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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라벨 있는 자료가 분류규칙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라벨 없는 자료가 분류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라벨 있는 자료와 라벨 없는 자료를 모두 사용하는 준지도분류가 더 효

과적이다. 준지도분류 중 그래프기반 다양체정칙법이 개발되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학습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를 준지도분류에 적용시

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라벨 없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주요용어: 그래프기반 준지도분류, 그래프 라플라시안, 다양체정칙성, 준지도분류, 최소제곱 서포터

벡터기계.

1. 서론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과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

루어져 왔다.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과 분류 (classification analysis)는 대표적인 지도학습이

고 군집분석 (clustering)은 자율학습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이렇게 분석방법을 나누는 기준은 반

응값 (response), 목표값 (target) 혹은 라벨 (label)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에 관

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라벨’을 사용하고 라벨이 {1,−1}의 값을 갖는 이진분류를 고려한다. 최근에 아

주 적은 비율의 라벨만 가지는 자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라벨을 만드는 것이 어렵고 시

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자료가 너무 커서 모든 자료의 라벨을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폭

발적으로 발생하는 스팸메일의 라벨을 모두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로부터 얻어지

는 ECG (electrocardiogram) 자료 중 일부분만이 정상 혹은 비정상이라는 라벨을 가질 것이다. 이외

에도 음성인식 (speech processing) (시간과 경비문제), 문자분류 (text categorization)와 웹분류 (web

categorization) (시간과자료의크기), 그리고생명정보 (bioinformatics) (비용, 시간)등을들수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준지도분류 (semi-supervised classification)라는 새로운 방법이 최근

에 개발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Zhu, 2005; Chapelle 등, 2006; Seeger, 2001; Huang 과

Kecman, 2004). 준지도분류는라벨있는자료 (labeled data)와라벨없는자료 (unlabeled data)를모

두 사용하여 라벨 없는 자료 혹은 시험자료 (test data)의 라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지도학습의 분류

처럼 라벨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규칙을 만든 후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정할 수 있지만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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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가 분류규칙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라벨 없는 자료가 분류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있는경우에는준지도분류를사용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준지도분류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방법은 혼합 분포 (mixture distri-

bution)에 기반한 모형인데 Nigam 등 (2000)이 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자인식에 이 방법을 적용

하였다. 그 후에 Holub 등 (2005)은 자료를 특징공간으로 변환하여 이미지분류작업을 하는데 이 방법

을사용하였다.

자신훈련 (self-training)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인 ’한번 잘못된 규칙은 계속 다른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공동훈련 (co-training)이다 (Blum 과 Mitchell,

1998). 이 방법은 변수들이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각 집합에서 분류기 (classifier)가

충분히 훈련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Nigam과 Ghani (2000)과 Zhou과 Goldman (2004)이

이 방법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최근에는 이 방법을 활용한 준지도회귀분석 (semi-supervised regression

analysis)이개발되었다 (Zhou과 Li, 2007).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방법은 그래프기반 (graph-based) 준지도분류 (Zhou 등, 2003; Zhou

등, 2004; Belkin 등, 2006)이다. 이 그래프기반 준지도분류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최소절단

(minicut) 방법, 조화함수 (harmonic function) 사용법, 국소와 전역 일치법 (local and global consis-

tency) 그리고 다양체정칙법 (Belkin 등, 2006)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기반 방법을 좀 더 일반

화한것으로알려진다양체정칙법을사용한다.

다양체정칙법은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면서 서포터벡터기계 (support vector machine, Vapnik,

1998)와커널방법 (Joachims, 1999) 등을적용하였다. 대표적인방법이전환적서포터벡터기계 (trans-

ductive SVM, Vapnik, 1998)인데 이 방법은 좋은 결과를 보이는 반면 계산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

는단점이있을뿐아니라전환적 (transductive, 현재의자료에대한분류값만추정하기때문에새로운

자료를분류하려면알고리즘전체를다시수행해야한다)이다. 이외의여러가지방법들도개발되어이

용되고 있지만 계산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균형 되는 결과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

추정값이 하나의 라벨 값에 편중되는 현상)가 가끔씩 나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추정에 필요

한 모수가 잘못 선택되었을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Zhou

등, 2006).

Suykens과 Vandewalle (1999)는 서포터벡터기계의 이차프로그래밍문제를 선형방정식문제로 해결하

는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를 제안하였다. 최소제곱 서포터

벡터기계는선형방정식문제를 사용하므로 서포터벡터기계에 비해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는 커널함수 (kernel function)를 사용하는 비선형 모형으로서 기존의 선형 모

형을 비선형 모형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및

커널방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백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을 두므로 결과 해석이 용이하고 실제 응용에

있어서 인공신경망 (neural network)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은 학습 자료만으

로 신속하게 분류 및 회귀학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포터벡터기계,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커널방법의 내용과 응용에 관한 것은 참고문헌 Schölkopf와 Smola (2002), Vapnik (1998), Suykens와

Vandewalle (1999), Suykens 등 (2002), Shim과 Lee (2009), Shim 등 (2009)을참고하기바란다. 그리

고 다중분류 (multicategory classification)는 이진분류 (binary classification) 문제를 통해 해결 할 수

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이진분류문제만다루기로한다 (Seok, 2008).

본연구에서는분류에서좋은성능을보이는최소제곱서포터벡터기계를준지도분류에적용시키는방

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이 준지도분류에서 좋을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

고자 한다. 2절에서는 준지도분류, 다양체정칙법 그리고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를 소개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형태의 준지도학습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잘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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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실험을통해보일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결론및향후연구과제에대해언급한다.

2. 준지도분류와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2.1. 그래프기반 준지도분류

자료가 {(xL,yL)} = {(x1, y1), ..., (xnL , ynL)}
′와 xU = (xnL+1, ..., xnL+nU )′ , x = {xU ∪ xL},

n = nL + nU로 주어졌다. xi ∈ Rd는 상수 1을 포함하는 입력값이고 yi는 xi의 라벨인데 −1 혹은

+1값을 가진다 ( i = 1, ..., nL). nL과 nU는 라벨 있는 자료와 라벨 없는 자료의 크기를 각각 나타낸다.

라벨 있는 자료로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정하고자 할 때 분류처럼 라벨 있는 자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벨 없는 자료도 사용하는 것이 준지도분류이다. 준지도분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좋

은결과를보이는방법이개발되고있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방법은 그래프기반 준지도분류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정

점 (vertex)과 가장자리 (edge)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그래프기반 방법의 주 된 내용이다. yi값들

은 정점에 배치되고, yi와 yj를 잇는 가장자리의 가중치 (weight) wij는 정점들의 유사성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 정점 yi와 yj이 유사하다면 wij는 큰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값을

가지도록 한다. 그래프에 따라 다양한 wij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완전연결그래프 (fully connected

graph)는 wij = exp(−||xi − xj ||2/σ2)를 사용하고 kNN (k nearest neighborhood) 그래프에서는

xj ∈ {x|kNN of xi}이면 wij = 1을그렇지않으면 wij = 0을사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라벨함수 f를 추정할 때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1)

f(xi)는 yi와 가까워야 한다. 2) 함수 f는 부드러워야 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최소절단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의 벌칙항 있는 손실함수를 최소화 하는 문제로 표현

할수있다.

min
f∈{−1,1}

C

nL∑
i=1

(yi − f(xi))
2 +

n∑
i,j=1

wij(f(xi)− f(xj))
2. (2.1)

여기에서 C는 아주 큰 값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이 방법은 전환적

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방법을 좀 더 일반화시킨 방법이 조화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화

함수란 다음의 식과 같이 라벨 있는 자료에서는 추정값이 주어진 라벨과 같으면서 가중평균으로 계산되

는함수를말한다.

f(xi) = yi, i = 1, ..., nL

f(xi) =

n∑
k=1

wikf(xk)/

n∑
k=1

wik

이식은 (2.1)과유사한형태로표현할수있다.

min
f∈R

n∑
i,j=1

wij(f(xi)− f(xj))
2 (2.2)

s.t. f(xi) = yi, i = 1, ..., nL.

조화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의 최대 장점은 f의 해를 실수 공간에서 찾도록 조건을 완화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최적의 유일한 해를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절단방법과 마찬가지로 조화함수

방법도전환적이라는단점을가지는데이를보완하기위해다양체정칙법이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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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양체정칙법

먼저 (2.1)과 (2.2)에 나오는
∑n

i,j=1 wij(f(xi) − f(xj))
2 항을 그래프 라플라시안 (graph Lapla-

cian)을이용하여표현하면다음과같다.

1

2

n∑
i,j=1

wij(f(xi)− f(xj))
2 = f ′Lf .

여기에서 f = (f(x1), ..., f(xn))
′이고 L = D −W을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D는

(i, i)번째 원소가
∑n

j=1 wij인 n × n 크기의 대각행렬이다. 이 식은 큰 가중치를 가지는 관측치 끼리

는 유사한 추정치를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항만으로 일반화오류 (generalizarion er-

ror)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추정된 함수가 충분히 부드럽게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 ||f ||를 벌칙항에 추가하는 것이 다양체정칙법이다. Belkin 등 (2006)에 의해 개발된 다양

체정칙법은다음과같이일반적인형태로표현될수있다.

f∗ = argminf∈HK

nL∑
i=1

V (xi, yi,f) + µ1||f ||2K + µ2f
′Lf .

여기에서 V는손실함수로써잔차제곱혹은경첩손실 (hinge loss)등을사용할수있다. 그리고 ||f ||2K는
f의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기 위한 항이고, µ1과 µ2는 각각 추정된 함수의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하는

모수와 유사성의 강도를 조절하는 모수이다. 커널 K에 대응되는 RKHS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는 HK로나타내었다. 커널방법을부분적으로적용시킨연구는 Seok (2007)에서볼수있다.

2.3.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분류를 위해 주어진 자료를 {xi, yi}ni=1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xi ∈ Rd는 상수 1을 포함하는

입력변수벡터이고 yi는 xi의 라벨인데 −1 혹은 + 1값을 갖는다. 여기서 φ : Rd → Rd
f는 입력공간을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사상하는 특징함수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φ(xi)
′φ(xj) = k(xi,xj), 특징공간에

서의 내적은 입력공간에서 동등한 커널을 가진다 (Mercer, 1909). 여러 형태의 커널 k(·, ·)이 자료에 따
라 사용될 수 있다. 분류기 f(x) = w′φ(x)는 primal 공간에서 다음의 최적화 문제의 해로 정의될 수

있다.

min
w,e

JP (w, e) =
1

2
w′w + µ

n∑
i=1

e2i (2.3)

s.tyi[wφ(xi)] = 1− ei, i = 1, ..., n.

(2.3)을라그랑제배수 (αi)를사용한라그랑제함수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LD(α) = JP −
n∑

i=1

αi[yiw
′φ(xi)− 1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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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라그랑제배수는다음의조건으로부터구해진다.

∂LD

∂w
= 0 ⇒ w =

n∑
i=1

αiyiφ(xi),

∂LD

∂ei
= 0 ⇒ αi = µei, i = 1, ..., n, (2.4)

∂LD

∂αi
= 0 ⇒ yi[w

′φ(xi)] = 1− ei, i = 1, ..., n.

따라서 (2.4)와 Mercer 정리 (1909)를이용하면입력값이 x인자료의분류기는다음과같이구해지며

f(x) =

n∑
i=1

αiyiK(xi,x)

분류기의부호에따라주어진자료가분류된다. 여기에서K는커널함수로서K(xi,xj) = φ(xi)
′φ(xj)로

정의된다. 많이 사용되는 커널함수는 방사형 기저 함수 (radial basis function)인데 이는 K(xi,xj) =

exp
{
−||xi − xj ||2/σ2

}
이다.

3.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형태의 준지도분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를 준지도분류에

적용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 방법을 다양체정칙법에 적

용한다음의최적화문제를생각할수있다.

min J =
1

2
w′w +

µ1

2

nL∑
i=1

e2i +
µ2

2

n∑
i,j=1

ϵ2,ij , (3.1)

s.t yi
{
w′φ(xi) + b

}
= 1− ei, i = 1, ..., nL,

√
wij

{
(w′φ(xi)−w′φ(xj)

}
= ϵij , i, j = 1, ..., n.

여기에서 µ1은 라벨 있는 자료의 적합도를 조절하는 모수이고, µ2는 유사한 입력값이 유사한 라벨을

가지도록 조절하는 모수이다. (3.1)를 라그랑제 배수 (αi, βij)를 사용한 라그랑제 함수로 표현하면 다

음과같다.

minL = J −
n∑

k=1

αk[yk(w
′φ(xk) + b)− 1 + ek ]−

n∑
k,l=1

βkl

{
ϵkl −

√
wkl[w

′φ(xk)−w′φ(xl)]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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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로부터다음의조건식을얻을수있다.

∂L

∂w
= 0 ⇒ w =

n∑
k=1

αkykφ(xk)−
n∑

k,l=1

βkl
√
wkl[φ(xk)− φ(xl)],

∂L

∂b
= 0 ⇒

n∑
k=1

αkyk = 0,

∂L

∂ek
= 0 ⇒ µ1ek = αk, k = 1, ..., nL (3.3)

∂L

∂ϵkl
= 0 ⇒ µ2ϵkl = βkl, k, l = 1, ..., n,

∂LD

∂αk
= 0 ⇒ yk[w

′φ(xk) + b] = 1− ek, k = 1, ..., nL,

∂L

∂βkl
= 0 ⇒

√
wkl

{
w′φ(xk)−w′φ(xl)

}
= ϵkl, k, l = 1, ..., n.

(3.3)로부터다음의선형관계식을얻을수있다.

nL∑
k=1

αkyk = 0,

yi

[

n∑
k=1

αkykKki −
n∑

k,l=1

βkl
√
wkl(Kki −Kli)] + b

+
αi

µ1
= 1, i = 1, ..., nL, (3.4)

√
wij


n∑

k=1

αkyk(Kki −Kkj)−
n∑

k,l=1

βkl(Kki −Kkj −Kli +Klj)

−
βij

µ2
= 0, i, j = 1, ..., n.

여기에서 Kij = K(xi,xj), i, j = 1, ..., n는 K의 (i, j)번째 원소이다. (3.4)식으로부터 주어진 x의 예

측값 ŷ(x)는다음과같이얻을수있다.

ŷ(x) = sign


nL∑
k=1

αkykK(xk,x)−
n∑

k,l=1

√
wklβkl[K(xk,x)−K(xl,x)]

 .

여기에서 α = (α1, ..., αnL , αnL+1, ..., αn)
′ = (αL,αU )와 β = (β11, β21, ..., β12, β22, ..., βnn)

′은 다음

의선형시스템으로구할수있다. 0 11×nL 01×n2

1nL×1 Ω + InL A1

0n2×1 A2 A3


 b

αL

β

 =

 0

1nL×1

0n2×1

,
여기에서 0m×n (1m×n)은 모든 원소가 0 (1)인 크기가 m × n인 행렬을 나타낸다. 그리고 Ω =

(Ωkl)nL×nL = { ykylK(xk,xl) }nL×nL
, k, l = 1, ..., nL이고 Ia는 크기가 a × a인 단위행렬이다.

A1 = (A11, ..., A1n)인데 A1l =
{
−(K.,(1:nL))

′ + (Kl,(1:nL))
′1nL×1

}
∗(1nL×1(W.,l)

′)1/2, l = 1, ..., n이

다. 여기에서 K.,l은 행렬 K의 l번째 열을 나타내고, Kl,.은 K의 l번째 행을 그리고 K(l:m),.은

l부터 m번째까지의 행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두 행렬의 대응되는 원소끼리 곱하는 연산자이다.

A′
2 = (A′

21, ..., A
′
2n)인데 A2l = (1nL×1y

′

L ∗ (W 1
l,./2)

′
11×nL) ∗ (1nL×1(K(1:nL),l)

′ − K(1: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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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 ..., n이다. A3는 n × n크기의 행렬 A3(k, l) , k, l = 1, ..., n가 n × n배열을 이루는데, (k, l)번째

행렬 A3(k, l) = (K +Kk,l1n×n − 1n×1(K.,k)
′ − (Kl,.)

′11×n) ∗ (1n×1W.,l)
1/2 +B(k, l)이다. 여기에

서 B(k, l)은 n× n행렬로서 (i, j) = (l, k)이면 B(k, l)ij = −1/µ2이고그외에는 B(k, l)ij =0이다.

다음절에서는우리가제안한방법이타당함을모의실험을통하여살펴보기로한다.

4. 모의실험

그림 4.1 Moon 자료와 준지도분류의 결과 (왼쪽)와 서포터벡터기계 결과 (오른쪽)

모의실험에사용된자료는준지도학습에서많이사용되는전형적인자료인 moon 자료와 circles 자료

이다. 먼저 moon 자료는 그림 4.1의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 라벨 있는 자료는 +1과 -1이 각각 1개씩

(nL = 2)으로 마름모와 큰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는 라벨 없는 자료이다 (nu = 100, o와

*로 표시됨). 라벨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라벨 있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서포터벡터기계로 분류작업을

한결과오른쪽그림과같은선형분류선을얻었다. 이분류선을이용하여라벨없는자료의라벨을추정

하면 그 추정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왼쪽 그림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라

벨 없는 자료도 이용하여 분류작업을 한 결과이다. 모든 자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중치 행렬 W는 유클리드 거리, k = 6 (라벨 있는 자료만 이용할 때는 1)인

kNN과이진함수 (binary weight type)를사용하였다. 그리고 (µ1, µ2, σ) = (0.005, 5, 0.5)를사용하였

다.

다음으로 circles 자료는 그림 4.2의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 라벨 있는 자료는 +1과 -1이 각각 1개씩

으로 마름모와 큰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자료는 라벨 없는 자료이다 (o 와 *로 표시됨). 라벨 없

는 자료를 제외하고 라벨 있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서포터벡터기계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은분류선을얻었다. 그림 4.1에서와마찬가지로이분류선을이용하여라벨없는자료의라벨을추정

하면 그 추정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왼쪽 그림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라

벨없는자료도이용하

여분류작업을한결과이다. 모든자료가원하는방향으로분류된것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사용

된가중치행렬 W는유클리드거리, k = 6 (라벨있는자료만이용할때는 1)인 kNN과이진함수를사

용하였다. 그리고 (µ1, µ2, σ) = (0.05, 50, 0.8)를사용하였다.

이상의 두 가지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준지도분류에 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

벨을추정할때라벨없는자료를적절하게이용할수있는하나의방법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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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ircles 자료와 준지도분류의 결과 (왼쪽)와 서포터벡터기계 결과 (오른쪽)

5. 결론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최소제곱 서포터벡터기계를 준지도분류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이 준지도분류에서 좋을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러

나 제안된 방법의 선형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 O((n2 + nL + 1)2) 크기의 계산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컴퓨터 성능항상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모수

(k, µ1, µ2, σ)결정방법과다른준지도분류방법과의비교는해결해야할차후연구과제로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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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i supervised classification which is a method using labeled and unlabeled data

has considerable attention in recent years. Among various methods the graph based

manifold regularization is proved to be an attractive method.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 is gaining a lot of popularities in analyzing nonlinear data. We propose

a semi supervised classification algorithm using the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

chines.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the manifold regularization. In this paper

we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use unlabeled data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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