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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차 데이터 입력에 대한 Convolution Neural Network 분류기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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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입력 데이
터의 순차적 입력 특성 및 연결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지나 영상 데이터의 분류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비순차적 특성을 가지는 입력에 대한 CNN의 적합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독립적인 feature를 갖는 입력 데이터의 순차적
입력 특성 및 연결성을 없애기 위해 무작위 순열(permutation)
을 수행한 뒤, 1D CNN 및 RandomForest에 입력 데이터로 사
용하여 각 모델의 적합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1D
CNN에서는 AUC 0.77 ± 0.05, RandomForest에서는 0.94 ± 0.00
로 나타났다. 1D CNN은 무작위 순열된 입력 데이터에 대한 표
준편차가 RandomForest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입력 데이터의
순서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비순차적 특성을 갖는 입력 데이터를 CNN에 적용하는 연구
의 모델 적합성 평가 및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는 데 있어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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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비순차적 입력 데이터에는 SVM(Support vector
machine), RandomForest 모델 등을 사용하였으나 [1], 최근 비
순차적 입력 데이터를 CNN에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
CNN은 콘볼루션 과정을 통해 입력 데이터의 순차적 입력 특
성과 연결성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지나 영상 같은 데이터
분류 관련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분류 성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4].
하지만, CNN은 콘볼루션 과정 중 kernel size에 따라 입력 데
이터의 순차적 특성과 연결성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비순차적
특성을 갖는 입력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력 데이
터 순서에 따라 성능의 편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순차 입력 데이터에 대한 CNN 적합
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순열을 통한 비순차적 특성과 연결
성을 없앤 입력 데이터를 CNN과 RandomForest에 적용하여 각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본
2.1 데이터 세트

룹 : 5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룹 간, 연령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 결
과 연령분포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
<표 1> 그룹 간 Age feature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Age

χ2
71.24

dof
56

p-value
0.08

Training 및 test 데이터는 각각 79, 3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Training 데이터 중, 30%인 24명은 validation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Mortality prediction을 위해 치료된 그룹과 사망한 그룹으
로 labeling 하였다.
2.2 CNN 및 Random Forest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 및 RandomForest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무작위 입력 데이터에 대한 CNN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1층 1D CNN 모델은 콘볼루션 계층, 완전 연결
계층, 결과 출력 계층 순으로 구성하였고, 콘볼루션 필터 개수는
32개, 완전 연결계층의 입력 크기는 512, batch 크기는 10,
epoch 크기는 300으로 설정하였다.
RandomForest 모델에서 트리는 10개, 최대 트리 깊이(max
tree depth)는 2부터 20까지 2씩 증가시키면서 총 10개의 최대
트리 깊이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론

<그림 1> 1D CNN 모델

데이터세트는 중국 Wuhan의 Union, Liyuan 병원에서 수집한
HUST-19 open database를 사용하였다 [5]. HUST-19는
Covid-19 환자 및 대조군 1,521명의 인구학적 정보와 Routine
Blood Test, Inflammation, Biochemical Test, Blood coagulation
Test, Immune cell Typing, Cytokine Profile Test에 대한 정보
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86개의 feature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대조군 및 그룹이 미분류된 피험자를 제외한 719명
중 사망자 그룹 피험자 57명이었으며, 데이터 세트 비율을 1:1로
맞추기 위해 SARS-Cov-2 nucleic acids가 positive를 보인 57명
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14명(치료된 그룹 : 57명, 사망한 그

2.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총 3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무작위 순열
입력을 100번 반복하면서 얻은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1층 1D CNN 및 RandomForest 간 무작
위 순열 검정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분석에서는, 1층 1D CNN
의 kernel size를 변경해가며 AUC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때, kernel size는 전체 feature 길이의 1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시켜가며 얻은 kernel size를 사용하였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RandomForest의 트리 깊이에 따른 AUC 평
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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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표 4> 최대 트리 깊이 변화에 따른 AUC 평균 및 표준편차

3.1 1D CNN 및 RandomForest의 무작위 순열 검정

무작위 순열 검정 결과를 보면, 1D CNN에서는 AUC 평균 및
표준편차는 0.78 ± 0.05로 나타났으며, RandomForest에서는
0.94 ± 0.02로 나타났다 (표 2).
<표 2> 무작위 순열 유무에 따른 AUC 평균 및 표준편차

CNN
mean AUC(SD) 0.78 (0.05)

RandomForest
0.94 (0.02)

Max tree depth of Random Forest Classifier
2 4 6 8 10 12 14 16 18 20
mean
0.92 (0.04)
0.92 (0.03)
0.92 (0.04)
0.92 (0.04)
0.92 (0.04)
0.92 (0.04)
0.92 (0.04)
0.92 (0.04)
0.92 (0.04)
0.92
AUC (0.04)
(SD)

*AUC: area under curve, SD: standard deviation
4. 결

3.2 Kernel size 별 AUC 평균 및 표준편차

1D CNN의 Kernel size 별 AUC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를 보
면, kernel size가 가장 작은 9인 경우 AUC 평균 및 표준편차는
0.79 ± 0.06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86인 경우 0.80 ± 0.04로 나
타났다 (그림 2, 표 3).
<표 3> Kernel size 별 AUC 평균 및 표준편차

Kernel siz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number of features (%)
10 20 30 40 50 60 07 80 09 100
mean
0.79 (0.05)
0.78 (0.05)
0.79 (0.05)
0.78 (0.05)
0.79 (0.05)
0.78 (0.05)
0.78 (0.05)
0.77 (0.05)
0.78 (0.04)
0.80
AUC (0.06)
(SD)

*AUC: area under curve, SD: standard deviation

<그림 2> 1D CNN의 Kernel size 별 AUC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는 비순차적 입력 데이터에 대한 CNN의 적합성
을 검증하기 위해, 1층 1D CNN 및 RandomForest에 무작위 순
열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고 AUC 평균 및 표준편차를 비교분
석 하였다.
두 모델의 무작위 순열 검정 결과를 보면, 1D CNN은
RandomForest보다 AUC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
났으며 입력 데이터의 순차적 연결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1D CNN의 kernel size가 작을수록 AUC 분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SD=0.06), 커질수록 분포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SD=0.04). 즉, 무작위 순열된 비순차 입력 데이터를
CNN에 적용할 경우, 입력 데이터의 순서 및 연결성의 변화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andomForest의 최대 트리 깊이 변화에 따른 AUC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면, 트리의 깊이 변화에 따른 AUC 평균은 동일하
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또한 트리의 값이 6인 경우를 제외하
고 일정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비순차적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는 CNN
보다 RandomForest에서 더 안정적이며 높은 AUC 및 적은 편
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두 모델의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모델의 하이퍼 파
라미터 최적화 및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순차적 입력 데이터를 1D CNN에 적용
할 때 모델의 적합성 평가 및 최적의 성능을 갖는 모델을 도출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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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대 트리 깊이 변화에 따른 AUC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 3, 표 4는 최대 트리 깊이의 변화에 따른 RandomForest
의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트리의 최대 깊이별 AUC 평균은
0.9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준 편차는 트리의 깊이가 6일 때
0.0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나머지에서는 0.0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3> RandomForest의 최대 트리 깊이 별 AUC 평균
및 표준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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