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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주요 심사 하나는 고차원

데이터에 해 정보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차원을 축소하

는 문제이다 [1,2,3,4,5]. 고차원 데이터란 <Table 1>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매우 많은 수의 컬럼 (column)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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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고차원 데이터는

노이즈 컬럼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분석 주제와는

상 도가 떨어지는 컬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고차원 데이터를 군집분석 (clustering

analysis), 분류분석 (classification analysis) 등에 그 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산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결과의 정확성도 떨어지는 단 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 사용되는 표 인 방법이 피처 선

택 (feature selection) 는 변수선택 (variable selection)

기법이다. 여기서 피처나 변수는 <Table 1>에서 컬럼을

의미한다. 피처 선택의 목표는 체 피처 집합으로부터

주어진 분석 주제와 연 성이 높은 피처들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Table 1> 의 정보를 가지고 9 의 차

량에 해 군집분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Table

1>은 각 차량에 해 4개의 피처 정보(Top speed, Color,

Air residence, Weight)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feature 정보는 9 의 차량에 해 비슷한 특성을 갖는

군집별로 묶는 작업에 해 합도가 각각 다르다.

[Fig.1] 은 4가지 피처 에서 Top speed 와 Weight 피처

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 것으로 매우 분명하게 3개

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Color 의 경우는

차량의 특성에 상 없이 차주의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차량의 특성별 클러스터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이다. 피처 선택이란 Top speed 와

Weight 피처와 같이 분석에 도움이 되는 피처들을 선별

해 내는 기법이다.

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피처 선택 알고리즘들이 제

안되어 사용이 되고 있다. 피처 선택 알고리즘의 핵심은

피처를 평가하는 함수에 달려 있다. 평가 함수를 가지고

피처 혹은 피처 부분집합을 평가하여 수가 높은 피처

는 피처의 부분 집합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문제는 부분의 평가함수들이 1차원 데이터에 해서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번에 하나의

피처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처 선택은 각각의 피

처 들을 주어진 평가함수를가지고평가한후 평가 수

가 높은 상 n 개의 피처를 제시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

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필터 기법 (filter method) 으로

분류된다.

Vehicle
Top

Speed
Color

Air

resistance
Weight

V1 220 red 0.30 1300

V2 230 black 0.32 1400

V3 260 red 0.29 1500

V4 140 gray 0.35 800

V5 155 blue 0.33 950

V6 130 white 0.40 600

V7 100 black 0.50 3000

V8 105 red 0.60 2500

V9 110 gray 0.55 3500

(http://www.slideshare.net/picasso544/clustering-tutorial)

<Table 1> Vehicle information table

[Fig. 1] Clustering result for the data in <table 1>

필터기법에 속하는 알고리즘 들이 1차원데이터에

해서만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평가함수들이 통계학이나

정보이론에 기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Table 1>

에 그룹정보를 추가한 <Table 2> 의 경우를 생각해 보

자. <Table 2> 는 이미 그룹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

류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가 된다. 이 경우 피처 선

택은 그룹정보 (<Table 2>에서 class 컬럼)와 연 성이

높은 피처를 선별하는 과정이 된다. 많이 사용되는 평가

함수 의 하나가 상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각각의 피처와 Class 와의 상 계수를 구하고 상 계수

값이 높은 피처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일반 인 상 계

수는 공식 (1) 과 같이 구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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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에서 X ,Y 는 두 개의 변수로서 이를 <Table 2>

에 용하면 X는 4개의 피처 하나가 되고 Y 는 Class

컬럼이 된다. 이 공식의 문제는 Cor(X,Y) 와 같이 두 변

수 사이의 상 계수는 정의할 수 있지만 Cor ({A,B,C},

Y)와 같이 여러 변수와 Y간의 상 계수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필터 기법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의 평가

함수들이 단일 피처(1차원 데이터)에 해서만 평가가

가능한 이유이다.

ID T..S. Color A.R. Weight Class

V1 220 1 0.30 1300 1

V2 230 2 0.32 1400 1

V3 260 1 0.29 1500 1

V4 140 3 0.35 800 2

V5 155 4 0.33 950 2

V6 130 5 0.40 600 2

V7 100 2 0.50 3000 3

V8 105 1 0.60 2500 3

V9 110 3 0.55 3500 3

<Table 2> Vehicle information table with class label

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피처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

은 평가함수의 평가 결과에 향을 미친다. 를 들면 평

가 함수 E 에 하여 E(X1,Y)= 0.3, E(X2,Y) = 0.6 라고

할 때 E({X1,X2}) 는 0.3~0.6 사이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서는 0.6 이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X1 과 X2 가

정 상호 작용을 하여 평가 결과 값을 끌어 올린 경

우이다. 반 로 E({X1,X2}) 의 값이 0.3 미만이 되는경우

는 X1 과 X2 가 부정 상호 작용을 한다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피처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각각의 피처

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피처들의 집합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가져온다. 이와 같이피처들의 부분 집합

들을 평가하여 최 의 평가값을 가지는부분집합을 제시

하는기법을피처부분집합선택 (feature subset selection)

이라고 한다.

피처부분집합 선택 방법이 피처 선택 보다좋은 결과

를 도출하기는 하나 난 은 복수의 피처를 평가하기

한 평가 함수가거의 없다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에 착안하여 재 제안된 단일피처평가함수 다

피처 평가함수로 변경이 가능한 함수들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 FSDD( feature selection algorithm based

on a distance discriminant)를 수정하여 다 피처 평가

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해 제시하 다. 수정된 함

수는 mFSDD 라고명명하 다. FSDD 의 구체 인 내용

에 해서는 련 연구에서 기술하 다.

2. 연

서론에서 소개한 필터 기법에 해당하는 피처 선택 알

고리즘에는 Relief [6], chi-squared [7], FSDD [8], MRMR

[9] 등이 소개되었으며,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에

기 한 평가함수로서 상호정보 (mutual information)

[10] 가 리 사용되고 있다. 피처 부분집합 선택의 경우

는 주어진 체 피처에 해 모등 부분집합을 평가하여

야 최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으나 이는 천문학 인 시

간비용이 소요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실 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당한 수의 부분집합에 해서만 평가가

가능한데, 후보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forward search, backward elimination, hill climbing,

best first search 등이제안되었다 [11]. 이러한 근법들

은 평가 후보 부분집합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뿐이고 실

제 부분집합에 한 평가를 해서는 별도의 평가 함수

를 필요로 한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 피처에

한 평가 함수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함수

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FSDD 에 해 제안하기에 잎

서 FSDD 의 기본 개념을 서술한다. FSDD 에서는 클래

스 분리성(class separability)이 좋을수록 좋은 피처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각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이잘 뭉

쳐 있고, 다른 클래스에서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좋은 피

처 라는 것이다. 결국 FSDD 함수는 클래스 분리성을 측

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공식 (2) 는 FSDD 평가 함

수를 개념 으로 표 한 것이다.

db - βdw (2)

이 식에서 db 는 서로 다른 클래스들 간의 거리, dw 는

클래스 내부의 크기, β 는 dw 에 한 가 치 값인데 실

험 으로 2 가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식이 의미

하는 바는 클래스간 거리가 멀수록, 각 클래스는 데이터

가 서로 가까이에 뭉쳐있을수록 높은 평가 값을 갖는다

는 것이다. 클래스간 거리 db 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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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에서 c 는 클래스의 수, ρi 는 클래스 i 의 사 확률,

m 은 평가 상 피처의 심 (평균), mi 는 클래스 i 의

심 (평균)이다.

 
  






(3)

클래스 내부의 크기 dw 는 식 (4) 와 같이 계산된다. σ
‘2(i) 은 클래스 i 에 속한 데이터들의 표 편차이다.

  
  




′  (4) 

FSDD 평가함수 수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식

(4) 이다. 클래스의 크기를 계산하기 해 표 편차를 이

용하고있는데. 표 편차는단일 변수 X 에 해서는 계

산을 할 수 있지만 다 변수에 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FSDD 는 단일 피처에 해서만 평가가 가

능한 함수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해

제안된 mFSDD 에 해 기술한다.

3. mFSDD  현

FSDD 평가 함수에서 클래스간 거리를 구하는 수식

(3) 은 평균을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에 무 하

게 용할 수있다. 그러나 클래스 내부 크기를 계산하는

식 (4)는 표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차원 데이터에

해서만 용가능하다. 다음과같이집합A, B가있을때

A = {3, 2, 7, 5, 4}

B = {12, 15, 10, 18, 11 }

A, B 의 표 편차는

sd(A) = 1.92

sd(B) = 3.27

과 같이 계산된다. 그러나 SD({A,B}) 는 계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표 편차의 의미를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정

의되고 분산은 각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들

의 제곱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거리의 계산은 데이터의

차원에 상 이 없기 때문에 다차원 데이터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용할수 있는 것이다. 우선 두 P=(p1, p2,

p3, .., pn), ,Q=(q1, q2, q3, .., qn)사이의 거리를 dist(P,Q) 라

고 하면 dist(P,Q)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데이터AB 를 집합 A 와집합B를결합하여만든 2차

원 데이터라고 했을 때 심 은 평균으로 정의되며

avg(AB) = (4.2, 13.2) 이다. AB 의 5개 데이터가 평균으

로 떨어진 거리의 제곱, 즉 분산 var(AB)를 구하면

var(AB) = (dist((3,12),(1.92,3.27))2 +

dist((2,15),(1.92,3.27))2 +

dist((7,10),(1.92,3.27))2 +

dist((5,18),(1.92,3.27))2 +

dist((4,11),(1.92,3.27))2)/5

= (8.29+65.29+326.89+560.74+23.81)/5

= 197

분산으로부터 표 편차 sd(AB)를 구하면

sd(AB) =  = 14..04

이와 같이 하여 2차원 데이터 AB 에 해서 표 편차

를 구할 수 있다. 이는 n 차원 데이터에 해서도 동일하

게 확장하여 용할 수 있다. 다차원 데이터에 한새로

운 표 편차를 FSDD 에 용하면 다차원 피처에 해서

도 평가가가능해진다. n 차원데이터에 한표 편차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Algorithm 1 과 같다.

Algorithm 1에서 n 이 1인 경우는 일반 인 표 편차

공식과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안된 표 편차가 1

차원에서나 다차원에서나 일 되게 계산됨을 보여 다.

mFSDD 는 FSDD 의표 편차 공식을 Algorithm 1 으로

체하여 작성하 다. 다음 장에서는 mFSDD를 이용하

여 다차원 피처를 평가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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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

input : dataset DS which has n column and

m rows

output : standard deviation value for DS

*/

// calculate average

initialize avg[] to zero;

for (i=0; i<m; i++)

for (j=0; j<n; j++)

avg[j] = avg[j]+DS[i,j] ;

for (i=0; i<n; i++)

avg[i] = avg[i]/m ;

// calculate var (variance)

initialize var to zero;

for (i=0; i<m; i++)

for (j=0; j<n; j++)

var = var+ (DS[i,j]-avg[j])2 ;

var = var/m;

// calculate sd (standard deviation)

sd = sqrt(var);

RETURN sd;

4. mFSDD  용사  

mFSDD 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서 먼 mFSDD를데이터 분석에 리 쓰이기시작한 R

언어 (http://www.r-project.org)를 가지고 구 하 다.

테스트 상 데이터로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서 제공하는 Ecoli 데이터셋 (http://archive.ics.uci.edu/ml/

datasets/Ecoli)을 이용하 다 [12]. Ecoli 데이터셋은

장균에서단백질의발 치 정보를담고있으며 총 8종

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각 샘 은 5개의 클래스

로 분류된다. 체 데이터는 총 327개의 샘 로 구성된

다.이 에서 <Table 3> 과 같이 4개의 피처만을 선택하

여 테스트 하 다. mFSDD의 테스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1. 체 4개의 피체에 해 모든 부분집합을 구한다.

<Table 4>

2. 각 부분집합에 해 mFSDD 의 평가값을 구한다.

3. 각 부분집합에 해 분류 분석을 실시하여 분류 정

확도(accuracy)를 구한다.

4. mFSDD 의 평가값과 분류정확도를 비교한다.

ID Feature Description

V1 mcg
McGeoch's method for signal sequence

recognition

V2 gvh
von Heijne's method for signal sequence

recognition

V3 lip
von Heijne's Signal Peptidase II consensus

sequence score

V4 alm2

score of ALOM program after excluding

putative cleavable signal regions from the

sequence

<Table 3> Feature in IRIS dataset

NO Subset NO Subset

1 V1 9 V2,V4

2 V2 10 V3,V4

3 V3 11 V1,V2,V3

4 V4 12 V1,V2,V4

5 V1,V2 13 V1,V3,V4

6 V1,V3 14 V2,V3,V4

7 V1,V4 15 V1,V2,V3,V4

8 V2,V3

<Table 4> List of feature subset for Ecoli

<Table 5> 는 15 개의피처 부분집합에 해 mFSDD

평가값 KNN(K-nearest neighbor),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계산한 결과

이다. KNN 은 R 에서 제공하는 class 패키지[13]를 이용

하 으며 k=5 로 테스트하 다. SVM 은 e1071 패키지

[14]를 이용하 다. 분류분석시 발생할 수 있는 과 합

(overfitting) 문제를 피하기 해 K-fold 테스트(K=10)

로 분류 정확도를 구하 다 [15].

<Table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mFSDD

평가값이 크면 분류정확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mFSDD 평가값과 분류정확도 사이의 상 계수는 KNN

과 SVM 에 해 각각 0.80, 0.85 로서 상 도가 매우 높

게 나온다. 이는 mFSDD 가 다차원 피처를 올바로 평가

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다만 가장 높은 mFSDD 평가값

을 갖는 피처집합과 가장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이는 피

처 집합이 다른데 이는 FSDD 평가 함수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고, 데이터셋의 특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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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FSDD KNN SVM

1 -1.372 0.587 0.590

2 -1.405 0.453 0.541

3 -1.885 0.437 0.437

4 -1.194 0.645 0.682

5 -0.710 0.633 0.664

6 -0.778 0.593 0.602

7 -0.320 0.780 0.810

8 -0.797 0.440 0.541

9 -0.199 0.740 0.786

10 -0.185 0.667 0.685

11 -0.751 0.621 0.657

12 -0.370 0.780 0.820

13 -0.366 0.783 0.810

14 -0.257 0.746 0.777

15 -0.403 0.783 0.817

<Table 5> Evaluation values of mFSDD and 

classification accuracy by KNN, SVM

5. 결  

다차원피처에 한 평가함수는 피처 선택의질을 높

이기 해 필수 이다. 그동안 제안된 평가 방법들은

부분 단일 피처에 한 평가에만 한정되어서 다차원 피

처에 한 평가 함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극소수

의 다차원 피처 평가 함수가 있기는 하나 데이터의 성격

에 따라 합한 함수가 다르므로 다양한 함수가 존재할

수록 양질의 피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새로운 다차원 피처 평가 함수가 지속 으로 개발 되어

야 한다. mFSDD 는 그와 같은 필요성에 부응하여 제안

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기법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업무

[16,17,18,19,20,21]에 활용 할 수 있다. 차후 연구 과제로

서 본 연구에서의 근 방법을 용하여 필터 기법에 속

하는다른 평가 함수들 가능한것을 찾아 다차원 피처

에 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 model

for optimal growth management of crops in protected

horticulture, Project No. PJ01054901).

REFERENCES

[1] IK. Fodor, "A survey of dimension reduction

techniques." 2002.

[2] N. Kambhatla and K.L. Todd "Dimension reduction

by loc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Neural

Computation Vol. 9 No. 7, pp. 1493-1516, 1997.

[3] P. Benner, M. Volker, and C.S. Danny, Dimension

reduction of large-scale systems. Vol. 45. Springer-

Verlag Berlin Heidelberg, 2005.

[4] A.N. Gorban, et al., eds. Principal manifolds for data

visualization and dimension reduction. Vol. 58.

Berlin-Heidelberg: Springer, 2008.

[5] S. Rahman and X. Heqin, "A univariate dimension-

reduction method for multi-dimensional integration

in stochastic mechanics." Probabilistic Engineering

Mechanics Vol. 19 No. 4, pp. 393-408, 2004.

[6] M. Robnik-Šikonja, I. Kononenko,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ReliefF and RReliefF",

Machine learning, Vol. 53 No. 1, pp.23-69, 2003.

[7] H. Liu, R. Setiono, "Chi2: Feature selection and

discretization of numeric attributes", 2012 IEE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o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p.388, 1995

[8] J. Liang, S. Yang, A. Winstanley, "Invariant optimal

feature selection: A distance discriminant and feature

ranking based solution", Pattern Recognition, Vol.

41 No. 5, pp.429-1439, 2008.

[9] H. Peng, F. Long, C. Ding, "Feature selection based

on mutual information criteria of max-dependency,

max-relevance, and min-redundancy",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27 No. 8, pp. 1226-1238, 2005.

[10] M.A. Hall, "Correlation-based feature selection for

machine learning", Diss. The University of Waikato, 1999.

[11] Y. Saeys, I. Inza, P. Larrañaga, "A review of

feature selection techniques in bioinformatics",

bioinformatics, Vol. 23 No. 19, pp. 2507-2517, 2007.

[12] P. Horton, K. Nakai. "A Probablistic Classification

System for Predicting the Cellular Localization

Sites of Proteins", Intelligent Systems in Molecular



An Improvement of FSDD for Evaluating Multi-Dimensional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53

Biology, pp.109-115, 1996.

[13] WN. Venables, BD. Ripley, Modern Applied

Statistics with S. Fourth Edition. Springer, New

York. ISBN 0-387-95457-0, 2002.

[14] D. Meyer, E. Dimitriadou , K. Hornik, A.

Weingessel, F. Leisch, C. Chang, C. Lin, E1071

package, CARN, 2015

[15] K. Ron. "A study of cross-validation and bootstrap

for accuracy estimation and model selection." Ijcai.

Vol. 14 No 2. pp. 1137-11145, 1995.

[16] Yoon-Su Jeong, “Business Process Model for

Efficient SMB using Big Data”,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5 No.4, pp.

11-16, 2015.

[17] Young-Bok Cho, Seng-hee W, Sang-Ho Lee,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the Government

3.0-based Big Data Utilization Policy”,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3 No. 1, pp.

15-22, 2013.

[18] Young-Jun Kim, “Convergence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 Process using Knowledge-based Metho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65-71, 2015.

[19] Yong-won Kim, “A study on Convergent &

Adaptive Quality Analysis using DQnA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21-25, 2014.

[20] Yoon-Su Jeong, Yong-Tae Kim, Gil-Cheol Park,

“Multi-Attribute based on Data Management

Scheme in Big Data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 pp. 263-268, 2015

[21] Jun-Seok Lee, “A Study on the Data Mining

Preprocessing Tool For Efficient Database

Market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pp. 257-264, 2014.

  (Oh, Se jong)

․1989년 2월 : 서강 학교 컴퓨터학

과 (공학사)

․1992년 2월 : 서강 학교 학원 컴

퓨터학과 (공학석사)

․2001년 8월 : 서강 학교 학원 컴

퓨터학과 (공학박사)

․2003년 9월～ 재 : 단국 학교공

과 학 소 트웨어학과 교수

․ 심분야 : 정보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생명정보학

․E-Mail : sejongoh@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