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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나무모형 알고리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해내는, 즉 학습하는, 
계산집중적 방법입니다. 기계학습의 특색은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해 모형이 
형성된다는 점 등입니다. 기계학습은 지식추출(knowledge extraction)을 지향하
는바 이것이 통계학의 모형(模型, model)과 대응합니다. 이 장은 나무 알고리즘
에 의한 기계학습을 다룹니다. 

나무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분류 및 회귀 모형은 거꾸로 매단 나무(tree) 형태를 
취하는데 매 노드 분리(node split)에서 관심변수의 분포적 순도(純度, purity)가 
높아지도록 추진됩니다. 노드 분리는 순차적으로 계속되지만 더 이상의 노드 분
리가 의미가 없어지면 그 지점에서 노드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나무모형은 수식
적 틀로부터 자유로운 기계학습의 전형입니다. 후반부에 소개할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는 나무모형들의 집합(앙상블)입니다. 

나무모형 방법은 R Commander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시된 R 스크립트를 R 
File 메뉴에서 오픈하여 실행(submit)해 보세요. 별도 팩키지가 지정된 경우 해당 
팩키지가 사전 설치되어야 합니다 (“rpart”, “rattle.data”, “randomForest”).

10.1 나무모형

가 이항 값  을 취하고 1의 비율이  일 때 노드 불순도(impurity)를

            지니 지수(Gini index):     

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은 노드(node), 즉 ‘마디’를 지칭하고 노드 에
서       ,      입니다. 공변량   ⋯     중 하나인  

와 그것의 특정 값  를 “선택”하여, 노드 을   의 값   가   미만인 개체

들  과 그렇지 않은 개체들  로 분할하되, “선택”의 기준은 

              과   의 가중평균

의 최소화입니다. 이 가중평균에서 가중치는  과  의 구성 비율입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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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노드 이
                       
                     ↙  ↘
                           

로 분할되면서 윗단 “부모”의 불순도에 비해 아랫단 “자식”의 불순도가 작아집니
다. 이런 식으로 노드 분리가 반복되는데 어느 단계에서는 노드 크기가 일정 수
준 이하가 되거나 불순도의 감소가 일정 값보다 작아지므로 노드 분리를 멈춥니
다. 노드 분리가 종료된 노드를 종점 노드(terminal node)라고 합니다. 종점 노
드에서 예측 값은 “최다” 범주 (또는 오즈비가 큰 범주)로 합니다. 

가 수치형인 경우 나무 “회귀”의 생성 원리는 앞의 나무 분류와 같습니다. 다
만 노드의 불순도 지표로 

            평균잔차제곱:    


  



   
  

을 씁니다 (여기서     ⋯   은 노드 내 개체들의   값). 노드 이  과 

 로 분할되고 각 노드의 불순도가 산출되었을 때, “자식” 불순도는 

             의 불순도와  의 불순도의 가중평균

입니다.   의 값   가   미만이면  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에 넣되, 불순

도의 감소가 최대화되도록   와  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분리를 진

행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노드 크기가 일정 값 이하가 되거나 불순도의 감소가 미
미해지면 노드 분리를 멈춥니다. 종점 노드에서 예측 값은 평균으로 합니다. 

예 1 [분류]. 7장에서 다루었던 weather {rattle.data} 데이터에 나무 분류를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이 사례에선 RainTomorrow (= No,Yes)가 관심인데 총 20 
개의 공변량이 예측변수로 가용합니다 (MinTemp부터 RainToday까지). 표 1의 R 
스크립트를 실행하여1)  <그림 1>의 결과를 얻습니다. 

첫 노드 분리는 Humidity3pm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변수가 71.5 미만이면 왼쪽 
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가지로 분리됩니다. 오른쪽 가지로 분리된 개체들
은 종점 노드에 닿고 예측 값은 Yes입니다. 왼쪽 가지로 분리된 개체들은 다시 

1) rpart 팩키지의 rpart()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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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나무 모형 R 스크립트: weather 데이터의 RainTomorrow에 대하여

# Tree classification model for weather data
library(rattle.data)
data(weather)
str(weather)
names(weather)
y <- weather[, 24]   # y is the target (a vector, single column)
X <- weather[, 3:22]   # X is the predictors (multiple columns)

library(rpart)
tree.1 <- rpart(y ~ ., data = X)  # y is modeled to the columns of X
plot(tree.1, main="weather", margin=0.025)
text(tree.1, use.n = TRUE, cex=0.8, col="blue")

pred.1 <- predict(tree.1, type="prob")[,2]
cut <- sort(pred.1)[301]                  # 300 "No"'s and 66 "Yes"'s
pred.1a <- ifelse(pred.1 >= cut, "Yes", "No")
table(pred.1a, y, dnn=c("predicted","observed"))

data(weatherAUS)
weather.2 <- subset(weatherAUS, Location=="Canberra")  # Location selected
weather.2a <- weather.2[(366+1):(366+365), ]            # Dates selected
X_new <- weather.2a[, 3:22]
y_new <- weather.2a$RainTomorrow

pred.2a <- ifelse(predict(tree.1, newdata=X_new, type="prob")[,2] >= cut, 
                "Yes", "No") 
table(pred.2a, y_new, dnn=c("predicted","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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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inTomorrow에 대한 분류 나무

WindGustSpeed를 만나게 되고 이 변수가 64 미만이면 왼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앞의 2개 외에 
Pressure3pm, Sunshine, MaxTemp, WindSpeed3pm 등 4개가 더 있습니다. 그
러면 이 모형이 얼마나 실제관측 값을 잘 적합하는지 분류표에서 봅시다. 

                        observed (관측)
                         No  Yes
    predicted    No  271   13 
    (예측)       Yes    29   53 

위음 예측률(false negative rate)은 4.6%   , 위양 예측률(false 
positive rate)은 35.4%   , 총 정확도는 88.5%   )
입니다.  그런데 나무모형과 같은 기계학습은 학습(훈련) 데이터에서 모형성능이 
평가되는 경우 정확도가 부풀려지게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새 데이터에서 예측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rattle.data 
팩키지의 weatherAUS 데이터는 weather 데이터와 같이 호주 캔버러 지역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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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록이 있습니다. weather는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인데 weatherAUS는 2008년 11월 1일 이후의 데이터도 담고 있습니다. 예
측이 적용될 새 데이터는 weatherAUS에서 캔버러 지역의 2008년 11월 1일부터 
365일 간 자료입니다. 세 데이터에서 분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observed (관측)
                         No  Yes
    predicted    No  249   46 
    (예측)       Yes    31   39 

위음 예측률 11.1%   , 위양 예측률 54.1%   , 총 
정확도 78.9%   ). 앞의 재적합 예측과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예 2 [회귀]. Boston {MASS} 데이터에 나무 회귀모형을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 보스턴 시 506개 블록의 주택 정보를 담고 있는데 중간주택가격 
medv가 목표변수입니다. 가용 공변량은 범죄율 crim 등 모두 13개입니다. 

<그림 2>에서 보듯 medv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있어 제곱근 변환을 취
하여 나무모형에 투입합니다. <표 2>에 R 스크립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2> Boston 시 506개 블록의 중간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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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나무 모형 R 스크립트: Boston 데이터의 sqrt(medv)에 대하여

# Tree model for Boston data
library(MASS)
data(Boston)
str(Boston)
names(Boston)
hist(Boston$medv, main="Boston Housing", xlab="Median Price")
y <- sqrt(Boston$medv)
X <- Boston[, 1:13]

library(rpart)
tree.1 <- rpart(y ~ . , data=X)
plot(tree.1, margin=0.1, main="Boston Housing")
text(tree.1, digits=2, use.n=F, cex=0.8, col="blue")

mse.1 <- mean((y – predict(tree.1))^2)     # mean squared error(mse)
mse.0 <- mean((y - mean(y))^2)
r.squared <- 1 - mse.1/mse.0
round(c(mse.0, mse.1), 3)
round(r.squared, 3)

n <- nrow(Boston)
indices <- sample(1:n, n, replace=T)
tree.2 <- rpart(y[indices] ~ ., data=X[indices, ])
mse.2 <- mean((y[-indices] - predict(tree.2, newdata=X[-indices, ]))^2)
round(mse.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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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medv.1을 crim 등 13개 공변량에 나무 알고리즘에 투입합니다. <그림 
3>에서 적합모형을 보세요. 첫 노드 분리는 하층민 비율 lstat에 의해 이루어지
며 이 변수가 9.725 이상이면 왼쪽 가지로,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가지로 분리됩
니다. 왼쪽 가지로 흐른 개체들은 다시 lstat에 의해 분리되고 오른쪽 가지로 흐
른 개체들은 방의 수 rm에 의해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10개의 종점 
노드 중 하나에 닿습니다. 각 종점 노드에서는 평균으로 예측 값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가장 왼쪽 노드에서 예측 값은 3.3입니다 (변환척도에서). 

<그림 4>는 실제관측 값(= y축) vs 회귀 나무의 적합 값(= x축)의 플롯입니다. 적
합 값과 실제 값 간 어느 정도의 대응성(상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회귀나무 모
형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s)는

  



  



  
   

입니다. 이것은 영모형(null model)의 평균제곱오차 

   



  



   
   

의 
       

배입니다. 따라서 평균제곱오차의       가 감소된 셈입니다.

그러나 분류 나무에서와 같이 회귀 나무에서도 학습(훈련) 데이터에서 모형성능이 
평가되는 경우 정확도가 부풀려집니다. 모형성능 평가를 위해서 새 데이터가 필
요한데 이것이 불가한 경우, 붓스트랩 표본추출(bootstrap sampling)로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하 은 전체표본의 크기):

[1]   ⋯  에서 임의의 개를 중복허락 추출하여 indices로 지칭합니다. 
[2] 데이터세트 중 indices 행만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데이터세트 중 

indices 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행들로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3]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합니다. 

붓스트랩 평가에 의해, 평균제곱오차가 0.232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0.145). 그런
데 이런 결과는 붓스트랩 부표본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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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qrt(medv)에 대한 나무형 회귀

<그림 4> 실제관측 값(= y축) vs 회귀 나무의 적합 값(=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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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모형은 결측값이 있는 개체까지도 모형적합(학습)에 포함시킵니다.2) 따라서 
결측값이 산재된 데이터에도 잘 적용됩니다. 또한 변수선택을 자동으로 하므로 
공변량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잘 작동됩니다. Boston 데이터의 경우 총 공변량 수
는 13개이지만 <그림 3>의 적합모형에 나타난 공변량은 5개뿐입니다. 공변량들의 
상호적인 효과도 모형에 잘 반영됩니다.

그러나 적합모형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입 데이터가 약간만 바뀌는 
상황에서 출력 모형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정성
은 다음 절에서 소개할 진화된 나무모형인 “랜덤 포레스트”에서 해소됩니다. 

10.2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이 알고리즘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나무들의 집합인 숲(forest)을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손오공의 분신술을 씁니다. 

[1] 원 표본에서 붓스트랩 추출로 임의의 부표본을 확보합니다. 

[2] 붓스트랩 부표본으로 나무모형을 만듭니다. 노드 분리에서 개의 가용 공변
량 중 임의추출된   개만 씁니다.3)

[3] 앞의 두 단계를   번 반복하여 얻어지는 나무들의 집합(앙상블)이 최
종 모형이 됩니다. 즉, 분류의 경우는 개별 예측값들의 모드가 최종 예측값이
고 회귀의 경우는 개별 예측값들의 평균이 최종 예측값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는 모형 앙상블(model ensemble) 기법입니다. 임의의 부
표본으로 나무를 만드는 이유는 나무들의 상호적 독립성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서입니다. 노드 분리에서 설명변수(공변량)들을 임의추출하여 일부만 쓰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고를 때 나타나는 편중성의 경감을 위해서입니다. 

2) 결측값을 해당 변수와 유사한 다른 변수의 관측값으로 대체합니다. 
3) randomForest 팩키지의 randomForest() 함수에서  (=mtry)의 디폴트 값은 목표변수

가 수치형인 경우 이고 이항형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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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성능의 평가는 개체별로 단계 [1]의 붓스트랩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루어지므로 랜덤 포레스트는 훈련자료에 과다적합되지 않습니다.4)

사례 1 [분류]. weather {rattle.data} 데이터에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해보기
로 할 터인데, 이 데이터에 한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Sunshine부터 
WindSpeed9am까지 여러 변수에 걸쳐 산재된 결측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랜덤 포
레스트에서 말썽을 일으키므로 투입 데이터의 빈 칸들을 임의 값으로 대체합니
다. 그리고나서 랜덤 포레스트를 만듭니다. <표 3>에 R 스크립트가 제시되어 있
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의한 분류예측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bserved
    predicted  No Yes
            No 275  25
           Yes  25  41

위음 예측률이 8.3%   , 위양 예측률은 37.9%   , 
총 정확도가 86.3%   )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나무모형과는 달리 모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진 못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많은(= 500) 나무들의 앙상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은 변수 중요도 플롯(variable importance plot)을 보여줍니다. 여
기서 변수 중요도란 앙상블 내 개별 나무들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각 변수가 노드 
분리에 기여한 즉 지니 지수와 잔차제곱 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weatherAUS 데이터에서 캔버러 지역의 2008년 11월 1일부터 365일 
간 자료에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예측하여 실제와 대조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
기서도 일부 변수 값에 결측이 있어 앞의 방법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분류예측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bserved
    predicted  No Yes
            No 254  36
           Yes  41  34

4) 랜덤 포레스트는 randomForest 팩키지의 randomForest() 함수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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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랜덤 포레스트 R 스크립트: weather 데이터의 RainTomorrow에 대하여

# Random forest model for weather data
library(rattle.data)
data(weather)
names(weather)
y <- weather[, 24] # y is the target (a vector, single column)
X <- weather[, 3:22]                  # X is the predictors (multiple columns)
V <- is.na(X)        # NA's are randomly imputed
m <- apply(V, 2, sum)
X.1 <- X
for (j in 1:ncol(X)) X.1[V[,j],j] <- sample(X[!V[,j],j],m[j],replace=TRUE)  
X <- X.1

  
library(randomForest)
forest.1 <- randomForest(y ~ ., data=X, importance=TRUE)
varImpPlot(forest.1, cex=0.8, main="weather random forest")
cut <- sort(forest.1$votes[,2])[301] # 300 "No"'s and 66 "Yes"'s
pred.1 <- ifelse(forest.1$votes[,2] >= cut, "Yes", "No")
table(pred.1, y, dnn=c("Predicted","Observed"))

data(weatherAUS)
weather.2 <- subset(weatherAUS, Location=="Canberra")   # Location selected  
y_new <- weather.2[(366+1):(366+365), 24]             # Dates selected
X_new <- weather.2[(366+1):(366+365), 3:22]             # Dates selected
V <- is.na(X_new)                      # NA's are randomly imputed
m <- apply(V, 2, sum)
X_new.1 <- X_new
for (j in 1:ncol(X_new)) X_new.1[V[,j],j] <- sample(X_new[!V[,j],j],m[j],replace=TRUE)
X_new <- X_new.1

pred.2a <- predict(forest.1, newdata=X_new, type="vote")  # probability
pred.2aa <- ifelse(pred.2a[,2] >= cut, "Yes", "No")     # class
table(pred.2aa, y_new, dnn=c("predicted","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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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weather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 플롯

위음 예측률이 12.4%   , 위양 예측률이 54.7%   , 
총 정확도가 78.9%   )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류 나무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냥 비슷한 정도이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사례 2 [회귀]. Boston {MASS} 데이터에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해보겠습니다. 목
표변수는 중간주택가격 medv의 제곱근 변환입니다. <표 4>에 R 스크립트가 제시
되어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관측값은 개체별로 단계 1의 붓스트랩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회귀
나무들에서 예측값이 모아지므로 과다적합의 편향은 없습니다. 회귀나무의 평균
제곱오차 0.145에 비해 다소 평균제곱오차 0.10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림 5>는 관측값 vs 예측값 플롯입니다. <그림 6>은 변수 중요도 플롯입니다. 
lstat, rm, crim, nox 등이 중요한 공변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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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랜덤 포레스트 R 스크립트: Boston 데이터의 sqrt(medv)에 대하여

# Random forest model for Boston data
library(MASS)
data(Boston)
y <- sqrt(Boston$medv)
X <- Boston[ , 1:13]

library(randomForest)
forest.1 <- randomForest(y ~ ., varImp=TRUE, data=X)
forest.1
varImpPlot(forest.1, main="Boston Housing")

mse.1 <- mean((y - forest.1$predicted)^2)
mse.0 <- mean((y - mean(y))^2)
r.squared <- 1 - mse.1/mse.0
round(c(mse.0, mse.1), 3)
round(r.squared, 3)

<그림 5> Boston Housing 랜덤 포레스트의 예측값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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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oston Housing 랜덤 포레스트의 변수 중요도 플롯

요약

나무모형은 노드 분리를 통해 불순도를 감소시키는 예측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불순도의 측도는 분류에서는 지니 계수이고 회귀에서는 평균잔차제곱입니다. 모
형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학습(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나무모형들의 집합입니다. 개별 나무모형은 붓스트랩 표본을 나
무모형 알고리즘에 넣어 산출되는데 노드 분리에서는 전체 공변량 중 임의추출된 
일부만 고려됩니다. 최종 예측은 개별모형 예측 값들의 모드 또는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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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스크립트5)

weather.R   (표 1)
boston.R (표 2)
weather_1.R   (표 3)
boston_1.R (표 4)

5) R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참고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