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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원데이터나, 이원데이터를 이용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많은 경우에 완  해를 갖는 문제로 

변형시키기 해 정규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규화 인수를 찾는 문제를 기존의 

GCV, L-Curve, 그리고 이원데이터를 RBF 신경회로망에 용시킨 커  학습법에 한 각각의 성능을 

비교실험을 통해 고찰한다. 이때 커 을 이용한 학습법의 성능을 향상하기 해, 체학습과 성능의 

제한  비례 계라는 설정아래, 각각의 학습에 따라 능동 으로 변화하는 동 모멘텀의 도입을 제안한

다. 끝으로 제안된 동 모멘텀이 분류문제의 표 인 Iris 데이터, Singular 시스템의 표  모델인 가

우시안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원 이미지 복구문제인 Shaw데이터를 이용한 각각의 실험에서 

분류문제와 회계문제 양쪽 모두에 있어 기존의 GCV, L-Curve와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이 있음을 

보인다.

1. 서론

   목 치를 아는 근원공간 혹은 이원공간에서의 데

이터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QP문제로 재정의 

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근원데이터 행렬이나 

이원데이터 행렬의 역행렬을 취함으로써 간단하게 

구하고 하는 해를 얻을 수 있는 완 해를 갖는 문

제로 재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인 경우, 근

원행렬이나 이원행렬은 불량조건문제(ill-posed 

problem) 는 특이 구조(singular system)의 형태

로 나타나며 이 경우 역행렬을 취하게 되면 그 값이 

무 커지거나 무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그 알고리듬과 성능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

규화 인수를 구하는 방법과 주어진 문제의 해를 구

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었다는 결정 인 문제를 가지

고 있다[1]. 이러한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패턴 가 치와 바이어스 항을 동시에 학습하는 

커  학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정규화 인수를 찾는 

방법인 바이어스 학습법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제

안된 바이어스 학습법은 RBF 신경회로망에 기반으

로 한 학습법으로 기존의 신경회로망에서 가지는 고

인 문제. 즉, 지역 값과 과잉학습에 한 문제를 

잠정 으로 내포하며 이는 실제 학습에 있어 빈번하

게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바이어스 학습법이 가지는 문

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동 모멘텀을 제안

하고 이러한 동 모멘텀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각

기 다른 의미의 데이터셋을 이용 3단계에 의해 

GCV, L-Curve와 함께 비교실험 하여 동 모멘텀의 

용이 분류․회계문제 양쪽 모두에 성능향상을 가

져오며, GCV, L-Curve와 동등하거나 보다 나은 성

능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바이어스 학습법

   바이어스 항 α 0
 와 정규화 인수 λ의 계를 정

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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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 = K α+λ α

= K α+ ξ

= K α+ ξ + ( ξ- ξ )

= K α + α 0 + ε

(2)

ξ ≡ λ α ,

ξ ≡
∑ξi
N

=
λ∑α i
N

,

α 0≡ ξ ,

ε ≡ ( ξ- ξ i)

수정된 정규화 네트워크의 해는 다음과 같다.

(3)F λ( y )= αt
reg K (:, y) + α 0

여기에서 α reg= ( K+λ I) - 1 d이 된다. 실제 바이

어스 학습(Bias Learning)에서는 α와 α 0
가 확장 

커 을 이용하여 동시에 학습하게 된다. 

패턴 행렬은 바이어스 α 0
를 학습하기 해 아래와 

같이 확장하 다. 

(4)

H
t
ω = d

H≡[ K  ones (N,1) ]
t,    ω ≡ [ ]α

α0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바이어스 α 0
는 패턴 가 치 

α가 학습하는 동안 함께 학습함으로써 기존의 사

용자 지정 방식의 정규화 인수는 패턴가 치와 함께 

학습하게 된다. 이때 확장 커  행렬 H
t
ω= d는 

입력공간 Y
t
α= d와 응한다.

3. 동 모멘텀

   동 모멘트를 이용한 학습 방법은 학습 기 모

멘트의 크기를 크게 하여 수렴 속도를 높혔으며 

차 학습 수행 횟수가 많아져 수렴에 가까워질수록 

모멘트의 크기는 정 하게 조정된다. 따라서 조정된 

모멘트의 크기가 기 최  모멘트 크기보다 작은 

범  내에서 조정되게 된다[4～7]. 

             (5)

M=
m (k+1)

τ

if M>m

M=0;

τ=τ2

여기서 τ  는 기 모멘트의 값의 크기를 최소화하기 

해 사용한 제어 변수로 상된 최  한계치에서의 

학습 횟수가 되며 m 은 기존의 상수 모멘트로 동  

모멘트를 이용한 학습방법에서는 용될 모멘트의 

상한값이 된다. 결국 동 모멘트 M의 값이 모멘트

의 상한값인 m보다 클 경우 동 모멘트를 다시 0으

로 하고 τ를 τ
2으로 다음번의 상된 한계치를 최

로 둠으로써 상된 한계치 내에서 다시 모멘트를 

증가하면서 학습하게 한다. 

4. 실험  결과

   실험을 한 시스템의 구 은 Matlab 6.5을 이용

하 으며 본 실험에서는 사용한 데이터는 분류문제

의 표  데이터로 리 알려진 IRIS 데이터, 보다 

큰 문제에 한 성능 분석을 한 특이행렬의 형

인 가우시안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원 이미

지복구문제인 SHAW 데이터를 이용한 3단계 실험

으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는 첫단계 실험만 게재하

다. Iris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각각의 알고리

듬의 이용하여 정규화 인수를 구하고 결정된 정규화 

인수를 이용하여 바이어스와 오류율을 산출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어진 데이터를 순수한 학습

에 따라 구한 데이터와 구분하기 해 학습법의 뒤

에 Inverse표기 하 다. 

 정규화 인수인 의 크기는 KLMSBL> 

KLMSBLDM>GCV>L-Curve 순으로 크게 나왔으

며, 각각의 알고리듬이 산출해내는 정규화 인수는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어스 항의 크기는 

KLMSBL>KLMSBL Inverse>GCV>KLMSBLDM> 

L-Curve>KLMSBLDM Inverse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어스의 크기와 정규화 인수와의 직 인 연

은 없어 보이나 체 으로 정규화 인수가 클수록 

바이어스 항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능 면에

서는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모든 알고리듬이 74%이

상의 분류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ris의 최 의 분류성능인 70～80%에 근 함으로써 

성능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KLMSBL을 

제외한 나머지 알고리듬들은 바이어스 항을 포함한 

것이 바이어스 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비해 체

으로 정확도가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KLMSBL은 원래 학습의 결과와 정규화 인수로만 

산출해낸 결과가 다른 알고리듬과 비 심한 괴리를 

보이며, 이는 비록 분류성능에서 다른 알고리듬에 

비해 75%라는 우수한 성능을 가졌으나 트 이닝 데

이터에 한 과잉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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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_curve

그림 2. GCV

그림 3. KLMSDRBL

그림 4. KLMSDRBL Momentum

표 1 Results of the regularization parameter using Iris data

λ bias performance(%) RMS Error RMS Error with 
Bias

❶ L-Curve 2.091283e+000 2.077852e-003 74 8.706841e-001 8.706816e-001

❷ GCV 2.933131e+000 2.491655e-003 74 8.745416e-001 8.745381e-001 

❸ KLMSBL 9.111957e+000 2.679960e-002 75  8.658558e-001 8.666892e-001 

❹ KLMSBL Inverse 9.111957e+000 3.951047e-003 74 9.029183e-001 9.029097e-001  

❺ KLMSBLDM 6.405503e-001 2.224852e-003 75 8.665070e-001 8.666279e-001  

❻ KLMSBLDM Inverse 6.405503e-001 9.800551e-004 74 8.655781e-001 8.655776e-001  

이것은 동 모멘텀을 용한 KLMSBLDM과는 다른 

으로 분류되어져야한다. KLMSBLDM은 같은 

75%의 분류성능을 가지나 순수 학습과 Inverse를 이

용한 방식에서 RMS오류  바이어스 항을 포함한 

RMS오류의 실험결과 오류율에 한 변화가 GCV 

 L-Curve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며 두 두 방식에 

오류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과잉학습

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KLMSBL은 신경망의 고 문제인 지역값

과 과잉학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안된 동 모멘텀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5. 결론

 기존의 L-Curve[2], GCV[3]  커  학습법의 하나

인 KLMS를 이용한 분류  회계 성능 분석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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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KLMS는 신경망의 고 인 학습문제의 하

나인 지역값과 과잉 학습에 한 잠정  문제 을 

갖고 있으며, 이는 Iris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한 

결과를 비교해 으로써 KLMS가 트 이닝 데이터에 

과잉학습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한 KLMSBL이 모

멘텀을 용한 후 분류 성능이 높아 졌을 뿐만 아니

라 정규화 인수에 한 오류율 한 GCV  

L-Curve에 비해 히 낮아지는 것을 실험을 통하

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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