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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new hybrid data mining technique using error 
pattern, modeling of improving classification accuracy.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classification accuracy by combining two different 
supervised learning methods. The main algorithm generates error pattern 
modeling between the two supervised learning methods(ex: Neural 
Networks,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and so on.) The Proposed 
modeling method has been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10,000 data sets 
generated by Normal and exponential random distribu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s like Logistic regression and Discriminant analysis.

Keywords : Combined Model, Error pattern modelling, Hybri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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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독립변수와 목적변수의 관계를 통해 각종 인과성과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통계학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 등과 같은 

분석 방법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과 관계에 대한 모형의 적합성을 높여, 향후 새로

운 독립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목적변수의 값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다.

전통적인 통계적인 개념이 아닌 근래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데이터 마

이닝에서도, 위의 언급된 분석들과 유사한 신경망분석이나 의사결정나무분석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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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는데, 이 때 또한 목표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 예측력 및 오차율을 

줄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예측력을 높이고,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Michie 등(1994)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 으며, Dougherty 등(1995)은 연속형의 데이터를 범주형으로의 데이터 변환을 

통하여 학습능력 및 처리 속도를 향상 시켜 전체적인 예측율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예측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단일 알

고리즘의 방법이 아닌 2개 이상의 방법을 혼용하거나 데이터의 분할을 통한 가중치를 

변경하여 단일 알고리즘이 가지는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Hybrid 방법과 Combined 방법이다. Hybrid 모형과 Combined 

모형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전혀 다른 분석 기법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Hybrid 

모형이라고 하고, 동일 기법 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집합이나 가중치를 변경하여, 

여러 개의 모형을 만들어 이를 결합하는 것을 Combined 모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Hybrid 방법과 Combined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단일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예측율을 가져오거나, 오차율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기존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

태로 전개되어져 왔다.(참고문헌 1, 2, 4, 5, 6, 9, 10, 11, 13, 14 등이 대표적이다.) 그

리고 Hansen과 Salaman(1990)은 이런 Hybrid 방법이나 Combined 방법이 기법들 간

에 오차율이 독립적으로 분포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또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Hybrid 방법 및 Combined 방법으로는 Voting, 

Bagging, Boosting 등이 있고, 이들 방법은 현재 통계 패키지 및 데이터 마이닝 패키

지에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

어져 있다.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들 이외에 여러 방법을 Hybrid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져 있다. 그 중 허준, 김종우(2005)는 오차의 패턴을 또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여러 분석 방법 중 더 좋은 방법을 판별하고, 이를 적용하여 최

종 예측값을 제공하는 오차 패턴 모형화 Hybrid 방법을 제안하 다. 해당 연구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보편적인 방법인 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인 C5.0을 이용하

여, 오차 패턴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데이터 10개의 사례를 이용하여 그 성능이 단일 

알고리즘 또는 일반적인 Voting이나 Boosting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증명하

다. 또한 저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Hybrid 모형의 수행시간이 단일 알고리즘을 사용

할 때 보다 다소 증가하지만, 여러 개의 알고리즘 중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

하여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임으로 카드 사기나 의료 데이터 등 정확도에 매

우 민감한 분야에서는 크게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허준, 김종우(2005)가 제시한 오차 패턴 모형화(해당 논문에서는 모

델링이란 표현을 사용하 다.)를 통한 Hybrid 방법이 제안된 C5.0과 신경망 분석이 

아닌 전통적 통계방법론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에서도 유효한 성능을 나타

내는지 확인하고, 또한 10개의 데이터 사례를 통해서 성능을 증명한 것과 달리 시뮬

레이션을 통해 성능향상의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확인을 통해 오차 패턴 

모형화를 이용한 Hybrid 방법이 효율적인 것이라는 타당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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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이론적 배경

2.1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개념

데이터 마이닝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동일한 예측정확도

를 나타내는 두 모형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이 두 모형은 동일한 성능을 지닌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A의 모형을 통해 더 잘 예측

되는 레코드(사례)가 있고, B의 모형을 통해 더 잘 예측되는 레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두개의 모형 중 서로 잘 맞추는 경우만을 선택하는 모형이 있다면, 성능이 향

상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을 Hybrid 모형이라고 한다. 

오차 패턴 모형이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동일한 데이터에 적용하여, 

2개 이상의 모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만 추출하여, 데이터 집합을 구성하고, 

이 데이터 집합을 가지고, 다시 A방법과 B방법이 잘 맞추는 오차 데이터 모형을 생

성한 다음, 실제 적용할 데이터 집합에서는 각 사례에 대하여 Hybrid 모형과 같이 A

방법과 B방법이 서로 잘 맞추는 사례를 맞추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오분류 및 잘못된 

예측이 가장 적은 예측결과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2.2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과정 

오차 패턴 모형을 이용하여 Hybrid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훈련용(Training) 데이터 집합(set)을 S, yn은 목적변수, xi,n은 독립변수, 

i = 1, , I는 설명변수의 수, n = 1, , N은 데이터의 레코드 수로 정의한다. 그리고 

훈련용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모형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용(Test)데이터 집합을 V  

로 정의한다. 

(2) 이 전체 훈련용 데이터 집합 S를 임의추출을 통해 2개로 분리를 한다. 이 2개의 

데이터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1 = (ym,  xi,m ),  m =  1, 2, ....M ,   S2 = (yp,  xi,p ),  p =  1, 2, ....P  

      단,  M+ P =  N  ,  

(3) 먼저 S1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분석기법 A를 이용하여, 모형화를 수행한다. 이 

때 생성된 기법 A의 모형을 M(A )라 하자. 또한 분석기법 B를 이용하여 모형화를 

수행하고 이에 생성된 모형을 M(B )라 하자. 

(4) 다음으로 단계 (2)에서 분리한 또 다른 훈련용 데이터 집합인 S2에 M(A )와 

M(B )를 적용시킨다. 먼저 M(A )를 적용시켜서 나온 예측결과를 R(A)라고 하자. 마

찬가지로 모형 M(B )를 적용시켜서 나온 예측결과를 R(B)라고 하자. 지금까지의 과

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5) 데이터 집합 S2를 통해서 나온 2개의 결과 값 R(A)와 R(B)를 서로 비교하여 결과 

값이 서로 틀린 데이터 집합만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해 낸 데이터 집합을 SD라고 

정의한다. 즉, SD =  set R(A)≠R(B) 이다. 이 때 SD는 K개의 레코드를 지니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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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로 다른 결과값의 개수가 된다. 또한 k = 1, , K이 된다. 

(6) 다음 데이터 집합 SD에서 목적변수 yk값과 기법 A를 이용하여 생성된 예측 결과

치 R(A),k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T 아니면 F인 새로운 목적변수를 생성한다. 즉, 

k번째 목적변수의 값과 예측 결과치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T 아니면 F를 할당한

다. 이렇게 새롭게 파생된 목적변수의 집합을 T(A,SD )  라고 하자. 반대로 목적변수 yk

값과 기법 B를 이용하여 생성된 예측 결과치 R(B),k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면 T 아

니면 F인 새로운 목적변수를 생성한다. 이렇게 새롭게 파생된 목적변수의 집합을 

T(B,SD )
라고 하자. 

예를 들어 목적변수가 ‘1’ 또는 ‘2’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ID001인 레코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의 목적변수는 ‘1’이라고 하자. 여기에 M(A )를 적합한 예측결과는 ‘1’

로 산출되었고, M(B )를 적합한 예측결과는 ‘2’로 산출되었다. 그렇다면 ID001는 SD  

데이터 집합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때 기법 A를 적용한 결과는 원래의 목적변수인 ‘1’

을 정확히 예측하 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적변수 집합인 T(A,SD )에는 ‘T'의 값이 입

력된다. 반대로 기법 B를 적용한 결과는 원래의 목적변수인 ’1‘의 값에 대한 예측이 

틀렸으므로 새로운 목적변수 집합인 T(B,SD )
에는 ’F‘의 값이 입력되게 된다.

<그림 1> 오차 데이터 모형에서 초기 데이터 분할과 두 기법의 적용

전체 데이터 집합
(훈련:Training용)

모형화
기법 A 적용

모형화
기법 B 적용

S1

S2

S

모형 M(A) 
도출

모형 M(B)
도출

모형 M(A)
적용

모형 M(B)
적용

…………
0.902YesYes4

0.501YesNo3

0.852NoNo2

0.789YesYes1

예측확률예측값yID

…………
0.902YesYes4

0.501YesNo3

0.852NoNo2

0.789YesYes1

예측확률예측값yID

)(AR예측결과

…………
0.684NoYes4

0.701NoNo3

0.552YesNo2

0.812YesYes1

예측확률예측값yID

…………
0.684NoYes4

0.701NoNo3

0.552YesNo2

0.812YesYes1

예측확률예측값yID

예측결과 )(BR

(7) SD  데이터 집합에서 기존의 목적변수 yk대신에, 새롭게 만들어진 목적변수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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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D )와 T(B,SD )
를 바탕으로 데이터 집합 T(A,SD )에 모형화 기법 A를 다시 적용하고 

이렇게 생성된 모형을  M (A)라고 하자. 또한 T(B,SD )
에 모형화 기법 B를 다시 적용

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모형을  M (B )라 하자.

(8) 모형 M (A)를 적용시켜서 나온 예측결과를 R(A),k라고 하고 모형  M (B )를 적

용시켜서 나온 예측결과를 R(B),k라고 하자.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그림이 <그림 

2>이다. 예를 들어 (6)의 사례를 바탕으로 ID001은 2개의 데이터 집합 T(A,SD )와 

T(B,SD )
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목적변수가 ‘T' 또는 'F'로 바뀌게 된다. 이를 기법 A

를 통해 다시 적용하 을 때, ID001은 집합 T(A,SD )에 속하므로 목적변수의 값은 ’T‘이

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결과는 'T' 또는 'F'의 값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

로 기법 B를 통해 다시 적용하 을 때, ID001은 집합 T(B,SD )
에 속하므로 목적변수의 

값은 ’F‘이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된 결과 역시 'T' 또는 'F'의 값을 예측하게 될 것이

다.

이번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형  M (A)와 이에 따라 산출된 예측결과 R(A),k  그리고 

모형  M (B )와 이에 따라 산출된 예측결과 R(B),k의 의미는 2개의 기법 A와 B가 서

로 다른 결과를 낸 데이터만 모아둔 데이터 집합 SD에서, 기법 A와 B가 서로 잘 맞

추는 형태의 데이터 패턴을 다시 파악하는 로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오차 패턴 모형(Error 

Pattern Model)이라고 정의 한다.

<그림 2> 오차 패턴 모형화의 과정

결과상이 데이터

집합 추출

SD

…………
FYesNo3

TNoNo2

TYesYes1

목표변수예측값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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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이렇게 오차 패턴 모형을 구했으면, 이를 적용한 최종 예측결과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Voting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시험용 데이터 

집합인 V에 모형  M (A)를 적용하고 산출된 예측결과 R(A), l에서 예측값 T로 예측

되는 사례에 모형  M(A )를 적용하고 F로 예측되는 사례에 모형  M(B )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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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산출된 예측결과 R(A,B ), l이라 하자. 이때 L은 데이터 집합 V의 레코드 

개수이고 l = 1, , L이 된다. 반대로 모형  M (B )를 적용하고 산출된 예측결과 

R(B), l에서 예측값 T로 예측되는 사례에 모형  M(B )를 적용하고 F로 예측되는 사례

에 모형  M(A )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예측결과 R(B,A), l이라 하자. R(A,B ), l

와 R(B,A), l에는 예측결과에 대한 각각의 예측 확률값이 생성되어 있다. 이 확률값을 

비교하여 확률값이 높은 예측결과를 선택하여 최종 예측결과를 산출한다. 이때 산출

된 최종 예측결과를 R<A,B>, l이라 하고 이를 통해 예측 및 분류를 수행한다. 오차모

형을 통한 최종 결과산출 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오차모형을 통한 최종 결과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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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3.1 시뮬레이션 개요

위에서 제시한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예측 정확도와 단일 알고리

즘과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몇 가지 제약을 두었다. 첫

째, 실험 데이터의 목적변수는 이분형(binary)형태이다. 둘째, 독립변수의 수는 4개로 

한정하 다. 셋째, 이 4개의 독립변수 x1, , x4를 난수 생성을 통하여 산출한다. 이

때, 목적변수의 범주 ‘0’은 정규분포(N(0,1))의 특성을 지닌 독립변수들로 가정하고 

범주 ‘1’은 지수분포 (exp (1,1 ))의 특성을 지닌 독립변수들로 가정한다. 넷째,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 2가지만을 사용하 다. 다섯째, 정

확도 향상을 위한 조정(예를 들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cut ratio=0.5'로 고정)을 하

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과정은 위의 세 번째 조건에 따라 목적변수의 범주가 ‘0’인 경우를 20만 

레코드(case), ‘1’인 경우 20만 레코드, 총 40만 레코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S1  

데이터 셋(set)(각각 10만 레코드, 총 20만 레코드)으로 할당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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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판별분석을 적용하여 모형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형을 같은 S2  데이터 셋(각각 10

만 레코드, 총 20만 레코드)에 적용하여 상호 예측 결과가 다른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를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을 생성한다. 또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을 통한 모형도 각각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3개의 모형

을 가지고, 어떤 모형의 예측정확도가 안정적으로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훈련용 

데이터 셋을 동일한 조건으로 10,000개를 생성하고 각 훈련용 데이터 셋의 레코드는 

100개(‘0’이 50, ‘1’이 50)로 한다. 10,000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어떤 알고리즘이 

더 예측 결과 높은지를 측정하 다. 여기서 훈련용 데이터 셋을 40만 레코드로 한 것

은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 충분히 모집단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10,000번의 시뮬레이션은 예측 결과치가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산

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치이다. 

즉,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른 특성(분포)을 지니고 있는 목적변수의 특징

을 어떤 알고리즘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분류․예측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고자 하

다.

3.2 시뮬레이션 결과

3개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예측 정확도는 예측 오차율을 계산하여 결과를 제시하도

록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1>에서 평균 오차율(%)과 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제

시하 다.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은 단일모형에 비하여 오차율이 낮고, 

표준편차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에서는 산출된 예측오차율에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 다.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예측 오

차율이 로지스틱 회귀분석, 판별분석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이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3개 모형별 오차율 결과

 횟수 Min(%) Max(%) Mean(%) Std Dev.

오차 패턴 모형화 Hybrid 모형 10000 1.0 29.0 14.56 3.516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10000 3.0 29.0 15.10 3.568 

판별분석 모형 10000 3.0 29.0 15.10 3.573 

total 30000 1.0 29.0 14.92 3.561

<표 2> 각 모형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대응모형 대응차평균 평균의 표준오차 t-value P-value(양쪽)

대응 1 Hybrid-로지스틱 -0.5383 0.007341573 -73.3222 0.00000

대응 2 Hybrid-판별분석 -0.5323 0.007586925 -70.1602 0.00000

대응 3 로지스틱-판별분석 +0.006 0.002082507 2.881143 0.003971

<그림 4>는 3개 모형의 오차율을 모두 통합하여 산출된 전체 오차율에서 ±95% 구

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을 초과하는 회수에 대한 도표이다. 상위구간을 초과하는 횟수

가 많다면 예측 오차율이 다른 모형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모형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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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하위구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많다면 모형의 정확도가 다른 모

형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A)에서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결과가 다

른 모형에 비해 적게 나타났고 그림 (B)에서는 다른 모형에 비해 많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안정적으

로 높은 예측 정확도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각 모형별 예측오차율이 높은 

상위구간을 초과하는 회수

(B) 각 모형별 예측오차율이 낮은 

하위구간을 초과하는 회수

<그림 4> 전체 오차율 ±95% 구간을 초과하는 회수

<그림 5>는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예측 정확도와 단일 알고리즘 

모형의 예측 정확도를 각 데이터 셋마다 비교한 결과이다.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의 경우가 단일 알고리즘 모형 중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형보다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0.08%이고, 예측 정확도의 상승은 약 40.98%정도 으며, 

로지스틱 회귀 모형과 판별분석 모형과 동일한 경우가 58.94%임을 나타낸다. 

<그림 5> 오차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과 단일 

알고리즘과의 예측 정확도 비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이 단일모형에 비해 

안정적이면서,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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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이 기존의 단일 분석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분석(모형화)했을 때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정확도의 향상을 가지고 오

는지에 대하여 실험하 다. 

결론적으로 제한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이었지만, 오차모형을 통한 Hybrid 모형

이 단일 알고리즘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정확도가 최소한 같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이 안정성 및 예측정확도를 향상 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특성(분포)을 지니고 있는 이분형 목적변수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독립변수를 난수 생성을 통해 생성하여 실험하 으나, 실제 적용

에 있어서 이분형 목적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목적변수를 분류․예측

하는 것이 독립변수의 특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허준, 김종우(2005)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C5.0과 

신경망을 통한 같은 방식의 실험에 있어서도 예측정확도 및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제

시하 다. 이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방식이 일반

적으로 이분형 목적변수를 가지는 데이터 집합에서 안정적 예측정확도를 산출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시뮬레이션의 기본 제약으로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

고, 적합 알고리즘의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에 한정하 다. 따라서 추

후 연구과제로 다범주형 목적변수를 대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 활용도가 큰 의사결

정나무모형, 신경망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등을 모두 결합하여 적합하고 2가지 모형

일 때보다 더 안정적 예측정확도를 상승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

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오차 패턴 모형화를 통한 Hybrid 모형이 안정성과 예측정확

도를 만족시키는 적합한 솔루션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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