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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데이터마이닝과 기계학습의 응용분야에서는 라벨 없는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는 분류문제에 집중되었다가 최근에 회귀분석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커널능형회귀모형 형태의 준지도 회귀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전환적 방

법과는 달리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모수의

수도 적고, 계산과정도 단순할 뿐 아니라 일반화에 강점이 있다. 모의실험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라벨 없는 자료를 잘 활용하여 라벨 있는 자료만 이용하는 방법보다 더 우수한 추정을

하는것을볼수있었다.

주요용어: 일반화 교차타당성, 준지도 커널능형회귀, 준지도 회귀분석, 최소제곱 서포터벡터회귀, 커

널능형회귀.

1. 서론

회귀분석 (regression)과 분류 (classification)는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이

고 군집분석 (clustering)은 자율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이렇게 분석

방법을나누는기준은라벨 (label), 목표값 (target), 반응값 (response) 유무에따른것이다. 특히분류

작업에서는 목표값을 라벨 (label)이라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회귀분석에서의 반

응값도라벨이라고표기하겠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자료는 라벨을 만드는 것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거나 혹은 자료

가 너무 커서 라벨을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라벨을 가지는 비율이 작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예로

는 음성인식 (speech processing), 문자분류 (text categorization), 웹분류 (web categorization), 그리

고생명정보 (bioinformatics) 등이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준지도학습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개발되어

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Zhu, 2005; Chapelle 등, 2006; Xu 등, 2010; Singh 등, 2008). 준지도학

습은라벨있는자료와라벨없는자료를모두사용하여새로운분류규칙을만드는방법이다. 라벨있는

자료가 지도학습에 사용될 만큼 충분하지 않거나 라벨 없는 자료가 분류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경우에는준지도학습방법을사용한다.

최근에준지도학습에대해많이연구되고있는데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알고리즘은자기훈련 (self-

training)이다. 이는 혼합모형 (mixture model)과 EM알고리즘의 한 부류로 해석되는데 이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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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Rosenberg (2005)를 들 수 있다. 한번 잘못 정해진 규칙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자기

훈련의 최대 단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상호훈련 (co-training)이다. 이 방법은 변수들

을 독립된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변수 집합에서 분류기 (classifier)가 충분히 훈련될 수 있

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 관한 것은 Nigam과 Ghani (2000)와 Zhou와 Goldman (2004)에서 볼

수있다.

최근에많이주목받고있는방법으로는 Vapnik (1998)의 TSVM (transductive support vector ma-

chine)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SVM의 경계최대화 (margin maximization)개념을 이용한 것으로써

밀도가 희박한 지역 (sparse region)으로 분류선이 지나도록 설계되었다 (low density separation). 이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정보정칙화 (information regularization; Szummer와 Jaakkola, 2002)가 있

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해가 전역최적 (global optimum)이 아닌 국소최적 (local

optimum)에 수렴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목적함수가 볼록함수 (convex

function)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TSVM 처럼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단

점을극복하기위해그래프기반준지도학습이개발되었다.

그래프기반 준지도학습에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구는 Zhou

등 (2003)의 GRFM (Gaussian random fields model)과 Zhou등 (2004)의 CM (consistency model)이

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그래프이론을 기반으로 자료의 다양체구조 (manifold structure)를 탐색하기 때

문에전역최적에수렴하는좋은성질을가지고있다 (Belkin 등, 2006). 이와더불어준지도학습에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많은 연구의 동기를 제공한 Niyogi (2008)가 있고, 준지도학습이 지도학습보다 더 좋

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인 Chapelle 등 (2006), Zhu (2005) 그리고 Zhu와 Goldberg (2009) 등이

대표적인연구로평가된다.

준지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분류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Belkin 등 (2006)

과 Zhu (2005)는 그래프기반 준지도 방법이 회귀분석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라벨 없는 자

료가 회귀분석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Zhou와 Li (2007)는 상호훈련

과 서로 다른 측도 (metric)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회귀 (CoReg) 방법을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 주

었다. 그리고 라벨 없는 자료 중 신뢰 (confidence)가 높은 자료만 상호적으로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용된 회귀모형이 계산은 용이하지만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최근인접 (k-nearest neighbor) 모

형이라는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Wang 등 (2006)은 전통적인 커널회귀모형 (kernel regression)을 기

반으로 준지도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모형은 가중인자 (weight factor)를 통해 라벨 없

는 자료의 영향을 조절하였다. 가중인자 선택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제안된 준지도회귀분석이 커

널회귀분석과 그래프기반 회귀분석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보였다. Cortes와 Mohri

(2007)도 커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준지도회귀분석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Vapnik (1998)의 오차한계

(error bound)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오직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 추정에만 관심 있는 전환

적 (transductive) 방법인데 실험을 통해 큰 자료에서도 수행결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Xu 등

(2011)은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회귀모형 (LS-SVR, least square support vector regression; Suykens

등, 2002)을 기반으로 하는 준지도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회귀모형 (S2LS-SVR; semi-supervised LS-

SVR)을 개발하여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Lafferty와 Wasseman (2008)은

그래프 라플라시안 (Laplacian)을 사용하는 정칙성 (regularization)에 기반을 둔 준지도 회귀분석이 커

널회귀분석보다 더 빠른 최소최대 (minimax) 수렴속도를 가질 수 없음을 보였다. 그러나 준지도 평활

성 (semi-supervised smoothness) 가정을 보완시킴으로써 더 나은 준지도 방법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근에 Seok (2012)은 국소 상수 (local constant)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준지도 회귀모형

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회귀모형의 점근 분포를 밝혀 커널회귀모형보다 더 빠른 수렴속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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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있는조건을찾았다. 그리고모의실험을통해제안된이론의타당성을증명하였다.

준지도회귀분석에관한최근의연구, Wang 등 (2006), Cortes와 Mohri (2007), Xu 등 (2011), Seok

(2012)에서 개발된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

정하는 초기 추정 (pilot estimation) 단계이고 이렇게 추정된 자료와 라벨 있는 자료를 통합하여 최종

추정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런 방법의 단점은 초기 추정값을 목표값으로 하는 전환적 방법

이라는 것이다. 추정값을 목표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추정값을 관측값으로 대신한다는 것인데 오차

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 추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추

정에 영향력이 큰 초기 추정치 때문에 라벨 있는 자료가 가지는 정보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 뿐만 아

니가 선택해야할 모수가 많아지고 계산과정이 복잡해져 계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추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준지도 회귀모형을 제안한다. 제

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에서 요구하는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정하는 초기 추정 과정을 필요로 하

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모수의 수도 적고 계산과정도 단순하다. 그리고 전환적 방법보다 일반화

(generalization)의 장점을 가진다. 모의실험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라벨 없는 자료를

잘활용하여라벨있는자료만이용하는방법보다더우수한추정을하는것을볼수있었다.

2절에서는 커널능형회귀모형 (KRR; kernel ridge regression)을 소개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LS-

SVR과 S2LS-SVR을 소개하고 4절에서는 준지도 커널능형회귀모형 (S2KRR; semi-supervised KRR)

을 소개한다. 5절에서는 제안된 방법이 잘 적용됨을 실험을 통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결론

및향후연구과제에대해언급한다.

2. 커널능형회귀모형

자료가 {(XL,yL)} = {(x1, y1), · · · , (xl, yl)}로 주어지고, xi ∈ Rd는 입력값이고 yi는 xi의 라벨인

데실수값을갖는다. 회귀분석은 yi를잘설명해주는함수 f를찾는것이목적이다. 융통성있는함수

집합을 정의하여 그 집합 안에서 과적합을 예방하고 예측 잘하는 함수를 찾고자 한다. 함수 f가 속하는

함수집합을설명하기전에다음과같은특징공간으로의사상 (mapping) ψ : Rd → RM을고려한다. 이

사상을이용한함수집합을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H =
{
f |f(x) = ω′ψ(x)

}
, ω ∈ RM .

일반적으로 특징공간의 차원 (M)은 원변수의 차원 (d)보다 아주 크기 때문에 특징공간에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므로 특징공간에서 계산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만약 H가 함수 추정에

충분한집합이라면다음과같은정칙화 (regularized) 오차함수를

min
f∈H

l∑
i=1

(yi − f(xi))
2 + λ1||f ||2H (2.1)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λ1는 함수의 복잡도와 자료의 적합도를 조절하는 정칙 모수 (regulariza-

tion parameter)이다. Kimeldorf와 Wahba (1971)의 정리 (representer theorem)에 의해 f(x) =∑l
i=1 αik(x,xi)로표현이가능하므로함수집합은

H =

{
f |f : RM → R, f(x) =

l∑
i=1

αik(x,xi) = KLLα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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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정의할수있다. 여기에서 KLL 는 l× l크기의커널행렬인데 xi와 xj의커널함수 kij = k(xi,xj) =

ψ(xi)
′ψ(xj)가 (i, j)번째원소이고, w =

∑l
k=1 αkψ(xk)와 같이 표현됨을 커널재생 (reproducing ker-

nel) 이론에의해증명된다. 사용될수있는여러종류의커널함수중에서대표적인것은다음과같다.

k(x,y) =x′y :선형 (linear) 커널

k(x,y) =(τ + x′y)d :다항 (polynomial) 커널

k(x,y) = exp(−||x− y||22/σ2) :가우시안 (Gaussian, radialbasis function) 커널

k(x,y) = tanh(κ1x
′y + κ2) : MLP (multi-layer perceptron) 커널

통상적으로 가우시안 커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Xu 등, 2011; Lin과 Lin,

2003). 1) 선형 커널은 수행 성능이 떨어지고, 가우시안 커널의 특별한 경우이다. 2) 다항 커널은 모

수의 수가 MLP 커널과 같이 2개로 많고 수치적 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3) MLP 커널은

양정치가 아닐 뿐 아니라 가우시안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다. 4) 가우시안 커널은 많은 사용자가 선호하

는평활성 (smoothness)을가진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도가우시안커널을사용한다.

목적함수 (2.1)은행렬로표기하면

min
αL

(yL −KLLαL)
′(yL −KLLαL) + λ1α

′
LαL (2.2)

로쓸수있는데이것을만족하는 αL는

α̂L = (K′
LLKLL + λ1Il)

−1K′
LLyL

이다. 여기에서 Il은 크기가 l × l인 단위행렬이다. 그리고 새로운 입력 x∗에 대한 KRR 추정값 ŷ∗는

다음과같이구해진다.

ŷ∗ = f̂(x∗) =

l∑
i=1

α̂ik(x∗,xi) = KL∗(K
′
LLKLL + λ1Il)

−1K′
LLyL

여기에서 KL∗는 크기가 l인 행벡터인데 i번째 원소가 k(x∗,xi), i = 1, · · · , l이다. 최근에도 KRR

추정법은 모델복잡도와 예측정확도를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Hofmann 등, 2008; Ex-

terkate 등, 2011).

3. 준지도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회귀모형

3.1.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회귀모형

2절과 같이 ψ : Rd → RM가 입력공간을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사상하는 특징함수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f(x) = ω′ψ(x)는원공간 (primal space)에서다음의최적화문제의해로정의될수있다.

min
w,e

JP (w, e) =
1

2
w′w +

λ

2

l∑
i=1

e2i (3.1)

s.t. yi = w′ψ(xi) + b+ ei, i = 1, · · · , l.

여기에서 λ는 정칙 모수이다. (3.1)을 라그랑제 (Lagrange) 배수 αi, i = 1, · · · , l를 사용한 라그랑제
함수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LD(α) = JP −
l∑

i=1

αi

{
w′ψ(xi) + b− yi + e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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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라그랑제배수는다음의조건으로부터구해진다.

∂LD

∂w
=0 ⇒ w =

l∑
i=1

αiψ(xi),

∂LD

∂b
=0 ⇒

l∑
i=1

αi = 0,

∂LD

∂ei
=0 ⇒ αi = λei, i = 1, · · · , l,

∂LD

∂αi
=0 ⇒ yi −w′ψ(xi)− b− ei = 0, i = 1, · · · , l. (3.2)

(3.2)의변수 w와 e를제거하여다음과같은식으로부터 α와 b를구할수있다.(
0 1′

l

1l K + Il/λ

)(
b

α

)
=

(
0

yL

)

여기에서 1a는 모든 원소가 1인 a × 1 크기의 벡터이다. 따라서 (3.2)와 Mercer 정리 (1909)를 이용하

면입력값이 x∗인자료의 LS-SVR 추정값은

f̂(x∗) =

l∑
i=1

α̂iK(x∗,xi) + b̂

이다.

3.2. 준지도 최소제곱 서포트벡터 회귀모형

{(XL,yL)} = {(x1, y1), · · · , (xl, yl)}와 더불어 라벨 없는 자료 XU =
(
xl+1, ...,xn)

′ , n = l + u가

주어질때 S2LS-SVR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min
w,b,ξ,ζ

J(w, ξ, ζ) =
1

2
w′w +

λ1

2
ξ′ξ +

λ2

2
ζ′ζ

s.t. yi = w′ψ(xi) + b+ ξi, i = 1, · · · , l,

ŷi = w′ψ(xi) + b+ ζi, i = l + 1, · · · , n. (3.3)

여기에서 ξ = (ξ1, · · · , ξl)′, ζ = (ζl+1, ..., ζn)
′는실수값을가지는보조변수 (slack variable)이고 ŷi (i =

l + 1, · · · , n)는 xi에대응되는라벨의초기추정값이다. 그리고 λ1, λ2는정칙모수이다. 식 (3.3)을라

그랑제함수로표현하면아래와같다.

minLw,b,ξ,ζ = J −
l∑

k=1

αk

{
w′ψ(xk) + b+ ξi − yi

}
−

n∑
k=l+1

βk
{
w′ψ(xk) + b+ ζi − ŷi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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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로부터다음의조건식을얻을수있다.

∂L

∂w
=0 ⇒ w =

l∑
k=1

αkψ(xk)−
n∑

k=l+1

βkψ(xk),

∂L

∂b
=0 ⇒

l∑
k=1

αk +

n∑
k=l+1

βk = 0,

∂L

∂ξk
=0 ⇒ λ1ξk = αk, k = 1, · · · , l,

∂L

∂ζk
=0 ⇒ λ2ζk = βk, k = l + 1, · · · , n,

∂LD

∂αk
=0 ⇒ yk −w′ψ(xk)− b− ξk = 0, k = 1, · · · , l,

∂LD

∂βk
=0 ⇒ ŷk −w′ψ(xk)− b− ζk = 0, k = l + 1, · · · , n. (3.5)

LS-SVR과같은방법으로 (3.5)에서 w, ξ, ζ를제거하여다음의식으로부터 b,α,β를구할수있다. 0 1′
l 1′

u

1l KLL + Il/λ1 KLU

1u KUL LUU+Iu/λ2


 b

α

β

 =

 0

yL

yU


여기에서 KLU = (kij)i=1,···l,j=l+1,··· ,n, KUL = (kij)i=l+1,··· ,n,j=1,··· ,l, KUU = (kij)i,j=l+1,··· ,n 그리

고 yU = (ŷl+1, · · · , ŷn)′이다. 새로운입력 x∗에대한 S2LS-SVR 추정값 ŷ∗는다음과같이구해진다.

f̂(x∗) =w′ψ(x∗) + b̂

=

l∑
i=1

α̂iK(x∗,xi) +

n∑
i=l+1

β̂iK(x∗,xi) + b̂

4. 준지도 커널능형회귀모형

커널회귀모형를이용하는준지도회귀분석모형은

f̂ =Kα =

(
KLLKLU

KULKUU

)(
αL

αU

)

=

(
KLLαL +KLUαU

KULαL +KUUαU

)
와 같은 형태를 지닌다. 여기에서, f̂ = (f̂(x1), · · · , f̂(xn))

′, K = [KLLKLU ;KULKUU ]이다. 그리고

α = [αL;αU ], αL = (α1, ..., αl)
′, αU = (αl+1, ..., αn)

′이다 (편의상 [x;y] =

(
x

y

)
로 표기 함). 벌칙

항을포함하는목적함수 LF은

LF =(yL −KLLαL −KLUαU )′(yL −KLLαL −KLUαU )

+(yU −KULαL −KUUαU )
′(yU −KULαL −KUUαU ) + λ2α

′
LαL + λ3α

′
UαU

=(y −Kα)′(y −Kα) +α′Λ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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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에서 y = [yL;yU ] 그리고 Λ = [λ2IL0l×u; 0u×lλ3Iu]이다. (4.1)을 최소화하는 α는 다음과

같이구할수있다.

α̂ = (K′K + Λ)−1K′y

그리고새로운입력 x∗에대한추정값 f̂F (x∗)은

f̂F (x∗) =

n∑
i=1

α̂ik(x∗,xi) = K∗(K
′K + λI)−1K′y (4.2)

이다. 여기에서 K∗는 크기가 n인 행벡터인데 i번째 원소가 k(x∗,xi), i = 1, · · · , n이다. (4.2)의 f̂F을

얻기위해서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야한다.

1. α̂L = (K′
LLKLL + λ1Il)

−1K′
LLyL, 모수 λ1과 σ1 선택

2. yU = KULα̂L

3. α̂ = (K′K + Λ)−1K′y, y = [yL;yU ], 모수 λ2, λ3, σ2, σ3, σ4, σ5 선택

4. f̂F (x∗) = K∗α̂

거의 모든 준지도 회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Wang 등, 2006; Cortes와 Mohri, 2007; Xu 등, 2011;

Seok, 2012)는 이와 유사한 단계를 거치는 추정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의 단점은 1) 1, 2 단계에서 구

한 초기 추정값 yU = KULα̂L을 3 단계에서는 목표값으로 사용해야 한다. 추정값을 목표값으로 사용

한다는것은그추정값을관측값으로대신한다는것인데오차에대한충분한정보가없는상태에서는최

종 추정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2) XL이 가지는 정보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XU를 사용한

다. 그런데 XU와 더불어 최종 추정에 영향력이 큰 yU를 사용함으로써 yL이 가지는 정보를 왜곡시킬

수 있다. 3) 초기 추정의 정확성이 더 좋은 최종 추정을 보장하지 못한다. 4) 선택해야할 모수가 많아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계산시간을 요구한다. 5) 최종 추정이 라벨 있는 자료만으로 추정하는 결과

와 아주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6) 라벨 없는 자료의 추정에만 관심을 가지는 전환적방법이다. 이와 같

은단점을극복하기위해다음과같은형태의준지도회귀모형을제안한다.

f̂(x) =

l∑
i=1

αiK(xi,x) +

n∑
j=l+1

αjK(xj ,x) (4.3)

식 (4.3)은행렬을이용해서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f̂L =K1α

=KLLαL +KLUαU

여기에서, f̂L = (f̂(x1), · · · , f̂(xl))
′, K1 = [KLLKLU ]이다. 목적함수는다음과같이쓸수있다.

L = (yL −K1α)′(yL −K1α) +α′Λα (4.4)

여기에서 Λ = [λ1Il×l0l×l; 0u×uλ2Iu×u], 그리고 λ1, λ2는 정칙 모수이다. 목적함수 (4.4)를 최소화하

는 α̂는

α̂ = (K′
1K1 + Λ)−1K′

1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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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주어진다. 그리고새로운입력 x∗에대한 S2KRR 추정값 f̂L(x∗)은

f̂L(x∗) =

n∑
i=1

αik(x∗,xi) = K∗(K
′
1K1 + Λ)−1K′

1yL

인데, 여기에서 K∗는 크기가 n인 행벡터인데 i번째 원소가 k(x∗,xi)이다. 추정값 f̂L(x)은 f̂F (x)을

구할 때 필요한 단계 1과 2를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에 필요한 모수도 최대 4개

(KLL,KLU , λ1, λ2)로 최대 8개가 필요한 f̂F (x)보다 계산이 쉬울 뿐 아니라 계산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 추정값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가 더 잘 될

것으로기대된다.

5. 실험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을 실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모의 생성된

자료와실제자료이다. 추정에필요한모수선택을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고려할수있겠지만그중에

서 이해가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일반화 교차타당성 (GCV; generalize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였

는데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난다.

GCV =
1

n

n∑
i=1

(
yi − f̂(xi)

1− trace(A)/n
)2.

여기에서 f̂(x) = (f̂(x1), · · · , f̂(xn))
′ = Ay이다. 그리고 여러 방법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번

의 반복에 의한 평균제곱오차 (MSE; mean squared error)와 상관계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

다.

5.1. 실험에 사용된 자료

모의생성 자료

실험에 사용된 모의생성 자료는 sine 자료와 sinc 자료다. 사용된 sine 자료는 yi = sin(2πxi) + ei인

데 xi ∼ iid U(0, 1), ei ∼ iid N(0, 0.22)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sinc 자료는 yi = sinc(xi) + ei인데

xi ∼ iid U(−3, 3), ei ∼ iid N(0, 0.12)분포를 따른다. 훈련용 (training)으로는 크기가 50 (100), 시

험용 (test)으로는크기 100, 그리고라벨없는자료는크기가 300 (1,000)인자료를사용하였다.

Corn 자료

이 자료 (http://www.eigenvector.com/Data/Data sets.html)는 3개의 분광계 (m5, mp5, mp6)로 측

정된 80개의 옥수수에 관한 자료다. 파장의 범위 (독립변수)는 1100∼2498nm인데 2nm 간격으로 구성

되었다. 그리고종속변수는수분 (moisture), 기름 (oil), 단백질 (protein) 그리고탄수화물 (starch) 등

4개다. Rosipal과 Trejo (2001)와 Xu 등 (2011)의 실험처럼, 자료에 있는 종속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4개의종속변수를다음과같이생성하여사용하였다.

y1 =exp(x′x/2m)

y2 =exp(x′A−1x/2m1)

y3 =(x′x/m)3 exp(x′x/2m)

y4 =0.3y1 + 0.25y2 − 0.7y3

여기에서 A는 대각성분이 1이고 그 외의 값이 0.8인 대칭행렬이고, m과 m1은 각각 {xi
′x}80i=1과{

xi
′A−1x

}80
i=1
의평균이다. 위와같이생성된자료에평균이 0이고표준편차는종속변수의표준편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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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 (signal to noise)가 15%인 정규분포를 가지는 오차를 추가하였다. 총 80개의 관측값 중 20개는

훈련용으로, 20개는시험용으로그리고나머지 40개는라벨없는자료로활용하였다.

Polymer 자료

고분자시험시설에서 얻어진 자료 (Ungar, 1995)로써 61개의 관측값, 10개의 독립변수 그리고 4개의

종속변수로구성된자료이다. 10개의독립변수가단지온도, 공급량등이라는것이외의다른정보는없

다. 이 자료는 불규칙적으로 분포된 자료에 대한 비선형모형의 강건성 (robustness)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로 알려져 있다. 총 61개의 관측값 중 21개는 훈련용으로, 10개는 시험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30개는라벨없는자료로활용하였다.

5.2. 실험결과

모의 생성자료에 대한 결과가 Table 5.1과 Figure 5.1에 나타나 있다. Figure 5.1에서 볼 수 있듯

이 KRR과 S2KRR은 sine 함수의 추정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sinc 함수의 추정에서는

S2KRR이 더 좋은 추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5.1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서 S2KRR이 KRR보다 더 작은 평균제곱오차와 더 큰 상관계수를 가진다. 그 뿐만

아니라 S2KRR이 LS-SVR과 S2LS-SVR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제곱오차의 표준편차는 sine 자료에서는 KRR보다 더 크고 sinc 자료에서는 (l, u) = (100, 1000)일 때

LS-SVR보다더큰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Table 5.2에 Corn 자료와 Polymer 자료의 KRR, S2KRR, LS-SVR 그리고 S2LS-SVR 추정에 관한

평균제곱오차와 상관계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Polymer 자료에서는 종속변수가 y1일 때

평균제곱오차와 상관계수의 평균은 S2KRR이 가장 작은 값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표준편차는 LS-

SVR보다 크게 나왔다. 종속변수가 y2, y3일 때는 S2LS-SVR, 그리고 y4일 때는 S2KRR이 제일 좋

은 수행결과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 Polymer 자료에서도 S2KRR이 더 나은 추정을 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Corn 자료에서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S2KRR이 제일 좋은 수행결과를 보인다. 다만 종속변수가

y1일 때 평균제곱오차의 표준편차와 종속변수가 y4일 때 상관계수의 표준편차가 S2LS-SVR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S2KRR이 가장 우수한 수행능력을 보인다고 할

수있다. 이는 S2KRR의일반화가더우수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결과이다.

Figure 5.1 KRR estimation (dashed line) and S2KRR estimation (dotted line) of sine function (left) and

sinc function (right) are imposed on the scatter plot of simulated data (cirlce) with true function (re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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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SE of KRR, S2KRR, LS-SVR and
S2LS-SVR with simulated data. The boldfaced figure signifies the smallest value.

data
MSE correlation coefficient

(l, u) estimation method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ine data

(40,200)

KRR 1.0376 0.3391 0.9962 0.0029

S2KRR 0.9412 0.3393 0.9971 0.0026

LS-SVR 1.0737 0.4165 0.9956 0.0040

S2LS-SVR 1.0716 0.4163 0.9957 0.0040

(100,1000)

KRR 0.5100 0.1196 0.9981 0.0014

S2KRR 0.4659 0.1221 0.9985 0.0013

LS-SVR 0.5075 0.1234 0.9981 0.0014

S2LS-SVR 0.5073 0.1234 0.9981 0.0014

sinc data

(40,200)

KRR 1.1798 0.3105 0.9739 0.0165

S2KRR 1.0626 0.2700 0.9789 0.0130

LS-SVR 1.2483 0.3358 0.9703 0.0186

S2LS-SVR 1.1826 0.3392 0.9734 0.0178

(100,1000)

KRR 0.6677 0.1168 0.9920 0.0029

S2KRR 0.5962 0.1229 0.9937 0.0027

LS-SVR 0.6708 0.1148 0.9918 0.0030

S2LS-SVR 0.6260 0.1226 0.9930 0.0029

Table 5.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SE of KRR, S2KRR, LS-SVR and
S2LS-SVR with Polymer data and Corn data. The boldfaced figure signifies the smallest value.

data
MSE correlation coefficient

response variable estimation method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Polymer data

y1

KRR 0.1235 0.0699 0.6380 0.3446

S2KRR 0.1138 0.0618 0.7201 0.3203

LS-SVR 0.1142 0.0578 0.7181 0.2550

S2LS-SVR 0.1173 0.0588 0.7075 0.2605

y2

KRR 0.0872 0.0588 0.7024 0.3560

S2KRR 0.0830 0.0594 0.7581 0.2827

LS-SVR 0.0848 0.0577 0.7371 0.2469

S2LS-SVR 0.0773 0.0512 0.7477 0.2436

y3

KRR 0.0426 0.0317 0.9913 0.0133

S2KRR 0.0414 0.0278 0.9930 0.0092

LS-SVR 0.0552 0.0166 0.9956 0.0045

S2LS-SVR 0.0322 0.0193 0.9960 0.0047

y4

KRR 0.0318 0.0208 0.9731 0.1406

S2KRR 0.0292 0.0179 0.9732 0.1406

LS-SVR 0.0355 0.0221 0.9704 0.1404

S2LS-SVR 0.0294 0.0190 0.9730 0.1407

Corn data

y1

KRR 0.2122 0.0333 0.9782 0.0089

S2KRR 0.1806 0.0305 0.9829 0.0077

LS-SVR 0.2108 0.0308 0.9784 0.0088

S2LS-SVR 0.2003 0.0254 0.9796 0.0088

y2

KRR 0.3404 0.0663 0.9552 0.0224

S2KRR 0.2494 0.0648 0.9766 0.0133

LS-SVR 0.2826 0.0649 0.9702 0.0181

S2LS-SVR 0.2588 0.0676 0.9760 0.0157

y3

KRR 0.2392 0.0698 0.9392 0.0193

S2KRR 0.1809 0.0365 0.9535 0.0185

LS-SVR 0.2669 0.0559 0.9074 0.0491

S2LS-SVR 0.2088 0.0623 0.9461 0.0198

y4

KRR 0.3897 0.3257 0.9293 0.0647

S2KRR 0.2788 0.2282 0.9541 0.0422

LS-SVR 0.3267 0.2541 0.9474 0.0440

S2LS-SVR 0.3150 0.2661 0.9501 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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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과제

초기 추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준지도 회귀모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에서 요구하는 라벨 없는 자료의 라벨을 추정하는 초기 추정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

해야할모수의수도적고계산과정도단순하다. 모의실험과실제자료분석을통해제안된방법이라벨

없는 자료를 잘 활용하여 라벨 있는 자료만 이용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보다 더 우수한 추정을 하는 것

을볼수있었다. 그러나제안된추정량의분산이기대만큼적어지지않는이유를규명하여그문제점을

해결하는것을추후과제로남긴다. 그리고모수선택방법을개발하는것도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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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practical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applications, unlabeled data

are inexpensive and easy to obtain. Semi-supervised learning try to use such data to

improve prediction performance. In this paper, a semi-supervised regression method,

semi-supervised kernel ridge regression estimation, is proposed on the basis of kernel

ridge regression model. The proposed method does not require a pilot estimation of the

label of the unlabeled data.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good advantages

including less number of parameters, easy computing and good generalization ability.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utilize unlabeled data to

improve regression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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