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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상적인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헬스케

어 데이터를 통해 예측 모델로 질병을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 데이터에

는 양성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데이터 불균형은 질병 예측 및 탐지 시 진행

하는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버샘플링과 결측값 

대치를 통해서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한다. AutoML을 기반으로 여러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고 모델 중 상위 3개

의 모델을 앙상블한다.

주제어 : 데이터 불균형, 오버샘플링, 헬스케어, AutoML, 결측값 대치

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mart healthcare technology, interest in daily diseases is 

increasing. However, healthcare data has an imbala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data. This 

is caused by the difficulty of collecting data because there are relatively many people who are 

not patients compared to patients with certain diseases. Data imbalances need to be adjusted 

because they affect performance in ongoing learning during disease prediction and analys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replace missing values through multiple imputation in detection 

model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prevalent or not, and resolve data imbalances through 

over-sampling. Based on AutoML using preprocessed data, We generate several models and select 

top 3 models to generate ensembl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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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헬스케어 빅데이터 산업은 유병률이 높은 질병

에서부터 기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는 가벼운 질환으

로까지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

료기관들은 환자에 대한 라이프로그 데이터, 의료 이미

지 데이터, 병원 진료기록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

다[1, 2]. 특히 수집된 헬스케어 데이터는 텍스트 및 이

미지,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양성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는 

비율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을 통한 질병 예측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체의 이상이 없는 대부분의 여성은 사춘기에 초경

을 시작하여 30-40년간의 장기간 동안 월경을 한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여성은 최소 한 번 이상의 월경

불순을 경험한다. 월경불순은 자궁 기능의 질환, 심리 

및 정신적 원인, 신체 밸런스의 붕괴 등으로 다양한 원

인을 가져 진단 및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월

경불순은 배란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여성호르몬 과

잉 상태가 지속되어 여성암 및 자궁암의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공

하는 원시자료에서 월경불순의 원인이 되는 특징을 분

석하고 추출된 특징들을 통해 머신러닝을 활용한 생리

불순 이진 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시자료에는 결측값과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한

다. 이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모델 성능의 신

뢰도를 저하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 클래스에서 결측값 대

치와 오버샘플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AutoML 기반 

이진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제안한다.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를 활용한 데이

터 결측값 대치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한다

[4]. 헬스 데이터의 경우 특정 질환에 대하여 양성 데이

터와 음성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하다. 이는 양성인 환자

보다 음성인 환자의 데이터 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 따라서 양성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의 비율을 맞추어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버 샘플링 알고

리즘인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를 통해 양성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의 비

율을 맞춘다[5].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는 

AutoML(Automated machine learning)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 학습을 비교 분석한다[6]. 사용자

는 자신의 헬스 데이터에 따라 분류 모델을 통해 월경

불순이 예측 가능하다. 또한 월경불순이 지속됨에 따라 

유발가능성 있는 여성암 및 자궁질환에 대한 예방책으

로 사용한다[7].

2. 관련 연구

2.1 MICE 함수를 활용한 결측값 대치

MICE(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는 연쇄방정식을 통해 자료의 결측치를 대

체하는 접근법이다. Fig. 1은 MICE 함수를 활용한 결

측값 대치 과정을 나타낸다.

Fig. 1. Process of Multipl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Fig. 1에서 MICE 함수는 결측치가 존재하는 데이터 

셋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객체를 반

환한다. 결측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 셋에 대해 무

작위로 추출된 난수를 이용하여 대체값을 계산하는 

Monte Carlo를 사용한다[8]. 이를 통해 결측 데이터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5~10개의 완전한 데이터 셋을 얻

는다.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 표준적 통계모델을 적

용시켜 해당되는 모수 및 표준편차 등을 구한다. 통계

적 데이터를 통해 각 모델에 대한 신뢰구간 및 결과값

이 산출된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확률분포를 통합하

여 목표값의 확률분포를 추정하는 Pool 함수를 사용한

다. 따라서 최종 모델의 표준오차와 p 값은 소수데이터 

다중 대치에 의해 생산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누락된 값을 하나의 통계적 데이터(중앙값, 

평균값)으로 채워 넣는 단순대치법(Single Im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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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표준오차에 대한 과소평가 및 부정확한 

p-value 값이 산출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낮춘다[9].

2.2 SMOTE를 활용한 데이터 불균형 처리

SMOTE 알고리즘은 기존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들을 서로 보완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합성하는 샘플링 방식이다. 식(1)은 기

존의 소수데이터를 보간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

는 방법이다.

      ×      (1)

독립변수 를 갖는 클래스 Ⅰ인 데이터를 하나 선정

한다. 선정된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k개의 클래스 

Ⅰ인 근접한 이웃 데이터를 탐색한다. 탐색된 데이터의 

독립변수를 라고 한다. 새롭게 생성될 점 는 와 

를 잇는 선분에서 임의로 뽑은 임의의 한 점이 된다. 

 은 0과 1 사이의 무작위 수이다. 에서 동

일 클래스의 데이터가 추가되고, 사용자의 지정값 만큼

의 반복을 통하여 데이터의 비율을 맞춘다[10]. 따라서 

소수 데이터가 다수데이터와 동등하게 샘플링 되는 것이 

가능하다. Fig. 2는 SMOTE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이다.

Fig. 2. Operation of SMOTE Algorithm

먼저 소수 데이터에 대해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선택한다. 첫 번째 선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접 데

이터 사이의 중간에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한다. 업 샘플링과 같이 소수 데이터를 반복 및 복

제하여 적정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클래스의 이동

에서 기인하는 변화를 통해 데이터를 합성하기 때문에 

과적합 문제를 해결한다.

2.3 AutoML을 활용한 모델 생성

AutoML은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기계학습 모

델의 개발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이다. Fig. 3은 

전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성된 이진분류기를 나

타낸다. 입력값과 파라미터 값의 조절을 통해 여러 모

델을 데이터의 형태에 맞게 자동으로 생성한다. 입력된 

데이터들이 회귀 및 분류 모델로 평가되며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모델들이 차례로 산출된다. 산출된 모델들

은 기준값에 따라 조합되어 새로운 앙상블 모델을 생성

한다.

Fig. 3. Binary Classifier Generated using Preprocessed 

Data

3. 불균형 클래스에서 AutoML 기반 분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처리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에서 월경불순인 여성과 아닌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11]. 월경불순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

한 비만, 골밀도 수치 저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한다[12,13]. 본 연구에서는 T-score, BMI(Body 

Mass Index), 개인의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를 특성으

로 둔다. T-score는 대퇴골, 요추, 대퇴골 경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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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골밀도 연령군의 표준편차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의 강도는 범주형 데이터이다. 모델 학습 알고리즘이 

범주형 데이터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범주형 변수

를 숫자형으로 인코딩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

서 범주형 데이터인 스트레스 정도는 Onehotencoding을 

통해 전처리한다. 골격도와 BMI는 평균을 0, 분산을 1

로 변경하는 Standscaler 함수를 사용하여 같은 범위

를 갖게 한다. 이는 특성 값의 범위가 달라 모델의 알고

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0으로 수렴하거나 

무한으로 발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4].

3.2 MICE 결측치 대치와 오버샘플링을 활용한 데이

터 전처리

입력 데이터는 2703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결측치가 포함된 행은 612개로 전체 데이터의 22%

를 차지한다. 입력 데이터 중 골격도 데이터는 결측치

가 존재하기 때문에 MICE를 활용하여 결측치를 대치

하여 정제된 데이터 셋을 구성한다. 결측치가 처리된 

데이터 셋은 생리불순이 아닌 여성과 생리불순인 여성

의 데이터비율에 불균형이 존재한다. Fig. 4는 생리불

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생리불순 양성 

데이터는 381개, 음성 데이터는 2322개로 구성된다. 

데이터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오버샘플링 알고리즘

인 SMOTE를 사용하여 비율을 조정한다. SMOTE 알

고리즘이 적용된 데이터의 비율은 양성 데이터 1000

개, 음성데이터 2322개로 약 1:2로 조정된다.

Fig. 4. Preprocessing of Dysmennorrhea Data

3.3 AutoML기반 분류 모델 생성

Fig. 5는 AutoML을 기반으로 MICE 결측값 대치와 

SMOT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불균형이 해소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전처리 된 데이터는 총 20개의 회귀 및 분류 모델에 적

용된다. 모델들은 생리불순인 여성과 생리불순이 아닌 

여성들의 특성값을 학습한다.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은 

각 성능이 산출되며 사용자가 의도하는 성능 평가 지표

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정렬된다. 모델들 중 가장 높

은 성능을 기록한 모델 3개를 조합하여 앙상블 모델을 

생성한다. 이는 여러 모델을 직접 실험해보는 시간 및 

리소스를 절약하고 각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Fig. 5. Process of Creating a Model using Preprocessed 

Data

4. 결과 및 성능 평가

제안된 AutoML을 활용한 생리불순 이진분류 모델

은 두 가지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첫째로 산출된 모델

은 정확도에 의해 평가된다. 정확도는 직관적으로 산출

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된다. 식(2)는 정확도

의 산출식을 나타낸다.

       
  

    (2)

식(2)에서 TP는 True Positive, TN은 True 

Negative, FP는 False Positive, FN은 False 

Negative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확도는 입력 데이터 

도메인이 불균형한 모델의 경우 편중이 발생하는 한계

를 가진다. 이는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F1-score를 사용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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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두 번째 성능평가는 F1-score를 통해 진행한다. 식

(3)은 F1-score의 산출식을 나타낸다. F1-score는 정

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을 이용한 성능지표다. 즉, 두 

지표를 모두 균형있게 반영하여 모델의 편향을 확인한

다. 따라서 F1-score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도와 재

현율의 균일한 값이 요구된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식(4)

으로 표현된다. 정밀도는 모델이 판단하는 생리불순인 

여성 중 실제 양성인 비율을 의미한다. 재현율은 실제

로 여성이 생리불순인 경우의 수 중에서 실제 양성인 

비율을 의미한다[15]. 일반적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은 

Trade-off의 관계를 가진다. Table 1은 전처리가 완

료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AutoML로 생성한 모델들의 

F1-score를 기준으로 기록된 성능평가 결과이다.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 of Single 

Classifier Generated by AutoML

Index Recall Prec. F1-score

Extra Trees 0.9246 0.8282 0.8737

Random Forest 0.9138 0.8413 0.8760

Light Gradient 0.9181 0.8537 0.8747

Decision Tree 0.9246 0.8266 0.8728

Gradient Boosting 0.9246 0.8346 0.8773

... ... ... ...

Mean 0.9211 0.8369 0.8769

Table 2. Performance Result for Ensemble Model by 

AutoML

Accuracy Recall Precision F1-score

0.8758 0.9175 0.8468 0.8807

기록된 총 20개의 모델 중 F1-score가 높게 평가된 

3개의 모델을 앙상블하여 최종모델을 산출한다. Table 

2는 앙상블모델의 성능 평가표이다. 산출된 상위 3개의 

모델인 Extra Trees, Random Forest, Light 

Gradient의 F1-score가 각각 87.37%, 87.60%, 

87.47% 이다. 이에 비하여 앙상블 모델의 F1-score는 

88.07%로 기존 분류 모델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Table 3은 MICE와 SMOTE를 적용한 데이터와 

Raw Data의 F1-score를 Extra Trees Classification

과 앙상블모델에 대해 비교한 표이다. 두 모델 각각 전

처리 후 Raw Data에 비해 F1-score가 65.9%p, 

71.9%p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전처리 된 데이터를 사

용한 AutoML 기반 앙상블 모델은 Extra Trees 

Classification에 비해 약 7%p의 성능향상을 보인다. 

이는 MICE 결측값 대치와 SMOTE 오버샘플링 알고리

즘을 활용한 전처리 방식이 모델성능을 향상시켰음을 

보인다.

Table 3. Overall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the Existing Method

Raw Data
Using

MICE and SMOTE

Extra

Trees
0.1476 0.8066

Ensemble Model 0.1610 0.8807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 클래스에서 AutoML 기반 분

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처리를 제안하였

다. 결측치 대치와 오버 샘플링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

를 사용하여 AutoML 기반의 생리불순 분류 모델을 개

발하였다. 기존의 원시자료는 환자의 불응답 및 기록되

지 않은 값인 결측값이 존재한다. 이를 MICE를 활용하

여 결측값을 대치한다. 또한 소수 데이터가 존재하여 

신뢰있는 모델 성능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

라서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는 오버 샘플링을 사용하

여 소수데이터를 가공한다. 가공된 데이터가 기존데이

터에 비하여 상향된 모델 성능을 산출하는데 기여한다. 

기존 데이터의 경우 F1-score 약 14%로 신뢰가능하지 

않은 값을 산출한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진행

한 결과 정확도는 약 87.5%이고 F1-score는 약 88%

로 신뢰가능한 성능을 보였다. 이는 샘플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헬스케어 데이터에서 MICE 결측치 처리와 

SMOTE 오버샘플링을 통해 성능 지표를 상향하는 것

이 가능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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