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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류분석은 학습표본으로부터 분류규칙을 도출한 후 새로운 표본에 적용하여 특정 범주로 분류하

는 방법이다. 데이터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분석 방법이 개발되어 왔지만, 데이터 차원이 높고

변수간 상관성이 높은 경우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차원이 상대적

으로 높고 변수간 상관성이 높을 때 강건한 분류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분최소자승법은 연속형데

이터에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고차원이면서 독립변수간 상관성이 높을 때 예측력이 높은 통계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벌점 부분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류방법을 실제데이터와 시뮬레

이션을적용하여성능을비교하고자한다.

주요용어: 로지스틱회귀분석, 벌점함수, 부분최소자승법, 분류분석

1. 서론

분류분석은 새로운 표본을 범주 중의 하나에 분류하기 위해 학습표본 (training set)을 바탕으로 분류

규칙을 생성한다. 또한 분류규칙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학습표본과 시험표본 (test set)으로 나누어

실제범주와추정된범주를비교한다. 대표적인분류방법으로는로지스틱회귀분석, 판별분석, 트리구

조 등이 있다. 데이터마이닝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차원이 높고 상호 상관성이 높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존의 선형관계식이나 트리구조 분류에 의해서는 분류성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새로운분류방법이요구되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변량분석 방법중의 하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감소시키고 종속

변수와의 상관성을 고려한 잠재변수 도출에 의한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여 예측력을 높인 부분최소자승

법 (Partial Least Squares : PLS)이다 (Wold 등, 1984). 또한 PLS를 이용한 분류 규칙에 대한 연

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Barker와 Rayens (2003)는 PLS와 선형판별분석 (Linear Discrim-

inant Analysis : LDA)을 결합한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Preda (2007) 등은 개선 모형을 제안하

였다. PLS를 응용한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PLS에 접목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Nguyen와 Rocke, 2002), 생물정보학 등의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Fort와 Lambert-Lacroix,

2005).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능형회귀 (ridge regression), LASSO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회귀방법 등의 축소방법 (shrinkage metho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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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추정계수들의 분산값

이 커지고 그에 따라 예측된 종속변수값의 분산도 커지고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축소방법

을사용한다.

축소방법은 결과값이 어느 정도 편향되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 결과값의 분산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벌점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축소의 강도를 조절하고, 교차타당성 (cross-validation)을 통해

최적화할수있다.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ylsis : PCA)방법에서도축소방법을적용하

여 희박한 적재값 (sparse loading)을 갖는 주성분을 구함으로써 변수선택, 분산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Zou 등, 2006). 서포트벡터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한 비모수적 접근방법으로 다중인

자차원축소를적용하기도한다 (이제영과이종형, 2010).

본 연구에서는 위의 PLS와 벌점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분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판별분석 등

의분류규칙과성능을비교하고, 제안된방법의개선점을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PCA를 이용한 분류방법과 PLS를 이용한 분류

방법을설명하고자한다.

2.1.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적으로 선형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양적 변수로 가정한다. 그러나 독립

변수에 따른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고자 하거나 품질의 등급을 매기고자 할 때,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

로서 그 값이 0, 1 등의 값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한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이러한 경우 회귀모형은 종속변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종속변수의 값이 1일 확률 (P로 표현)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 확률이 독립변수에 대하

여선형적일것으로가정하면다음과같은식이성립한다.

P = βTX (2.1)

그러나 이 경우 결과값이 확률값이므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는데, X값의 증감에 따라서 0

이하이거나 1 이상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짓 변환 (logit

transformation)이개발되었다 (McCullagh와 Nelder, 1989). 즉, 다음과같은로지스틱함수를사용한

후, 로짓변환을통해선형회귀식으로변환시킨다.

P =
exp(βTX)

1 + exp(βTX)
(2.2)

logit(P ) = ln[
P

1− P
] = βTX (2.3)

이분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의분류규칙은최소오분류비율에따라임계치를정하고그확률이임계치

이상일경우 1로분류하고그렇지않을경우 0으로분류한다.

이 외에도 곰페르츠, 프로빗, 노밋 (Normit) 변환 등이 로짓 변환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우

에따라알맞은방법을사용할수있다 (Berg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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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인분석을 이용한 판별분석 (PCA-DA)

Mallet 등 (1996)은 고차원데이터 특히 스펙트럼 데이터의 차원축소 방법 및 특성선택 (feature se-

lection)을 이용한 판별분석 성과비교를 하였으며, 주성분에 의한 판별분석 및 벌점판별 분석 등을 시도

하였다. Kemsley (1996)는 데이터 축소 혹은 변환을 위한 방법으로 PLS가 PCA대신 적용하여 분류

성과가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축소를 이용한 분류분석은 생명과학 및 정보분석학의 많은 분야에

서다양하게개발연구되고있다.

주성분판별분석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1단계. 주어진데이터의독립변수를주성분분석하여설정한주성분의개수만큼새로운독립변수

를생성한다.

2단계. 생성된 k개의주성분으로판별분석을수행한다.

3단계. 수행된판별분석의결과를통해데이터를분류한다.

이 방법은 차원 감소의 측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에도유용하게사용될수있다. 그러나 PCA의특성상주성분이독립변수의분산설명력은높은반

면 종속변수의 설명력과는 무관할 수 있어서 예측력이 약할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판별분석을 사용

할경우독립변수들이정규분포를따르는것을가정하기때문에 PCA를통해얻어진새로운독립변수를

적용할때문제가발생할수있다.

2.3. PLS를 이용한 분류분석

Nguyen과 Rocke (2002)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한 암의 유무 진단시 PLS를 이용한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다. PCA 방식으로 데이터 차원 축소를 수행하고 축소된 변환값으로 로지스틱 판별분

석, 이차 판별분석을 적용하였고, PLS에 의한 판별분석의 성과가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PLS 방법은

p개 독립변수들의 분산과 더불어 종속변수와의 공분산을 최대로 설명하는 변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A보다나은예측성과를기대할수있다. PLS를이용한분류방법은다음과같다.

1단계. 주어진데이터의범주형종속변수를로지스틱회귀분석을통해확률값으로변환시킨다.

2단계. PLS 알고리즘에적용하여최적잠재변수를선택하고그에따라축소된차원의선형변환

값을얻는다.

3단계. 선형변환값을이용하여판별분석에적용한다.

PLS는 주성분 선형모형이나 다중회귀모형보다 강건한 방법으로서 학습표본에 따라 모수 추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Geldadi와 Kowalski, 1986). 또한 PLS 회귀분석이 여러개의 종속변

수에서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종속변수의범주가여러개일때한번에계산이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PLS를 통한 차원 감소의 폭을 더 크게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분류 모형은 잠재변수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계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차원 감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PLS 알고리즘에서 가중 벡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값을 찾을 경우 PLS 분류 방법

은개선될수있다.

2.4. 벌점 PLS를 이용한 분류분석

일반적으로 PLS 기법은 차원 감소의 효과뿐만 아니라, 다중공선성하에서 독립변수의 계수를 구하거

나 예측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데이터의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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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를 주로 사용한다. j번째 회귀계수에 대한 분산팽창계수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전치혁등, 2004).

V IFj =
1

1−R2
j

(2.4)

여기서 R2
j는 Xj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의 결정계수이며, 분

산팽창계수가 10을넘으면다중공선성이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 PLS의 장점에 벌점 함수의 장점인 편향성과 분산의 상반관계를 조절하여 안정된 회귀 계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으

로알려져있다 (Kramer등, 2008). PLS회귀분석의알고리즘인 NIPALS (Nonlinear iterative partial

least squares)에서사용되는가중벡터, w를구하는식은다음과같다 (Wold등, 1984; Wold등, 2001).

w ← argmaxw

wTXT yyTXw

wTw
(2.5)

식 (2.5)의해는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공분산을최대화설명하면서상호적으로직교인가중벡터를얻

게 한다. 벌점 PLS 에서는 이 식에 벌점함수를 삽입함으로써 가중 벡터의 값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식

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w = argminw[(y −Xw)T (y −Xw) + λP (w)] (2.6)

여기서 P (w)는 w로 표현되는 벌점 함수이다. P (w)항이 추가됨으로써 좀더 안정된 회귀 계수를 얻을

수 있으며, P (w)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벌점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λ는 조율 파라미터

로서 가중치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차타당성을 통하여 최소의 평균제곱합오차

(Mean square error)를 가져오는 값으로 결정한다. 위 식을 기존의 NIPALS 알고리즘의 wi = XT
i y대

신넣음으로써벌점 PLS 알고리즘을수행할수있다 (Kramer 등, 2008).

3. 제안방법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PLS 회귀분석은 화학, 생명공학, 마케팅, 공정분석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서 예측모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분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확률값인종속변수로변환하여 PLS를적용한다.

또한 일반적인 PLS 회귀분석에서의 가중 벡터를 구하는 단계에서 벌점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독립변

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의 초기 가중 벡터를 구하는 부분에 더 효율적인 계수를 구하고자 한

다. 이를통하여개선된벌점 PLS를이용한분류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3.1. 능형 벌점 PLS를 이용한 분류방법

능형벌점함수를이용한 PLS 분류방법의알고리즘은다음과같다.

1단계. 주어진 X와 y의데이터를이용하여로지스틱회귀분석을수행하고, 종속변수에대한로짓

값 logit(P )를구하여새로운 y로놓는다.

2단계. 다음과같은방법으로능형벌점가중벡터를구한다.



A new classification method using penalized partial least squares 935

u = y (3.1)

w = (XTX + λI)−1XT y (3.2)

w ←
w

∥w∥ (3.3)

t = Xw (3.4)

3단계. 일반적인 PLS 회귀분석의알고리즘에맞추어 2단계에서구한잠재변수 t를대입한다.

4단계. PLS 알고리즘에따라잠재변수의수에맞추어 2단계부터반복수행한다.

5단계. 벌점 PLS를통하여구한확률값을로지스틱분류규칙에맞추어분류한다.

logit(P ) > 0이면 i번째객체를 ‘1’로분류

logit(P ) ≤ 0이면 i번째객체를 ‘0’으로분류

위의 식 (3.2)에서 λ는 능형회귀모형의 조율 파라미터로서 2.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표본의 교

차타당성 (cross-validation)으로 그 값을 결정한다. 식 (3.3)에서 ||w||는 w의 노름 (norm)을 나타내며

결과로 얻어지는 새로운 w의 노름은 1이된다. 5단계에서 logit(P ) > 0인 경우는 확률값이 0.5 이상인

것을의미하며, 분류임계치는오분류를최소화하는확률값을선택할수있다.

3.2. LASSO 벌점 PLS를 이용한 분류방법

LASSO의 경우에는 능형보다 많은 차원 감소가 가능한데, 이는 LASSO 계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잠

재변수를 설명해 주는 변수 중 설명력이 약한 변수의 계수를 0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LASSO의

경우는 차원 감소나 추정치에 있어서는 능형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지만, 2차계획법 (quadratic pro-

gramming)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추정치를구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되는단점이있다. LASSO 벌

점 PLS는 3.1 절의 2단계에서가중벡터구하는방법이다음과같으며나머지과정은동일하다.

w = argmaxw[(y −Xw)T (y −Xw) + λ||w||] (3.5)

LASSO 방법에서도 λ를 변환시킴으로써 가중 벡터의 값을 조절할 수 있으며, 최적의 추정값을 가지는

경우의 λ를찾는것이중요하다.

4. 실험결과

각 방법의 예측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PLS 판별 분

석, 그리고 능형과 LASSO 방법을 이용한 벌점 PLS 방법의 예측력을 비교해 보았다. 분류분석의 성능

평가는오분류율을척도로사용하였다.

λ값을 선정시에는 주어진 데이터의 70%를 학습표본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시험표본으로 사

용하여 15번 반복하여 오분류율을 최소화하는 잠재변수의 수와 λ값을 선정하고, 제안방법의 비교분석

시에는 100번의재표본추출하여 (resampling) 시험표본의평균오분류율을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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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제데이터 실험

UC Irvine (http://archive.ics.uci.edu/ml/)에서 제공하는 Hill-Valley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Hill-

Valley 데이터는 주어진 독립변수들로 언덕 (hill)인지 골짜기 (valley)인지를 분류하는 데이터로서 독

립변수는 총 100개, 관측수는 606개로 이루어져 있다. 종속변수는 이분형 데이터로서, 값이 0일 경우

에는 ‘골짜기’이며 1일 경우에는 ‘언덕‘을 나타내며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10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을 갖

는 데이터이다. UC Irvine (http://archive.ics.uci.edu/ml/)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다공선성이 없는

Wine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해보았는데, 분산팽창계수가 낮은 다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

벌점PLS의 성능이 PLS-DA, PCA-DA보다는 좋았지만 일반적인 분류분석 방법인 로지스틱방법으로도

충분히분류가되는것을확인하였다.

제안된방법에서는 λ의값을 0.001, 0.005, 0.01, 0.03, 0.05, 0.07, 0.1, 0.3, 0.5, 0.7을사용하였다. 잠

재변수의개수는 1로설정하여실험하였다. λ가변함에따라오분류율이어떻게변하는지측정하였다.

그림 4.1에서 능형 PLS는 λ값이 0.3 일 때, LASSO PLS는 λ값이 0.5 일 때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λ값이 0.03보다 작을 경우에는 오분류율의 변동이 심한 것은 원 데이터의 다중공선성

문제로 계수의 분산이 커져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벌점을 줌으로

써오히려오분류율이감소됨을알수있다.

그림 4.1 λ에 따른 벌점PLS방법의 오분류율 변화 (Hill-Valley 데이터)

잠재변수 수와 λ값에 따른 오분류율 변화를 수행한 결과 PLS에서는 종속변수의 분산중 한 개의 잠

재변수가 99%를 설명하므로 벌점 PLS에서 1개의 잠재변수를 선택하였다. PCA-DA에서는 3개의 잠

재변수를 사용하였다. 벌점함수를 이용한 PLS 제안방법의 결과는 그림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능형

PLS, LASSO PLS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PLS, PCA-DDA과 비교하여 오분류율이 낮은 좋은 성과를

보였다.

제안 방법인 능형 벌점 PLS 방법이 PLS를 이용한 분류 방법이나 PCA-DA에 비하여 낮은 오분류율

을나타내며, 100번의리샘플링을통한시험표본의오분류율평균을구해보면표 4.1과같다.

표 4.1 각 분류방법에 따른 오분류율 평균값 (Hill-Valley 데이터)

로지스틱 PLS 분류 PCA-DA 능형 PLS LASSO PLS

오분류율 31.33 49.41 49.31 26.73 27.74

(표준편차) (4.00) (2.96) (4.48) (4.3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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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분류방법에 따른 오분류율 비교 (Hill-Valley 데이터)

(1) 로지스틱 (2) PLS 분류 (3) PCA-DA (4) 능형 PLS (5) LASSO PLS

세 가지 방법의 오분류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해 본 결과, 제안된 벌점 PLS와 로지스틱

방법과 PLS 방법, PCA-DA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안한 두 방법 중에서 능형 PLS가 LASSO

PLS보다낮은오분류율을보였으나유의한차이는없었다.

4.2. 시뮬레이션 실험

제안된 방법이 일부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가질 때에도 강건한 결과를 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공 데이터를 사용해 보았다. 각 독립변수가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생성한 후,

y = βTX + ϵ을 따르도록 종속변수를 생성하였다. 그 후 종속변수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 사이의 공분산을 조절함으로써 전체 중 절반의 독립변수의 VIF 값이 10을 넘도록 하

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는 총 10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측치의 개수

는 300개로 이루어져 있다. 범주는 이분형 데이터이며, 종속변수의 관측치 비율은 1:1로 나타난다. 실

험방법은 4.1절과같은방법으로진행하였다.

λ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값들을 변화시켜 가며 오분류율을 측정해 보았다. 잠재변수는 1로 설정하

였다. λ는 0.001, 0.005, 0.01, 0.03, 0.05, 0.07, 0.1, 0.3, 0.5, 0.7로설정하였다.

그림 4.3에서 제안된 벌점 PLS에서 모두 λ가 0.03 일 때에서 오분류율의 감소가 시작되어 0.05, 0.07

부근에서 가장 낮은 오분류율을 보였다. 그 후 λ가 0.1 이상에서부터는 다시 오분류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LASSO의 경우에는 0.05에서, 능형의 경우는 0.07에서 가장 오분류율이 낮았으므로 이 실험에

서는위와같은값으로 λ를설정하였다. 실험결과오분류율의분포는그림 4.4와같다.

벌점함수를 이용한 PLS 제안방법의 결과는 그림 4.4에서 보는바와 같이 능형 PLS, LASSO PLS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PLS, PCA-DA과 비교하여 오분류율이 낮은 좋은 성과를 보였다.그림에서 제안 방

법인 능형 벌점 PLS 방법이 PLS 분류방법이나 PCA-DA에 비하여 낮은 오분류율을 나타내었다. 이

값들의평균을구해보면표 4.2와같이나타난다.

표 4.2 각 분류방법에 따른 오분류율 평균값 (시뮬레이션 데이터)

로지스틱 PLS 분류 PCA-DA 능형 PLS LASSO PLS

오분류율 18.57 27.51 31.03 17.86 17.83

(표준편차) (3.87) (4.73) (4.05) (3.95)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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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λ에 따른 벌점 PLS의 오분류율 변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림 4.4 분류방법에 따른 오분류율 비교 (시뮬레이션 데이터)

(1) 로지스틱 (2) PLS 분류 (3) PCA-DA (4) 능형 PLS (5) LASSO PLS

능형 PLS와 LASSO PLS의 오분류율 차이는 유의할 정도로 크게 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LASSO

PLS가 조금 더 낮은 오분류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안한 벌점

PLS방법이기존의로지스틱, PLS, PCA-DA에비해나은성능을보였다.

제안된 벌점 PLS방법은 다중공선성이 있을 경우 분류분석에서 오분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벌점 PLS 기법을 이용한 개선된 분류분석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벌점함수의 도입은

다공선성이높은데이터의경우편향성을줌으로써분산의감소를통해기존의방법보다더나은예측력

을갖게할수있는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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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제안된 벌점 PLS 방법이 기존의 PLS, PCA-DA와 같은 대표적

인 차원 감소 분류 방법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종류나 다중공선성의

차이에 따라 예측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제안 방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변

수의 수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측 정확도와 측정 비용간의 최적 지점을 찾아, 사용자가 원하는 가장 최적

화된예측분석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PLS 회귀분석은 원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이 연속형인 데이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이

다. 그러나 분류분석을 위한 많은 데이터에는 범주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분류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독립

변수중에범주형을포함하는경우벌점 PLS를적용할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PLS와 로지스틱, 축소방법을 결합한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으나, 최근접이웃방

법 (nearest neighborhood)나 SVM (Support Vector Machine)과같은, 다른여러가지분류방법의장

점을살려결합해보는것또한새로운연구과제가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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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ication is to generate a rule of classifying objects into several categories based

on the learning sample. Good classification model should classify new objects with

low misclassification error. Many types of classifica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logistic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and tree. This paper presents a

new classification method using penalized partial least squares. Penalized partial least

squares can make the model more robust and remedy multicollinearity problem. This

paper compares the proposed method with logistic regression and PCA based discrim-

inant analysis by some real and artificial data. It is concluded that the new method

has better power as compared with other methods.

Keywords: Classification, logistic regression, partial least squares, penalized func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with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0003628).

1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POSTECH, Pohang 790-
784, Korea.

2 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POSTECH, Pohang 790-784, Korea.
3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POSTECH, Pohang 790-784, Korea. E-mail: hyelee@postec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