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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paper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confidence interval 
using SV(Support Vector) in LS-SVM(Least-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 To get the proposed method we used the fact that the values 
of the hessian matrix obtained by full data set and SV are not different 
significantly. Since the suggested method implement only SV, a part of 
full data, we can save computing time and memory space. Through 
simulation study we justified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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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수십년 동안 신경망은 많은 분야에서 좋은 분석 그리고 추정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Bishop(1995), Cherkassky 등(1998), Haykin(19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닉층과 은닉 노드의 수를 결정 할 때 목적함수가 여러 개의 국소 최소점을 가지므로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 큰 문젯거리로 대두되어 왔다. 

최근에 신경망의 일종인 SVM(Support Vector Machines)이 개발되어 기존의 신경

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 다.(Vapnik(1998), Cristianini 등(2000). 이는 목적함수가 

볼록함수형태(convex)이기 때문에 국소 최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모

형의 복잡도(complexity)도 SVM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SV로 해결이 된

다.

많은 논문에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통해 SVM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SVM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QP(Quadratic Programming)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이는 계산에 많은 시간과 공간을 요구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 자료에서는 

SVM을 훈련하는데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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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이 실용화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SVM이 개발되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

이다(Suykens 등(1999a, 1999b, 2000, 2001), Van Gestel 등(2001a),(2001b),(2001c)). 

많은 논문에서 밝혔듯이 LS-SVM의 수행 능력이 SVM에 비해 뒤지지 않을 뿐 아니

라 QP 문제를 LP(Linear Programming)문제로 해결하여 훈련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

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LS-)SVM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추정이나 분류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사용

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만 이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나 추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자료를 SV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산 할 때 필요한 저장공간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 

비선형 회귀함수를 추정하여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구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SV만으로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모로 필요한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V만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2절에서는  LS-SVM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3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설

명을 하고 4절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한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2. LS-SVM         

다음과 같은 훈련용자료(training data set) {x k,yk}, k=1,…,N  이 주어 졌다고 

하자. 여기에서 x k∈R
n  이고 yk∈R  이다.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비선형함수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하자. 

                             yk= f(x k)+ε                                      

여기에서 

                         f(x)= w Tψ(x )+b                                (1)  

이고, ε은 서로 독립이고 평균이 0인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그리고 

ψ(⋅) : R
n
→R

m는 입력공간에서 높은 차원의 특징공간(feature space)으로의 함수이

다. (1)의 f(x )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최적화문제를 고려한다.

               min w,b,eΤ(w,e)=
1
2
w Tw+

γ
2 ∑

N

i=1
e
2
k
                      (2)  

           subject to     yk= w
Tφ( x k)+b+ek, k=1,…,N.                   

이 식은 정규화 항(regularization term)과 제곱오차항을 가지고 있어 상수항( b)가 있

는 커널능형회귀(kernel ridge regression)로 해석이 되기도 한다(Jianhua Xu 등

(2001)). 위의 최적화 문제를 라그랑제함수(Lagrangian)로 표현하면

Λ(w,b,e;α)=Τ(w,e)- ∑
N

i=1
αk{w

Tφ(x k)+b+ek-yk }               (3)

이 된다. 여기에서 αk는 라그랑제 배수(Lagrange multiplier)이다. (3)으로부터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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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을 유도 할 수 있다.

              

ꀊ

ꀖ

ꀈ

︳︳︳︳︳︳︳︳

︳︳︳︳︳︳︳︳

∂Λ

∂w
= 0 → w = ∑

N

k=1
αkψ(x k)

∂Λ
∂b
= 0 → ∑

N

k=1
αk = 0

∂Λ
∂ek

= 0 → αk= γek,                 k=1,…,N

∂Λ
∂αk

= 0 → w T
ψ(x k)+b+ek-yk = 0, k=1,…,N

       (4)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다음과 같은 선형식으로 구할 수 있다.

                   ( )0 1 T

1 Ω+γ -1I ( )bα =( )0y                         (5)

여기에서 y T=(y 1,…,yN),  1
T
=(1,…,1),  α

T=(α1,…,αN), 0
T
=(0,…,0)이

고 Ω는 N×N  행렬인데 (k,l)번째 원소 Ω kl는  Mercer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이 

커널함수 K로 표현할 수 있다. 

                         Ω kl= ψ( x k)
Tψ( x l)

                            = K( x k, x l).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널함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K(x, y )= x Ty  (선형커널함수)

                    K(x, y )= ( x
Ty+1)

d  (차수가 d인 다항커널함수)

                    K(x, y )= exp (-
||x T- y||22

σ
2 )  ( RBF 커널함수)           

(4)와 (5)로부터 f(x )의 추정치 f̂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f (̂x )= ∑
N

k=1
αkK( x , x k )+b                         (6)

여기에서 αk와 b는 (5)의 해이다. αk는 f(x )에서 x k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
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4)에서 알 수 있듯이 오차의 크기 ek에 비례한

다. 즉, 오차의 크기가 큰 값에 해당하는 입력값이 바로 SV인데 이는 함수의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Suykens 등(2000)

은 SV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3. SV를 이용한 신뢰구간

비선형 회귀함수의 신뢰구간은  Chryssolouris 등(1996)에서 연구되었다. 이 결과를 

응용하면 입력값 x 0에 대한 추정값 f (̂x 0)를 이용한 100(1-α)%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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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x 0)±c로 주어진다. c는 

       c= t α/2N-p s (1 + J
T
0 (F

TF+γ-1I )-1F TF (F TF+γ-1I )-1J 0 )
1/2   (7)  

이다. 여기에서 

                    s 2= ∑
N

k=1
(y i- f (̂x k))

2/(N-p)

                    J 0= (K(x, x 1),K(x, x 2),…,K(x, x N) )
T

                    F=

ꀎ

ꀚ

︳︳︳︳︳︳︳︳︳︳

ꀏ

ꀛ

︳︳︳︳︳︳︳︳︳︳

K(x 1, x 1) K(x 1, x 2) … K(x 1, x N)

K(x 2, x 1) K(x 2, x 2) … K(x 2, x N)
⋯ ⋯ ⋯ ⋯

K(x N, x 2) K(x N, x 2) … K(x N, x N)

              

이고, p는 모수의 수이다. 이 신뢰구간은 LS-SVM에 적용이 잘 된다(Hwang 등

(2002)). 만약 자료의 크기가 크다면 (7)식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나 공간이 많이 필

요하다. 그래서 a개의 SV, ( x
SV
1 , x

SV
2 ,…, x

SV
a )를 구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신

뢰구간을 구하면 계산이 훨씬 용이 할 것이다. 

SV를 이용한 추정값 f SV̂( x 0)가 f (̂x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것이 Syukens 등

(2001)에서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신뢰구간을 구하는 작업도 매번 많은 계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SV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적은 저장공간으로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므로 SV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7)식의 c는 t-값, s  그리고
          h(x 0)= (1 + J

T
0 (F

TF+γ
-1
I )
-1F TF (F

TF+γ
-1
I )
-1J 0 )

1/2       

 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s를 고려하면 SV는 오차가 큰 값에 해당하는 값이

므로 이를 이용한 추정치의 s는 아주 커진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자료를 이용한 s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SV로 구한 값을 고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t-값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편, h는 신뢰구간을 구할 때마다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계산시간을 절약하기 위

하여 SV로부터 구해진 hSV를 사용한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① 먼저 경계에 위치하지 않은 임의의 x에 대하여 h와 hSV를 계산한다.      
   ② b=h/h SV를  계산한다.                                                    

   ③ 신뢰구간을 f SV̂( x 0)±cSV, c sv= c×b×h SV  로 계산한다.                     

이러한 방법을 제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차가 등분산성을 만족한다는 가정과 전체

자료와 SV를 가지고 만든 헤시안행렬(Hessian matrix)의 값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정당성을 모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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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의실험

제안된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모의실험을 하 다.  이 실험을 위하여 

sine 함수를 이용하 다.

                          y=sin(x)+ε   , -π< x< π.                         

여기에서 ε∼N(0,0.32)의 분포를 따른다.  본 연구를 위하여 RBF 커널함수

                 K(x, y )= exp (-
||x T- y||22

σ
2 )                                

를 사용하 다.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커널모수 σ와 정규화 모수 γ는 10-fold 교차타

당성방법(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구하 다. 그리고 (7)식의 p는 Vapnik(1998)을 

참고하여

                          p= ∑
n

k=1

λ k
λ k+γ

를 이용하여 구하 다. 여기에서 λ k는 KTK의 고유값이고 γ는 정규화 모수이다.
먼저 크기가 500인 표본을  뽑아 f (̂x)를 구하고, 48개의 SV를 이용한 f SV̂(x )를 

구하여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체의 약 10%의 자료, SV를 이용

한 추정(dotted line)이 크기가 n=500인 전체자료를 이용한 추정(dashed line)과 비

슷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과 그림 2, 3에서 점은 자료를 원은 SV를 나

타낸다. 

다음으로 신뢰구간을 구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7)식을 이용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SV를 이용한 sine함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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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든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과 SV를 이용한 신뢰구간

그림 2에서 SV를 이용한 신뢰구간(dotted line)의 폭이 모든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

간(dashed line)보다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의 

값이 많이 커지기 때문이다.   

제안된 방법으로 구해진 신뢰구간(dotted line)과 모든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

(dashed line)을 구하여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두 신뢰구간이 상당히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나타나는 신뢰구간의 차이는 f (̂x)와 f SV̂(x )의 차

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안된 신뢰구간의 수행능력

(performance)이 좋은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반복된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

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러한 실험을 100번 반복하여 제안 된 방법의 정당

성을 살펴보았다. 신뢰구간의 중심은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신뢰구간의 폭의 상대적 

차이(relative difference)를 통하여 두 신뢰구간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결과를 히스토

그램으로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상대적 차이의 절대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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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든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dashed line)과 SV를 이용한 제안 

된 신뢰구간(dotted line)

그림 4. 모든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과 제안된 방법으로 구한 신뢰구간

의 크기의 상대적 차이의 히스토그램

0.02이하인 경우가 95% 정도가 되었고 모든 경우에서 (-0.04, 0.015)사이에 위치 해 

있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으로 구한 신뢰구간은 모든 자료를 이용한 신뢰구간의 

근사치로 사용 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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