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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필기체 낱 자 인식을 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일반 으로 다수의 사용자들로부터 수집된 

자연언어 문장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언어의 언어  특성에 따라서 낱 자의 종류별 개수 차이가 매

우 큰 특징이 있다. 일반 인 기계학습 문제에서 학습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는 성능을 하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필기체 인식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높은 분산과 비슷한 모양의 낱 자 등이 성능 

하의 주요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필기체 인식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표본화 기반의 앙상블 학습 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은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보다 체 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한 낱 자들의 분류성능에 있어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 다. 

키워드: 앙상블, 필기체 인식, 불균형 데이터, 표본화 기법

Abstract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data is usually imbalanced because it is collected 

from the natural language sentences written by different writers. The imbalanced data can cause 

seriously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most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But this problem 

is typically ignored in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most of 

difficulties in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is caused by the high variance in data set and similar 

shapes between characters. We propose the oversampling-based ensemble learning methods to solve 

imbalanced data problem in handwritten character recognition and to improve the recognition accuracy. 

Also we show that proposed method achieved improvements in recognition accuracy of minor classes 

as well as overall recognition accuracy empir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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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인 기계학습 기법들은 학습데이터가 범주 별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을 진행

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실세계 문제들이 불균형 데이터

(imbalanced data) 문제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소

수 범주에 속한 데이터들은 다수 범주에 속한 데이터보

다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1]. 이러한 부작용(side- 

effect)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설계 특성상 각 범주의 

상 인 분포를 고려하는 신 반 인 성능을 최 화 

시키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트리(decision 

tree)나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과 같은 

분류기에서 흔히 나타난다[1,2].

필기체 인식의 경우도 언어  특성에 따라서 범주 별

( 자 별) 데이터의 비율이 크게 다른 형 인 불균형 

데이터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를 들면 자주 쓰여지는 

알 벳인 a, o, i, e와 같은 소문자는 학습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Y, N, L과 같은 문자는 

자주 사용되지 않아 학습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낮다. 이와 같이 데이터의 분포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학

습을 진행하게 되면 인식기는 훈련 데이터에서 차지하

는 빈도가 높은 데이터에 과 응(overfitting)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필기체 인식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

제보다 데이터 자체의 높은 분산과 유사한 모양의 자

들 간의 분류 문제 등이 체 인 성능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빈도의 데이터에 

한 과 응은 학습 기에 모델의 성능을 빨리 향상시키

는 데에는 효율 일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

을 보이는 모델에서는 결국 최종 인 성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과표본화에 기반한 앙상블 학

습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한 필기체 인식기의 성능 

향상을 실험 으로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과표본화 

기반의 앙상블 학습 기법을 제안하고 3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이 후 4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향후 연

구방향을 모색한다.

2.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한 앙상블 기법

2.1 과표본화 기법

과표본화는 샘 링 기법의 한 방법으로 소수 범주의 

집합 Sminor에서 무작 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집합 E를 

만들고 이를 기존 집합 S에 더하는 과정으로 이 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Sminor의 데이터 개수는 |E|만큼 증

가하게 되고 집합 S의 범주 분포는 그에 따라 조 이 

된다[3]. 이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켜 계산에 필요한 

시간이 커지거나 복제되는 데이터에 분류기가 과 응 

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데이터를 단순 복제하는 신 지능 으로 과표본화 

기법을 사용한 표  연구로 Chawla가 제안한 Syn-

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SMOTE)가 

있다[4]. SMOTE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복제하는 

신 소수 범주의 데이터들을 서로 보간하여 새로운 인공

인 데이터를 합성하 다. 이 기법은 먼  k  근  이웃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사용해 소수 범주의 

데이터들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을 찾은 뒤 새로 합성

된 데이터가 그 성향을 반 하도록 하 다.

Hui Han은 SMOTE를 수정한 기법인 borderline- 

SMOTE(BSM)을 제안했다[5]. SMOTE가 소수 범주의 

모든 데이터를 상으로 기법을 용했던 반면, BSM은 

범주의 결정 역(decision region)에 있는 데이터들에

만 기법을 용시켰다.

SMOTE 계열 외에 다른 과표본화 기법으로는 ADA-

SYN(Adaptive Synthetic Sampling)이 있다. ADASYN

은 데이터들의 도 분포인 Γ를 계산하여 범주마다 다

른 양의 데이터를 합성했다[6].

다양한 표본화 기법들의 성능을 비교해본 결과 이러

한 지능 인 기법들을 사용한 [4,5]보다 오히려 단순 복

제를 사용한 과표본화 기법이 더 좋은 분류 성능을 내

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7]. 한 [7]은 분류

기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는 표본화가 매우 요한 요

소  하나임을 확인하 다.

2.2 언더샘 링 기법

언더샘 링 기법은 다수 범주의 집합 Smajor에서 무작

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E| < |S|를 만족하는 집합 E를 

만든 뒤 이를 기존 집합 S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진다. 언더샘 링 결과 집합 S의 크기는 집합E의 크

기, |E| 만큼 어들게 된다. 언더샘 링 기법은 데이터

의 크기가 매우 클 때 효과 이지만 데이터의 일부를 

버림으로써 정보가 손실된다는 단 이 있다.

과표본화 기법과 련된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능 으

로 언더샘 링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표 인 

로 EasyEnsemble과 BalanceCascade가 있는데 두 

기법의 목 은 정보 손실의 단 을 해소하기 한 것이

다[8]. EasyEnsemble은 다수 범주 Smajor에서 부분집합 

N1, N2, …, NT 를 독립 으로 샘 링한 뒤 Ni 와 소수 

범주 Sminor를 학습한 분류기 Hi 를 T개 만들어 결과를 

취합한다. EasyEnsemble가 무감독 학습방식을 통해 제

거할 다수 범주 집합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반면, Balance-

Cascade에서는 감독 학습방식을 취한다. Balance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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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major에서 부분집합 N1 을 우선 한 번 샘 링하여 

N1 과 Sminor를 학습한 분류기 H1 을 만들고 x∈ Smajor

인 x가 H1 에 의해 정확하게 분류되면 x는 충분히 많

다고 단하여 x를 Smajor에서 제거한다. 이 과정을 T

번 순차 반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의 분류기 H가 만들

어지게 된다.

다른 방식의 언더샘 링 기법으로는 one-sided selection 

(OSS)가 있다. OSS에서는 Smajor의 데이터를 4개의 그

룹(노이즈 데이터, 범주 경계선 근처 데이터, 복된 데

이터, 안 한 데이터)으로 나 고 Smajor에서 노이즈 데

이터, 범주 경계선 근처 데이터, 복된 데이터가 제거

된 부분집합 E를 만들었다. 이를 Sminor와 더해 집합 

N, N = {E∪ Sminor}을 학습하 다[9].

2.3 앙상블 기법

앙상블은 각각 다양한 가설 공간에서 약분류기 H1, 

H2, …, Hn 을 만든 뒤 이들의 결과를 조합해 하나의 강

분류기를 만드는 기법이다. 앙상블 기법에는 표 으로 

배깅(Bagging, Bootstrap Aggregating)과 부스 (Boo-

sting)이 있다. 배깅은 Breiman이 제안한 기법으로 결

정트리나 신경망과 같은 기본 모델의 분산을 이는 기

법이다[10]. 배깅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훈련 데이

터에서 k개의 부분집합을 무작 로 복원추출한 뒤 각각

의 부분집합을 결정트리나 신경망과 같은 기본 모델로 

학습하여 k개의 약분류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

를 취합하여 하나의 강분류기의 결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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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daptive Boost

Fig. 1 Adaptive Boost

부스 은 Schapire와 Freund에 의한 제안되었다[11]. 

배깅이 병렬 인 앙상블 기법인 반면에 부스 은 순차

인 앙상블 기법이다. 부스 에서는 각 데이터 인스턴

스마다 가 치를 갖는다. 인스턴스가 높은 가 치를 가

질수록 학습된 분류기에 더 많은 향을 다. 각 단계 

t마다 가 치 wt와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 분류기 ft가 

만들어지고 ft의 오차 errt에 따라 가 치 벡터 w는 조

정된다. 인스턴스가 잘못 분류될수록 가 치는 증가한

다. 마지막 T단계에서는 T개의 약분류기들의 결과를 

조합해 하나의 강분류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과 취합 

방식은 각 약분류기의 성능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부

스  기법의 한 로 AdaBoost(Adaptive Boost)의 알

고리즘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과

표본화 기반 앙상블 기법은 일반 인 부스  기법에서 

각각의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갖는 가 치를 범주 별 데

이터의 개수에 기반하여 표본화를 통해 결정하는 변형

된 부스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앙상블 모델의 

구축과정이 일반 인 부스  기법과는 다르게 배깅에 

기반한 병렬 인 앙상블 기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4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

불균형 데이터를 사용한 학습 과정에서는 일반 으로 

측수가 많은 범주의 데이터가 지배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의 성능 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사용하는 과표본화 기법의 경우에

는 데이터의 불균형 정도에 따라서 표본화된 데이터 크

기의 격한 증가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 과 함께 표본화된 데이터의 분포가 원래 데이터

의 분포와 달라진다는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과표본화에 기반한 앙상블 학습 기

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은 각각의 범주에서 동일한 횟수만큼 복

원 추출하여 만들어진 체 데이터의 부분집합들을 이

용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과표본화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제된 데이터에 한 과 응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한 과표본화로 인한 체 데

이터의 크기 증가로 인한 학습시간의 증가 문제도 앙상

블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12]. 

한 앙상블 모델의 구축을 하여 체데이터의 부분집

합을 생성하는 과정은 언더샘 링(undersampling)의 경

우와 유사하게 다수 범주의 데이터 일부만을 사용하지

만, 이를 이용하여 학습된 약분류기들의 조합으로 앙상

블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체 모델의 에서는 모

든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언

더샘 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데이터의 정보 손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제안된 방법론은 언더샘 링된 데이터의 앙상블로



552 정보과학회 컴퓨 의 실제 논문지 제 20 권 제 10 호(2014.10)

b

m

m b m

M
fin y Y mm

(T,L ,M)
  For each m = 1,2,...,M
    T = Oversampling(T,N)
    h = L (T )

  Return h (x)= argmax I(h (x)= y)

(T,N)
  S = φ
  For each class in T
    For i = 1,2,.

∑

Oversampling_Based_Ensemble_Learning

Oversampling
∈

T : original training set

N : # of  sampling

M : # of  base models to be learned

L : base model learning algorithmb

I(A) : indicator function that return

..,N
      r = random_integer(1,N)
      Add T[r] to S
  Return S

s 1 if  event A is true and 0 otherwise

그림 2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

Fig. 2 Oversampling Based Ensemble Learning

과표본화를 구 함으로써 언더샘 링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의 손실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표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 응이나 학습시간의 증가 등과 같

은 학습의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샘 링 기

법과 앙상블 기법의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의 샘 링 기

법들이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하고 장 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한 방법론의 수행과정이 그림 2

에 나타나 있다.

3. 실험  결과

3.1 데이터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다수의 사용

자로부터 수집된 238,450개의 필기체 데이터를 훈련 데

이터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훈련 데이터의 범

주는 모두 50개로 소문자 알 벳 26개와 문자 알 벳 

16개, 숫자 8개이다. 문자의 개수가 소문자의 개수보

다 은 이유는 인식과정에서 문자와 소문자의 모양

이 같은 C, K, O, P, S, U, V, W, X, Z를 소문자로 간

주하여 인식했기 때문이고 숫자 0과 1도 소문자 o와 l

로 간주하여 인식했다. 일부 훈련 데이터의 가 그림 3

에 나와 있다. 그림 3과 같은 원시자료(raw data)로부

터 획의 필기순서에 따른 온라인 특징 256차원을 추출

하 고 자를 구성하는 획 (x,y) 좌표 벡터에 따라 오

라인 특징 377차원을 추출하여 인식기의 학습에 사용

하 다.

그림 3 훈련 데이터 a의 

Fig. 3 Examples of character ‘a’

그림 4 데이터가 개수가 가장 많은 낱 자 10개와 가장 

은 낱 자 10개

Fig. 4 10 most frequent characters and 10 most rare 

characters in training data set

범주당 평균 데이터개수는 4,769개이고 데이터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범주 상  10개와 가장 포함하고 

있는 범주 하  10개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테스트 

데이터로 9만여개의 UNIPEN Train-R01 /V07 데이터

가 사용되었다[13].

3.2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

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해 제안한 방법으로 학습한 모

델의 성능과 체 데이터를 6등분한 뒤 앙상블을 용한 

모델의 성능, 체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한 기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학습을 한 분류기는 인공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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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분류기의 정확도

Table 1 Accuracy of each classifier

(a) Overall accuracy of each classifier

Base Model Bagging

Oversampling

Based Ensemble

Method

77.564 80.42 81.79

(b) Accuracy on 10 most frequent characters

Class Base Model Bagging

Oversampling

Based Ensemble

Method

L 61.63 85.05 76.36

H 88.20 79.83 88.00

I 78.27 47.62 82.74

R 76.02 91.59 78.81

S 95.42 98.85 97.07

n 76.99 70.19 61.57

t 84.42 93.62 85.91

o 89.27 92.19 88.39

a 87.97 90.70 80.18

e 94.04 95.13 92.76

(c) Accuracy on 10 most rare characters

Class Base Model Bagging

Oversampling

Based Ensemble

Method

2 47.84 56.34 57.01

3 85.33 90.83 97.15

9 30.89 43.52 51.29

7 42.83 50.58 64.32

6 67.76 83.85 81.93

5 50.82 51.75 66.68

8 46.06 60.29 74.91

4 50.03 68.51 78.22

Y 28.05 30.17 39.64

N 71.13 69.74 80.44

망을 이용하 고, 앙상블 모델은 배깅을 이용하 다. 표 

1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을 용했을 때 N = 1000, M = 6인 경우, 분류기의 

평균 정확도는 81.79% 고 배깅을 이용한 앙상블 모델

이나 기본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 1의 (c)에서 나타나듯이 기본 모델은 

반 인 성능을 최 화하기 해 데이터 개수가 은 

범주에 한 성능을 희생시킨 반면, 제안한 기법에서는 

그러한 성능 희생 없이 반 인 성능이 개선되었다. 

한 하  10개 낱 자에 한 배깅의 성능과도 비교해보

았을 때 제시한 기법이 배깅보다 데이터 개수가 은 범

주에 한 정보손실이 더 다는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약분류기 개수에 따른 정확도

Fig. 5 Accuracy of the different number of weak learners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기법에서 약분류기의 개수가 추

가됨에 따라서 보여지는 성능 변화가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실험 결과로부터 학습의 기에 격한 성능 향상

을 보이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성능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체 데이터의 반만을 이용하여 

학습이 진행된 성능이 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한 

신경망 단일 분류기의 경우에 크게 뒤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안한 방법론이 학습 

기에 문제 공간을 효율 으로 탐색하여 빠른 성능 향

상을 보임과 동시에, 최종 으로는 훈련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빠짐없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필기체 데이터에서 데이터의 분포가 

불균형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과표본화 기반 앙상블 

학습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을 용한 결과 데이터

에서 개수가 부족한 낱 자들의 분류 성능을 올릴 수 

있었고 체 인 평균 분류 성능도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제안한 방법론은 앙상블 모델을 이용한 과

표본화 기법을 구 함으로써 표본화 기법들 간의 단

을 배제한체 각각의 장 만을 구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써 필기체 인식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불균형 데이터에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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