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6권 제2호 (2018. 7)

41

● 요   약 ●  

특징 선택이란, 기계학습에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특징들을 분석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특징

의 부분집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특징 선택 연구는 수십만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는 응용분야에서 주로 연구

된다. 이러한 응용 분야는 주로 텍스트 처리, 유전자 배열 분석과 같은 고차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또한, IoT 환경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나 데이터의 가공을 위해서는 특징 선택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징 

선택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IoT 환경에서 특징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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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오늘날, 세계는 Big Data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IoT 기기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 정보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저장되고 있다[1]. 이러한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의 계산과 분류를 하려면 특징 선택 기법이 필수적이다. 

특징 선택 기법은 기계학습에서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특징들을 분석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게끔 특징의 

부분집합을 찾아내는 방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IoT 환경에서의 

적절한 특징 선택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특징 선택 기법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IoT 환경에 적절한 특징 

선택 기법은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Feature Selection

이번 세션에서는 특징 선택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며 각 특징 선택 

종류의 동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한다. 특징 선택의 종류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Filter Method, Wrapper Method, Embedded 

Method로 구분한다.

1.1.1 Filter methods

Filter Methods는 일반적으로 전처리 단계로 사용한다. 또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독립적이며, 결과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스코어를 매겨 높은 순서대로 특징이 선택된다. 

1.1.2 Wrapper Methods

Wrapper Methods는 특징의 서브셋을 사용하며 학습을 한다.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은 특징 조합을 찾는 것이며, 특징들의 조합을 

다르게 하면서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 중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은 조합을 선택한다.

1.1.3 Embedded Methods

Embedded Methods는 보통 Filter Method와 Wrapper Method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의 서브셋을 학습 및 생성을 같이 진행하

며 최적의 특징을 선택한다. Wrapper는 모든 특징 조합이 학습을 

마친 뒤 특징들을 선택하지만 Embedded는 학습과정에서 최적화된 

특징을 선택한다는 점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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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이번 세션에서는 Feature selection에 관해 자세히 서술하고 IoT 

환경에 맞는 기법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1은 Filter Method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Fig. 1. Filter Method 흐름도 

Filter Methods 알고리즘은 FCBF, mRMR 등이 있다. 또한, 

Filter Methods는 계산양이 적어 속도가 빠르지만 분류와 관련된 

특징이 제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아래의 그림2는 Wrapper Method의 전체적인 흐름도이다.

Fig. 2. Wrapper Method 흐름도 

Wrapper Methods 알고리즘은 Support Vector Machines 

(SVM), K-nearest Neighbors (KNN), Naive Bayes (NB) 등이 

있다. Wrapper Methods는 계산양이 많아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특징 선택이 가능하다.

아래의 그림 3은 Embedded Methods의 전체적인 흐름도 이다.

Fig. 3. Embedded Methods 

Embedded Methods의 알고리즘에는 Regularized trees, 

Memetic algorithm, Random multinomial logit 등이 있다.

IoT 환경은 자원 Resource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Device의 성능도 

일반 컴퓨터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IoT 환경에서는 Wrapper 

Methods같이 계산양이 많은 특징 선택 기법보다는 Filter Methods와 

같이 계산양이 적은 특징 선택 기법이 더 적합하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특징 선택 기법들을 서술하고 IoT 환경에 적합한 

특징 선택 기법을 제안하였다. IoT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성능이나 자원 Resource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Wrapper 기법이나 Embedded 기법을 이용해 Filter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IoT 환경에도 적합한 알고리즘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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