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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timal threshold estimation is considered in order to discriminate the mixture distribution in the fields
of Biostatistics and credit evaluation. There exists well-known various accuracy measures that examine the dis-
criminant power. Recently, 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F1 statistic were studied to estimate optimal
thresholds. In this study, we explore whether these accuracy measures are appropriate for the optimal threshold
to discriminate the mixture distribution. It is found that some accuracy measures that depend on the sample size
are not appropriate when two sample sizes are much different. Moreover, an alternative method for finding the
optimal threshold is propose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hat defines the ratio of the confusion matrix, and
the usefulness and utility of this method are also discu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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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신용평가에서 부도(default)와 정상(non-default) 상태 또는 의학통계에서 양성/질병(positive/disease)과 음성/

건강(negative/non-disease)으로구분되어이루어진혼합집단에서이진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고려한다.
부도또는질병(default/disease)모수 θd와정상또는건강(non-default/non-disease)모수 θn의두종류로구성된

모수공간을 Θ = {θd, θn}로가정한다.예를들어신용측정을위한확률변수또는의료측정/진단확률변수 X
의누적분포함수는각각 Fd(x) = P(X ≤ x; θd), Fn(x) = P(X ≤ x; θn)이며,부도와정상의혼합분포에대하여는
혼합누적분포함수인 F(x) = γFd(x)+(1−γ)Fn(x)로설정하는데,여기서 γ는부도로판별된표본(nd)이전체표
본(nd + nn)에서의비율인 nd/(nd + nn)로추정하며전체부도율또는질병률(total probability of default/disease)
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d(x) ≥ Fn(x)을 가정한다 (Metz와 Kronman, 1980; Hsieh와
Turnbull, 1996; Provost와 Fawcett, 2001; Engelmann등, 2003; Pepe, 2003; Fawcett, 2006).본논문은신용평가
분야에대하여설명하기로하고,부도와정상함수의혼합분포가주어질때대출상환능력에따라부도와정상
상태를판별하기위하여최적분류점(optimal threshold, cut-off point)을추정하는문제를연구한다.

두 분포함수를 판별하는 임의의 분류점에 대하여 전체 혼합 표본을 2 × 2 혼동행렬(confusion matrix)
로 표현한다. 혼동행렬은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False Negative (FN)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P는 실제 양성(positive, true, default)인데 분류모형에서 예측이 양성으로 판단하는
경우, FP는 실제 음성(negative, false, non-default)인데 예측이 양성이라고 판단된 경우이며, TN은 실제 음성
인데음성이라고예측이라고판단된경우, FN은실제양성인데예측이음성이라고판단된경우이다.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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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ve categories for accuracy measures

Category Accuracy measure Condition
1 closest-to-(0, 1) criterion fd(x)/ fn(x) = Fn(x)/(1 − Fd(x))

2

Youden index, True rate,
Amended closest-to-(0, 1) criterion, fd(x) = fn(x)

Maximum vertical distance
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3 Symmetric point Fn(x) = 1 − Fd(x)
4 Total accuracy fd(x)/ fn(x) = (1 − γ)/γ
5 Accuracy area fd(x)/ fn(x) = Fd(x)/(1 − Fn(x))

False Positive Rate (FPR)는 FP/nn = F̂n(x)=1-specificity 그리고 True Positive Rate (TPR)는 TP/nd = F̂d(x)=
sensitivity로정의한다 (Pepe, 2003; Tasche, 2008).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곡선은의학통계와신용평가분야등에서두개의범주로분류하
는모형의성능을탐색하는유용한시각적인방법이다 (Altman과 Bland, 1994; Green과 Swets, 1966; Bamber,
1975; Egan, 1975; Metz, 1978; Hanley와 McNeil, 1982; Swets, 1988; Centor, 1991; Zweig와 Campbell, 1993;
Vuk와 Curk, 2006; Tasche, 2008 등). ROC 곡선은 모형의 임의의 분류점에 따른 FPR과 TPR의 관계를 이차
원 평면에 수평과 수직축을 각각 Fn(x), Fd(x)로 구현한다. 임의의 분류점 u에 대한 ROC 곡선의 좌표는(1 −
Specificity, Sensitivity) = (u,ROC(u))이며, 여기서 ROC 함수는 ROC(u) = Fd(F−1

n (u)), u ∈ [0, 1]이다 (Egan,
1975; Spackman, 1989; Zweig와 Campbell, 1993; Bradley, 1997; Fawcett와 Provost, 1997; Pepe, 2003; Tasche,
2008; Hong과 Lee, 2018).
혼동행렬에서 TP와 TN이많은경우와 TPR과 TNR이높은경우가판별력이높은모형이므로,혼동행렬

이외에도혼합분포그리고 ROC곡선에서정의되는높은판별력을측정하는많은정확도측도들이존재한다.
그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정확도 측도들은 ‘(0, 1)까지최단거리기준(closest-to-(0, 1) criterion, C; Perkins
와 Schisterman, 2006)’, ‘Youden지수(J; Youden, 1950)’, ‘최대수직거리(maximum vertical distance, MVD;
Krzanowski와 Hand, 2009)’, ‘수정된(0, 1)까지최단거리기준(amended closest-to-(0, 1) criterion, AC; Perkins와
Schisterman, 2006)’, ‘민감도와특이도의합(sum of sensitivity and specificity, SSS; Connell과 Koepsell, 1985)’,
‘진실율(true rate, TR; Hong 등, 2010)’, ‘대칭점(symmetric point, SP; Moses 등, 1993; Pepe, 2003)’, ‘전체정
확도(total accuracy, TA; Lambert와 Lipkovich, 2008)’, 그리고 ‘정확도면적(accuracy area, AA; Brasil, 2010)’
인 아홉 가지이다. 분류모형에서 제Ⅰ종 오류(α=FNR=1-TPR)와 제Ⅱ종 오류(β=FPR=1-TNR) 각각 또는 두
종류의오류합(α + β)을최소화하는최적분류점을추정하는연구로 Hong등 (2011)과 Yoo와 Hong (2011)은
최적분류점을 유도하는 아홉 가지 정확도 측도들을 분포함수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다섯 범주로 Table 1에
구분하였다.
혼동행렬의 네 가지 성분인 TP, FP, TN 그리고 FN을 이용한 상관계수인 식 (1.1)의 Matthews의 상관계

수(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 MCC)는 –1.0과 1.0 사이의 범위에 존재하고 분류성능이 높을수록 1.0에
가까워진다 (Matthews, 1975).그리고정밀도(precision)와재현율(recall)의조화평균(harmonic mean)으로정
의하는식 (1.2)의 F1 통계량은 0.0보다크고 1.0보다작은값이며,분류가잘될수록 1.0에가까워지는특성이
있다 (Sokolova등, 2006).

MCC =
TP × TN − FP × FN

√
(TP + FP) × (TP + FN) × (TN + FP) × (TN + FN)

, (1.1)

F1 = 2 ×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
2 × TP

2 × TP + FP + FN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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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등 (2020)은 분류성능 측정이 가능한 MCC와 F1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류모형에 적용하였다. MCC
를 [0, 1]사이로표준화한 nMCC = (MCC + 1)/2를세로축에그리고 F1 통계량을가로축에설정하여 nMCC
와 F1의관계를표현하는MCC-F1 곡선을제안하였다 (Figure 1). MCC와 F1 통계량모두표본크기에영향을

받기때문에표본크기에영향을받지않는 ROC곡선의단점을보완할수있으며,단위면적인사각형안에서
구현되는 MCC-F1 곡선이오른쪽위의점 (1, 1)에가까울수록분류가잘된다고판단하므로점 (1, 1)에가장
가까운 MCC-F1 곡선의 점을 최적분류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Cao 등, 2020). 따라서 Cao 등
(2020)이 제안한 MCC 또는 nMCC와 F1 통계량도 정확도 측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적분류점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가 서로 다른 두 종류 혼합분포로 구성된 분류모형을 설정하여 최적분류점을

선택하는 다섯 범주로 구분된 아홉 가지 정확도 측도들과 Cao 등 (2020)이 설명한 MCC-F1 곡선을 바탕으

로 하는 MCC와 nMCC 통계량 그리고 F1 통계량이 최적분류점으로 적절한 정확도 측도인지를 살펴본다.
부도와정상상태의확률표본의크기차이가많은경우에는표본크기에의존하는정확도측도들이최적분류

점을설정하는데적절하지않음을파악하고자한다.또한표본크기에의존하지않는정확도측도들중에서도
최적분류점을 추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탐색한다. 다음으로는 MCC와 F1 통계량의 대안적인 정확도 측도를

제시하여최적분류점을발견하는방법을제안하는것을연구목적으로한다.
논문의 2절에서는많이사용하는정확도측도들과Cao등 (2020)의최적분류점을설정하기위하여정확도

측도로 사용한 MCC와 F1 통계량이 두 종류의 분포로 구성된 혼합분포를 판별하는 최적분류점으로 적절한

지를 살펴본다. 두 종류의 분포함수를 다양한 정규분포로 그리고 두 분포로부터 추출한 확률표본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적절한 최적분류점의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지 않는
원인을파악하여이를대체하는정확도측도를 3절에서제안한다.비율로표현되는혼동행렬에서정의된상
관계수를 이용하여 최적분류점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많이 사용하는 정확도 측도와 비교 설명한다.
4절에서는 두 종류의 실증예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에 대하여 토론한다. 마지막 5
절에서는결론을유도하고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의활용성등에대하여설명한다.

2.정확도측도인 MCC와 F1 통계량

Cao 등 (2020)의 MCC-F1 곡선은 다양한 베타분포에서 연구하였으며, 부도와 정상 상태의 표본크기가 각각
nd=nn=10,000, nd=1,000 < nn=10,000 그리고 nd=10,000 > nn=1,000인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베타분
포는 종 모양(bell-shape)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의 크기 비교가 시각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1절에서 설명한 두 분포 Fd(x), Fn(x)로 구성된 혼합분포이며 일반적인 가정인 Fd(x) ≥ Fn(x)에서
이진분류하는판별분석을고려하면서 nMCC와 F1 통계량을기존의정확도측도와비교하여적절성을살펴

본다.
부도상태의분포를표준정규분포인 N(0, σ2

d = 1)로,정상상태의분포를정규분포인 N(1, σ2
n)으로설정

하고, σ2
n은 0.52, 1.02, 1.52으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분산 크기에 따른 차이를 탐색한다. nMCC 통계량

그리고 F1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Cao 등 (2020)의 연구와 동일한 세 종류의 표본크기를
고려한다. 최적분류점을 선택하는 다섯 범주로 구분된 아홉 가지 정확도 측도들과 Cao 등 (2020)이 제안한
정확도측도들을함께비교하여다섯범주와 nMCC, F1 통계량의최댓값에대응하는분류점을 Table 2에정
리하였다. Table 2에서 4범주를제외한범주에서는표본크기에의존하지않으며, 4범주에서표본크기가같은
경우(nd = nn)일때는 2범주와동일하다.
이진분류에서만족해야하는최적분류점에대한조건을다음의 Remark 1과 2에설명하였다.

Remark 1. 두 분포함수를 따르는 각각의 확률표본의 분류를 최적화하는 분류점은 두 분포함수의 평균

사이에위치하는것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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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resholds for various accuracy measures

σ2
nThreshold

0.52 1.02 1.52

1 category 0.5530 0.5000 0.5606
2 category 0.3812 0.5000 0.9028
3 category 0.6666 0.5000 0.4000

4 category
nd = nn 0.3812 0.5000 0.9028
nd < nn –0.2292 –1.8026 –5.0000
nd > nn 5.0000 2.8026 2.5450

5 category 0.4663 0.5000 0.4475

nMCC
nd = nn 0.2476 0.5000 1.2905
nd < nn –0.1748 –0.1399 0.9154
nd > nn 0.4868 1.1399 2.1170

F1

nd = nn 0.5818 1.0774 1.4150
nd < nn –0.0244 –0.1714 0.4255
nd > nn 5.0000 2.4292 2.5914

Remark 2. 두분포함수의분산이서로다른경우에서의최적분류점은두분포함수의평균의중앙에서두

분산 중에서 큰 분산을 갖는 분포함수의 평균에 가깝게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분산 차이가 더욱
커질수록큰분산을갖는분포함수의평균에더욱가깝게이동한다.

2절에서 설정한 상황에서의 최적분류점은 두 분포함수의 평균인 0.0과 1.0 사이에 존재하여야하는 Re-
mark 1의 관점에서 탐색한다. Table 2에서 4 범주를 살펴보면, 표본크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2 범주와 동일
하나, 표본크기가 같지 않은 nd < nn인 경우에는 분류점은 0.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나타나고, nd > nn인

경우에는 1.0보다큰값의분류점으로나타나며 σ2
n의크기와는관계가없다.또한 nMCC통계량을살펴보면,

nd = nn이고 σ2
n > 1일 때는 1.0보다 큰 값의 분류점으로 나타나고, nd < nn이고 σ2

n ≤ 1일 때는 0.0보다 작은
음수값으로나타나며, nd > nn이고 σ2

n ≥ 1일때는 1.0보다큰값의분류점으로나타난다.그리고 F1 통계량은

nd < nn이고 σ2
n ≤ 1일때는 0.0보다작은음수값으로나타나고, nd > nn일때는분산크기와관계없이항상 1.0

보다큰값의분류점으로나타난다. nd = nn이고 σ2
n ≥ 1일때는 1.0보다큰값의분류점으로나타난다.따라서

4범주, nMCC그리고 F1 통계량에대응하는최적분류점은 Remark 1을만족하지않는다.
분포함수의분산크기와표본크기에영향을받는 nMCC와 F1 통계량이정확도측도로부적절함을확인

하기위하여,부도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를각각표준정규분포인 N(0, 1)와 N(1,1)인정규분포로설정하고
두 확률표본의 크기 차이가 큰 경우인 nd=1,000 < nn=10,000와 nd=10,000 > nn=1,000인 경우에 대하여 Cao
등 (2020)이 제안한 nMCC-F1 곡선을 Figure 1(a)와 (b)에 각각 구현하였다. Figure 1(a)와 (b)에서 최적분류
점으로 제안한 nMCC-F1 곡선에서 점(1, 1)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꼭짓점의 두 좌표는 각각(F1, nMCC) =

(0.3273, 0.6257)그리고(0.9252, 0.6241)이다.
nd < nn인 경우의 Figure 1(a)의 꼭짓점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을 구하기 위하여, 확률변수 X에 대한

nMCC와 F1곡선을각각 Figure 2(a)와 (b)에구현하였다. Figure 2(a)와 (b)에서최댓값의좌표는각각(x, nMCC)
=(−0.1399, 0.6257)와 (x, F1)=(−0.1714, 0.3273)으로 nMCC의 최댓값에 대응하는 분류점은 −0.1399이며, F1

의 최댓값에 대응하는 분류점은 −0.1714로 Table 2에서의 값과 일치하지만 0.0보다 작은 음수값을 갖는다.
따라서 이 두 최적분류점은 모두 Remark 1을 만족하지 않으며 두 값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Figure 1(a)의
nMCC-F1 곡선의꼭짓점을최적분류점으로선택하기어렵다.그리고 nd > nn인경우의 Figure 1(b)의꼭짓점
(0.9252, 0.6241)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nMCC와 F1 곡선을 각각 Figure 2(c)와 (d)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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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d = 1000, nn = 10000 (b) nd = 10000, nn = 1000

Figure 1: nMCC-F1 plot.

(a) nMCC curve nd=1000,
nn=10000

(b) F1 curve nd=1000,
nn=10000

(c) nMCC curve nd=10000,
nn=1000

(d) F1 curve nd=10000,
nn=1000

Figure 2: nMCC and F1 curves.

현하였다. Figure 2(c)와 (d)에서최댓값의좌표는각각(x, nMCC)=(1.1399, 0.6257)과 (x, F1)=(2.4292, 0.9528)
로 nMCC 곡선에서 얻은 최적분류점은 1.1399이고 F1 곡선에서 얻은 최적분류점은 2.4292로 Table 2에서의
값과일치하지만 1.0보다큰값을갖는다.따라서 Figure 1(a)와유사하게두최적분류점은 Remark 1을만족하
지않을뿐만아니라두값이동일하지않으므로 Figure 1(b)의 nMCC-F1 곡선의꼭짓점역시최적분류점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므로 Cao 등 (2020)이 제안한 nMCC-F1 곡선으로부터 얻은 최적분류점은 nMCC와 F1

곡선 각각으로부터 구한 최적분류점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모두 Remark 1에 위배되어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nMCC와 F1 통계량은최적분류점을구하기위한정확도측도로적절하지않다고탐색할수있다.
두 확률표본의 크기 차이가 큰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에 의존하는 4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인 전체

정확도(TA)와 nMCC, F1 통계량에 대한 분류점은 Remark 1을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Remark 1을만족하지않는분류점들은 Table 2에서이탤릭글씨로표현하였다.
다음으로 두 확률표본의 평균 사이에 분류점이 존재하는 Remark 1을 만족한 다음에 최적분류점의 상세

한위치에관한 Remark 2의관점에서살펴본다. σ2
d = 1.02보다작은 σ2

n = 0.52인경우에는 Remark 2에의해
최적분류점은두확률함수의평균들의중앙값인 0.5보다작은값을가져야하고, σ2

n이 1.0보다큰 1.52인경우

에는 최적분류점이 0.5보다 큰 값을 가져야한다. Table 2의 결과로부터 σ2
n = 0.52인 경우에는 2와 5 범주에

대응하는최적분류점은 Remark 2로설명할수있으나 1과 3범주인 ‘(0, 1)까지최단거리(C)’와 ‘대칭점(SP)’에



82 Chong Sun Hong, Se Hyeon Oh, Ye Won Choi

대응하는최적분류점은 Remark 2로설명할수없다.또한 nd = nn일때, F1 통계량에대응하는최적분류점도

Remark 2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σ2
n = 1.52인 경우에는 3과 5 범주인 ‘대칭점(SP)’과 ‘정확도면적(AA)’

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과 nd < nn일 때의 F1 통계량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도 역시 Remark 2로 설명할 수
없다. Remark 2를만족하지않는최적분류점을 Table 2에서옅은글씨로나타내었다.

Remark 1과 2를 기반으로 정확도 측도들을 살펴본 결과 오직 2 범주에 속하는 ‘Youden지수(J)’, ‘진실
율(TR)’, ‘수정된(0, 1)까지최단거리기준(AC)’, ‘최대수직거리(MVD)’, ‘민감도와특이도의합(SSS)’의정확도
측도가최적분류점을추정하는데좋은통계량임을확인하였고 Table 2에굵은글씨로강조하였다.

Cao 등 (2020)은 MCC-F1 곡선에서 점(1, 1)과 가까운 지점을 최적분류점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MCC
와 F1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표본크기 차이가 큰 경우에는 MCC-F1의 최적분류점에 대

응하는 값은 0과 1사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Remark 1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분산이 다른 경우에도 F1

을 최대화하는 분류점에 대하여 Remark 2를 만족하지 않으므로 Cao 등 (2020)의 방법으로는 최적분류점을
추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4 범주 역시 Remark 1과 2를 모두 만족하지 않았고
다른 범주들 역시 Remark 1 또는 2를 만족하지 않았다. 따라서 Remark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유일한 최적
분류점은 2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를 이용한 분류점이다. 그러므로 2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는 1과
3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들과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는 4 범주에 속하는 정확도 측도와 Cao 등 (2020)이
제안한MCC와 F1 측도들보다최적분류점을추정하는데좋은정확도측도임을확인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 Cao등 (2020)이제안한표본크기에의존하는 nMCC와 F1 정확도측도들이최적분류점을

구하는데부적절하다는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혼동행렬에서빈도수가아닌비율인 FPR, TPR, FNR, TNR
을 고려하면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관계수를 정확도 측도로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최대화하는

분류점을최적분류점으로추정하는방법을 3절에서제안한다.

3.상관계수를이용한방법

Cao 등 (2020)이 사용한 식 (1.1)의 Matthews의 상관계수(MCC)는 혼동행렬의 빈도수로 정의한 상관계수이
지만, 이차원 분할표에서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CC)는 식 (3.1)로 정의된다 (Hong과 Lim, 1997;
Hong, 2000).혼동행렬에서는 TPR + FNR = 1.0그리고 TNR + FPR = 1.0이므로혼동행렬의상관계수(CC)
는식 (3.1)과같이간단히정의할수있다.

CC =
TPR × TNR − FPR × FNR
√

(TPR + FPR) × (TNR + FNR)
=

[Fd(x) − Fn(x)]
√

[Fd(x) + Fn(x)] × [2 − Fn(x) − Fd(x)]
. (3.1)

이차원 2×2분할표에서 CC는 –1.0과 1.0사이의값을가지나일반적인분포가정 Fd(x) ≥ Fn(x)에서구한
이차원 혼동행렬에서는 모든 실수의 분류점 x에 대해 CC 값은 0.0과 1.0 사이에서 존재하며, TPR = TNR =

1.0일 때, 즉 Fd(x) = 1.0과 Fn(x) = 0.0으로 완벽한 판별일 때 CC =1.0이다. 확률변수 X에 대한 CC 곡선은
증가하다가감소하는위로볼록한(concave)곡선형태로나타난다 (Figure 4).따라서 CC를최대화하는분류
점을 최적분류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Remark 1과 2를 만족하는 유일한 최적분류점인
2범주를대표하는 Youden지수(J)와상관계수(CC)를이용하여구한최적분류점들을비교분석한다.

2절에서 설명한 Remark 1과 2는 최적분류점이 만족해야 하는 특성이지만, 최적분류점들을 오류의 관점
에서비교하기위하여 FNR(α = 1 − Fd(x))과 FPR(β = Fn(x))에대한특징을 Remark 3에설정한다.

Remark 3. 큰 분산을 갖는 분포함수의 평균에 가깝게 위치하는 최적분류점은 작은 분산의 분포함수에

대응하는최적분류점보다오류가적은것은당연하고적절하다.

부도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를각각표준정규분포와 N(1, σ2
n)으로설정하고, σ2

n = 0.7과 1.3에대한확률
밀도함수와 2범주의 J와 CC를이용하여구한최적분류점을 Figure 3(a)와 (b)에각각구현하였다.부도상태의



Optimal threshol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confusion matrix 83

(a) σ2
n ¡ σ2

d (b) σ2
n ¿ σ2

d

Figure 3: Variations of FPR and FNR.

Table 3: Thresholds when σ2
d ≥ σ

2
n

J CC
Threshold α β Threshold α β

σ2
n

0.7 0.3990 0.3449 0.2363 0.2558 0.3991 0.1869
0.8 0.4292 0.3339 0.2617 0.3233 0.3732 0.2247
0.9 0.4633 0.3216 0.2858 0.4067 0.3421 0.2659
1.0 0.5000 0.3085 0.3085 0.5000 0.3085 0.3085

분산보다작은정상상태의분산이 σ2
n = 0.7인경우에분류점은부도상태의분포함수의평균에근접하는두

확률함수의 평균 사이인 0.5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작은 분산인 정상 상태의 분포함수에 대응하는 오류인
FPR(β)이 작은 값을 갖는다 (Table 3). Figure 3(a)를 살펴보면, σ2

n=0.7인 경우에 두 최적분류점들은 모두 0.5
보다작으며따라서 FNR보다 FPR의영역이작아짐을탐색할수있다.따라서 Remark 3가성립한다.그리고
두 최적분류점들 중에서 CC를 최대화하는 분류점 xCC가 J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J보다 0.0에 가까이
위치하며, CC에대응하는 FPR(β)이 J에대응하는것보다작음을발견할수있다.

정상 상태의 분산 σ2
n이 1.0보다 큰 1.3인 경우에 분류점은 정상 상태의 분포함수의 평균에 근접하여 0.5

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작은 분산인 부도 상태의 분포함수에 대응하는 오류인 FNR(α)이 작은 값을 갖는다
(Table 4). Figure 3(b)를살펴보면 σ2

n=1.3일때의두최적분류점들은모두 0.5보다크며따라서 FPR보다 FNR
의 영역이 작아짐을 탐색할 수 있으므로 역시 Remark 3가 성립한다. 또한 두 최적분류점들 중에서 CC를 최
대화하는분류점 xCC가 J를최대화하는분류점 xJ보다 1.0에가까이위치하며, CC에대응하는 FNR(α)이 J에
대응하는것보다작음을발견할수있다.

결론적으로 σ2
n이 σ2

d 보다 작으면 CC를 최대화하는 분류점 xCC가 J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J보다 작

으므로 FP의 영역이 작아진다. 따라서 CC에 대응하는 FPR(β)은 J에 대응하는 것보다 작다. 그리고 σ2
n이 σ2

d

보다크면 CC를최대화하는분류점 xCC가 J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J보다크므로 FN의영역이작아진다.
그러므로 CC에대응하는 FNR(α)이 J에대응하는것보다작다현상을발견하였다.

부도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의분산의크기를다양하게설정하면서일반화시키기위하여,부도상태의
분포함수를 N(0, 1)로그리고정상상태의분포함수를 N(1, σ2

n)으로설정하면서 σ2
n을 0.7부터 1.3까지 0.1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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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σ2
n = 0.7 (b) σ2

n = 0.8 (c) σ2
n = 0.9

Figure 4: Thresholds on the CC curve when σ2
d > σ

2
n.

가시키면서각각에대하여 2범주의 J와 CC를이용하여구한최적분류점을 3.1절과 3.2절에서구한다.각각의
경우에 CC곡선을구현하고두종류의최적분류점을 CC곡선에표시하면서특징을파악한다.

3.1.경우 1:정상상태의분산이작은경우

정상 상태 분포함수의 분산이 작은 경우(σ2
d ≥ σ2

n)에 대하여, σ2
n이 0.7부터 1.0까지의 J와 CC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과 이에 대응하는 오류의 값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CC와 J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들은모두 0.0보다크며 0.5이하의값을가지므로 Remark 1과 2를만족한다.특히,경우 1에서 CC
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cc는 J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J보다작으며, σ2

n이 σ2
d보다작을수록작은값을

갖는다 (0.0 < xcc < xJ < 0.5). 따라서 최적분류점 xcc에 대응하는 제Ⅰ종 오류(α)는 xJ에 대응하는 것보다

크지만(αCC > αJ), 제Ⅱ종 오류(β)는 최적분류점 xcc에 대응하는 β가 xJ에 대응하는 것보다 작다(βCC < βJ).
오류합(α + β)은최적분류점 xcc에대응하는오류합이 xJ에대응하는것보다크다((α + β)CC > (α + β)J).

확률변수 X가두분포함수의평균사이인 0.0부터 1.0까지에서이에대응하는식 (3.1)의상관계수 CC를
구하여 이차원 평면에 CC 곡선을 제안하고, Figure 4에 구현하였다. CC 곡선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오목
(concave)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CC 곡선의 최댓값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이 xcc이며, J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J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σ2

n이 감소할수록(오른쪽에서 왼쪽 방향), 증가하는 곡선 부분
이 축소되고 감소하는 곡선이 확대되면서 CC의 최댓값은 증가한다. 또한 xcc와 xJ의 차이도 증가하는 것을

파악할수있다.

정상상태분포함수의분산이작은경우(σ2
d ≥ σ

2
n)에최적분류점 xcc는 xJ보다큰분산을갖는부도상태분

포함수의평균에가깝게위치하며,작은분산을갖는정상상태분포함수에대응하는 xcc에대응하는제Ⅱ종

오류 (β)가 xJ에 대응하는 오류보다 적으므로 Remark 3로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러므로정상상태분포의분산이작은경우에서는정확도측도로 CC통계량을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이
제Ⅱ종오류의관점에서정확도측도 J보다좋은최적분류점임을발견하였다.

3.2.경우 2:정상상태의분산이큰경우

정상 상태 분포함수의 분산이 큰 경우(σ2
d ≤ σ

2
n)에 대하여, σ2

n이 1.0부터 1.3까지의 J와 CC를 최대화하는 최
적분류점과이에대응하는오류의값을 Table 4에나타내고, CC곡선을 Figure 5에구현하였다. Table 4에서 J
와 CC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은모두 0.5이상이며 1.0사이에있으므로 Remark 1과 2를만족한다.경우 2
에서는경우 1과는다르게 CC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cc는 J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J보다크며 σ2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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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resholds when σ2
d ≤ σ

2
n

J CC
Threshold α β Threshold α β

σ2
n

1.0 0.5000 0.3085 0.3085 0.5000 0.3085 0.3085
1.1 0.5380 0.2953 0.3298 0.5967 0.2754 0.3503
1.2 0.5762 0.2822 0.3494 0.6914 0.2447 0.3891
1.3 0.6140 0.2696 0.3675 0.7803 0.2176 0.4236

(a) σ2
n = 1.1 (b) σ2

n = 1.2 (c) σ2
n = 1.3

Figure 5: Thresholds on the CC curve when σ2
d < σ

2
n.

σ2
d보다클수록큰값을갖는다(0.5 < xJ < xcc < 1.0).따라서경우 2에서는최적분류점 xcc에대응하는제Ⅰ종

오류(α)는 xJ에 대응하는 것보다 작으며(αCC < αJ), 제Ⅱ종 오류(β)는 최적분류점 xcc에 대응하는 β가 xJ에

대응하는것보다크다(βCC > βJ).그리고오류합(α + β)은최적분류점 xcc에대응하는오류합이 xJ에대응하는

것보다크다((α + β)CC > (α + β)J).

경우 2에서의 CC곡선을구현한 Figure 5를살펴보면,오목함수인 CC곡선의최댓값에대응하는최적분
류점 xcc는 J를최대화하는최적분류점 xJ보다오른쪽에위치한다.그리고 σ2

n이증가할수록(왼쪽에서오른쪽
방향), Figure 4와대조적으로증가하는 CC곡선이확대되고감소하는곡선이축소하면서 CC의최댓값은감
소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마찬가지로 xcc와 xJ의차이도점점증가한다.또한 σ2

n이 1.0보다커질수록 CC의
최댓값은 감소한다. 따라서 경우 1(σ2

d ≥ σ
2
n )과 경우 2(σ2

d ≤ σ
2
n)를 통해서 σ2

n이 증가할수록 CC의 최댓값이
감소함을탐색하였다.

정상상태분포함수의분산이큰경우(σ2
d ≤ σ

2
n)에최적분류점 xcc는 xJ보다큰분산을갖는정상상태분

포함수의평균에가깝게위치하며,작은분산을갖는정상상태분포함수에대응하는 xcc에대응하는제Ⅰ종

오류 (α)가 xJ에 대응하는 오류보다 적으므로 Remark 3로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정상상태분포함수의분산이큰경우에는정확도측도로 CC를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이제Ⅰ종오류의
관점에서정확도측도 J보다좋은최적분류점임을발견하였다.

부도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의분산의크기를다양하게설정한상황에서상관계수(CC)를정확도측도로
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 xcc는본논문에서설정한Remark 1부터 3까지모두적절하게만족하면서유용하게
많이사용하는정확도측도인 J를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과비교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유도한다.

1. 부도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의분산이동일한경우에상관계수 CC를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

xcc는다른정확도측도로사용하여얻은최적분류점들과동일하다.



86 Chong Sun Hong, Se Hyeon Oh, Ye Won Choi

Table 5: Thresholds and errors

Example 1 Example 2
Threshold α β Threshold α β

J 0.6500 0.2578 0.2096 0.8197 0.2062 0.2399
CC 0.5908 0.2773 0.1910 0.8642 0.1937 0.2528

(a) Example 1 (b) Example 2

Figure 6: The CC curves.

2. 정상상태의분포함수의분산이부도상태보다큰경우에최적분류점 xcc는제Ⅰ종오류의관점

에서정확도측도 J보다좋은최적분류점이다.

3. 정상상태의분포함수의분산이부도상태보다작은경우에최적분류점 xcc는제Ⅱ종오류의관

점에서정확도측도 J보다좋은최적분류점이다.

4.실증예제

두 분포함수의 분산들이 σ2
d > σ2

n 또는 σ2
d < σ2

n인 두 경우의 실증예제를 살펴본다. 실증예제 1은 https://
www.csie.ntu.edu.tw/cjlin/libsvmtools/datasets/에서 자료 ‘liver disorders’를 사용한다. nd = 90, nn = 55로 구
성된 첫 번째 자료인 ‘liver disorders (McDermott와 Forsyth, 2016)’에서 첫 번째 변수를 사용한다. 실증예제
2는 2018년도 한국 K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위한 RS 등급(risk score rating) 자료를 이용하고, nd = 57335,
nd = 6929로 구성된 두 번째 자료인 ‘RS rating data of K Bank (Hong과 Jang, 2020)’에서 grade 변수를 이용
한다.

4.1.실증예제 1

첫 번째 실증예제는 ‘liver disorders’자료에서 class 변수값이 ‘0’은 질병(disease/default)이며 ‘1’은 정상(non-
disease/non-default)로설정하였다.질병과정상상태의자료는정규분포에적합하고추정된분포함수는각각
N(89.356, 13.4)과 N(90.728, 10.65)이며,질병상태의분포를표준정규분포로표준화시키면서정상상태의분
포는 N(1.372, 0.79)로 변환하였다. 이 예제는 3.1절의 σ2

d > σ2
n인 경우를 만족한다. 변환한 분포를 이용하여

Table 5의 왼쪽에는 3절과 마찬가지로 2 범주의 대표 측도인 J 통계량과 CC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을 각
각 구하고, 각각의 경우의 제Ⅰ종 오류(α) 와 제Ⅱ종 오류(β)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분포함수에 대한 CC
곡선은 Figure 6(a)에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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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왼쪽과 Figure 6(a)를 살펴보면, 오목 함수인 CC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cc는 J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J보다 작으며 이것은 0과 1.372 사이이며 두 평균의 중앙값인 0.686이하이다(0.0 < xCC < xJ <

0.686).따라서 Remark 1과 2를만족하는것을파악할수있다.그리고최적분류점 xcc에대응하는제Ⅱ종오류

(β)는 xJ에 대응하는 것보다 작다(βCC < βJ). 그러므로 실증예제 1에서는 3.1절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최적
분류점 xcc는 xJ보다큰분산을갖는질병상태의분포함수의평균에가깝게위치하며,작은분산을갖는정상
상태의분포함수에대응하는 xcc에대응하는제Ⅱ종오류(β)가 xJ에대응하는오류보다적으므로 Remark 3을
만족한다.

4.2.실증예제 2

두 번째 실증예제는 2018년도 K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위한 ‘RS rating data of K Bank’자료에서 Hong과
Jang (2020)은부도상태와정상상태의분포함수를정규분포에적합한 N(7.89, 2.742)과 N(9.4, 2.992)로각각
추정하였으므로본연구에서도동일한분포로설정한다.부도상태의분포함수를표준정규분포로표준화시
켰고,정상상태의분포는 N(1.51, 1.092)으로변환하였다.이실증예제는 3.2절의 σ2

d < σ
2
n인경우이다.변환한

분포를 이용하여 Table 5의 오른쪽에는 3절과 유사하게 J와 CC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을 각각 구하고,
각각의 경우의 제Ⅰ종 오류(α) 와 제Ⅱ종 오류(β)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CC 곡선은 Figure 6(b)에
구현하였다.

Table 5 오른쪽과 Figure 6(b)를 바탕으로 3.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CC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cc와 J
를 최대화하는 최적분류점 xJ는 0과 1.5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두 분류점 모두 두 평균의 중앙값인 0.755이상
으로나타난다(0.755 < xJ < xCC < 1.51).이실증예제에서 xcc는 xJ보다큰값으로 xJ의오른쪽에위치하므로

Remark 1과 2를 모두 만족한다. 그리고 최적분류점 xcc에 대응하는 제Ⅰ종 오류(α)는 xJ에 대응하는 것보다

작다(αCC < αJ). 그러므로 실증예제 2에서도 3.2절에서 얻은 결과와 유사하게 최적분류점 xcc는 xJ보다 큰

분산을 갖는 정상 상태의 분포함수의 평균에 가깝게 위치하며, 작은 분산을 갖는 부도 상태의 분포함수에
대응하는 xcc에대응하는제Ⅰ종오류(α)가 xJ에대응하는오류보다적으므로 Remark 3을만족한다.
두실증예제의결과인 Table 5와 Figure 6을바탕으로 3절에서제안한정확도측도인 CC를이용하여추정

한최적분류점의성격을모두만족함을탐색하였다.

5.결론

Chicco와 Jurman (2020)은 분류성능 측정이 가능한 MCC와 F1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류모형에 적용하였다.
특히 Cao 등 (2020)은 MCC를 표준화한 nMCC를 세로축에 그리고 F1 통계량을 가로축에 설정하여 nMCC
와 F1의 관계를 표현하는 MCC-F1 곡선을 제안하였고, MCC-F1 그림의 점 (1, 1)에 가까운 MCC-F1 곡선의

점을최적분류점이라고제안하였다.본연구에서는두분포로구성된혼합분포를이진분류로판별분석하는
상황에서많이사용하는정확도측도들과MCC와 F1통계량이정확도측도로서최적분류점추정의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두종류의분포함수를다양한정규분포로설정하고,두분포로부터추출한확률표본의크기를다양하게

설정한상황에서이진분류모형에서최적분류점이만족해야하는성질을 Remark 1과 2에서설명하였다.표본
크기에 의존하는 MCC와 F1 통계량은 표본크기에 상관없이 Remark 1과 2를 만족하지 못하고 기존1, 3, 4, 5
범주도 Remark 1과 2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 범주에 속하는 ‘Youden지수(J)’, ‘진실
율(TR)’, ‘수정된(0, 1)까지최단거리기준(AC)’, ‘최대수직거리(MVD)’, ‘민감도와특이도의합(SSS)’의정확도
측도만이최적분류점이만족해야하는성질을가지고있음을발견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인 Fd(x) ≥ Fn(x)에서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MCC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혼동행렬에서의 비율로 표현되는 상관계수(CC)라는 측도를 정의하고, CC의 최댓값에 대응하는 분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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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분류점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적분류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오류의 관점에서 Remark 3를
설정하였으며,정상과부도상태의분산들을다양한크기로설정하면서특징을탐색하였다. CC측도에대응
하는최적분류점은 2범주에속하는대표적인 Youden지수(J)에대응하는최적분류점과비교하면, Remark 1
과 2를만족한다.

Remark 1과 2를 만족하는 CC 측도와 2 범주의 Youden지수에 대응하는 최적분류점들을 비교하기 위해
Remark 3에대하여살펴보면,정상상태의분산이부도상태의분산보다큰경우에는제Ⅰ종오류(α)의관점
에서 CC에대응하는최적분류점이 2범주의최적분류점보다좋은측도이며,정상상태의분산이부도상태의
분산보다작은경우에는제Ⅱ종오류(β)의관점에서 CC에대응하는최적분류점이 2범주의최적분류점보다
좋은측도라고판단할수있다.

정상상태의분산이부도상태의분산보다작거나큰경우에해당하는두실증예제를통하여 CC에대응
하는 최적분류점이 Remark 1과 2를 모두 만족하며 오류의 관점에서 최적분류점을 해석하였을 때 CC 측도
로 구한 최적분류점이 Remark 3를 만족하므로, CC를 최대화하여 최적분류점을 추정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토론하였다. 의학통계와 신용평가 자료에 대한 두 실증예제에서는 2 범주에 속하는 ‘Youden지수(J)’, ‘진실
율(TR)’, ‘수정된(0, 1)까지최단거리기준(AC)’, ‘최대수직거리(MVD)’, ‘민감도와특이도의합(SSS)’의정확도
측도뿐만 아니라 CC를 최대화하여 구한 최적분류점이 신용평가 및 의학통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있다.

이진분류에서 CC를 최대화하여 추정한 최적분류점은 활용성 높은 2 범주에 속하는 측도들만큼 정확도
높은결과를유도하였다.최적분류점에대응하는제1종과제2종오류그리고오류합의크기가모두중요하지
만,어떤특이한경우에서는제1종오류또는제2종오류가더중요할수도있다.따라서제1종오류가중요한
관점인 경우에는 정상상태의 분산이 큰 경우에 CC 통계량이 J 통계량보다 우수하며, 제2종 오류가 중요한
관점인 경우에는 정상상태의 분산이 작은 경우에 CC 통계량이 J 통계량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
양한종류의정확도측도들과더불어본연구에서제안한상관계수를이용하는최적분류점추정방법을함께

이용하면보다합리적이고정확한판단을할수있음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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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행렬의상관계수를이용한최적분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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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학통계와신용평가분야에서혼합분포함수를판별하는최적분류점추정하기위하여판별력을측정하

는다양한정확도측도들이존재한다.최근에혼동행렬빈도수로표현되는Matthews의상관계수와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 통계량의 정확도 측도들이 최적분류점을 추정하는데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정확도 측도들 중에서 표본크기에 의존하는 정확도 측도들은 두 표본크기 차이가 많은 경우에 최적분

류점을설정하는데적절하지않음을발견한다.그리고대안적인정확도측도로혼동행렬의비율들의함수인
상관계수를정의하고,이를최대화하는분류점을최적분류점으로추정하는방법을제안하고이방법의유용
성과활용성에대하여토론한다.

주요용어:민감도,재현율,정밀도,정확도,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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