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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big data, various data mining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as major analysis methodologies.
As complex and diverse data is mass-produced, data mining technique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a method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data science.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decision tre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practice and easy to understand as one of representative data mining method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splitting method of decision trees on the model performance. We compared the prediction power and
structures of decision tree models with different split methods based on various simulated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linear combination split method can improve the prediction accuracy of decision trees in the case of data
simulated from nonlinear models with complex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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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주요 분석 방법론으로 제안되었다. 복잡 다양한 데이
터가 양산되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데이터 과학의 토대를 이루는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알고리즘 중심
방법론은예측력향상의측면에서혁신적인성과를가져왔으나,모형의구축이나추정과정,또는분석결과의
설명에 있어서 다소 제한적인 면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예측력 제고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이나예측력과함께알고리즘의효율성을고려한연구사례가주를이루고있다.따라서어느정도의예
측력을담보하면서도분석결과의설명이용이한모형에관한연구필요성이대두되었다.본고에서는예측력
향상과해석의유용성의두가지측면에초점을맞추어다양한실험연구를실시하였다.구체적인모형으로는
의사결정나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실무적 사용 빈도가 높은 방법으로서 활용 폭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이해
가쉽고성능평가가용이한방법론이기때문이었다.선행연구를종합하고정리하여그간진행된연구의주된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분기변수 및 분기점의 선택 방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된 나무모형의
복잡도 및 예측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 연구 대상 모형으로 선정한
의사결정나무모형의특징과관련된선행연구에대해정리하고본연구의기여도를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실험연구에사용되는시뮬레이션모형에대해설명하고모형별특징을살펴보았다.또한실증연구에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특징을 요약하였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분기법의 변화가 예측력 향상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으며 5장에서는본연구의시사점을간략하게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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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행연구

데이터 마이닝 영역의 연구는 예측력을 제고하는 알고리즘 개선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해당 연구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자면, 나무구조를 다중으로 결합하여 앙상블 방법 등을 이용한다든지, 나무 형태의 노드
구조를 더욱 크게 확대하거나 복잡도를 증가시킨다든지, 복잡한 노드 구조의 층을 매우 두텁게 쌓아가는 방
법 등을 통해 예측력 향상을 이루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예측력 향상의 이면에는 항상 모형의 해석이나
설명력이 저하되는 제약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실무적 활용도가 높고 모형 적합이 쉬운 것으로 알려진 의
사결정나무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알고리즘개선노력은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첫째로,기존알고리즘을부분적으로
개선한 모형을 구축하고 예측력이 구 모형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교하는 연구이다. 객관적인 평가
를위해시뮬레이션모형을수립하고비교하는연구가이러한부류에속한다.둘째로,비용효과를파악하여
새로운 알고리즘, 또는 부분적으로 개선한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성능을 기존
알고리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업 수행 속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모형의
성능이실험데이터나일부실제데이터에서만입증되는제한적연구에그치지않도록모형의일반화를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 사례이다. 분석 결과의 해석이 보다 용이하도록 시각화를 통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
기도한다.주목할만한몇가지선행연구는다음과같다.

Loh (2002)는기존의나무구조알고리즘의대표적인약점으로지적되었던선택편의를제거하는데초점
을 맞춘 GUIDE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특히, 회귀나무모형의 적합과정에서 편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분기변수의 선택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회귀나무모형의 잔차의 부호를 기준
으로 분할표를 작성하고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을 생성하여 잔차의 패턴 변화와 관련된 카이제곱 통계량의

수치적 크기를 기준으로 입력변수의 중요성을 판단한 점이 기여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존 방법 못지않은 예측력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알고리즘에 기초한 변수 중요도 평
가를확장한사례는 Loh (2008)및 Loh와 Zhou (2021)에서도찾아볼수있다. Loh (2014)에서는기존 GUIDE
알고리즘을토대로회귀나무모형뿐만아니라분류나무모형의성능을실제데이터를이용하여여타방법론과

비교하였고,유연한적합결과와해석의장점을밝히고있다. Alfaro등 (2018)은앙상블방법론을포함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나무구조 모형들의 유용성을 평가한 바 있다. Caudle 등 (2019)
은 이진 분류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구현에 있어서 분기변수의 선택을 한 단계 유보시켜 예측력을 개선하는

방법을제안하였다.즉,각노드에서의오분류를최소화하는분기변수를직접선택하는대신한단계더분기
를 하여 4-way 분할 집합을 형성한 후의 오분류율 비교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최초의 분기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몇몇실제데이터분석사례에서성능의향상을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모형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
다.여기서모형의경직성과유연성이란적합데이터의특성에따라유연한적합이가능한지제약을받는지를
평가한것으로서대체로복잡하고층(layer)이다수인모형을유연성이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선형모형
(linear model)이나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의경우에는,변수의변환(transformation),
적합영역의분할등으로유연성을높일수있는방법도존재하지만여타모형에비해그폭이매우제한적이

다. 한편, 모형 해석의 용이성이라는 것은 그 평가의 측도나 정의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대체로 모형의
복잡도와상보적인경향을나타낸다.또한,예측력에대한평가는 Loh (2011), Breiman (2005), Woo와 Chang
(2020)등에서대체로일치하는바,모형의구조가복잡할수록,즉다층의구조를이룰수록예측력이좋은것
으로정리할수있다.다만,경우에따라예측력의우열이뒤바뀔수있는데,이는개별데이터의특성에따른
것으로일반적인현상으로보기는어렵다.

이상의 연구들은 의사결정나무모형의 구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측력 향상의 목적을 이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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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mode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Linear GLM Decision tree Ensemble Deep learning
Rigidity highest higher intermediate lower lowest

Interpretation easiest easier intermediate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Prediction power lowest lower intermediate higher highest

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여러가지의사결정나무의구조변화및예측력변화를함께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구조변화의 측면에서 몇 가지 상이한 분기법을 고려하여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3.분석방법및모형

3.1.분석의기본방향

앞서살펴본것처럼의사결정나무는실무적응용성및해석의용이성등을동시에꾀할수있는유용한방법

론이다.나무의크기가지나치게커지지않으면서도우수한예측력을지닐수있다면해석과예측력두가지
측면을동시에충족하는방법론이될수있다.본연구에서는적절한크기의나무구조를이루는한편예측력도
담보할수있는모형적합방법으로서선형결합분기법을고려하고이의예측력을평가하였다.

3.2.모의실험설계

분기방법에따른의사결정나무의구조및예측력변화를살펴보기위해다음과같은몇가지모의실험모델을

설정하였다.

먼저 각 항의 계수가 상이한 선형결합 모델 M1을 고려하도록 한다. 모델의 각 입력변수 계수는 목표변
수값에영향을미치는가중치와같이평가할수있다. 0에서 1까지의연속형균일분포를따르는난수 5개를
발생시켜 이를 입력변수로 설정하고 식 (3.1)과 같은 함수를 적용한다. 단, εi는 정규분포 N(0, 0.1)을 따르는
오차항이며, i = 1, . . . , 500이므로 500개의관측치가생성된다.

yi = 5x1i + 4x2i + 3x3i + 2x4i + x5i + εi. (3.1)

이모델에서는목표변수인 yi의값을식 (3.2)와같이부여하도록한다.

yi =

1, if yi > 7.5,

0, otherwise.
(3.2)

다음으로 모델 M2는 각 변수 앞의 계수가 동일한 선형결합 모형으로서 입력변수는 앞선 모델과 같이 균등
분포를따르는난수 5개를발생시켜설정하였다. εi는정규분포 N(0, 0.1)을따르는오차항이며역시 500개의
관측치를생성하여실험을시행하기로한다.

yi =

0, if x1i + x2i + x3i + x4i + x5i + εi > 2.5,

1, otherwise.
(3.3)

한편, 앞서 살펴본 함수의 형태와 비교할 때 더욱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뚜렷한 다음의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항을 포함한 모형으로서 예측력 제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모델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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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 (3.4)와 같은 모델 M3는 Friedman (1991)을 참조한 것으로서 선형결합 형태를 지니지만 각 항의
영향력이 비정률적으로 나타나는 모델이다. 0에서 1까지의 연속형 균일분포를 따르는 난수 5개를 발생시켜
입력변수로설정하기로한다. εi는정규분포 N(0, 0.1)을따르는오차항이며,앞선경우와마찬가지로 500개의
관측치를생성하기로한다.

yi = 0.1 exp(4x1i) +
4

1 + exp(−20x2i + 10)
+ 3x3i + 2x4i + x5i + εi. (3.4)

이모델에서는목표변수인 yi의값을식 (3.5)와같이부여한다.

yi =

1, if yi > 6.5,

0, otherwise.
(3.5)

다음의 모델 M4는 식 (3.6)과 같은데, 이는 역시 Friedman (1991)을 참조한 것으로서 0에서 1까지의 연속형
균일분포를 따르는 난수 5개를 발생시켜 입력변수로 설정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εi는 정규분포

N(0, 0.1)을따르는오차항이며, i = 1, . . . , 500,즉 500개의관측치를생성한다.

yi = 10 sin(πx1i x2i) + 20(x3i − 0.5)2 + 10x4i + 5x5i + εi. (3.6)

여기서목표변수 yi는식 (3.7)과같다.

yi =

1, if yi > 14,

0, otherwise.
(3.7)

마지막으로고려한모델 M5는삼각함수와지수함수를혼합한형태로서 0에서 1까지의연속형균일분포를따
르는난수 5개를발생시켜입력변수로설정하였다.앞의모델과마찬가지로 εi는정규분포 N(0, 0.1)을따르는
오차항이며, i = 1, . . . , 500으로서 500개의관측치를생성한다.

yi = 5 sin(2π(x1i + x2i)) + 3x3i + 8(x4i − 0.5)2 + exp(x5i) + εi. (3.8)

여기서목표변수 yi는식 (3.9)와같다.

yi =

1, if yi > 3.5,

0, otherwise.
(3.9)

3.3.알고리즘 : GUIDE의사결정나무모형의응용

GUIDE (Loh, 2002)는가지치기개념을최초로응용한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Breiman
등, 1984)의선택편의문제를해결하여더욱유연하고다양한모형을적합할수있도록제안된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다.목표변수의형태가범주형일경우의의사결정나무를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라고하는데,
GUIDE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분류나무를 구현할 수 있다. Chang (2021)에서 지적하였듯이
CART의문제는결국나무구조의가지가나뉘는분기방법,분기변수의선택또는분기점선택의문제와직결
된다. GUIDE 알고리즘은 이러한 CART의 근본적인 문제를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도입하여 보정해
주었기에선택편의(selection bias)문제와이로인한예측력저하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따라서본연구의
주요초점이분기방법에따른의사결정나무의예측력평가이므로 GUIDE알고리즘을이용하는것이적절하
다고판단하였다.분기과정에서뜻하지않은오류가발생할가능성이적고예측력도상대적으로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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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므로분기방법에따른객관적성능비교평가가가능하기때문이다. Chang과 Kim (2011)에서요약한
다중선형회귀나무(multiple linear regression tree)모형알고리즘을원용하되목표변수를범주형으로바꾸고
변수선택 단계에서 GUIDE의 기능을 변형하여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확장된 변수 조합으로 분기를 이루는
알고리즘을이용할수있다.

(1) 현 노드(node)를 t라 하자. 현 노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할표를 작성한다. 즉, 목표변수 Y의 범주를
행으로 하고 각 입력변수의 범주 또는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관측치 도수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입력변수 X에대해 2 × m분류표를작성한다고가정하자.만약 X가수치형변수(numerical variable)이면
각행은 Y의값으로구분되며,각열은각사분위수를기준으로 4열로구성된다(m = 4).만약 X가범주형
변수라면m값은해당변수의범주수에따라정해진다.두개의변수조합에대해서도분류표를작성한다.

(2) 분할표를기준으로카이제곱검정통계량을계산한다.각입력변수,또는변수조합별검정통계량및 p-값
(p-value)을 계산한다. 이렇게 작성된 각 X의 분류표를 바탕으로 카이제곱 통계량(chi-squared statistics)
및 p-값을구한다.

(3) 가장낮은 p-값을지니는변수또는변수조합을선택한다.

(4) 가장낮은 p-값을지니는변수가단일변수일경우에는해당변수의값또는범주중오분류율이가장낮아
지는 분할점을 찾는다. 만약 변수 조합이 가장 낮은 p-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두 변수의
선형결합 변수를 생성하고 이 결합변수의 영역 중 오분류율이 가장 낮아지는 분할점을 찾는다. 이러한
분할점을기준으로가지를나누어나무가계속자라게한다.

(5) 교차검증(cross-validation)을이용해서가지치기를시행한다.

본논문에서는의사결정나무모형의분기방법을변경하면서그효과를분석해보았다. GUIDE알고리즘
의분기조건을일부수정하는단계를추가하게되면각나무의형태를구현할수있다.첫째로,가장간단한
형태의단계별단일변수분기분류나무(piecewise univariate split classification tree)를고려해볼수있다.이는
특정 노드의 데이터를 하위 노드로 구분하는 기준이 선택된 단일 분기변수의 수준이 되는 방식으로 나무구

조를 형성한다. 이때 선택된 변수는 다수의 입력변수 중 가장 예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변수가 된다. 두
번째는 단계별 단일변수 및 교호작용 분기 분류나무(piecewise univariate and interaction split classification
tree)이다. 여기서 특정 노드의 데이터를 하위 노드로 구분하는 기준 분기변수를 정하는 절차는 개념적으로
단일변수형분류나무와유사하게된다.앞의가장단순한형태의나무모형과마찬가지로분기변수는입력변
수 중 가장 예측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변수가 된다. 그러나 기준 분기변수의 예측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분기된 노드에서의 변수들의 교호작용까지 고려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개별 변수 한 개의 분기점을
선택하는것이아니라두변수이상변수의관계까지고려한기준에따라서분기가이루어지기때문이다.마
지막으로단계별선형결합및교호작용분기분류나무(piecewise linear and interaction split classification tree)
를고려해볼수있다.특정노드의데이터를하위노드로구분하는기준이분기변수들의선형결합및그들의
교호작용 조합으로 구성된 선형결합인 경우인데, 세 가지 분기 방법 중 가장 복잡한 형태로서 모든 조합의
선형결합을비교한다는점에서계산시간이비교적많이소요되는단점이있다.그러나단일변수로의분기가
효과적이지않은경우유용한대안으로사용할수있다.이상의알고리즘의유용성을설명하기위해선형결합
분기방법이적절하게적용되는경우를도시하였다.

Figure 1은두입력변수 X1과 X2의산점도에목표변수를추가하여표현한것이다.목표변수는범주형으
로서 파란색 별표는 목표변수의 값이 0, 붉은색 세모는 1의 값을 갖는다. 의사결정나무에서 어떻게 변수를
선택하고분기를하면목표변수의값인 0, 1을적절하게분류할수있는지살펴보도록한다. Figure 1을보면
X1을분기변수로택해도, X2를분기변수로택해도목표변수의수준을정확히구분하는분기점을찾기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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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 of linear combination split.

않다는것을이해할수있다.이경우에는 X1축과 X2축을기준으로각각영역을구분하는분기점을찾아서
분기를 거듭하여 조밀한 영역 여러 개로 나누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구조를형성하자면분기가상당히많이진행되어야하므로구현되는나무구조도크기가과도하게큰형

태를지니게된다.이에비해,원점을통과하는 X2 = X1,즉 X2 − X1 > 0과같은기준의분할은상대적으로도
간단하면서도유용한결과를이끌어낼수있다.

4.분석결과

4.1.모의실험절차

시각적 사례를 통해서도 선형결합 분할의 유용성이 기대되는 바, 실제 모의실험을 통해서 분할의 효과가 예
측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 보았다. 예측력은 오분류율로 평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로 복잡도를
산출하였는데이는나무의크기,즉최종노드의개수로정의하였다.모의실험은다음과같은사항을준수하
며반복하여진행하였다.

(1) 총다섯가지의모의실험모델을바탕으로각모델당 1,000회씩반복실험을시행

(2) 각회차실험에서는총 500개의관측치중 350개를훈련데이터(train data)로,나머지 150개를검증데이터
(test data)로분리

(3) 훈련데이터만을가지고단일변수분기,단일변수및교호작용분기법,선형결합및교호작용분기법등을
적용한분류나무모형을적합한뒤,검증데이터의관측치 150개에대한예측치를산출

(4) 검증데이터의목표변수실제값과의사결정나무에의한예측값을비교하여오분류율(전체 150개의예측
치중실제값과일치하지않는비율)을산출

(5) 모의실험모형의오분류율을산출하는한편평균나무크기,즉최종노드의개수산출

모의실험의각단계는 R프로그램을이용해서데이터를생성하고이렇게생성된데이터를각분기법을적용
한 분류나무를 구현하여 예측치 및 나무 크기를 산출하였다. 분류나무의 구현은 GUIDE 알고리즘을 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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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times with the lowest error rate in 1,000 experiments for each split method

Split method M1 M2 M3 M4 M5
Univariate 135 96 484 303 30

Univariate + interaction 68 49 95 122 244
Linear 797 855 421 575 72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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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sclassification rate by spli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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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split methods.

였다. 총 1,000회의 반복실험을 시행하므로 세 가지 분기법에 따른 분류나무는 각각 1,000개의 오분류율 및
나무크기를출력하게되고이의평균값을비교함으로써분기법에따른영향을평가할수있다.

4.2.모의실험결과

세 가지 분기법에 관한 모의실험 결과는 Figure 2의 (a)와 같다. 각 모의실험 모델별로 분기법에 따른 예측력
을비교하기위해서오분류율의분포를막대그림을그려서비교해보았다. M1,M2, . . . ,M5는모의실험에서
사용하였던 각 모델을 의미하며, 범례에는 단일변수 분기 분류나무(univariate), 단일변수 및 교호작용 분기
분류나무(univariate+interaction),단계별선형결합및교호작용분기분류나무(linear)등이표시되어있다.각
막대는평균오분류율을나타내며각각의신뢰구간이함께표시되었다. M3를제외한나머지경우에서모두
선형결합을분기방법으로선택한모형의오분류율이다른두경우보다유의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
선형결합 분기법이 대체로 예측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모델 M3는 다른 모
델과달리단순한선형결합형태도아니며두입력변수로이루어진항을포함하지않는다는점에서선형결합

분기법의영향력이다소제한적이었던것으로평가할수있겠다. Table 2는 1,000번의실험에서각분기법별로
가장낮은오분류율을나타낸횟수를기록한것으로서동결과를뒷받침하고있다.

추가적인 정보로서 나무구조의 복잡도를 산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나무구조의 복잡도는 최종노드
의개수로정의하였다. Figure 2의 (b)는각모의실험모델별분기법에따른복잡도 1,000개의분포를비교한
것이다. 모든 모델의 경우에서 선형결합을 분기방법으로 선택한 모형의 나무 크기가 뚜렷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단일변수 분기모형과 교호작용 분기모형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점과는대비되는결과라고하겠다.따라서선형결합분기법은예측력을높이면서도나무의크기를줄임
으로써해석의편의도도모할수있는분기방법으로평가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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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연구는의사결정나무모형을대상으로이모형의구조를크게변형시키지않으면서도예측력향상의목적

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분기변수의 선택 방법이 모형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이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다양한모의실험모델을생성하고분기법의변화에따른예측력을비교분
석하였다.일반적인선형결합모델이나비선형적모델의경우에는분기변수선택에따른영향이크지않지만,
구조가복잡하고단일분할을통해서하위데이터집합으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운모델의경우에는선형

결합분기방법이예측력향상에도움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기존연구가주로변수선택에있어서발생하는
선택편의를 포착하고 이를 개선하여 예측력을 향상하는 데 있었다면, 본 논문은 데이터 구조에 따라 적절한
분기법을활용함으로써예측력과더불어최종적합모형의설명력도향상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고

하겠다. 다만, 실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가 모의실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할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기어렵고구조가복잡하며의미없는무상관변수들도다수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다.따라서이
런경우에는선형결합분기법이나융통성있는선택분기법적용의효과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

점은본연구의한계로지적할수있다.또한,모형간의비교보다는분석대상을의사결정나무로국한하고이
범위 내에서 분기법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타 모형과의 예측력 비교 연구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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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의분기법변화가예측력에미치는영향

장영재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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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주요 분석 방법론으로 제안되었다. 복잡 다양한
데이터가양산되면서데이터마이닝기법은데이터과학의토대를이루는방법으로부각되었다.본고에서는
해석의 유용성과 예측력 향상의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모형
으로는의사결정나무를선택하였는데,이는실무적사용빈도가높은방법으로서활용폭이넓을뿐만아니라
이해가쉽고성능평가가용이한방법론이기때문이다.의사결정나무모형을대상으로이모형의구조를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예측력 향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분기변수의 선택 방법이

모형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의실험 모델을 생성하고 분
기법의변화에따른예측력을비교하였다.비선형성을지니면서단일분할을통해서하위집합으로명확하게
구분하기어려운복잡한데이터의경우에는선형결합분기방법이예측력제고에도움을주는것으로나타났

다.

주요용어:데이터마이닝,분기변수,예측력,의사결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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