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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판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문
제영역에는 적합한 판별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아 대부분 시행착오 형식으로 최적 알
고리즘을 탐색한다. 즉,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분류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성과 노력이 소요되는 과업이었다. 이는 메타특징(Meta-Feature)으로 불리는 데이터셋의 특성과 판별 
알고리즘 성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구나 다중 클래스
(Multi-Class)의 특성을 반영하는 메타특징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
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을 데이터셋의 구조와 데이터셋의 복잡도라
는 두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 총 7가지 대표 메타특징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
서 사용하던 IR(Imbalanced Ratio) 대신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를 메타특징에 포함하였으며, 역ReLU 실루엣 점수(Reverse ReLU Silhouette Score)도 새롭게 제안하
였다.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 제공하는 복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변환 데이터셋을 
생성한 후에 대표적인 여러 판별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성능 비교 및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메타특징과 판별 성능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본 연
구의 실험 결과는 향후 메타특징에 따른 분류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에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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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판별문제(Classification)는 데이터 마이닝을 비

롯한 지능형 의사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 문

제이며(Chaitra et al., 2018), 판별 알고리즘 간 

비교 분석은 의사결정의 질 향상을 위한 오랫동

안의 중요한 연구 이슈였다 (Lotte et al., 2018; 
Sen et al., 2020). 예를 들어, López, et al. (2013)
의 연구에서는 판별 알고리즘과 다양한 샘플링 

방법을 조합하여 판별 알고리즘 별로 적합한 샘

플링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요인 분석을 통한 차원 축소가 판별 성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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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데 도움이 되지만(Dogan and Tanrikulu, 
2013), 과도한 차원의 축소는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다

(Rok and Lusa, 2013). 또한, 클래스의 불균형을 

줄일수록 판별 정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Khoshgoftaar et al., 2010). 그 외에도 분류 알고

리즘의 성능은 데이터 셋의 샘플의 크기 등에 

종속적이다(Sun et al., 2009; Sen et al., 2020). 이
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판별 알고리즘의 성

능에 데이터 셋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won and Sim, 2013).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우수한 분류 알고리즘은 존재하

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데이터 

셋의 특성과 판별 알고리즘의 관계성을 밝히지 

않고 특정 데이터 셋에 여러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을 단순 비교하거나(Kiang, 2003; Dogan and 
Tanrikulu, 2013), 밝히더라도 데이터셋의 한두가

지 특성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며(Kiang, 2003; 
Dogan and Tanrikulu, 2013), 데이터 셋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별 알고리즘과 데이터 

셋과의 적합이 판별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것이 거의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데이터 

셋의 특성과 판별 알고리즘의 관계성 연구의 대

상은 이중 클래스(Binary-Class)를 가지는 데이터 

셋에 치우쳐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다중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 셋이 있을 때 판별 알고리즘에 메타특

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UCI ML Repository
에 게시되어 있는 여러 다분류 데이터를 활용

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

이터셋의 메타특징을 데이터셋 구조와 복잡도

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등을 고려하여 일곱 가지 메타

특징을 선정하여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

과 선정된 대부분의 메타특징이 실제로 분류알

고리즘의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

혔다. 분류 알고리즘별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메타특

징의 값에 따른 적정 알고리즘 선정에 대한 규칙

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 러닝

(Meta-Learning) 시스템 개발과 데이터 분석 실무

가들의 도메인에 따른 최적 분류알고리즘 선정

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최근 자동화된 기계학습 

알고리즘, 즉 AutoM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판별을 위한 기계학습에 있어 학습 데이

터의 어떤 특성이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접근하는 메타특징 연구는 이러한 

AutoML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최근 기계학습 분야에서 학습 비용 감축과 일

반성에 탁월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메타 러

닝(Meta-Learning)에서 성능을 제고하기 위해 데

이터셋에 대한 메타특징을 규명하고 메타특징이 

판별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Lorena et al., 2018). 우선 어떠

한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판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메타특징이나 메타러닝 

연구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나, 아직까지 모

든 상황에 우수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은 그것은 특정한 문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은 다른 문제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지 못

한다는 No free lunch 이론을 고려할 때 당연할 

것이다(Wolpert and Macready, 1997). 따라서, 분
류 알고리즘의 개선 노력뿐 아니라 분류 알고리

즘 적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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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올바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

다(Qiu et al., 2016). 
실제 데이터는 도메인에 따라 데이터 불균형, 

결측치의 존재나 데이터의 오류, 또는 높은 차원

을 갖는 등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L’heureux 
et al., 2017). 따라서 판별 알고리즘의 파라메터

를 조정하는 노력으로는 큰 판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Japkowicz and Stephen, 2002; Weiss and 
Provost, 2003; Sun et al., 2009). 데이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는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되었

고, 데이터 특징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보정하는 

방법 필요하게 되었다(Krawczyk, 2016). 차원이 

높은 데이터의 경우 차원의 축소가 필요하며(Rok 
and Lusa, 2013; Dogan and Tanrikulu, 2013), 클
래스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샘플링 방법

을 통해 성능의 향상을 꾀하기도 한다(Zhang et 
al., 2019; Khoshgoftaar et al., 2010). 따라서, 판별 

문제에서 최선의 성능을 내기 위해 중요한 문제

는 데이터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Kwon and Sim, 2013). 따라서, 판별 알고리즘별

로 판별 특성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 특성을 파악

한다면,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판별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별 알고리즘과 데이터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단순히 판별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

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Kiang, 2003; Dogan and 
Tanrikulu, 2013). 하지만, 다양한 판별 알고리즘

은 각자가 갖고 있는 판별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

에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나 판별 알고리즘별로 

영향을 받는 데이터 특성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Kiang, 2003). 현재까지 밝혀진 분류 및 예측 문

제에서 에러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변수의 개수와 샘플의 개수, 데이터의 분포특성 

등이 있다(Sun et al., 2009; Morán-Fernández et al., 

2017; Napierala and Stefanowski, 2016). Napierala 
and Stefanowski (2016)는 예측의 오류를 만드는 

것은 샘플의 개수가 아니라 데이터가 갖는 분포 

형태임을 지적하였다. 샘플의 개수가 많거나 적

더라도 데이터의 분포가 일정하고 이상치가 적

다면 판별 경계를 정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샘플의 개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기존의 판별 알고리즘 성능 비교 연구는 

바이너리 형태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

(Binary-Class Data Set)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클래스의 종류가 셋 이상인 다중 클래스 데이터

셋에서의 메타특징과 판별 알고리즘, 그리고 판

별 성능 사이의 관계성을 규명한 연구는 아직 거

의 없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클래스가 둘인 경

우에는 IR(Imbalance Ratio) 등 메타특징이 존재

함에 비해(Bader-El-Den, 2018), 클래스가 셋 이

상인 경우에 데이터의 불균형성을 측정하는 지

표가 아직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다(Galar et al., 
2011).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데이터셋의 메타특징 및 판별 알고

리즘 특성이 판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판별 성능과 데

이터의 특성, 그리고 판별 알고리즘을 고려하였

다. 특히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으로 데이터셋의 

구조(structure)와 데이터셋의 복잡성(complexity)
이라는 두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데이터셋

의 구조란 변수의 개수, 클래스의 개수, 관측치

의 개수 등을 의미한다. 다수의 분류알고리즘은 

데이터셋의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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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Morán-Fernández et al., 2017), 따라서, 적합한 

분류알고리즘 선택에 데이터셋 구조는 중요한 

결정 요인일 것이다(Krawczyk, 2016). 본 연구에

서는 데이터셋의 구조를 나타내는 메타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안하다.
-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 변수의 개수(Number of Input Features)
- 클래스의 개수(Number of Classes)

둘째, 데이터셋의 복잡도는 데이터가 제공하

는 정보의 특성상 불확실하거나 판별 경계가 모

호한 정도를 의미한다 (Garcia et al., 2018; Chan 
et al., 2018). 따라서 데이터셋의 복잡도는 판별

을 성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셋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메타특징

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제안하였다.
- 엔트로피(Entropy)
- 역ReLU실루엣 점수(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 선형분류기의 비선형성(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
- 허브 점수(Hub Score)

3.1 허핀달-허쉬만 지수

전통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데이터셋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 중 하나인 데이터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IR(Imbalance Ratio) 등을 

사용해 왔으나, 이는 클래스의 수가 둘일 때 

계산이 가능하므로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데

이터 불균형정도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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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IR 대신 허핀달-허쉬만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을 제안하

였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는 원래는 산업 집중도(Concentration 
ratio),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등과 함께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내 모든 

사업자의 각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이

다(Matsumoto et al., 2012). HHI의 산출식은 식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래스의 HHI
는 식(2)와 같다.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할 경우 HHI는 0에서 1까지의 값

을 가진다(0에 가까울수록 완전경쟁, 1에 가까울

수록 완전 독점시장). 산업 집중도 및 엔트로피 

지수와 비교할 때 HHI의 장점은 전체 산업의 경

쟁 상황을 시장상황을 0~1로 나타내어 한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이다(Lu et al., 2017). 

식(1)

단, N은 기업의 전체 개수이며 s_i는 기업의 

점유율이다. i는 기업의 번호를 의미한다.

식(2)

단, 여기서 는 클래스의 비율을 나타낸다. i
는 클래스의 번호이다.

클래스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클래스의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HHI를 클래스 균형정도 측정에 

적용시킨 이유는 시장의 점유율을 각 클래스의 

빈도수로 비유해 볼 때 클래스의 균형 상태와 시

장의 경쟁상태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클래스의 HHI를 산출하면 클래스

의 전체 균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HHI가 높을수록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불

균형 문제가 높을수록 판정의 정확도는 떨어지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Wu and Chang, 2004; 
Andric et al., 2019).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데이터셋의 HHI는 판별 성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개수

입력 변수의 개수를 줄이면 데이터의 복잡성

을 줄이고,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분류, 군집 등

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Nemhauser and Wolsey 1988; Guyon and 
Elisseeff, 2006; Morán-Fernández et al., 2017). 하
지만, 너무 적은 수의 변수를 고려하면 비록 예

측 모델의 복잡성은 개선되겠지만 많은 수의 변

수를 고려했을 때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질 것이

다. 또한, Rok and Lusa (2013)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터의 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판별 성능 지

표 중 하나인 G-mean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류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어, 변수의 개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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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데이터셋의 변수의 개수는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클래스의 개수

클래스 개수(Number of classes)는 클래스가 갖

고 있는 차원이다(Prabakaran et al., 2007; Kwon 
and Sim, 2013). 만약 바이너리형태의 클래스라

면 각 클래스의 기대확률은 0.5일 것이다. 하지

만, 클래스 수가 4개인 경우는 0.25일 것이다. 확
률적으로 바이너리 형태인 경우와 클래스가 4개
인 경우의 기대확률이 다르고 클래스가 많을수

록 기대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래스의 정확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클

래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판별 정확도는 떨어질 

것이다. 또한, Brazdil et al.(1994)의 연구에서도 

클래스가 판별 알고리즘을 추천하는데 중요한 

메타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개수는 판별 성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엔트로피

엔트로피(Entropy)는 정보의 양과 순도와 관련

되므로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량

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이다(Shannon, 1948; Brissaud, 2005). 일반적

으로 불확실성은 확률로 표현되며, Shannon(1948)
에 따르면 발생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정보의 

양은 적고, 발생확률이 적을수록 정보의 양이 많

아지게 된다. 즉, 희귀한 정보일수록 정보량을 

많이 갖고 있으며 보편적인 데이터일수록 데이

터가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일관된 순도 높은 데이터인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가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Shannon이 제안한 다

음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Shannon, 
1948). 확률 p를 갖는 무작위 변수 X를 정보라고 

하면, 정보량I(X)는 식(3)과 같다.

식(3)

식(3)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도출된 식은 식

(4)와 같다.

식(4)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한 정보

가 적다는 의미가 되므로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데이터셋의 엔트로피는 판별 성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역ReLU 실루엣 점수

실루엣 점수(Silhouette Score)는 클러스터링 

분석 시 클러스터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검

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산출된 클러스

터내에 값들이 얼마나 밀도 있게 뭉쳐 있는지, 
클러스터 간의 거리는 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

다. 실루엣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군집의 개수

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군집이 잘 묶일

수록 군집내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동시에 군집 간의 이질성을 잘 나타낸다고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의 메타특징이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연구

29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

(k-means clustering)을 수행한 다음 실루엣 계수

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k는 데이터가 갖

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로 정하였다. 
또한, 실루엣의 영향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

기 위하여 실루엣 점수에 ReLU(Rectified Linear 
Unit, 정류한 선형유닛) 함수를 역으로 변환한 역

ReLU(Reverse ReLU)를 추가 적용한 역ReLU실

루엣 점수(Reverse ReLU Silhouette Score)를 개

발하였다. 이는 실루엣 점수가 낮은 것, 즉 데이

터셋의 복잡한 정도에 대해 페널티를 더 과하게 

주기 위함이다. 산출된 값은 0또는 전체 실루엣 

값의 평균에서 실루엣 값을 뺀 값을 갖게 된다. 
실루엣의 공식은 식(5)와 식(6)을 통해 식(7)로 

도출된다.

식(5)

식(6)

단, a(i)는 개체 i로부터 동일한 군집내의 모든 

다른 개체들과의 평균이며, b(i)는 개체 i와 다른 

군집내 모든 다른 개체들과의 평균거리의 최소

를 의미한다.

식(7)

단, s(i)는 −1≤s(i)≤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

까울수록 올바른 군집에 분류된 것이며 −1에 

가까울수록 잘못된 군집에 분류되었음을 나타

낸다.

<Figure 2> Reverse ReLU

본 연구에서는 역ReLU 실루엣 점수는 판별 

성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5: 데이터셋의 역ReLU 실루엣 점수는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

데이터의 형태가 복잡하면 분류 성능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일부 분류 알고

리즘은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류 문제를 해결

한다. 따라서, 예측하려는 데이터가 선형성을 갖

고 있다면 보다 간단하고 뛰어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비선형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분류 알고리즘의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선형성과 이상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인 선형 분류기를 이용한 

비선형성(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 측정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먼저 비선형 분류기

(non-linear classifier)를 통해 분류하고, SVM의 

선형 커널 함수(linear kernel function)를 통해 분

류된 결과를 비교하여, 에러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Garcia et al., 2015).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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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는 방법은 식(10)와 같다.

식(10)

단, 여기서 은 보간 된 예 의 수이며 해당 레

이블은 이다.

식(10)의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선형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Barella et al. (2018)은 데이터의 

복잡성(Data complexity)과 판별 성능의 상관관

계를 언급하면서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과 분

류성능(G-mean)간의 부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맥락에서도 같은지를 검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데이터셋의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은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7 허브 점수

허브 점수(Hub Score)는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응집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식(10)과 같이 계산한다.

   식(11)

단, 의 값은 의 주요 고유 벡터에 

의해 주어지며, 여기서 A는 인접 행렬이며 모든 

정점에 대한 평균 값이다.
이때 허브 점수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성하고, 노드에 연결된 숫자를 통해 

측정되므로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를 받게 된다(Garcia et al., 2015). 허브 점수는 0
과 1 값을 갖는데, 연결된 노드가 많을수록 1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반면 허브 점수가 0에 가깝

다면, 다른 클래스와 중첩되어 오류가 발생할 확

률이 높다(Lorena et al., 2018). 따라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7: 데이터셋의 허브 점수는 판별 성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실험

4.1 절차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하였다 (<Figure 
3> 참고).

Step1: 각 데이터셋의 특성을 추출한다.
Step2: 임의 과대 표집 방법을 훈련데이터 셋 

적용하여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든다. 
Step3: 모든 실험 데이터 셋이 검증될 때까지 

각 데이터셋에 대해 다음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Step3-1: K-겹 교차검증법(K-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각 폴드별 

샘플링을 수행한다. 이때 K=10로 

하였다.
Step3-2: 각 폴더에 대한 데이터 특성 및 

성능 테스트 결과를 저장한다.
Step4: 클래스 불균형 방법 및 머신 러닝을 적

용한다.
Step4-1: 분류된 각 폴드 별로 적용이 되며 

임의 과대 표집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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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perimental design

이때 임의 과대 표집 방법의 가중

치는 아래의 식과 같이 10% ~ 
100%까지 이루어졌다.

  식(15)

단, Majority: 데이터셋 내에 가장 많은 클래스

Minority: 데이터셋 내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

를 제외한 나머지 클래스, 
c: 클래스 번호

Step4-2: 본 연구에서 선정한 판별 알고리

즘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및 판별

Step 5: 판별 성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F1-Score를 채택하였다.

4.2 데이터셋

가설검증과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는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들

을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마이닝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에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에서 제공

하고 있는 데이터 중 클래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6개의 데이터셋(Balance Scale, Page 
Blocks, Car Evaluation, User knowledge-Modeling, 
Wine quality(red), Contraceptive Method Choice)
을 선택하였다 (<Table 1> 참고). 한편 제한된 벤

치마크 데이터셋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수행하려

면 데이터셋을 임의 변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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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Number of Classes Class Distribution Number of Features Number of Cases

Balance Scale 3
B: 49
R: 288
L: 288

4 625

Page Blocks 
Classification 5

Text: 4913
Horiz-line:329 Picture: 115

Vrt-line: 88
Graphic: 28

10 5,473

Car Evaluation 6

Unacc: 1210
Acc: 384
Good: 69
Vgood: 65

6 1,728

User 
Knowledge-Modelling 

(UKM)
4

Very Low: 50
Low: 129

Middle: 122
High 130

5 258

Wine quality-red 6

Class1: 981
Class2: 638
Class3: 199
Class4: 53
Class5: 18
Class6: 10

11 1,599

Contraceptive Method 
Choice

3
No-use: 629

Long-term: 511
Short-term: 333

9 1,473

<Table1> Data Set

위해 임의 과대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셋

의 불균형 정도가 달라진 다수의 데이터셋을 생

성하였다. 이때 생성되는 데이터는 식(15)의 가

중치를 적용하여 10%씩 늘려 최종적으로 다수 

클래스의 수와 소수 클래스의 수가 동일한 수준

까지 과대표집하여 실험하였다. 최종적으로 한 

개의 데이터셋은 10% ~100% 과대 표집 방법이 

적용되어 원본 데이터셋을 제외한 10개의 데이

터셋을 이용하게 된다.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연

구에 사용된 알고리즘 5종, 벤치마크 데이터셋 6
종, 과대 표집 비율 10종, 폴드 10개로 총 샘플 

수는 3,000개이다.

4.3 판별 알고리즘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한 분류 알고리즘은 

k-NN, 나이브 베이즈(Naïve Bayes), 랜덤포레스트

(Random forest), SVM(Support Vector Machine),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등이다. 
첫째, k-NN방법은 최근접 이웃 중 k개의 이웃을 

선정한 후 가장 공통적인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

법이다. k는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최적의 개

수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대체로 k는 홀수로 

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

서는 k값을 5로 정하였으며, 거리 계산은 민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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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Classification type
Cost of constraints

violation
Class weights

Tolerance of

termination criterion
Shrinking

Linear kernel
(vanilladot)

C classification
(C-svc) Default=1 Default=1 Default=0.001 Default=T

<Table 3> SVM Parameters

스키 거리(Minkowski Distance)로 지정하였다. 
또한 커널의 옵션은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rectangular’로 설정하였다.

<Table 2> k-NN Parameters

k Distance measure option Kernel options

5 Minkowski distance
rectangular

(Not weighted)

둘째, 나이브 베이즈는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중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기
본적으로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다. 나이브 베이

즈는 모형이 비교적 단순하며, 계산과정이 복잡

하지 않지만,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u et al., 2008; Domingos, 1996; Wu 
et al., 2008). 하지만 나이브 베이즈는 변수의 개

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

는 경향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플라스 

스무딩(Laplace Smoothing)의 파라메터 값은 1로 

지정하였으며, 사용된 R패키지는 e1071이다.
셋째, 랜덤포레스트는 의사결정나무를 기반으

로 한 분류 알고리즘의 하나로서, 여러 개의 의

사결정나무를 생성하여 다수결 방식으로 판별하

는 대표적인 앙상블 기법이다. 따라서, 랜덤포레

스트는 기본적인 의사결정나무보다 높은 정확도

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나무

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 의사결

정나무가 가지고 있던 설명력을 상실할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 랜덤포레스트의 하이퍼파라메

터는 ‘mtry’와 ‘cutoff’, ‘ntree’가 사용되었다. 
‘mtry’는 랜덤하게 트리를 생성할 때, 고려되는 

변수의 개수를 뜻하며,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각

각의 실험 데이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

터의 개수에 루트를 적용하여 자동 계산되도록 

하였으며, ‘ntree’는 최적의 트리개수를 정하는 

파라메터로, 트리의 수는 각 실험용 데이터의 인

스턴스 수만큼 정해지도록 하였다. ‘cutoff’는 다

수결에 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파라메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정확도에 미치는 데이터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평등한 가

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소수 클래스와 다수 클래

스에 0.0001의 가중치를 두어 가중치가 거의 영

향이 없도록 하였다.
넷째, SVM은 n차원의 데이터에서 n-1차원의 

초평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할 때 사용하

는 방법이다. SVM은 선형 분류 뿐 아니라, 
polynomial kernel, Sigmoid kernel or RBF (radial 
base function) kernel (Hussain et al., 2011) 등 커

널 함수를 사용하여 비선형 분류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VM은 e1071패키지를 사용하

였으며 모수 설정은 <Table 3>과 같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사용되는 회귀분석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오즈 비(Odds ratio)를 산출

하여 클래스가 속할 확률로 나타내어 최종 도출

된다. 본 연구에서는 ‘1 of m’의 문제임으로 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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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et HHI
Number of

Classes

Classification

Algorithm
Mean of F1-score

Standard Deviation of

F1-score

Car Evaluation 0.543 4

knn 0.7457 0.1506
LR 0.9387 0.065
NB 0.1594 0.0469
RF 0.9155 0.0622

SVM 0.995 0.0152

Balance Scale 0.431 3

knn 0.0163 0.1152
LR 0.6897 0.1192
NB 0.2352 0.2107
RF 0.0172 0.1209

SVM 0.6897 0.1192

Contraceptive 
Method Choice 0.354 3

knn 0.4116 0.0667
LR 0.466 0.0625
NB 0.4644 0.0416
RF 0.4632 0.0843

SVM 0.4537 0.0499

Page Blocks 
Classification 0.81 5

knn 0.8748 0.1195
LR 0.7145 0.1917
NB 0.3778 0.2603
RF 0.8208 0.1518

SVM 0.7692 0.1852

User Knowledge 
Modelling 

0.266 5

knn 0.3968 0.2892
LR 0.6132 0.3355
NB 0.5699 0.2859
RF 0.6796 0.2885

SVM 0.6011 0.3199

Wine Quality-red 0.357 6

knn 0.005 0.05
LR 0.0881 0.134
NB 0.0382 0.0898
RF 0.0067 0.0672

SVM 0.0913 0.1383

Note: knn: k-NN, LR: Linear Regression, NB: naïve Bayes, RF: Random Forest, SVM: Support Vector Machine

<Table 4> Classification Algorithm Performance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nnet 패키지를 사

용하였다.

4.4 결과

생성한 데이터셋으로 판별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먼저 각 데이터셋에 대해 판별 알

고리즘의 성능은 <Table 4>와 같이 데이터셋에 

따라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 판별 알고리즘이 달

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F1-Score의 표

준편차 값을 볼 때, 같은 데이터셋 내에서도 데

이터셋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도 데이터셋마다 판별 알고리즘의 차이

가 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메타특징 별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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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or β t p VIF Support

HHI -0.171 -6.397 0.000 3.365 Supported

Number of Classes -0.752 -26.874 0.000 3.683 Supported

Number of Features 0.550 29.095 0.000 1.679 Rejected

Entropy -0.295 -13.539 0.000 2.233 Supported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0.646 -25.229 0.000 3.088 Supported

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 -0.540 -27.689 0.000 1.792 Supported

Hub Score 0.091 3.234 0.001 3.738 Supported

F 244.620***

R-square 0.364

Adj. R-square 0.363

<Table 5> Regression Results

분석을 수행할 때 계수값과 그들의 유의성을 판

단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를 살펴보면 변수의 개수

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특성은 대체로 본 연구

에서 설정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번째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메타특징인 HHI가 판별 

성능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H1 지지). HHI는 

클래스의 불균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

까울수록 클래스의 분포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 클래스

가 평등할수록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에 주어진 

클래스의 전체 비율을 최대한 평등하게 만드는 

표집 방법과 적절한 비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변수의 개수는 클래스의 개수와는 달리 

판별 성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2 기각). 이에 대해서는 

Table 6의 결과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다. 
셋째, 클래스의 개수는 판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3 지지). 기본

적으로 클래스가 많을수록 기대확률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유사성을 갖고 있는 클

래스끼리 묶어 클래스의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클래스를 묶음으로써 클

래스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넷째, 엔트로피도 판별 성능에 유의하게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4 지지). 엔트로피는 

각 변수의 엔트로피의 평균을 의미하며, 엔트로

피는 희귀한 값이 나타날 확률이 적을수록 정보

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엔트로피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변

수 값들이 이상치가 많거나 특이 값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어,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또다른 메

타특징인 역ReLU 실루엣 점수도 유의 수준 0.01
에서 판별 성능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5 지지). 역ReLU 실루엣 점수는 k-평
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군집안에 다른 데이터

들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실루엣 계수

를 역ReLU(Reverse ReLU) 함수를 사용하여 산

출한 값이다. 실루엣 값은 -1~1사이 값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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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Logistic

Regression

Naïve

Bayes

Random

Forest
SVM

HHI -0.141*** -0.085* -0.330*** -0.276*** -0.091**

Number of Classes -0.816*** -0.905*** -0.600*** -0.728*** -0.918***

Number of Features 0.854*** 0.444*** 0.019 0.902*** 0.487***

Entropy -0.204*** -0.210*** -0.472*** -0.520*** -0.163***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0.892*** -0.406*** -0.653*** -0.958*** -0.433***

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 -0.602*** -0.741*** -0.138*** -0.536*** -0.772***

Hub Score 0.212*** 0.051 0.094 0.095** 0.019

F 196.305*** 137.827*** 48.480*** 162.171*** 167.620***

Adj. R-square 0.695 0.615 0.357 0.653 0.661

Significant note   *p < 0.1, **p < 0.05, ***p < 0.01

<Table 6> Results of the Algorithm-Specific Regression Analysis

1에 가까울수록 잘 클러스터에 잘 부합하는 것

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부합하지 않는 값이다. 따
라서, ReLU 실루엣은 0또는 전체 실루엣 값의 

평균에서 실루엣 값을 뺀 값을 갖게 된다. 군집

이 잘 묶일수록 클래스내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고, 동시에 그 반대로는 각 클래스 간

의 이질성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은 판별 성

능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H6 지지). 이로 보건대 데이터의 복잡성이 

판별 성능에 역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 측정은 데이터가 성

형성을 띄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므로, 
데이터가 선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가 

구조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순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을수록 판별 성능

은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의 복잡도를 표시하는 

메타특징인 허브 점수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H7 지지), 데이터들의 일관성이 판별 성능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알고리즘별로 회귀분석을 따로 수행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HHI, 클래스의 

수, 엔트로피, 선형 분류기의 비선형성, 역ReLU 
실루엣 점수의 경우 각 알고리즘별로 분리 분석

을 한 경우에도 가설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변수의 개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가설(H2)이 기각되었으나, 판별 알고리즘별로 

나누면 Naïve Bayes만 제외하고는 예상대로 변

수의 개수는 판별 성능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Naïve Bayes는 확률

을 기반으로 한 판별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차원이 매우 높아질수록 확률이 매우 희박해지

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에서 

Naïve Bayes를 사용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라플라스 스무딩(Laplace Smoothing)의 파라메터

를 조정하거나 차원 축소 방법 중 하나인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한다. 
이는 변수의 개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는 Naïve Bayes가 성능을 떨어트리지 않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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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ecision tree for classifier selection

안임을 암시한다. 
또한 허브 점수에서는 K-NN과 랜덤포레스트

에서는 가설이 지지되나, 그 외의 판별 알고리즘

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데이터 하위 그룹이 집중화될수록 판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K-NN과 랜덤포레스트

가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Table 6>의 내용 중 일부로 메타특징에 

따른 판별 알고리즘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나무

는 <Figure 4>와 같이 제안해볼 수 있다.

5. 토의 및 결론

5.1 공헌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공헌점이 있다. 첫째,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에서의 판별 알고리즘을 선정함에 있어 

HHI와 역ReLU 실루엣 점수이라는 두 가지 측정

지표를 처음 도입하고 이들이 유의미함을 밝혔

다. HHI를 통해 클래스의 불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HHI가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HI
는 원래 기존의 경제학에서 시장 현황을 파악하

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다. HHI를 통하여 기존

에 사용되었던 IR(Imbalance Ratio)이 다중 클래

스에서의 클래스 불균형 분포 상황을 잘 표현하

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강할 수 있었다. 또한 역 

ReLU 실루엣 점수는 군집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실루엣 점수(Nguyen et al., 2015)
를 다시 역 ReLU 함수로 재계산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 새롭게 개발하였다. 또한 이 지표는 기존

에 부여되었던 레이블이 잘 부여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

지, 클래스간의 거리는 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클래스의 분류 가능성(sepa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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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도(density)를 동시에 고려하는 측정지표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메타 특징 이용하여 데이터 

특성이 판별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았다. 그 결과 HHI, 변수의 개수, 클래스의 개수, 
엔트로피, 역 ReLU 실루엣, 선형 분류기의 비선

형성 측정, 허브 점수가 알고리즘에 따라 판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판별 알고리즘에 

따라 취하고 있는 판별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며,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데이터 특징이 다르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고리

즘의 특성과 데이터 특징 간의 관계를 밝혀 추후 

클래스 불균형상황에서 연구자가 적절한 판별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첫

째, 본 연구 결과로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른 분

류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제조, 물류, 판매현장, SNS 등 매

우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으

며, 그 데이터셋 특성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실
무에서는 특정 도메인에서 어떤 분류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

과를 참고한다면 기업의 분석 실무자들은 적합

한 모형 선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류 알고리즘들은 최적의 파라메터를 

필요로 하며, 기계학습의 영역에서 파라메터의 

설정에 의해 판별 성능이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 

개발자들이 생소한 문제 영역을 대할 때 최적의 

파라메터를 찾기 위해 반복된 실험들을 하고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

게 된다(Garcia et al., 2018). 다수의 기계학습의 

파라미터는 데이터의 특성과 연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밝힌 분류 알고리즘과 데이터셋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파라미터 선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2 한계점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

다. 첫째, 기존의 클래스 불균형 해결 방법을 모

두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대 표집 

방법 중 임의 과대 표집방법(Random over 
sampling)만을 고려하였으며, 이외에 과소 표집, 
변수 선택, 비용 민감 학습방법(Cost-sensitive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과소 표집 

방법은 특히 빅데이터에서 클래스 불균형을 해

결하는데 우수하다는 일부 연구가 존재하며(Del 
Río et al., 2014; Krawczyk, 2016), 과대 표집 방

법과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데이터 특징 연구에서 밝혀진 모

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레이블링

의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염이 데이터셋의 복잡

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Cha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모범적인 벤치마크 데

이터셋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오염이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는 더욱 다양한 데이터 셋 특성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또한 데이터셋 특성들 중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들이 다수 있어 회귀분석의 수행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특

징과 판별 성능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후보 특성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을 발견했

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변수를 탈락시켰

다.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도메인 별로 더 

의미 있는 특성을 선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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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중 퍼셉트론(Multi 

Perceptron)알고리즘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중 

퍼셉트론 계열의 알고리즘으로는 DNN, CNN, 
RNN 등의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다양한 분야에

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다중 

퍼셉트론 알고리즘은 하이퍼 파라메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판별 알고리즘(K-NN, 로지스틱 회귀분석, 나
이브 베이즈, 랜덤포레스트, SVM)과 다중 퍼셉

트론 알고리즘의 비교가 필요하다.

5.3 결론

최근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기계학습을 포함

한 인공지능 응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자신의 도메인에 적합한 최

적의 판별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업이 증가하

는 중이다. 특히 메타러닝을 통해 한 도메인에

서 적용한 알고리즘을 다른 도메인에서도 효율

적으로 확대 및 일반화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판별 알고리즘의 예상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메타특징 개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 클래스 데이터셋 상황에

서 HHI와 역 ReLU 실루엣 점수와 같은 새로운 

메타특징을 소개하였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언

급되어온 메타특징들을 같이 살펴 가장 일반적

인 판별 알고리즘 성능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

구 결과는 이후에도 기계학습이나 데이터마이닝 

연구자나 실무자, 기계학습 기반 시스템 개발자

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판별 알고

리즘의 특성과 데이터 특성이 판별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판별 알고리즘을 사용

한 지능정보시스템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데

이터 과학자들의 반복실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최적화된 

예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알고리즘을 반복

적으로 실행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는 데이터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

문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기 위함

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비용, 
시간, 인력 등이 소요되면서 지나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반복 실험의 범위를 줄여 기업의 입

장에서는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에 소요되는 방대한 전산자원 소모를 최소

화하여 인공지능을 친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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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eta-Features of Multiclass Datasets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1)Jeonghun Kim*․Min Yong Kim**․Ohbyung Kwon***

Big data is creating in a wide variety of fields such as medical care, manufacturing, logistics, sales 
site, SNS, and the dataset characteristics are also diverse.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cision-making capacity using a classification algorithm. However, 
most of them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n what kind of classification algorithm is appropriate for 
a specific problem area. In other words, determining which classification algorithm is appropriat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set was has been a task that required expertise and effort. This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datasets (called meta-features) and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Moreo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meta-featur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la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meta-features of multi-class dataset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In this study, meta-features of multi-class datasets were identified 
into two factors, (the data structure and the data complexity,) and seven representative meta-features were 
selected. Among those, we include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originally a market 
concentration measurement index, in the meta-features to replace IR(Imbalanced Ratio). Also, we developed 
a new index called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into the meta-feature set.

Among the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data, six representative datasets (Balance Scale, 
PageBlocks, Car Evaluation, User Knowledge-Modeling, Wine Quality(red), Contraceptive Method Choice) 
were selected. The class of each dataset was classified by using the classification algorithms (KNN, Logistic 
Regression, Nave Bayes, Random Forest, and SVM) selected in the study. For each dataset, we applied 
10-fold cross validation method. 10% to 100% oversampling method is applied for each fo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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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features of the dataset is measured. The meta-features selected are HHI, Number of Classes, Number 
of Features, Entropy,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 Hub Score. 
F1-score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ix 
meta-features including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and HHI proposed in this stud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1) The meta-features HHI proposed in this study was significant 
in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2) The number of variabl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unlike the number of classes, but it has a positive effect. (3) The number of class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4) Entrop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5) The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also significantly affects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at a significant level of 0.01. (6) The nonlinearity of linear classifiers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lassificatio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the classification algorithms 
were also consistent. In the regression analysis by classification algorithm, Naïve Bayes algorithm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variables unlike other classification algorithms. This study has 
two theoretical contributions: (1) two new meta-features (HHI, Reverse ReLU Silhouette score) was proved 
to be significant. (2) The effects of data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classification were 
investigated using meta-features. The practical contribution points (1)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algorithm recommend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atasets. (2) Many 
data scientists are often testing by adjusting the parameters of the algorithm to find the optimal algorithm 
for the situation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re different. In this process, excessive waste of 
resources occurs due to hardware, cost, time, and manpowe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machine learning-based system developers.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consists of introduction, related research, research model, experiment, conclusion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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