사용한커널함수는가우시안커널 (Gaussian kernel)

함수이다.



An analysis of satisfaction index on computer education of university using kernel machine 923

이진분류기라는 SVM의 기능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다중 분류문제에는 SVM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진 분류기인 SVM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중 SVM (multiclass SVM)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이다. 최적의 d차원 입력공간에 존재하는 K개의 데이터 집합

Dk =
{
xk

i ∈ Rd|i = 1, · · · , Nk

}
, k = 1, · · · ,K이 주어졌을 경우, 각각의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다

중 SVM은 각 클래스를 결정할 때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를 나머지 (K − 1)클래스로부터 분류시킴으

로 결정하게 된다. SVM의 수는 K개가 된다. 다중 SVM를 이용하여 테스트 자료 xt의 클래스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K개의 결정함수 fk(xt)를 구한 후 K개의 결정함수 fk(xt)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

스로분류하면된다 (Gjorgii 등, 2009).

다중 SVM에서 초모수 (hyperparameter)인 벌칙상수 C와 커널 모수 σ의 최적값 선택이 중요하다.

다중 SVM에서는 10-부분 교차타당성 (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최적의 모수들을 선택하게 된

다.

2.2. 다중 LS-SVM

SVM은 얼굴인식이나 문자인식과 같은 다양한 패턴인식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SVM은 QP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QP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 비용이 요구되며, QP 기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

제이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에는 입출력을 맞추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SVM의 단

점을 보완한 것이 LS-SVM이다. Sukens와 Vanderwalle (1999)은 분류를 위해 LS-SVM을 제안하였

다. LS-SVM은 QP 대신에 최소제곱 방법을 이용한 추정방법이다. LS-SVM은 계산하기 쉬워 계산 비

용을 줄이는 결과를 얻으며, 선형방정식으로 구현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이진분류를 하기위한

LS-SVM의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와제약조건은다음과같다.

1

2
w

′
w +

γ

2

n∑
i=1

e2i

yi − w
′
φ(xi)− b = ei, i = 1, · · · , n

여기서 b는 절편항을 나타내고, 특징사상함수 φ(·) : Rm→ Rmf는 입력공간에서 차원 mf의 고차원 공

간으로의 사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적화를 위한 조건식은 편미분을 통하여 간단하게 구해지며 식

(2.2)와같은선형방정식으로정리된다.0 1t

1 φ(x)
′
φ(x) +

1

γ
I

[ b
α

]
=

[
0

y

]
(2.2)

여기에서 αi는 라그랑즈 배수 (Lagrange multiplier)를 나타내며, y = (y1, · · · , yn)′, 1 = (1, · · · , 1)′,
α = (α1, · · · , αn)이다. 커널 함수 K = K(xk,xl)= φ(xk)

′
φ(xl), k, l = 1, · · · , n이고, Mercer 조건

(Mercer, 1909)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커널 함수는 가우시안 커널함수이며 다음

과같다.

K = K(xk,xl) = exp(−
1

σ2
||xk − x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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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랑즈배수 α와 b는선형방정식을통해다음과같이구해진다.

α = (K +
1

γ
I)−1(y − b1), b =

1
′
(K +

1

γ
I)−1y

1
′
(K +

1

γ
I)−11

입력자료 xt에대한최적의함수는다음과같이구해진다.

ŷ(xt) = K(xt,x)α+ b

따라서 xt은 ŷ(xt)의부호 (sign)에따라분류되게된다. 다중분류 LS-SVM은이진분류 LS-SVM을

확장한 것이다. 다중 분류 LS-SVM을 하기 위해서는 이진 분류 LS-SVM에서 사용한 분류 변수 Y의

n × 1의 벡터 값을 n × m으로 변경한다. 클래스의 종류 j = 1, 2, · · · ,m이다. 만약 i번째 관측값

이 k번째 클래스에 속할 경우 Yik값은 1이 되며, 반대로 k번째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Yij =

−1 for j ̸= k이된다.

학습 자료 (Y.j ,x), j = 1, 2, · · · ,m은 j의 변화에 따라 LS-SVM으로 학습한 후 각 클래스 별로 라그

랑즈배수 α.j와 bj을구하게된다. 클래스별분류함수는다음과같다.

Ŷ .j(x) = Kα.j + bj

입력자료 xt에대한최적의 Ŷ .j(xt), j = 1, 2 · · · ,m을찾으면 xt은 xt에적합한 k번째클래스에분

류되게된다. 입력자료 xt의최적의분류함수를찾기위해서는 xt를클래스별로분류함수를구한후

가장큰값을가진클래스로분류하면된다. 클래스를분류하기위한결정함수는다음과같다.

Ŷ.k(xt) = max(Ŷ .1(xt), Ŷ .2(xt) · · · , Ŷ .m(xt))

여기서, Ŷ .j(xt) = K(xt,x)α.j + bj이다.

다중 LS-SVM에서 초모수인 벌칙상수 C와 커널 모수 σ의 최적값 선택이 중요하다. 최적의 모수를

선택하기위한교차타당성 (cross validation, CV) 함수는다음과같다.

CV (λ) =
1

n

n∑
i=1

(Yik − Ŷ
(−i)
ik (λ))2

여기에서 λ은초모수들의집합이며, Ŷ
(−i)
ik (λ)은 i번째자료가없는학습자료로부터추정된 Yik의추정

값이다. 여기에서 k는 Y의 i번째 행의 열 번호이며, Yik = 1은 i번째 자료는 k번째 클래스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CV는식 (2.3)과같이다시정의할수있다.

CV (λ) =
1

n

n∑
i=1

(1− Ŷ
(−i)
ik (λ))2 (2.3)

CV함수는 Ŷ
(−i)
ik (λ), i = 1, · · · , n을평가해서최적의초모수들을찾는다. Shim 등 (2008)에서사용

된일반화교차타당성 (generalized cross validation, GCV) 함수는다음과같다 (Kimeldorf와 Wahba,

1971).

GCV (λ) =
n
∑n

i=1(1− Ŷik(λ))
2

(n− trace(S))2
(2.4)

여기에서 S는식 (2.2)의선형방정식으로부터 Ŷ .j = SY .j , j = 1, · · · ,m으로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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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결과분석

본 실험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의 발견 및 만족

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양 컴퓨터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만족도에 관한 30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자료 6문항, 수업

관련자료 17문항과 자격증관련자료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자료 6문항에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업관련자료 17문항에는 학생들이 수강한 컴퓨터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업관련문항과 강의평가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증관련자료 7문항에는 수강 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여부와취업관련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실험은 표 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30개의 설문 문항의 모든 값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

다. 30개의 전체 설문 문항을 모두 사용할 경우 분류 문제의 특성상 중복된 속성을 갖는 설문 문항 또

는 분류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설문 문항들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입력차원의 증가로 인한 계산

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제의 비선형성을 더욱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의 분류 결과가 상대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전처리과정으로 자바 기반의 기

계학습 도구인 Weka에서의 CFS를 사용하여 최적의 속성 부분집합 (12개의 설문문항)을 선택하였다.

선택된속성부분집합은아래의표 3.2에정리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도구의 구성

변인 문항수 크롬바 알파

기본자료 6 .821

수업관련자료 17 .843

자격증관련자료 7 .817

표 3.2 30개의 설문 문항 중 CFS에 의해 선택된 12개 설문문항 항목

카테고리 선택된 문항

기본자료 학년, 학과, 국적 (6개중 3개)

수업관련자료
수업 보조자 투입 여부, 과제횟수, 시험횟수,강의교수에 대한 만족도,

수업 정원, 과제 피드백횟수, 보충수업 횟수 (17개중 7개)

자격증관련자료 자격증 취득 여부, 취득한 자격증 종류 (7개중 2개)

두 번째 실험은 선택된 12개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다중 SVM과 다중 LS-SVM으로 대학 컴퓨터교

육만족도를분석하였다. 본실험에서는 200명의설문지에근거한대학컴퓨터교육만족도의분류정확

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랜덤하게 선택된 150개 (만족 94개, 보통 44개, 불만족 12개)의 설문 자료에 대

해 학습하였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50개의 설문 자료에 대해 분류 정확도 테스트를 수행하였

다. 분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현율과 정밀도를 성능지표로 사용하였다 (유재

학등, 2008).

재현율 =

∑N
i=1 (TP )i∑N
i=1 (NT )i

× 100, 정밀도 =

∑N
i=1 (TP )i∑N
i=1 (TN)i

× 100 (3.1)

식 (3.1)에서 (NT )i (number of total i)는 i라는 해당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 클래스 (만족, 보통,

불만족)의 전체 원소의 개수, (TP )i (true positive i)는 i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 클래스에 속한 원소의

개수, (TN)i (total number of i)는 i대학컴퓨터교육만족도클래스로분류된전체원소의개수를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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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12개의설문문항에대한조정상수 C는식 (2.3)에의하여 100으로선택되었고커널함수인가

우시안 함수의 상수 σ값은 만족, 보통, 불만족을 각각 1로 선택되었다. 표 3.3에서는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 (만족, 보통, 불만족)의 재현율과 정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3에서 표시

된 것과 같이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 (만족, 보통, 불만족)들이 재현율과 정밀도에

서모두만족스러운성능을보여주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3.3 다중 SVM과 다중 LS-SVM방법에 대한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의 성능 측정표 비교

type

평가항목

다중 SVM 다중 LS-SVM

재현율 정밀도 재현율 정밀도

만족 100 94.74 100 92.30

보통 83.33 100 75 100

불만족 100 100 100 100

컴퓨터교육 만족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분류에서는 이상치로 계산되어 잘못된

분류로 나타났다. 잘못된 분류에 대한 결과 값은 표 3.4에 나타내었다. 표 3.4에 나타난 것처럼 대각선

상에표시된자료는바르게분류가된자료들이고나머지자료는잘못분류된자료들이다. 표 3.5에서는

알고리즘을나타내었다.

표 3.4 테스트 자료에 대한 분류표

type

분류개수

다중 SVM 다중 LS-SVM

만족 보통 불만족 총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총합계

만족 36 36 36 36

보통 2 10 12 3 9 12

불만족 2 2 2 2

총합계 38 10 2 50 39 9 2 50

표 3.5 알고리즘 분석

X train=multidata(1:150,4:end);

X test=multidata(151:200,4:end);

Y train G3=multidata(1:150,2);

Y train G5=multidata(1:150,3);

Y test G3=multidata(151:200,2);

Y test G5=multidata(151:200,3);

X=X train; y=Y train G3;

Xt=X test; yt=Y test G3;

t1=cputime;

model = initlssvm(X,y,’c’,[ ],[ ],’RBF kernel’);

model = unelssvm(model,’simplex’,’crossvalidatelssvm’,10,’misclass’,’code OneVsOne’);

model = trainlssvm(model);

Y 01 =simlssvm(model, X);

Y = simlssvm(model,Xt);

t2=cputime;

fprintf(1,’Tuning time %i \ n’,t2-t1);

fprintf(1,’Accuracy: %2.2f\n’,100*sum(Y==yt)/length(yt));

Y final G3 01=[(1:150)’ Y train G3 Y 01];

Y final G3 02=[(1:50)’ Y test G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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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컴퓨터교육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속성 부분집합의 CFS를 통해 주요변인을 추출한 후 다

중 SVM과 다중 LS-SVM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전체 30개

의 설문문항 중 분류문제의 특성상 중복된 속성을 갖는 설문 문항 또는 분류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설문

문항들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입력차원의 증가로 인한 계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제의 비선형성

을 더욱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의 분류결과가 상대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의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문문항을 선택

하기 위해 Weka의 CFS를 사용하였다. Weka의 CFS를 통해 최적의 변인 12개를 도출함으로 불필요한

설문 문항을 제거할 수 있었고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 3.2에는 Weka의 CFS를 통해 선택된

변인을확인할수있다.

다중 SVM을 이용하여 대학의 컴퓨터교육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으나 QP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중 LS-SVM을이용하여대학컴퓨터교육만족도를비교분석하였다. 표 3.3에서는 12개문항에대한

대학 컴퓨터교육 만족도에 대한 3가지 유형 (만족, 보통, 불만족)의 재현율과 정밀도에서 만족스러운 성

능을보여주었다. 다중 SVM과다중 LS-SVM이별차이없이유사하게높게나타났다.

그외기타사항으로교차분석을통해서전체적인만족도를분석해보면자연계열이면서학년이높을수

록만족도가높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학년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난경향은학년이높을수

록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 취업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

것 같다. 주목할 사항은 다문화시대에 외국인 학생들의 응답율이 전체 5%정도 차지하였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떨어짐을알수있었다. 외국인학생의경우학년이고학년일수록만족도가조금높게나타난

것은대학생활에적응하는데시간이조금걸린다는것을알수있었다.

향후연구로는대학생들의대학생활전체만족도에대한분석모형을구축해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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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Information age, the academic liberal art Computer education course set up goals

for promoting computer literacy and for developing the ability to cope actively with in

Information Society and for improv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on among na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on discovering of decisive property and satisfaction index to have

a influence on computer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As a preprocessing method,

the proposed method select optimum property using correlation feature selection of

machine learning tool based on Java and then we use multiclass least square support

vector machine based on statistical learning theory. After applying that compare with

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 and multiclass least square support vector machine,

we can see the fact that the proposed method have a excellent result like multiclass

support vector machine in analysis of the academic liberal art computer education

satisfaction index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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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vector ma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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