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의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초판 1쇄 발행 2018년 9월 10일

지은이 크리스토퍼 비숍

옮긴이 김형진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주식회사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 - 2009 - 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9 3층 3-B호

전화 070 - 8201 - 9010 / 팩스 02 - 6280 - 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원고투고 jeipub@gmail.com
독자문의 readers.jpub@gmail.com / 교재문의 jeipubmarketer@gmail.com

편집부 이종무, 황혜나, 최병찬,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 회계팀 김유미

본문디자인 디자인콤마

용지 에스에이치페이퍼 / 인쇄 한길프린테크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 - 11 - 88621 - 25 - 5 (93000)
값 46,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Transla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edition: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By Christopher Bishop

Copyright ⓒ Springer-Verlag, New York 2006
This Springer imprint is published by Springer Nature
The registered company i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8 by J-Pub, Seoul, Korea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에이전시 원을 통해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에 있습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크리스토퍼 비숍 지음 / 김형진 옮김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evion12@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차 례 v

차	례

1 소개 1
1.1	 예시:	다항식	곡선	피팅	_ 5

1.2	 확률론	_ 13

1.2.1 확률 밀도   19

1.2.2 기댓값과 공분산   21

1.2.3 베이지안 확률   23

1.2.4 가우시안 분포   27

1.2.5 곡선 피팅   32

1.2.6 베이지안 곡선 피팅   34

1.3	 모델	선택	_ 36

1.4	 차원의	저주	_ 37

1.5	 결정	이론	_ 42

1.5.1 오분류 비율의 최소화   43

1.5.2 기대 손실의 최소화   45

1.5.3 거부 옵션   46

1.5.4 추론과 결정   47

1.5.5 회귀에서의 손실 함수   51

1.6	 정보	이론	_ 54

1.6.1 상대적 엔트로피와 상호 정보량   61

★ 연습문제   65

C H A P T E R

 옮긴이 머리말    xvi

 서문    xviii

 베타리더 후기    xxiii



차 례vi

2 확률 분포 75
2.1	 이산	확률	변수	_ 76

2.1.1 베타 분포   79

2.2	 다항	변수	_ 83

2.2.1 디리클레 분포   85

2.3	 가우시안	분포	_ 87

2.3.1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   95

2.3.2 주변 가우시안 분포   98

2.3.3 가우시안 변수에 대한 베이지안 정리   101

2.3.4 가우시안 분포의 최대 가능도   104

2.3.5 순차 추정   105

2.3.6 가우시안 분포에서의 베이지안 추론   108

2.3.7 스튜던트 t 분포   114

2.3.8 주기적 변수   117

2.3.9 가우시안 분포의 혼합   123

2.4	 지수족	_ 126

2.4.1 최대 가능도와 충분 통계량   129

2.4.2 켤레 사전 분포   130

2.4.3 무정보적 사전 분포   131

2.5	 비매개변수적	방법	_ 134

2.5.1 커널 밀도 추정   136

2.5.2 최근접 이웃 방법론   139

★ 연습문제   142

3 선형 회귀 모델 155
3.1	 선형	기저	함수	모델	_ 156

3.1.1 최대 가능도와 최소 제곱   158

3.1.2 최소 제곱의 기하학적 의미   161

3.1.3 순차적 학습   162

3.1.4 정규화된 최소 제곱법   163

3.1.5 다중 출력값   165

3.2	 편향	분산	분해		_ 166

3.3	 베이지안	선형	회귀	_ 172

3.3.1 매개변수 분포   172

3.3.2 예측 분포   176

3.3.3 등가 커널   179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 례 vii

3.4	 베이지안	모델	비교	_ 181

3.5	 증거	근사	_ 186

3.5.1 증거 함수 계산   188

3.5.2 증거 함수 극대화   190

3.5.3 유효 매개변수의 숫자   192

3.6	 고정	기저	함수의	한계점	_ 195

★ 연습문제   196

4 선형 분류 모델 201
4.1	 판별	함수	_ 203

4.1.1 두 개의 클래스   203

4.1.2 다중 클래스   205

4.1.3 분류를 위한 최소 제곱법   207

4.1.4 피셔의 선형 판별   210

4.1.5 최소 제곱법과의 관계   212

4.1.6 다중 클래스에 대한 피셔 판별식   214

4.1.7 퍼셉트론 알고리즘   216

4.2	 확률적	생성	모델	_ 221

4.2.1 연속 입력   223

4.2.2 최대 가능도 해   224

4.2.3 이산 특징   227

4.2.4 지수족   228

4.3	 확률적	판별	모델	_ 229

4.3.1 고정된 기저 함수   229

4.3.2 로지스틱 회귀   231

4.3.3 반복 재가중 최소 제곱법   232

4.3.4 다중 클래스 로지스틱 회귀   235

4.3.5 프로빗 회귀   236

4.3.6 정준 연결 함수   239

4.4	 라플라스	근사	_ 240

4.4.1 모델 비교와 베이즈 정보 기준   243

4.5	 베이지안	로지스틱	회귀	_ 245

4.5.1 라플라스 근사   245

4.5.2 예측 분포   246

★ 연습문제   248

C H A P T E R



차 례viii

5 뉴럴 네트워크 253
5.1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함수	_ 255

5.1.1 가중치-공간 대칭성   260

5.2	 네트워크	훈련	_ 261

5.2.1 매개변수 최적화   266

5.2.2 지역적 이차 근사   267

5.2.3 기울기 정보의 사용   269

5.2.4 경사 하강 최적화   270

5.3	 오차	역전파	_ 271

5.3.1 오류 함수 미분의 계산   272

5.3.2 간단한 예시   276

5.3.3 역전파의 효율성   277

5.3.4 야코비안 행렬   278

5.4	 헤시안	행렬	_ 281

5.4.1 대각 근사   282

5.4.2 외적 근사   282

5.4.3 헤시안의 역   284

5.4.4 유한 차분법   285

5.4.5 헤시안의 정확한 계산   285

5.4.6 헤시안 행렬의 빠른 곱셈   286

5.5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정규화	_ 289

5.5.1 일관된 가우시안 사전 분포   290

5.5.2 조기 종료   293

5.5.3 불변성   294

5.5.4 탄젠트 전파   296

5.5.5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한 훈련   298

5.5.6 콘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301

5.5.7 약한 가중치 공유   303

5.6	 혼합	밀도	네트워크	_ 306

5.7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_ 312

5.7.1 사후 매개변수 분포   313

5.7.2 초매개변수의 최적화   315

5.7.3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분류   317

★ 연습문제   320

C H A P T E R



차 례 ix

6 커널 방법론 327
6.1	 듀얼	표현	_ 329

6.2	 커널의	구성	_ 330

6.3	 방사	기저	함수	네트워크	_ 336

6.3.1 나다라야 왓슨 모델   339

6.4	 가우시안	과정	_ 341

6.4.1 다시 보는 선형 회귀   342

6.4.2 가우시안 과정을 통한 회귀   344

6.4.3 초매개변수 학습   349

6.4.4 자동 연관도 결정   350

6.4.5 가우시안 과정을 통한 분류   352

6.4.6 라플라스 근사법   354

6.4.7 뉴럴 네트워크와의 연관성   358

★ 연습문제   359

7 희박한 커널 머신 363
7.1	 최대	마진	분류기	_ 364

7.1.1 클래스 분포 간의 중첩   370

7.1.2 로지스틱 회귀와의 관계   377

7.1.3 다중 클래스 SVM   378

7.1.4 SVM을 이용한 회귀   380

7.1.5 계산적 학습 이론   385

7.2	 상관	벡터	머신	_ 387

7.2.1 RVM을 이용한 회귀   387

7.2.2 희박도 분석   392

7.2.3 RVM을 이용한 분류   396

★ 연습문제   400

8 그래프 모델 403
8.1	 베이지안	네트워크	_ 404

8.1.1 예시: 다항 근사   407

8.1.2 생성적 모델   410

8.1.3 이산 변수   411

8.1.4 선형 가우시안 모델   415

8.2	 조건부	독립	_ 418

8.2.1 세 가지 예시 그래프   419

8.2.2 d 분리   425

C H A P T E R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 례x

8.3	 마르코프	무작위장	_ 431

8.3.1 조건부 독립 성질   431

8.3.2 인수분해 성질   432

8.3.3 예시: 이미지 노이즈 제거   435

8.3.4 방향성 그래프와의 연관성   439

8.4	 그래프	모델에서의	추론	_ 443

8.4.1 사슬에서의 추론   444

8.4.2 트리   449

8.4.3 인자 그래프   450

8.4.4 합/곱 알고리즘   453

8.4.5 최대 합 알고리즘   463

8.4.6 일반적인 그래프에서의 정확한 추론   468

8.4.7 순환적 믿음 전파   470

8.4.8 그래프 구조의 학습   472

★ 연습문제   472

9 혼합 모델과 EM 477
9.1	 K	평균	집단화	_ 478

9.1.1 이미지 분할과 압축   482

9.2	 혼합	가우시안	_ 485

9.2.1 최대 가능도 방법   488

9.2.2 가우시안 혼합 분포에 대한 EM   490

9.3	 EM에	대한	다른	관점	_ 495

9.3.1 다시 살펴보는 가우시안 혼합 분포   497

9.3.2 K 평균 알고리즘과의 관계   499

9.3.3 베르누이 분포들의 혼합   501

9.3.4 베이지안 선형 회귀에 대한 EM   505

9.4	 일반적	EM	알고리즘	_ 507

★ 연습문제   513

10 근사 추정 517
10.1	 변분적	추론	_ 518

10.1.1 인수분해된 분포   521

10.1.2 인수분해 근사의 성질   523

10.1.3 예시: 단변량 가우시안   527

10.1.4 모델 비교   530

10.2	 예시:	변분적	가우시안	혼합	분포	_ 531

10.2.1 변분적 분포   533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 례 xi

10.2.2 변분적 하한   539

10.2.3 예측 밀도   541

10.2.4 성분의 수 결정하기   542

10.2.5 유도된 인수분해   543

10.3	 변분적	선형	회귀	_ 545

10.3.1 변분적 분포   546

10.3.2 예측 분포   547

10.3.3 하한 경계   548

10.4	 지수족	분포	_ 549

10.4.1 변분적 메시지 전달   551

10.5	 지역적	변분	방법론	_ 552

10.6	 변분적	로지스틱	회귀	_ 558

10.6.1 변분적 사후 분포   558

10.6.2 변분적 매개변수의 최적화   561

10.6.3 초매개변수 추론   563

10.7	 EP	_ 566

10.7.1 예시: 잡동사니 문제   572

10.7.2 그래프에서의 EP 알고리즘   576

★ 연습문제   580

11 표집법 587
11.1	 기본적인	표집	알고리즘	_ 590

11.1.1 표준 분포   590

11.1.2 거부 표집법   593

11.1.3 적응적 거부 표집법   595

11.1.4 중요도 표집법   597

11.1.5 표집 중요도 재표집   600

11.1.6 표집법과 EM 알고리즘   601

11.2	 마르코프	연쇄	몬테	카를로	_ 603

11.2.1 마르코프 연쇄   605

11.2.2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   607

11.3	 기브스	표집법	_ 608

11.4	 조각	표집법	_ 613

11.5	 하이브리드	몬테	카를로	알고리즘	_ 615

11.5.1 동적 시스템   615

11.5.2 하이브리드 몬테 카를로   619

11.6	 분할	함수	추정	_ 622

★ 연습문제   624

C H A P T E R



차 례xii

12 연속 잠재 변수 627
12.1	 PCA	_ 629

12.1.1 최대 분산 공식화   630

12.1.2 최소 오류 공식화   631

12.1.3 PCA의 적용   634

12.1.4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PCA   638

12.2	 확률적	PCA	_ 640

12.2.1 최대 가능도 PCA   643

12.2.2 PCA에서의 EM 알고리즘   648

12.2.3 베이지안 PCA   651

12.2.4 인자 분석   655

12.3	 커널	PCA	_ 657

12.4	 비선형	잠재	변수	모델	_ 662

12.4.1 개별 성분 분석   662

12.4.2 자동 연상 뉴럴 네트워크   664

12.4.3 비선형 매니폴드 모델링   667

★ 연습문제   672

13 순차 데이터  677
13.1	 마르코프	모델	_ 679

13.2	 은닉	마르코프	모델	_ 682

13.2.1 HMM에서의 최대 가능도 방법   688

13.2.2 순전파-역전파 문제   691

13.2.3 HMM에서의 합/곱 알고리즘   699

13.2.4 척도화 인자   701

13.2.5 비터비 알고리즘   703

13.2.6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확장   706

13.3	 선형	동적	시스템	_ 710

13.3.1 선형 동적 시스템에서의 추론   713

13.3.2 LDS에서의 학습   718

13.3.3 LDS의 확장   720

13.3.4 입자 필터   721

★ 연습문제    724

C H A P T E R

C H A P T E R



차 례 xiii

14 모델 조합  729
14.1	 베이지안	모델	평균	_ 730

14.2	 위원회	방식	_ 732

14.3	 부스팅	_ 733

14.3.1 지수 오류의 최소화   736

14.3.2 부스팅의 오류 함수   738

14.4	 트리	기반	모델	_ 740

14.5	 조건부	혼합	모델	_ 744

14.5.1 선형 회귀 모델의 혼합   744

14.5.2 로지스틱 모델의 혼합   749

14.5.3 전문 학습기 혼합   750

★ 연습문제    752

A. 데이터 집합 757 
손글씨	숫자	_ 757

오일	흐름	_ 758

오래된	믿음	_ 761

합성	데이터	_ 762

B. 확률 분포 765 
베르누이	분포	_ 765

베타	분포	_ 766

이항	분포	_ 766

디리클레	분포	_ 767

감마	분포	_ 768

가우시안	분포		_ 768

가우시안	감마	분포	_ 770

가우시안	위샤트	분포	_ 770

C H A P T E R

부      록 

부      록 



차 례xiv

다항	분포	_ 771

정규	분포	_ 772

스튜던트	t	분포	_ 772

균등	분포	_ 773

폰	미제스	분포	_ 773

위샤트	분포	_ 774

C. 행렬의 성질 775 
기본	행렬	성질	_ 775

대각합과	행렬식	_ 777

행렬	미분	_ 778

고윳값	공식	_ 779

D. 변분법 783

E. 라그랑주 승수법 787 

부      록 

부      록 

부      록 

참고 문헌   793
찾아보기   809



이 책을 나의 가족

제나, 마크, 휴에게 바친다.

2006년 3월 29일 터키 안탈리아의 개기 일식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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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곁에 갑작스럽게 다가온 것만 같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절대로 깨지

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둑 분야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상대로 승리한 사건은 모두에

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비전과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차량

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곁에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 인공지능이 크게 발전하여 인류의 지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

현하는 시점)이 갑작스럽게 와 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머신 러닝/딥 러닝을 필두로 하는 인공지능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기술이 아

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 곁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해당 기술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앱, 웹, 소셜 네트워크, e-커머스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머신 러닝 테크닉이 이미 깊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지능’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잘 짜인 최적화 알고리즘에 더 가깝다

고 생각합니다. 통계학과 확률론을 기반으로 한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 분야는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들에 의해서 수십 년간 발전해 온 분야입니다. 그 발전의 궤적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 

인공지능 기술의 이론적 배경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

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다양

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

고, 어떤 식으로든 흐름에 동참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흐름을 직접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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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서적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을 직접 이끌어 가고자 결심하신 

분들, 또는 그 흐름에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서적인 만큼 번역과 편집에 큰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작업을 기다려 

주시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제이펍 편집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번역에 대해 좋은 피드백을 주신 베타리더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책을 번역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뻤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형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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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러닝은 컴퓨터 과학의 일부로서 발전해 온 반면, 패턴 인식은 공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

다. 이 둘은 한 분야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은 지난 십

여 년간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 베이지안 방법론은 전문가들만이 사용하던 특별한 도구

였으나 이제는 주류의 방법론이 되었으며, 그래프 모델들은 확률적 모델을 묘사하고 적용하

는 일반적 방법론으로 부상했다. 또한, 베이지안 방법론의 실제적인 적용은 변분적 베이즈, 

EP(expectation propagation, 기대 전파)와 같은 근사적 추론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 매우 확장되었

으며, 커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들이 알고리즘과 실제 적용의 양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 새 교과서에서는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위에서 언급된 최근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이 책은 고급 학부과정, 1년 차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패턴 인식이나 머신 러닝 개념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변량 미적분

과 기본적인 선형 대수학에 대한 사전 이해는 필요하다. 아울러 확률론에 대한 지식도 미리 알

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어차피 이 책에서 기본적인 확률론을 소

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출처 전체를 정확히 명시하는 게 불가능했다. 각각

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 원출처보다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다루

는 문헌(최신 교과서나 리뷰)을 참조로 달아 두었다. 이러한 참조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더 광범위

한 해당 분야 문헌을 찾아보기를 의도한 것이다.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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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책은 강의 슬라이드와 책에서 사용된 수치 등 다양한 추가 자료를 통해 보완되고 있다. 

더 많은 내용을 원하는 독자들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people/cmbishop/

연습문제

각 장의 마지막에는 이 책의 중요 구성 요소인 연습문제가 있다. 연습문제들은 책에서 설명한 개

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거나 해당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일반화하기 위한 문제들로 선택되었

다. 각각의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     으로 표시되어 있다. 로 표시된 경우 푸는 데 몇 분 

정도만 걸릴 간단한 문제라는 의미이고,     로 표시된 경우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의미다. 

이 연습문제들의 해답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책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답을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일이겠지

만, 이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강사들이라면 출판사를 통해서만 해답이 공개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 상충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했다. 책의 중요 

개념을 더 자세히 진술하는 연습문제는 교재의 웹 페이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해당

하는 연습문제에는 ‘ www ’ 표시가 있다. 나머지 연습문제들의 해답은 출판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교재 웹 페이지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연습문제를 풀

어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책은 주로 개념과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적절한 데이터 집합을 활

용해서 중요 알고리즘들에 대해 직접 실험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

한 알고리즘들을 구현한 Matlab 소프트웨어와 예시 데이터 집합들을 교재 웹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제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매 

튜토리얼 책자(Bishop and Nabney, 2008)도 해당 웹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수학적 표기법

현대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적분학, 선형 대수학, 확률론 등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내용은 본 분야의 이해

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책에서는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보다

는 실제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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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책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수학적 표기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구 문

헌들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 벡터들

은 x와 같은 소문자 로마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그리고 모든 벡터들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열 벡터다. 위 첨자 T는 행렬이나 벡터의 전치를 의미한다. 즉, xT는 행 벡터가 된다. M과 

같은 대문자 로마자는 행렬을 의미한다. (w1,   . . .   ,   wM)과 같은 표기는 M개의 요소를 가진 

행 벡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해당 열 벡터는 w = (w1,   . . .   ,   wM)T와 같은 식으로 표기했다.

[a, b]와 같은 표기법은 a부터 b까지의 닫힌 구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이 경우에는 

값 a와 b가 구간에 포함된다. (a, b)는 열린 구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a와 b 값은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a, b)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책 전반에서 구간의 끝 포인트가 포함되는지, 아닌지까지 자세히 신경 써야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M  ×  M의 항등 행렬(유닛 행렬)은 IM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차원 수가 애매모호하지 않은 경우

에는 I로 표기했다. 항등 행렬의 요소 Iij는 i = j인 경우에는 1을, 인 경우에는 0 값을 가

진다.

멱함수는  로 표기했다. 이때 y(x)는 어떤 함수를 의미한다. 멱함수에 대해서는 부록 D에

서 다루었다. 

 와 같은 표기는  가 가 됨에 따라 유한한 영역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면, 이다.

확률 변수 x에 대한 함수 의 기댓값은  로 적었다. 그리고 어떤 변수에 

대해 평균을 내는지에 대한 모호함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첨자를 생략하였다. 예를 들면, 

 처럼 말이다. 만약 x에 대한 분포가 다른 변수 z에 대해 조건부면, 해당 조건부 기댓값은 

 와 같이 적었다. 이와 비슷하게 분산은  로 적었고, 벡터 변수들 경우의 

공분산은   와 같이 표기했다. 또한,  를 줄여서  처럼 적을 것이다. 기

댓값과 공분산은 1.2.2절에 소개되어 있다.

만약 D차원 벡터 x = (x1,   . . .   ,   xD)T가 x1,   . . .   ,   xN로 N개가 존재하면 이 관측값들을 묶어

서 데이터 행렬 X로 만들 수 있다. 이때 X의 n번째 행은 행 벡터  에 해당한다. 따라서 X
의 n과 i 요소는 n번째 관측값 xn의 i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일차원 변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렬을 로 표기할 것이다. 이 경우 는 열 벡터로서 그 n번째 요소는 xn이다. (차원 수 N을 가

지는) x에는 (차원 수 D를 가지는) x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다른 활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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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Joseph Piliero과 제작 단계에서의 셀 수 없이 많은 공헌을 해준 MaryAnn Brickner에게 감사

를 표한다. 또한, 이 책의 표지 디자인에 대해 영감을 준 Antonio Criminisi에게도 감사한다.

예전의 교과서 패턴 인식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s for Pattern Recognition)(Bi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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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에 다시 복사해서 쓴 것이다. 또한, 그림 13.1의 분광 사진을 그려 준 Asela Gunaward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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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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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준호(티맥스클라우드)

패턴 인식 분야의 바이블이 드디어 한글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의 이론이 주 내용을 이루므

로 공학 수학 이상의 지식을 갖추신 분이라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서적입니다! 각각의 

패턴 인식 이론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박수혁(엔씨소프트)

머신 러닝 영역에서 너무나 유명하고도 어려운 책이라 품평하기보다는 제 부족한 지식으로 독

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머신 러닝의 기본 이

해에 필요한 미적분, 선형대수, 확률론과 더불어 베이지안 관점에서 여러 알고리즘을 풀어가고 

있어 이러한 지식도 미리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형 회귀부터 신경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그래프와 표를 통해 깊은 혜안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변성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원서로 읽었습니다만, 영어이다 보니 심화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

다. 번역된 책을 보니 당연하지만 원서 대비 이해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반드

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번역서가 출간되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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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림(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전공자가 딥 러닝을 공부하게 되면, 처음엔 텐서플로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로 보통 입

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이론이나 수식에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재는 찾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딥 러닝/머신 러닝의 좋은 교재이고 친구이자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성욱(삼성SDS)

머신 러닝에 필요한 이론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론에는 수식이 필요하지

만, 코드 없이 수식 위주의 책이라서 개발자인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텐서플로 

등 머신 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령(Reinforcement Learning KR 운영진)

딥 러닝 이전에 머신 러닝 분야의 교과서로 지칭되던 책 중의 한 권을 번역본으로 접하게 되어

서 좋았습니다. 베이지안 관점의 머신 러닝을 다룬 책인 만큼 확률/통계를 기반으로 한 개념들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부 수준의 확률 통계와 선형대수 지식이 있어야 책을 읽는 데 어려움

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딥 러닝으로 머신 러닝을 시작했지만 확률/통계 기반의 머신 러닝을 공

부하고자 하는 연구자 또는 엔지니어, 학생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이일구(모두의연구소)

‘쉽게 이해하는 ~~’와 같은 부류의 책은 많지만 정말로 머신 러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젠 한국어로 된 책을 만날 수 있

게 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볼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 번역본에 베타리더로 참여해 더 나은 

번역에 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준호(뉴로핏)

머신 러닝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이 드디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서

적답게 번역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이 보이고, 주요 키워드들은 옆에 영어로도 남겨 준 센스도 

좋았습니다. 다른 서적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실습 및 코드보다는 이론 위주

로 특히 신경망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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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 책만 다 이해해도 머신 러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숙지하시게 될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하셨을까 궁금할 정도로 매우 자연스러운 번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근 10년을 살다 왔지만, 이만큼 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네요.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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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소개

1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때때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답을 찾아왔으며, 성공적으로 패턴을 찾아내곤 했다. 예를 들

어, 요하네스 케플러(Johannes Kepler)는 티코 브라헤(Tycho Brahe)가 16세기에 관찰하여 축적해 놓

은 대량의 천문학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했다. 이 법칙

은 고전 역학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원자 스펙트럼에서 규칙성을 발견해 낸 것은 

20세기 초의 양자 물리학의 발전과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처럼 패턴 인식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규칙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고, 이 규칙성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등의 일을 하는 분야다.

손글씨로 쓰인 숫자를 인식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1에 이 예시에 대해 그려져 있

다. 각 숫자는 28 3 28픽셀 이미지이며, 따라서 784개의 실수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할 수 있

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이런 벡터  를 입력값으로 받았을 때 숫자 0~9 중 하나의 값을 올바르

게 출력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손글씨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태를 지니므

로 이는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필체의 모양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규칙이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규칙을 사용

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

면 수많은 규칙이 필요해진다. 게다가 각각의 규칙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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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그 예외 사항들에 대한 예외 사항을 만드는 등 끊임없이 수많은 룰을 만들어 내야만 한

다. 이러한 방식은 예외 없이 별로 성능이 좋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머신 러닝을 적용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N개의 숫자들   을 

훈련 집합(training set)으로 활용해서 변경 가능한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훈련 

집합에 있는 숫자들의 카테고리(정답)는 미리 주어진다. 보통, 각각을 직접 검사한 후 사람이 수

동으로 카테고리를 부여한다. 각 숫자의 카테고리를 표적 벡터(target vector)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벡터  는 해당 숫자의 정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각각의 카테고리를 벡터로 표현

하기 위한 적절한 테크닉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것이다. 각각의 숫자 이미지  에 대한 표

적 백터  는 하나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결과물은 함수  로 표현할 수 있다.  는 새로운 숫자의 이미지 

 를 입력값으로 받았을 때 대상 벡터와 같은 방식으로 부호화된 벡터 를 출력하는 함수다. 

함수  의 정확한 형태는 훈련 단계(training phase)에서 훈련 집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훈련 

단계는 학습 단계(learning pha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단, 한 번 훈련되고 난 모델은 시험 집합

(test set)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숫자 이미지들의 정체를 찾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훈련 단계

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예시들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능력을 일반화(generalization) 성능

이라고 한다. 실제 적용에서는 입력 벡터의 가변성이 상당히 크므로 훈련 데이터는 가능한 모

든 입력 벡터의 극히 일부분밖에 커버하지 못한다. 따라서 패턴 인식에서 보통 가장 중요한 목

표는 바로 일반화다.

대다수 실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은 원래 입력 변수들을 전처리(preprocessed)하여 새로

운 변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패턴 인식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손글씨 숫자 인식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숫자 이미지들을 각각의 숫자

가 고정된 크기의 박스에 들어가도록 변환, 축소, 확대한다. 이는 각 숫자 클래스 내에서의 가

변성을 상당히 줄이게 된다. 왜냐하면 각 숫자들의 위치와 척도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

턴 인식 알고리즘이 각각의 클래스를 구별해 내기가 더 쉬워지게 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그림 1.1  미국 우편번호에서 가져온 손으로 쓴 

숫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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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훈련 집합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새로운 시험 데이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높은 해

상도의 비디오 스트림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컴퓨터는 

초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픽셀을 다뤄야 하며, 이 픽셀 데이터를 복잡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

하는 대신, 얼굴과 얼굴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차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빠

르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 유용한 특징들을 찾아내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특징들

을 패턴 인식 알고리즘의 입력값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얼굴 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이미지에서 사각형 모양 소구역의 평균 영상 강도를 계산하는 것은 아주 효

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Viola and Jones, 2004). 그리고 이 특징들은 얼굴 인식 문제에 있어서

도 매우 효율적임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의 수는 이미지의 전체 픽셀의 수보다 적다. 따

라서 이런 종류의 전처리를 차원 감소(dimensionality reduction)라고 하기도 한다. 전처리 과정에서

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전처리 과정에서 정보들을 버리게 되는데, 만약 버려

진 정보가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것이었을 경우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확도가 악화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주어진 훈련 데이터가 입력 벡터와 그에 해당하는 표적 벡터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문제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숫자 인식 예시에서처럼 각각의 입력 벡

터를 제한된 숫자의 분리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할당하는 종류의 지도 학습 문제는 분류

(classification) 문제라고 한다. 그리고 기대되는 출력값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속된 값일 경우

에는 회귀(regression) 문제라고 부른다. 반응 물질의 농도, 온도, 압력이 주어졌을 경우 화학 반

응을 통해 결과물이 얼마나 산출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러한 회귀 문제의 예시다.

훈련 데이터가 해당 표적 벡터 없이 오직 입력 벡터  로만 주어지는 경우의 패턴 인식 문제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문제라고 일컫는다. 데이터 내에서 비슷한 예시들의 집단을 찾

는 집단화(clustering) 문제, 입력 공간에서의 데이터의 분포를 찾는 밀도 추정(density estimation) 문

제,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이차원 또는 삼차원에 투영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보여 주는 시

각화(visualization) 등이 비지도 학습 문제의 예시다.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테크닉이 있다(Sutton and Barto, 1998). 강화 학

습은 주어진 상황에서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찾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 강화 학

습은 지도 학습의 경우와 달리 학습 알고리즘에 입력값과 최적의 출력값을 예시로 주지 않는

CHAPTER 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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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화 학습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들을 직접 찾아내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알고

리즘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한 일련의 연속된 상태와 행동들이 

문제의 일부로 주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현재의 행동은 바로 직후의 보상뿐 아니라 다음 시

간 단계들 전부의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뉴럴 네트워크에 적절한 강화 학습 테크

닉을 사용하면 백개먼(backgammon)(서구권에서 주로 하는 윷놀이와 흡사한 주사위 놀이) 게임을 높

은 수준으로 잘해내는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수 있다(Tesauro, 1994). 여기서 네트워크는 현재 보

드의 상태와 주사위의 결과를 입력값으로 받았을 때 강해진(이길 수 있는) 다음 플레이를 출력

값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학습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은 해당 네크워크 알고리즘이 자신의 

복사본과 아주 많은 수(아마도 백만 번 이상)의 게임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 어

려운 점은 백개먼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십수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은 오직 게임이 

끝났을 때 승리라는 형태로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보상은 최종 승리까지 이끄는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잘 분배되어야 한다. 어떤 것은 좋은 선택지, 어떤 것은 그에 비해서는 덜 좋은 선택지

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신뢰 할당(credit assignment) 문제의 예다. 일반적으로 강화 학습에는 탐

사(exploration)와 이용(exploitation)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탐사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새로운 

종류의 행동을 시도하여 각각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게 되며, 이용 과정에서는 시스템이 

높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행동들을 시행하게 된다. 탐사와 이용 중 어느 하나에 너무 

집중한 알고리즘은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게 된다. 강화 학습은 그간 계속해서 머신 러닝

의 주요 연구 분야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 생략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각각의 알고리즘을 해결하는 데는 서로 다른 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 핵

심에 속하는 중요 아이디어들은 서로 겹친다. 이 장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예시를 통해서 

이 중요 아이디어들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해 보는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현실 세

계에 적용 가능한 더 복잡한 패턴 인식 모델을 설명할 때 같은 아이디어들을 다시 설명할 것이

다. 또한,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내용에서 필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도구인 확률론, 의사 결정 

이론, 정보 이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제목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무척 간

단한 이론들이다. 이 이론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머신 러닝 테크닉을 실제 응용 사례에서 제

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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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다항식 곡선 피팅

간단한 회귀 문제를 예시로 들어 보겠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예시를 활용하여 다양

하고 중요한 콘셉트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실숫값의 입력 변수인 x를 관찰한 후 이 값을 바

탕으로 실숫값의 타깃 변수인 t를 예측하려 한다고 해보자. 추후에 학습된 모델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활용할 것이다. 이 예시에서는  

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만들었으며, 타깃 변수에는 약간의 랜덤한 노이즈를 포함시켰다. 이 

예시의 데이터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 N개의 관찰값 x로 이루어진 훈련 집합 와 그에 해당하는 표적값 

 가 주어졌다고 해보자. 그림 1.2는 N = 10일 경우에 대한 도식이다. 그림 

1.2의 입력 데이터 집합 는 서로 간에 같은 거리를 가지도록 균등하게 xn 값들을 선택해서 만

들었고(이때 ), 표적 데이터 집합 의 값 tn들은 함수  의 출력값에 가우

시안 분포를 가지는 약간의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었다.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는 1.2.4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앞의 데이터 제작 방식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공 데

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데이터 집합은 (우리가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알아내고 싶은)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지만, 각각의 관찰값들은 보통 랜덤한 노이즈에 의해 변질되곤 한

다. 이러한 노이즈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인(랜덤한)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방사성 붕괴

가 그 예시 중 하나다. 하지만 노이즈들은 더 많은 경우에 관찰되지 않은 변수의 가변성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목표는 훈련 집합들을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입력값  가 주어졌을 때 타깃 변수  를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기저에 있는 함수  를 찾아내는 것이 

예측 과정에 암시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한정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일반화를 시행하는 과정

1.1

그림 1.2   인 훈련 데이터 집합의 도식. 각각의 

훈련 집합 데이터는 입력 변수  와 해당 타

깃 변수  로 이루어졌으며, 파란 원으로 그려

져 있다. 녹색 커브는 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 함수  를 그린 것이다. 우리

의 목표는 녹색 커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

태에서 새로운 값 가 주어졌을 때 그에 해

당하는 출력값  를 예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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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게다가 관측된 값들은 노이즈로 인해 변질되

어 있어서 각각의 주어진  에 대해서 어떤 값이 적합한  인지가 불확실하다. 1.2절에서 살펴

보게 될 확률론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1.5

절에서 살펴보게 될 의사 결정 이론은 특정 기준에 따라 최적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확률

적인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은 약식으로 진행해 보자. 해당 곡선을 피팅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다항식을 활용할 것이다.

  (식 1.1)

M은 이 다항식의 차수(order)이며, xj는 x의 j제곱을 일컫는다. 다항식의 계수  을 함

께 모아서 벡터  로 표현할 수 있다. 다항 함수  는 x에 대해는 비선형이지만, 계수  에 

대해서는 선형이다. 다항 함수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변수에 대해 선형인 함수들은 중요한 성질

을 지녔으며, 선형 모델이라 불린다. 이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항식을 훈련 집합 데이터에 피팅해서 계수의 값들을 정할 수 있다. 훈련 집합의 표적값들의 

값과 함숫값  와의 오차를 측정하는 오차 함수(error function)를 정의하고 이 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팅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간단한 오차 함수 중 하나는 다음의 

식 1.2와 같이 주어진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 xn에 대해서 예측치  와 해당 표적값 

tn의 사이의 오차를 제곱하여 합산하는 것이다.

  (식 1.2)

나중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 1/2이 추가되었다. 이 오차 함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장

의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 함수의 결괏값은 양수이며, 오직 함수   

가 정확히 데이터 포인트들을 지날 때만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면 된다. 그림 1.3에 

제곱합 함수가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해석되는지 그려져 있다.

 를 최소화하는  값을 선택함으로써 이 곡선 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차 함수가 

이차 다항식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계수에 대해 미분하면  에 대해 선형인 

식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오차 함수를 최소화하는  는 유일한 값인 를 찾아낼 수 있 

다. 결과에 해당하는 다항식은 함수  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연습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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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식의 차수 M을 결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문제가 바로 모델 비교(model comparison) 

혹은 모델 결정(model selection)이라 불리는 중요한 콘셉트의 예시에 해당한다. 그림 1.4에서는 M 

= 0, 1, 3, 9인 네 가지 경우에 대해 그림 1.2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식을 피팅하는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수(M = 0)와 일차(M = 1) 다항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팅

이 잘 되지 않고 함수   를 잘 표현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의 네 가지 예

시 중에서는 삼차(M = 3) 다항식의 경우가   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수

를 많이 더 높일 경우(M = 9)에는 훈련 집합에 대해 완벽한 피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결과 다

항식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지나가며  이다. 하지만 피팅된 곡선은 심하게 진동하

며, 함수   를 표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것이 바로 과적합(over-fitting)의 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피팅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결괏값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일반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앞과 같은 과정을 사용하되, 랜덤한 노이즈값만 다르게 적용

해서 100개의 새 데이터 포인트로 이루어진 시험 집합을 만들어 보자. 이 시험 집합에서의 성

능을 확인해 보면 M의 값에 따라 일반화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 훈련 집합과 시험 집합 각각에 대해서 식 1.2의  의 잔차를 계산해 보자. 각각의 차

수 M에 대해서 잔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 error)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가 많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1.3)

N으로 나눔으로써 데이터 사이즈가 다른 경우에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곱근을 취함으로

그림 1.3  식 1.2의 오차 함수는 이 그림에서 각각

의 데이터 포인트와  간의 오차 

(녹색 선)의 제곱들 합(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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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ERMS가 표적값 t와 같은 크기를 가지도록 했다. 각각의 M 값에 대한 훈련 집합과 시험 집

합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집합의 오차를 통해서 새로운 관

찰값 x에 대해 표적값 t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지 측정 가능하다. M 값이 작을 경우에는 

시험 집합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낮은 차수의 다항식은 비교적 융통성이 없

으며, 그에 따라 피팅된 다항식이 함수   의 진동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 값이  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 집합의 오차가 작고 피팅된 해당 

다항식이   를 적절히 잘 표현한다. 그림 1.4에서의 M = 3이 그 예시 중 하나다.

M = 9일 경우에는 훈련 집합의 오차가 0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왜냐하면 해당 

다항식은 의 열 개의 계수를 통해 10차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피팅에 

사용한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도 열 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시험 집합의 오차가 굉장

히 크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 해당 함수  가 심하게 진동하기 때문이다.

그림 1.4  다양한 차수 M에 따른 주어지는 곡선 피팅. 그림 1.2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피팅된 다항식들은 빨간

색 선으로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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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차수의 다항식 집합은 더 높은 차수의 다항식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앞의 결

과는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M = 9인 다항식 집합은 M = 3인 다항식 집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결괏값을 전부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 데이터에 대

한 가장 정확한 예측 함수는 훈련 집합 데이터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것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를 멱급수 전개한 결과식은 모

든 차수의 항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팅의 성능은 M이 증가함에 따라 단조 

증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차수 M에 따른 피팅 함수의 계수 의 값들을 적은 표 1.1을 직접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M이 커짐에 따라 계숫값의 단위 역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 = 9 다항식의 경우는 상당히 큰 양숫값의 계수와 음숫값의 계수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정확하게 맞도록 피팅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훈련 집합 데이터 포인트 사이(특히 각 범위의 끝부분)에서는 결괏값이 

크게 진동한다. 더 큰 M 값을 가진 유연한 다항식이 표적값들에 포함된 랜덤한 노이즈들에 정

확하게 피팅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림 1.5  식 1.3에 정의된 평균 제곱근 오차의 그래프. 

각각의 M 값에 대한 훈련 집합(파란색 선)과 

시험 집합(빨간색 선)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훈련

시험

표 1.1  다양한 차수의 다항식에 대한 계수 

의 값. 각 계수들의 절댓값이 차수가 증

가함에 따라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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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데이터 집합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그림 1.6에 그려져 있다. 모델의 복잡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때는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의 수가 늘어날수록 과적합 문제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데이터 집합의 수가 클수록 더 복잡한(더 유연한) 모델을 활용하여 피팅할 수 있다 의미도 된다. 

좋은 모델 훈련을 위해 모델의 변경 가능한 매개변수의 숫자에 일정 숫자(5나 10 등)를 곱한 것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험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3장에서 살

펴볼 내용과 같이,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데는 매개변수의 숫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더 적합한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한 훈련 집합의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모델에서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숫자에 제약을 

두는 것은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는 풀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

도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것이 더 말이 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지금의 예시에서 

사용했던 최소 제곱법은 1.2.5절에서 살펴볼 최대 가능도(maximum likelihood) 방법의 특별한 사례

다. 그리고 과적합 문제는 최대 가능도 방법의 성질 중 하나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사실 베이

지안(Bayesian) 방법론을 채택하면 과적합 문제를 피할 수가 있다.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데이터 

포인트의 숫자보다 매개변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모델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앞으

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베이지안 모델에서는 데이터 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적합한 매개변수의 

수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최대 가능도와 베이지안 등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배우게 되겠지만,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사

용했던 방법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 보도록 하자. 비교적 복잡하고 유연한 모델을 제한

3.4절

그림 1.6  M = 9 다항식을 제곱합 오류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팅하였을 경우의 그래프. 왼쪽은 데이터 포인트가 15
개일 경우, 오른쪽은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일 경우다. 데이터 집합을 늘리는 것이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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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숫자의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여 피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는 바로 정규화(regularization)다. 식 

1.2의 오차 함수에 계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페널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페널티항 중 가장 단순한 형태는 각각의 계수들을 제곱하여 합하는 것이다. 다음의 식 1.4에서 

이러한 페널티항을 활용한 오차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식 1.4)

여기서 이며, 계수 𝜆가 정규화항의 제곱합 오류항

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짓는다. 종종 계수 w0는 정규화항에서 제외한다. 왜냐하면 

w0을 포함시키면 타깃 변수의 원점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대해 결과가 종속되기 때문이

다(Hastie et al., 2001). w0만 따로 빼내어 별도의 정규화 계수와 함께 다른 항을 만들어 포함

시키기도 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5.5.1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식 1.4의 오차 함수의 최솟값

을 찾는 문제 역시 닫힌 형식이기 때문에 앞에서처럼 미분을 통해서 유일해를 찾아낼 수 있

다. 통계학 문헌들에서는 이 방법을 수축법(shrinkage method)이라고 한다. 방법 자체가 계수의 

크기를 수축시키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차 형식(quadratic) 정규화는 리지 회귀(ridge 

regression)(Hoerl and Kennard, 1970)라고 부른다. 뉴럴 네트워크의 맥락에서는 이를 가중치 감쇠

(weight decay)라 한다.

그림 1.7은 식 1.4의 정규화된 오류 함수를 활용하여 M = 9 다항식을 피팅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의 경우 과적합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다항식이   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큰 𝜆 값을 사용하면 좋지 않은 피팅 결과를 얻게 된

다. 이를 그림 1.7의 ln 𝜆 = 0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피팅 다항식의 계숫값들을 표 1.2에 적

어 두었다. 정규화를 활용하면 원래의 의도대로 계숫값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 집합과 시험 집합 각각에 대해서 1.3절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서로 다른 ln 𝜆 값에 대해 

그려 보면 정규화항이 일반화 오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림 1.8에 

그려져 있다. 𝜆가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해서 과적합 정도를 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절에서 모델의 복잡도와 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는 오차 

함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적합한 정도의 모델 복잡도를 선택하는 방법

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 복잡도를  

연습문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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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선택하는 단순한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 집합을 훈련 집합(training 

set)과 검증 집합(validation set, hold-out set)으로 나누는 것이다. 훈련 집합은 계수  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고 검증 집합은 모델 복잡도(M 나 𝜆)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많은 경

우에 이 방식은 소중한 훈련 집합 데이터를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항식 곡선 피팅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패턴 인식/머신 러닝 문제에서 고

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직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의 

중요한 토대가 될 확률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확률론을 기반으로 하면 패턴 인식 문제를 

더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확률론은 우리가 다항식 곡선 피팅 문제에서 간단히만 

살펴보았던 콘셉트들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3절

표 1.2  다양한 정규화 매개변수 𝜆에 따른 M = 9 
다항식의 계수 .  는 정규화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림 1.4의 오른쪽 

아래 그래프). 𝜆가 커짐에 따라 계숫값들의 

단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  M = 9 다항식을 그림 1.2의 데이터 집합에 피팅한 그래프. 식 1.4의 정규화된 오차 함수를 사용했다. 왼쪽은 ln 𝜆 = 

18일 경우고, 오른쪽은 ln 𝜆 = 0일 경우다. 정규화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𝜆 = 0. ln )의 그래프는 그림 

1.4의 오른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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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

패턴 인식 분야에서 중요한 콘셉트 중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은 측정할 때의 노이

즈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데이터 집합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점 때문에도 발생한다. 확률론은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고 조작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며, 패턴 인식 분야의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1.5절에서 논의할 의사 결정 이론과 이번 절의 확률론을 함께 활용하면, 주어진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제약 조건하에서 최적의 예측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확률론의 기본적인 콘셉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한 개의 빨간색 상자

와 한 개의 파란색 상자가 앞에 놓여 있고 빨간색 상자 안에는 두 개의 사과와 여섯 개의 오렌

지, 그리고 파란색 상자 안에는 세 개의 사과와 한 개의 오렌지가 들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그

림 1.9). 랜덤하게 상자 하나를 골라 임의로 과일 하나를 꺼내고, 어떤 과일인지 확인한 후 꺼냈

던 상자에다 도로 집어 넣는다고 해보자. 이를 여러 번 반복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빨간색 상

자를 고를 확률이 40%, 파란색 상자를 고를 확률이 60%이며, 상자 안에서 각각의 과일을 고를  

확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1.2

그림 1.8  M = 9 다항식에 대한 ln  𝜆 값에 따른 잔차 제

곱 평균값의 그래프 훈련

시험

그림 1.9  빨간색 상자와 파란색 상자가 있고 각각의 

상자에는 사과(녹색)와 오렌지(주황색)가 들

어 있다. 이 간단한 예시를 활용하여 확률론

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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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에서 상자의 정체는 바로 확률 변수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상자를 확률 변수 B라고 지

칭할 것이다. 이 확률 변수 B는 r(빨간색 상자)과 b(파란색 상자)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비

슷하게 과일의 정체 역시 확률 변수이며, 여기서는 F로 지칭할 것이다. 확률 변수 F는 a(사과) 

또는 o(오렌지)를 값으로 가질 수 있다.

어떤 사건의 확률을 무한 번 시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전

체 시도의 횟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해 보자. 따라서 빨간색 상자를 고를 확률은 4/10이며, 파

란색 상자를 고를 확률은 6/10이다. 이 각각의 확률들을 확률  이나 확률 

  이라고 적는다. 정의에 따라서 확률값은  구간 안에 있어야 한다. 또

한 각각의 사건들은 상호 배타적이며, 만약 각각의 사건들이 모든 가능한 결괏값을 다 포함할 

경우에는 확률들의 합이 1이다(예를 들어, 이 예시의 경우 상자는 반드시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수 있다. ‘선택 과정에서 사과를 고를 전반적인 확

률은 무엇인가?’, ‘오렌지를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선택한 상자가 파란색이었을 확률은 무엇인

가?’ 등의 질문이다. 확률의 두 가지 기본 법칙을 배우고 나면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패턴 인식과 연관된 더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다. 확률의 두 가지 기본 

법칙은 바로 합의 법칙(sum rule)과 곱의 법칙(product rule)이다. 먼저 이 법칙들에 대해 살펴본 후

에 다시 과일 상자 문제로 돌아오자.

확률의 법칙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림 1.10의 좀 더 복잡한 예시를 고려해 보자. 이 예시에

서는 X와 Y라는 두 가지 확률 변수가 있다(앞의 과일 상자 문제의 상자와 과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도 있다). X는 xi(  ) 중 아무 값이나 취할 수 있고, Y는 yj(  ) 중 아

무 값이나 취할 수 있다고 하자. 또한, X와 Y 각각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시도를 N 번 한다고 

하자. 그리고 X = xi, Y = yj인 시도의 개수를 nij로 표현하자. 그리고 Y의 값과는 상관없이 

X = xi인 시도의 숫자를 ci로, X의 값과는 상관없이 Y = yj인 시도의 숫자를 rj로 표현할 것

이다. 

그림 1.10  확률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 

( )를 값으로 가지는 확률 변수 X와   

(  )을 값으로 가지는 확률 변수 Y를 고려해 보

자. 이 그림에서 M = 5이고 L = 3이다. 총 N개의 변수를 

고려할 때는 X = xi, Y = yj인 경우의 수를 nij로 표현할 

것이다. 행렬의 해당 칸 포인트 숫자가 nij에 해당한다. 각 행 

i (X = xi)에 있는 포인트의 수는 ci로, 각 열(Y = yj)에 있

는 포인트의 수는 rj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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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xi, Y가 yj일 확률을 로 적고 이를 X = xi, Y = yj일 결합 확률(joint 

probability)이라 칭한다. 이는 i, j 칸에 있는 포인트의 숫자를 전체 포인트들의 숫자로 나눠서 구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식 1.5와 같이 표현된다.

  (식 1.5)

여기서 lim  를 가정하였다. 비슷하게 Y 값과 무관하게 X가 xi 값을 가질 확률을  

 로 적을 수 있다. 이는 i 열에 있는 포인트들의 숫자를 전체 포인트들의 숫자로 나눔으로

써 구할 수 있다.

  (식 1.6)

그림 1.10에서 i열에 있는 사례의 숫자는 해당 열의 각 칸에 있는 사례의 숫자 합이다. 이는 

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식 1.5와 식 1.6을 바탕으로 다음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식 1.7)

이것이 바로 확률의 합의 법칙(sum rule)이다. 때때로  는 주변 확률(marginal probability)

이라고 불린다.

X = xi인 사례들만 고려해 보자. 그들 중에서 Y = yj인 사례들의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확률  로 적을 수 있다. 이를 조건부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엔 X = xi가 주어졌을 경우 Y = yj일 조건부 확률이다. 이 확률은 i 행에 있

는 전체 포인트 수와 i, j 칸에 있는 포인트 수의 비율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식 1.8)

식 1.5, 식 1.6, 식 1.8에서 다음의 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식 1.9)

이것이 바로 확률의 곱의 법칙(product rule)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확률 변수(과일 상자 예시에서의 상자 B)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상자가 

빨간색일 경우 r)을 조심스럽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B가 r 값을 취할 경우의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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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실제로 사용하기

에는 번거로울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 

해석이 문맥상 명확하다고 여겨질 때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적을 것이다. 확률 변수 B에서

의 분포를 표현할 때는  로 적고, 그리고 특정 값 r에서의 분포를 표현할 때는  로 적

기로 하자.

이러한 더 간단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확률의 두 가지 기본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확률의 법칙

 합의 법칙  (식 1.10)

 곱의 법칙   (식 1.11)

여기서  는 결합 확률인데 ‘X와 Y의 확률’이라고 읽으면 된다. 조건부 확률 는 

‘X가 주어졌을 경우 Y의 확률’이라고 읽을 수 있다.  는 주변 확률이며, ‘X의 확률’이라고 

읽으면 된다. 이 두 법칙은 이 책 전반에서 사용할 확률과 관련된 내용의 기본 토대가 된다.

곱의 법칙과 대칭성  로부터 조건부 확률 간의 관계인 다음 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식 1.12)

이 식 1.12가 머신 러닝과 패턴 인식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다.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베이지안 정리의 분모를 분자에 있는 항들로 표현

할 수 있다.

  (식 1.13)

베이지안 정리의 분모는 정규화 상수로 볼 수 있다. 식 1.12의 왼쪽 항을 모든 Y 값에 대하여 

합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역할인 것이다.

주변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한 것이 그림 1.11이다. 그림 1.11에

서는 두 변수의 결합 분포를 예로 들었다. 여기서 표본의 수는 N = 60이며 표본들은 왼쪽 위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결합 분포에서 랜덤으로 선발되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데이터 포 

인트들이 가지는 Y 값(1 또는 2)의 비율을 그려 놓은 막대 그래프다.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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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에 해당한다. 분포에서 제한된 수의 데이터 포인트만

을 뽑았을 때는 이 막대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모델할 수 있다. 데이터로부터 원 분포

를 모델링하는 것은 통계적 패턴 인식의 핵심 중 하나다. 이에 대해서는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림 1.11의 나머지 두 그래프는 각각  와  에 대한 막대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원래 논의했던 과일 상자 예시로 돌아가보자. 이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와 그 

값을 따로 적는 표현법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빨간색 상자를 선택하거나 파란색 상자를 선택

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식 1.14)

  (식 1.15)

위의 식 1.14와 식 1.15가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어떤 한 상자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파란색 상자였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상황하에서 사과를 

고를 확률은 3/4이고 따라서  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자가 주어

졌을 때 사과 또는 오렌지를 선택할 확률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식 1.16)

  (식 1.17)

  (식 1.18)

  (식 1.19)

마찬가지로, 이 확률들은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식 1.20과 식 1.21을 만족시킨다.

   (식 1.20)

  (식 1.21)

이제 확률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사과를 고를 전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식 1.22)

여기에 다시 합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다.

어떤 한 종류의 과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오렌지고, 이 오렌지가 어떤 상자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과일이 주어졌을 때 고른 상자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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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식 1.16~식 1.19는 상자가 주어졌을 때 과일에 대

한 대한 조건부 확률만을 알려 준다. 베이지안 정리를 적용하여 조건부 확률을 뒤집으면 이 문

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식 1.23)

합의 법칙에 따라  이 된다.

베이지안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다음에 나올 해석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숙지하기 바란다). 

만약 어떤 과일이 선택되었는지를 알기 전에 어떤 박스를 선택했냐고 묻는다면 그 확률은 

 일 것이다. 이를 사전 확률(prior probability)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어떤 과일이 선택되었

는지 관찰하기 ‘전’의 확률이기 때문이다. 선택된 과일이 오렌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베이지

안 정리를 활용하여  를 구할수 있다. 이는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이라고 부를 수 

그림 1.11  아홉 가지 가능한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와 두 가지 가능한 값을 취할 수 있는 확률 변수 Y의 결합 분포. 

왼쪽 위의 도식은 이 결합 분포로부터 선택된 60개의 표본을 그린 것이다. 나머지 그림들은 주변 확률  와 

, 그리고 조건부 확률   (왼쪽 위 그림의 아래줄에 해당)을 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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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 이유는 사건 F를 관측한 ‘후’의 확률이라 그렇다. 이 예시에서 빨간색 상자를 고를 

사전 확률은 4/10이므로 파란색 상자를 고를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선택된 과일이 오렌지라

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엔 빨간색 상자를 고를 사후 확률이 2/3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고

른 상자가 빨간색이었을 확률이 더 높게 된다. 빨간색 상자 안의 오렌지의 비율이 파란색 상자 

안의 오렌지의 비율보다 더욱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른 과일이 오렌지였다는 관측 결과가 고

른 상자가 빨간색일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도 일치한다. 오렌지를 골랐다는 

증거가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뒤엎고 빨간색 상자를 골랐을 확률을 파란색 상

자를 골랐을 확률보다 더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처럼 각각의 주변 확률을 곱한 것이 결합 

확률과 같을 경우 두 확률 변수를 독립적(independent)이라고 한다. 곱의 법칙에 따라  

 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X가 주어졌을 때 Y의 조건부 확률은 실제로 X의 값과 독립

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우리의 과일 상자 예시에 적용해 보자. 만약에 각각의 상자가 같

은 수의 사과와 오렌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 된다. 즉, 사과(또는 오렌지)를 고

를 확률은 어떤 상자를 골랐는지와는 독립적이 된다는 것이다.

1.2.1 확률 밀도

지금까지는 이산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연속적인 변수에서

의 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실수 변수 x가  구간 안의 값을 가지고 그 

변수의 확률이  ( 일 경우)로 주어진다면,  를 x의 확률 밀도(probability density)라

고 부른다(그림 1.12). 이때 x가  구간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림 1.12  다음과 같이 이산 변수에 대한 확률 개념

을 연속 변수에 대해 확장할 수 있다. 변수 

x가  구간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은  (  일 경우)다. 확률 

밀도는 누적 분포 함수 의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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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24)

확률은 양의 값을 가지고 x의 값은 실수축상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 1.25)

  (식 1.26)

확률 분포 함수는 야코비안 인자로 인해서 비선형 변수 변환 시에 일반적인 단순 함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 변수 변환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 함

수  는  가 된다. x의 확률 밀도 함수  와 새로운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를 살펴보면 둘이 다른 확률 밀도를 가진다는 것이 자명하다.  

범위에 속하는 관찰값(아주 작은 에 대해)은 범위  로 변환될 것이다. 이때 

다. 따라서 다음과 같다.

   (식 1.27)

이로부터, 확률 밀도의 최댓값은 어떤 변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x가  범위에 속할 확률은 누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표현된다.

  (식 1.28)

그림 1.12에서 보여진 것처럼  다.

만약 여러 개의 연속적인 변수 가 주어지고 이 변수들이 벡터  로 표현될 경우에 

결합 확률 밀도  를 정의할 수 있다. 이 확률 밀도에서  가 포인트  를 

포함한 극솟값  에 포함될 확률은  로 주어진다. 이 다변량 확률 밀도는 다음의 조건

을 만족해야 한다.

  (식 1.29)

  (식 1.30)

연습문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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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적분은 전체 x 공간에 대해 시행했다.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가 조합된 경우에 대

해서도 결합 확률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x가 이산 변수일 경우  를 때때로 확률 질량 함수(probability mass func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x 값에 대해서 몇몇 확률 질량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속 변수의 확률 밀도와 이산 변수/연속 변수가 조합된 경우의 확률 밀도에도 합의 법칙, 곱

의 법칙, 베이지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x와 y가 각각 실수와 변수일 경우, 

합과 곱의 법칙은 다음의 형태를 띤다.

  (식 1.31)

  (식 1.32)

연속 변수의 합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의(Fellar, 1966)를 내리기 위해서는 수학의 한 

분야인 측도 이론(measure theory)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만 살펴보겠다. 측도 이론에서는 각각의 

실수 변수를 폭 인 범위들로 쪼개고 각각의 범위를 이산 확률 분포로 간주한다. 여기서 lim 

 을 취하고 합을 적분으로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1.2.2 기댓값과 공분산

확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계산 중 하나는 함숫값들의 가중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확률 밀

도 하에서 어떤 함수  의 평균값은  의 기댓값(expectation)이라 하며,  라 적는

다. 이산 분포의 경우 기댓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식 1.33)

각 x 값에 대해 해당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연속 변수의 경우

에는 해당 확률 밀도에 대해 적분을 시행해서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

  (식 1.34)

만약 유한한 N개의 포인트를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밀도에서 추출했다면, 이산/연속 모든 경우

에 각 포인트들의 유한한 합산으로 기댓값을 근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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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35)

11장에서 표본 추출 방법론에 대해 배울 때 이 결과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식 1.35의 근삿값

은 lim  를 취했을 경우 정확한 값이 된다.

다변수 함수의 기댓값을 구할 경우에는 어떤 변수에 대해 평균을 내는지를 지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식 1.36)

위의 식 1.36은 함수  의 평균값을 x의 분포에 대해 구하라는 의미다. 식 1.36은 결과적

으로 y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다.

또한, 조건부 분포에 해당하는 조건부 기댓값(conditional expectation)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식 1.37)

연속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의 분산(varianc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1.38)

분산은  가 평균값  로부터 전반적으로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위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분산을  와 의 기댓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식 1.39)

변수 x그 자체의 분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식 1.40) 

두 개의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공분산(covarianc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1.41)

공분산은 x 값과 y 값이 얼마나 함께 같이 변동하는가에 대한 지표다. 만약 x와 y가 서로 독

립적일 경우 공분산값은 0으로 간다.

연습문제 1.5

연습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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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확률 변수 x와 y가 벡터일 경우에 공분산은 행렬이 된다.

  (식 1.42)

벡터 의 구성 원소들 서로 간의 공분산을 고려할 경우에는  와 같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한다.

1.2.3 베이지안 확률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우리는 확률을 ‘반복 가능한 임의의 사건의 빈도수’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러한 해석을 고전적(classical) 또는 빈도적(frequentist) 관점이라 일컫는다. 이보다 더 포

괄적인 베이지안(Bayesian)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베이지안 관점을 이용하면 확률을 

이용해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고려해 보자. 예를 들어, ‘달이 한때는 태양의 궤도에 속해 있었

다’는 사건이나 ‘북극의 빙하가 이번 세기말까지 다 녹아 없어진다’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자. 이

러한 사건들은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과일 상자 예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확률을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예를 들자면 ‘북극의 얼음이 이러저러한 속도로 녹는다’ 같은 의견 말이

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증거(인공위성이 분석 가능한 유의미한 정보를 관측했다던가)를 추가할 수 있

다면 얼음이 녹는 속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증거에 대한 우리

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취할 행동이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빠르다는 

증거를 관측한 후에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에

서 우리는 주어진 불확실성을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새 증거가 주어질 때마다 불확실성을 

수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내리고 싶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바로 확률의 베이지안 해석이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도구로써의 확률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상식을 바탕으로 이

성적으로 추론한다면 확률을 사용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콕스

(Cox, 1946)는 만약 믿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상식을 표현한 

공리들이 특정 법칙들의 집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정도를 다루기 위한 법칙들이 확

률의 합과 곱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증명은 불확실성이 포함된 상황에 대

해서 확률론이 부울(boolean) 논리의 확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엄격한 증명

이었다(Jaynes, 2003). 수많은 다른 저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측도가 가져야 할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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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들에 대해 제안하였다(Ramsey, 1931; Good, 1950; Savage, 1961; deFinetti, 1970; Lindley, 1982). 각

각의 경우 사용된 수치적 값은 정확하게 확률의 법칙을 따랐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적 값을 (베

이지안) 확률 값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확률에 대한 개념을 더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패턴 인식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1.1

절의 다항식 곡선 피팅 예시를 다시 생각해 보자. 관찰값 tn에 대해서는 확률의 빈도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적합한 모델 매개변수  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베이지안 관점을 사용하면 확률론

의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여  와 같은 모델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베이지안 관점은 모델 그 자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이제 베이지안 정리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앞의 과일 상자 예시에서 어떤 과일

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관측 결과가 선택된 상자가 어떤 것이었을지에 대한 확률을 바꾸었

던 것을 기억해 보자. 해당 예시에서 베이지안 정리는 관측값들을 이용하여 사전 확률을 사

후 확률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다항식 곡선 피팅 예시의 매개변수  와 같은 값들을 추

론해 내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를 관측하

기 전의  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사전 확률 분포  로 표현할 수 있다. 관측된 데이터 

 은 조건부 확률  로써 작용하게 된다(1.2.5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

이다). 이 경우 베이지안 정리는 다음의 형태를 띤다.

  (식 1.43)

 를 관측한 후의  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후 확률  로 표현한 것이다.

토마스 베이즈  Thomas Bayes

1701 – 1761

토마스 베이즈는 영국의 턴브리지 

웰즈에서 태어났으며, 성직자인 동

시에 아마추어 과학자이자 수학자

였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

학과 논리학을 공부하였고 1742년

에 왕립 협회의 펠로우로 선발되었

다. 18세기에 확률론은 도박/보험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역확률’이라고 불

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을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그가 죽고 3년 뒤인 1764

년에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에 개

제된 ‘Essay towards solving a problem in the doctrine of 

chances’가 바로 그 논문이다. 베이즈는 이 이론을 단일 사

전 확률에 대해 공식화했으며, 추후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

가 독립적으로 해당 이론을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발견하고 

이론의 포괄적인 실용성에 대해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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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정리의 오른쪽에 있는 값  는 관측 데이터 집합  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 

값은 매개변수 벡터  의 함수로 볼 수 있으며, 가능도 함수(likelihood function)라고 불린다. 가능

도 함수는 각각의 다른 매개변수 벡터  에 대해 관측된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표현한다. 가능도 함수는  에 대한 확률 분포가 아니며, 따라서  에 

대해 가능도 함수를 적분하여도 1이 될 필요가 없다.

가능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정리를 다음처럼 적을 수가 있다.

  사후 확률  가능도 3 사전 확률 (식 1.44)

식 1.44의 각 값은 전부  에 대한 함수다. 식 1.43 오른쪽 변의 분모는 식 왼쪽 변의 사후 분

포가 적법한 확률 분포가 되고 적분값이 1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규화 상수다. 식 1.43의 양쪽 

변을  에 대해 적분하면 베이지안 정리의 분모를 사전 확률과 가능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45)

가능도 함수  는 베이지안 확률 관점과 빈도적 확률 관점 양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가능도 함수가 사용되는 방식은 양 접근법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빈

도적 확률 관점에서는  가 고정된 매개변수로 여겨지며, 그 값은 어떤 형태의 ‘추정값’을 통해

서 결정된다. 그리고 추정에서의 오류는 가능한 데이터 집합들  의 분포를 고려함으로써 구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이지안 확률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의 (실제로 관측된) 데이터 

집합  만이 존재하고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은  의 확률 분포를 통해 표현된다.

빈도적 확률 관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추정값 중 하나는 바로 최대 가능도(maximum likelihood)다. 

최대 가능도를 사용할 경우에  는 가능도 함수  를 최대화하는 값으로 선택된다. 머

신 러닝 문헌에서는 종종 음의 로그 가능도 함숫값을 오차 함수(error function)라고 일컫는다. 음

의 로그 함수는 단조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도의 최댓값을 찾는 것이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과 동일하다.

빈도적 확률론자들이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이다

(Efron, 1979; Hastie et al., 2001). 부트스트랩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데이터 집합

을 만든다. 원 데이터 집합이 N개의 데이터 포인트  라고 가정해 보자. 

에서 N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임의로 추출하여 데이터 집합  를 만드는데, 이때 한 번 추출

된 값도 다시 추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즉, 의 어떤 값들

은  에 중복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값들은  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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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L번 반복하면 원래 데이터 집합의 표본에 해당하는 크기 N의 데이터 집합을 L개 만들 

수 있다 각각의 부트스트랩 데이터 집합에서의 예측치와 실제 매개변수 값과의 차이를 바탕으

로 매개변수 추정값의 통계적 정확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베이지안 관점의 장점 중 하나는 사전 지식을 추론 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멀쩡하게 생긴 동전 하나를 세 번 던졌는데, 세 번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해보

자. 고전적인 최대 가능도 추정을 통해 추론한다면 앞으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일 것이다. 

미래의 모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만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말이다. 대조적으로 베이지안

적으로 접근할 경우 적당히 합리적인 사전 확률을 사용한다면 이렇게까지 과도한 결론이 나오

지는 않을 것이다.

빈도적 확률 관점과 베이지안 확률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상대적으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끊

임없는 논쟁이 있었다. 물론, 어떠한 확률론자도 하나의 관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다. 베이지안 접근법에 대해 널리 알려진 비판 중 하나는 사전 분포가 실제 사전의 믿음을 반

영하기보다는 수학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선택된다는 것이다. 베이지안 관점에서는 사전 확률의 

선택에 따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추론 과정에 주관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적절한 

사전 확률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전 분포에 대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정

보적(noninformative)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모델들을 비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로 좋지 않은 사전 분포를 바탕으로 한 베이지안 방법은 

부족한 결과물을 높은 확신으로 내놓기도 한다. 빈도적 확률론자들의 평가 방법이 때때로 이

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교차 검증법(cross validation)과 같은 테크닉은 모델 비교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베이지안 방법론은 지난 수년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도를 키워왔다. 이 책은 베이지안 

관점에 매우 큰 가중치를 두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유용한 빈도적 확률론의 콘셉트에 대

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베이지안 방법론의 토대는 18세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베이지안 방법론을 활용

하는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 제약 중 하나는 바로 베이지안 절차를 완

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개변수 공간에 대한 주변화(합산 또는 적분)를 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예측치를 계산하거나 서로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마르코프 연쇄나 몬테 카를로(11장) 등의 표본 추출 방법이 개발되고, 컴퓨터

의 연산 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지안 테크닉을 실제

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몬테 카를로 방법론은 아주 유연하며, 다양한 범위의 모델에 적용

2.1절

2.4.3절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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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몬테 카를로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작은 규모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사용되어 왔다.

더 최근에는 변분적 베이지안, 기대 전파법(10장) 등의 효율적인 결정론적 근사 방법들이 개발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문제들에 베이지안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Blei et 

al., 2003).

1.2.4 가우시안 분포

2장에서는 다양한 확률 분포와 각각의 성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여기서 가장 중

요한 연속 확률 분포 하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라고도 불리는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다. 이 책 전체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다.

단일 실수 변수 x에 대해서 가우시안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식 1.46)

식 1.46은 두 개의 매개변수 𝜇와 𝜎2에 의해 통제된다. 𝜇는 평균(mean),  은 분산(variance)이

다. 분산의 제곱근 값 𝜎는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라 불린다. 또한, 분산의 역수에 해당하는 

 은 정밀도(precision)라고 한다. 이 매개변수들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지는지에 대해 곧 

살펴볼 것이다. 그림 1.13에서 가우시안 분포의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식 1.46으로부터 가우시안 분포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피에르 시몬 라플라스  Pierre-Simon Laplace

1749 – 1827

라플라스는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스스로를 당대 프랑스 최

고의 수학자라고 칭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이라

고 봐야 할 것이다. 라플라스는 수

학에서는 물론, 천문학에서도 성운

(성운이 모이고 식어서 공 모양이 된 것이 지구라는 설이 있다) 가

설을 세우는 등 많은 공헌을 했다. 1812년에 그는 《Théorie 

Analytique des Probabilités》의 초판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

는 “확률은 다름이 아니라, 보통의 상식을 계산 가능한 형태

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업적은 역확률 계산(훗

날 푸앵카레에 의해 베이지안 정리라 이름 붙여지게 된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 방법을 통해 라플라스는 기대 수명, 법

학, 행성 질량, 삼각 측량, 오차 추정 등에서의 문제를 풀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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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47)

가우시안 분포가 정규화되어 있다는 것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 1.48)

따라서 식 1.46은 올바른 확률 밀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임의의 x에 대한 함수의 기댓값을 구할 수 있다. 특히, x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식 1.49)

평균값 매개변수 𝜇가 x의 기댓값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x에 대한 이차 모

멘트를 계산해 보자.

   (식 1.50)

식 1.49와 식 1.50으로부터 x의 분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1.51)

 가 분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포의 최댓값을 최빈값(mode)이라 하는데, 가우시안 분포의 

경우에는 최빈값과 평균값이 동일하다.

연습문제 1.7

연습문제 1.8

연습문제 1.9

그림 1.13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그래프. 평균 𝜇와 

표준 편차 𝜎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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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연속 변수로 이루어진 D차원 벡터  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식 1.52)

D차원 벡터 는 평균값, D 3 D 행렬  는 공분산이라 한다. 그리고  는  의 행렬식이다. 

여기서는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살펴볼 것이다.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측된 데이터 을 살펴보자. 이는 관측된 N개의 스칼라 변수 x를 지칭한

다. 여기서는 벡터값을 가지는 변수의 한 관측값 과 구별하기 위해서  를 사용

하였다. 평균값 𝜇와 분산  를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에서 관측값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한다

고 가정할 것이다.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이 매개변수들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목표다. 

같은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두 독립 사건의 결합 확률은 각 사건의 주변 확

률의 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데이터 집합  는 i.i.d이기 때문에 𝜇와  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확률을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식 1.53)

𝜇와  의 함수로 보면 이 식은 가우시안 분포의 가능도 함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1.14에 그려져 있다.

관측된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확률 분포의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표준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매개변수를 찾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의 확률론에 대한 논

의에 따른다면,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개변수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 주어진 매개변

그림 1.14  가우시안 분포의 가능도 함수를 빨간색 곡선으

로 그렸다. 여기서 검은색 포인트는  을 값

으로 가지는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며, 식 1.53
으로 주어진 가능도 함수는 파란색 포인트의 

값들의 곱에 해당한다. 평균값과 분산을 조정

하여 해당 곱을 최대화함으로써 가능도를 최

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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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므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사실, 이 두 방법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1.2.5절에서 곡선 피팅 예시를 바탕

으로 이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일단은 식 1.53의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우시안 분포의 매개변

수 𝜇와  를 찾는 것을 계속 진행해 보자. 로그 함수는 변수에 대해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므

로 로그를 취한 후 최댓값을 찾는 것은 원래 함수의 최댓값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 로그를 취

함으로써 추후의 수학적 분석이 간단해질 뿐 아니라 컴퓨터 계산의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

이 된다. 로그를 취해서 각각의 합을 계산하면 작은 확률들을 여러 번 곱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언더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 1.46과 식 1.53에 따라 로그 가능도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식 1.54)

𝜇에 대해 식 1.54의 최댓값을 찾으면 다음의 최대 가능도 해(𝜇ML)를 찾을 수 있다 .

  (식 1.55)

이는 바로 관찰된 값  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sample mean)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식 

1.54의 최댓값을  에 대해 찾으면 분산에 대한 최대 가능도 해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식 1.56)

이는 표본 평균에 대해 계산된 표본 분산(sample variance)이다. 지금 우리는 식 1.54의 𝜇와 

 에 대해 결합 극대화를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가우시안 분포의 경우에는 𝜇에 대한 해

가  에 대한 해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식 1.55를 먼저 계산하고 식 1.56을 계산해

도 문제가 없다.

이 장의 뒷부분과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최대 가능도 방법의 한계점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

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단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가

능도 방법을 통해 계산한 매개변수값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최대 가

능도 방법이 구조적으로 분포의 분산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편향

(bias)이라 불리는 현상의 예시로써, 다항식 곡선 피팅에서 살펴본 과적합 문제와 연관되어 있

1.2.5절

연습문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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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대 가능도 해인 과 은 데이터 집합의 의 함수다. (𝜇와   가우시안 분

포에서 추출된) 각 데이터 집합의 값에 대해 이들의 기댓값을 고려해 보자. 다음의 식을 쉽게 유

도할 수 있다.

  (식 1.57)

  (식 1.58)

따라서 평균적으로 최대 가능도 추정은 평균은 올바르게 구할 수 있지만, 분산은 

만큼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그림 1.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 1.58로부터 다음의 식 1.59에서 보여지는 분산 추정치는 비편향임을 알 수 있다.

   (식 1.59)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인 N이 커질수록 최대 가능도 해에서의 편향치는 점점 줄어든다. lim 

 의 경우에는 최대 가능도 해의 분산과 데이터가 추출된 원 분포의 분산이 같아짐을 

알 수 있다. 실제 적용 사례에서는 N이 아주 작은 경우가 아니면 이 편향은 그렇게까지 큰 문

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많은 매개변수를 포함한 복잡한 모델

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이 경우 최대 가능도 방법과 연관된 편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최

대 가능도 방법의 편향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항식 곡선 피팅에서의 과적합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한다.

1.1절

연습문제 1.12

그림 1.15  최대 가능도 방법을 이용하여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편향이 생기는지를 보여 주는 그

림. 녹색 곡선은 데이터가 만들어진 실제 가우시안 분

포를 나타내며, 세 개의 빨간색 곡선은 세 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식 1.55와 식 1.56의 최대 가능도 방법을 

이용하여 피팅한 가우시안 분포를 나타낸다. 각각의 데

이터 집합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세 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평균을 내면 평균값은 올바르게 계산되지만, 분산값은 

실제 평균값이 아닌 표본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산을 계

산하기에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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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까지의 이 책의 초점은 밀도 추정과 데이터  집단화 등의  비지도 학습에 맞춰져 있었다. 이

제는  지도 학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번째로  회귀 모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회귀 

모델의 목표는 D차원의 벡터 x들이  입력( input) 변수로 주어졌을 때, 그에 해당하는 연속  타깃

(target) 변수 t 값을 예측하는 것이다. 1장에서 다뤘던 다항식 곡선 피팅 문제가 이러한 회귀 문

제의 예시다. 다항식 모델은 이 장의 주제이기도 한  선형 회귀 모델의 일종이다. 선형 회귀 모

델은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한 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

의 선형 회귀 모델은 입력 변수들에 대한 선형 함수다. 하지만 입력 변수들에 대한 비선형 함

수들의 집합을 선형적으로 결합하면 더 유용한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함수들을  기저 함수

( basis function)라 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입력 변수들에 대해서는 비선형적이지만 매개변수에 대

해서는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N개의 관측값  과 이에 해당하는 표적값  이 훈련 집합( n = 1,  , N)으로 주어졌을 

때 회귀 모델의 목표는 새 변수 x의 표적값 t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한 접근

법은 새 입력값 x에 대해 해당 표적값 t를 출력하도록 하는 적절한 함수  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다. 확률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예측 분포  를 모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예측 분포를 통해서 각각의 입력값 x에 대한 표적값 t의 불확실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 조건부 분포를 이용하면 어떤 새 x 값에 대해서든 손실 함수의 기댓값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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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적값 t를 예측해 낼 수 있다. 1.5.5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실숫값을 가지는 변수들에 대

해 흔히 쓰이는 손실 함수는 제곱 손실 함수다. 제곱 손실 함수를 사용할 경우 t에 대한 조건

부 기댓값이 최적의 해가 된다.

선형 모델들은 몇몇 패턴 인식 응용 사례의 경우에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입력 

공간이 고차원인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형 모델은 훌륭한 해석적인 성질

을 가지고 있으며, 나중 장들에서 논의할 더 복잡한 모델들의 토대가 된다.

선형 기저 함수 모델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선형 회귀 모델은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다.

  (식 3.1)

여기서 다. 이 모델은 종종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고 불린다. 선

형 회귀 모델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이 모델이 매개변수  의 선형 함수라는 것

이다. 또한, 이 모델은 입력 변수 xi의 선형 함수이기도 한데,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선형 회귀 

모델에는 심각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입력 변수에 대한 

고정 비선형 함수들의 선형 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식 3.2)

여기서  가 기저 함수(basis function)다. 인덱스 j의 최댓값이 이므로 이 모델의 매개

변수의 총 숫자는 M이 된다.

매개변수 w0는 데이터에 있는 고정된 오프셋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w0을 편향(bias) 매개변

수라고 부르기도 한다(여기서 편향의 의미는 통계적 의미에서의 편향과는 다르다). 편의를 위해서 추

가적인 의사 ‘기저 함수’  을 정의하도록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3.3)

여기서 고 다. 많은 패턴 인식의 응용 사례에

서는 원 데이터 변수에 전처리나 특징 추출 과정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원래의 변수가 벡터 x

라 한다면, 특징들은 기저 함수  를 바탕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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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기저 함수들을 사용하여 함수  가 입력 벡터 x에 대한 비선형 함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3.2의 형태를 가진 함수들이 선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

는 이 함수들이 w에 대해서 선형 함수이기 때문이다. 매개변수에 대한 선형 관계는 해당 종류

의 모델들을 분석하기 매우 쉽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 선형 관계로 인해 이런 종류의 모델

에는 심각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이 한계점에 대해서는 3.6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보았던 다항 회귀 문제는 이 모델의 예시 중 하나다. 이 경우 입력 변수는 단일 

변수 x고 기저 함수는 x의 거듭제곱  이다. 다항 기저 함수의 한 가지 한계점은 이 

함수가 입력 변수에 대한 전역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 공간의 한 영역에서 발생한 변화가 

다른 영역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입력 공간을 여러 영역들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

해서 서로 다른 다항식을 피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것

이 스플라인 함수(spline function)(Hastie et al., 2001)다.

다양한 다른 함수들이 기저 함수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이 그중 하나다.

  (식 3.4)

여기서  는 입력 공간에서의 기저 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며, 매개변수 s는 공간적 크기를 결정

한다. 식 3.4는 보통 ‘가우시안’ 기저 함수라고 불린다. 이 기저 함수는 가우시안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반드시 확률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적응 매개변수 wj가 곱해

질 것이므로 정규화 계수가 중요하지 않다.

또 다른 기저 함수의 예는 다음의 형태를 가진 시그모이드 기저 함수다.

  (식 3.5)

여기서  는 다음처럼 정의되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다.

  (식 3.6)

‘tanh’ 함수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라는 관계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의 선형 결합은 결국 ‘tanh’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

현 가능하다. 다양한 기저 함수들에 대해서는 그림 3.1에 그려져 있다.

또 다른 기저 함수로 푸리에 기저 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기저 함수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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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를 표현하며, 무한대의 공간적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입력 공간의 유한

한 영역들에 국소화된 기저 함수들은 서로 다른 여러 공간 진동수들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다. 많은 신호 처리 적용 사례에서는 공간적으로도 국소화되어 있고 진동수 차원에서도 국소

화되어 있는 기저 함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가진 함수들은 소파동(wavelets)이라 

알려져 있다. 소파동들은 편의를 위해서 상호 직교적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소파동은 입

력 변수가 규칙적인 격자상에 존재할 때 가장 유용하다. 시계열 데이터의 연속적인 시간 포인

트들이나 이미지상의 픽셀들이 이러한 입력 변수에 해당한다. 소파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

다면 Ogden(1997), Mallat(1999), Vidakovic(1999)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실 이 장에서의 논의 대부분은 어떤 기저 함수를 사용하는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수치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저 함수를 특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논의의 대부분은 기저 함수  가 단순히 항등 함수 일 경우에

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 타깃 변수 t의 경우만 고려할 것

이다. 하지만 3.1.5절에서 다중 타깃 변수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정 사항들에 대해

서 간략히 살펴보기는 할 것이다.

3.1.1 최대 가능도와 최소 제곱

1장에서는 제곱합 오류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집합에 다항 함수를 근사했다. 가

우시안 노이즈 모델을 가정하였을 경우에 이 오류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가능도 해를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도 증명했다. 이번에는 해당 논의로 돌아가서 최소 제곱법과 최대 

가능도 방법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전과 같이 타깃 변수 t는 결정 함수  와 가우시안 노이즈의 합으로 주어진다고 가정

할 것이다.

그림 3.1  기저 함수의 예시들. 왼쪽은 다항 기저 함수, 가운데는 식 3.4의 가우시안 기저 함수, 오른쪽은 식 3.5의 시그모이드 

기저 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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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7)

여기서  은 0을 평균으로,  를 정밀도(분산의 역)로 가지는 가우시안 확률 변수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적을 수 있다.

  (식 3.8)

제곱 오류 함수를 가정할 경우 새 변수 x에 대한 최적의 예측값은 타깃 변수의 조건부 평균으

로 주어질 것이다. 식 3.8의 형태의 가우시안 조건부 분포의 경우에 조건부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식 3.9)

노이즈의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은 x가 주어졌을 때의 t의 조건부 분포가 단봉 형태임을 

내포하고 있다. 몇몇 응용 사례에서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봉 형태를 가지는 조

건부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조건부 가우시안 분포들을 혼합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14.5.1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입력 데이터 집합  과 그에 해당하는 타깃 변수 t1,  , tN을 고려해 보자. 

타깃 변수들  을  로 지칭한 열 벡터로 무리지을 수 있다. 다른 활자체를 이용하여  를 표

현한 이유는, t로 표현되는 다변량 표적의 단일 관측값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 데이터 포인트

들이 식 3.8의 분포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 형태를 가지는 가능도 함

수를 얻을 수 있다. 이 가능도 함수는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 w와  의 함수다.

  (식 3.10)

여기서 식 3.3을 사용했다. 회귀나 분류 같은 지도 학습 문제의 경우에 우리는 입력 변수의 분

포를 모델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x는 언제나 조건부 변수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표현식에서 x를 빼고  와 같이 적을 것이다. 가능도 함수에 

대해 로그를 취하고 단변량 가우시안의 표준 형태 식 1.46을 이용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식 3.11)

여기서 제곱합 오류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5.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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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2)

가능도 함수를 적었으니 이제 여기에 최대 가능도 방법을 적용하여 w와  를 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w에 대해 극대화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미 1.2.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우

시안 노이즈 분포하에서 선형 모델에 대해 가능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은 제곱합 오류 함수 

 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식 3.11의 로그 가능도 함수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식 3.13)

기울기를 0으로 놓으면 다음을 얻게 된다.

  (식 3.14)

이를 w에 대해 풀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식 3.15)

식 3.15를 최소 제곱 문제의 정규 방정식(normal equatio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는  행

렬로, 설계 행렬(design matrix)이라 불린다. 설계 행렬의 각 원소는  으로 주어진다.

  (식 3.16)

  (식 3.17)

식 3.17을 행렬  의 무어-펜로즈 유사-역(Moor-Penrose pseudo-inverse)이라고 한다(Rao and Mitra, 

1971; Golub and Van Loan, 1996). 역행렬의 개념을 정사각이 아닌 행렬들에 대해서 일반화한 것이

라고 보면 된다. 행렬  가 정사각이고 가역 행렬이면  이라는 성질을 바

탕으로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편향 매개변수 w0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편향 매개변수를 명시화하면 식 3.12의 오류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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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18)

w0에 대한 미분값을 0으로 놓고 w0에 대해 풀면 다음을 구할 수 있다.

  (식 3.19)

여기서 다음을 정의하였다.

  (식 3.20)

편향 w0가 훈련 집합의 타깃 변수들의 평균과 기저 함숫값 평균들의 가중 합 사이의 차이를 

보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3.11의 로그 가능도 함수를 노이즈 정밀도 매개변수 에 대해 최대화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식 3.21)

노이즈 정밀도의 역이 회귀 함수 근처 타깃 변수들의 잔차 분산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최소 제곱의 기하학적 의미

최소 제곱 해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 N차원의 공간

을 가정해 보겠다. 이 공간의 축들은 tn으로 주어지며, 따라서 는 이 공간

상의 벡터에 해당한다. 각각의 기저 함수  들을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 계산

한 값 역시 같은 공간상의 벡터로 표현 가능하다. 이 벡터를  라 표현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는 그림 3.2에 그려져 있다.  는  의 j번째 열에 해당하며,  은  의 n번째 행에 해당한

그림 3.2   을 축으로 가지는 N차원 공간상에서의 최소 제

곱 해의 기하학적 의미. 최소 제곱 회귀 함수는 부분 공간 

S상에 데이터 벡터  를 직교 투영해서 얻을 수 있다. 이때 

부분 공간 S는 기저 함수  들에 의해 펼쳐지는 공간

이고, 이 경우 각각의 기저 함수는  을 원소로 가지

는 길이 N의 벡터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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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저 함수의 수 M이 데이터 포인트의 수 N보다 작을 경우 M개의 벡터  은 M차원의 선

형 부분 공간  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를 n번째 원소가  로 주어지는 N차원의 

벡터라고 정의해 보자(여기서 n = 1,  , N이다).  는  들의 임의의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M

차원 부분 공간상에서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식 3.12의 제곱합 오류는 (1/2 인자만큼

의 차이를 제외하고)  와  간의 제곱 유클리드 거리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w에 대한 최소 제

곱 해는 부분 공간  상의  와 이에 가장 가까운  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2를 바탕으로 직

관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이 해는  를 부분 공간  에 직교적으로 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해가 로 주어진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가 비정칙 행렬에 가까울 경우에는 정규 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하는 것

이 수치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둘 이상의 기저 벡터  가 서로 간에 (거의) 선형 관계

를 가질 경우 매개변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인 어려움은 특잇값 분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Press et al., 1992; Bishop and Nabney, 2008)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규화항을 추가함으로써 저하가 존재할 경우에도 행렬이 정칙 행렬이 되도록 할 수 있

다는 것에 주목하라.

3.1.3 순차적 학습

식 3.1.5의 최대 가능도 해와 같은 일괄 처리 테크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훈련 집합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 큰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계산적으로 실행하기에 너무 

복잡할 수도 있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집합이 충분히 클 경우에는 순차적(sequential)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 이를 온라인(on-line)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순

차적 알고리즘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고려하며 모델의 매개변수들은 그때마

다 업데이트된다.

순차적 학습은 데이터들이 연속적인 스트림으로 관측되고 전체 데이트 포인트를 다 관측하기 

전에 예측값을 내놓아야 하는 실시간 응용 사례에도 적합하다.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순차적 경사 하강법(sequential gradient descent)을 적용하여 순차적 학습 알고리즘

을 구현할 수 있다. 만약 여러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오류 함수의 값이 데이터 포인트 각각의 

오류 함수의 값을 합한 것과 같다면(  ),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 패턴 n이 

등장한 후의 매개변수 벡터 w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할 수 있다.

  (식 3.22)

연습문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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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반복수를 의미하며  는 학습률을 의미한다. 시작 시에는 w의 값을 어떤 시작 벡

터  로 초기화한다. 식 3.12의 제곱합 오류 함수의 경우에 위의 식 3.22는 다음과 같다.

  (식 3.23)

여기서  이다. 이를 최소 제곱 평균(least mean square, LMS) 알고리즘이라 한다. 학습

률값  는 알고리즘이 수렴하도록 적절한 값으로 선택해야 한다(Bishop and Nabney, 2008).

3.1.4 정규화된 최소 제곱법

1.1절에서는 과적합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오류 함수에 정규화항을 추가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소

개했었다. 이를 포함한 오류 함수는 다음의 형태를 띠게 된다.

  (식 3.24)

여기서  는 데이터에 종속적인 에러  와 정규화항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절

하기 위한 정규화 상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규화항은 가중치 벡터 원소들의 제곱합이다.

  (식 3.25)

다음의 형태로 주어지는 제곱합 오류 함수를 고려해 보자.

  (식 3.26)

식 3.26의 제곱합 오류 함수와 식 3.25의 정규화항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 오류 함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식 3.27)

해당 형태의 정규화항은 머신 러닝 문헌들에서 가중치 감쇠(weight decay)라고 불린다. 순차 학

습 알고리즘에서 해당 정규화항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한 가중치의 값

이 0을 향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통계학에서 이는 매개변수 축소(parameter 

shrinkage) 방법의 한 예시다. 매개변숫값이 0을 향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 정규화항을 쓰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오류 함수가 w의 이차 함수의 형태로 유지되며, 따라서 오류 함수를 최

소화하는 값을 닫힌 형태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식 3.27의 w에 대한 기울기를 0으로 

놓고 w에 대해 풀어내면 다음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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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28)

이는 식 3.15의 최조 제곱 해를 간단히 확장한 형태다.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정규화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정규화 오류 함수는 다음 형태를 

띤다.

  (식 3.29)

q = 2인 경우 이는 식 3.27의 이차 정규화항에 해당하게 된다. 그림 3.3에서 각각의 다른 q 값

에 따른 정규화 함수의 윤곽선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학 문헌들에서는 q = 1일 경우를 일컬어 라쏘(lasso)라 한다(Tibshirani, 1996). 라쏘 정규화

를 시행할 경우  의 값을 충분히 크게 설정하면 몇몇 계수 wj가 0이 된다. 이런 모델을 희박한

(sparse) 모델이라고 한다. 이때 계수가 0이 된 해당 항의 기저 함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 3.29를 최소화하는 것은 다음의 식 3.30의 제약 조건하에서 식 

3.12(정규화되지 않은 제곱합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살펴보자.

  (식 3.30)

두 방법은 적절한 매개변수 하에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 연관시킬 수 있다. 식 3.30의 제

약 조건하에서 오류 함수의 최솟값을 보인 그림 3.4에서 희박성의 근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

다.  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의 매개변숫값이 0이 된다.

정규화는 유효한 모델의 복잡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한 모델들이 제한된 수의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서도 심각한 과적합 없이 피팅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적의 모델 복잡

연습문제 3.5

부록 E

그림 3.3 다양한 매개변수 q 값에 따른 식 3.29의 정규화항의 윤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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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찾는 문제가 적절한 기저 함수의 수를 정하는 문제에서 적절한 정규화 계수  를 찾는 문

제로 변경된다. 모델 복잡도에 대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실제적인 중요성과 분석의 용이성 양쪽 측면을 위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식 3.27의 이

차 정규화항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1.5 다중 출력값

지금까지 단일 타깃 변수 t에 대해서만 고려했다. 몇몇 응용 사례의 경우에는 개의 타깃 

변수들(표적 벡터 t로 표현할 것이다)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t의 각 성분들에 

대해서 다른 기저 함수 집합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여러 독립

적인 회귀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진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흥미롭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같은 

종류의 기저 함수를 표적 벡터의 각 성분들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모델하는 것이다.

  (식 3.31)

여기서 y는 K차원의 열 벡터이며, W는 차의 매개변수 행렬,  는 앞에서와 같이 

 를 원소(  )로 가지는 M차원의 열 벡터다. 표적 벡터의 조건부 분포를 다음 형태

의 등방 가우시안 분포로 표현한다고 해보자.

  (식 3.32)

t1,  , tN의 관측값이 주어질 경우 이들을  차의 행렬로 합칠 수 있다. 이때 n번째 행

은  로 주어진다. 이와 비슷하게 입력 벡터들 x1,  , xN을 행렬 X로 합칠 수 있다. 이 경

우 로그 가능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4 2차 정칙자(quadratic regu-
larizer). q = 2의 제약 지역과 함께 정규화

되지 않은 오류 함수의 외곽선은 왼쪽에, 

lasso 정칙자는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각

각의 경우의 매개변수 벡터 w의 최적값이 

 로 표시되어 있다. 라쏘 방법을 사용한 

오른쪽 그림의 경우  인 희박한 해

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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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33)

앞에서와 같이 W에 대해서 최대화를 할 수 있다.

  (식 3.34)

이 결과를 각각의 타깃 변수 tk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식 3.35)

여기서  는 N차원의 열 벡터로써 각각의 원소는  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각의 타깃 변수들에 대한 회귀 문제들의 해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벡터 wk들에 대해 

공유되는 유사 역행렬  하나만 계산해 내면 된다.

임의의 공분산 행렬을 가진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 분포에 대해 확장하는 것은 그리 어렵

지 않다. 이 경우 역시 각각의 문제들이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회귀 문제로 분리된다. 이 결과

가 그리 놀랍지는 않다. 왜냐하면 매개변수 W는 가우시안 노이즈 분포의 평균값을 정의할 뿐

이며, 2.3.4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값의 최대 가능도 해는 공분

산과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 단일 타깃 변수 

t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하겠다.

편향 분산 분해

지금까지의 회귀 선형 모델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저 함수들의 형태와 종류가 둘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한된 숫자의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복잡한 모

델을 근사할 경우에 최대 가능도 방법(최소 제곱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과적합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기저 함수의 수를 제한하게 되면 데이터의 중요

하고 흥미로운 트렌드를 잡아내기 위해 필요한 모델의 유연성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는 부작용

이 생길 수 있다. 정규화항을 사용하면 많은 수의 매개변수를 가진 모델들의 과적합 문제를 어

느 정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정규화 계수 의 값을 적절히 정해야 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가중치 벡터 w와 정규화 계수  둘 모두에 대해서 정규화된  

연습문제 3.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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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대의 패턴 인식에서 확률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1장에서 확률론은 합의 법칙

과 곱의 법칙이라는 두 개의 단순한 공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 논

의하는 확률적 추론이나 학습 방법들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를 반복해서 적용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확률

적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대수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공식화하고 푸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 있어서 확률 분포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확률적 그래프 모델(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을 사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 장점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확률적 그래프 모델은 확률적 모델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단순한 방법을 제공하며, 새

로운 모델을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2. 그래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조건부 독립 성질과 같은 모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3. 정교한 모델하에서 학습과 추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계산들을 그래프 조작

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재되어 있는 수학적인 공식들이 알아서 따라다

니게 된다.

그래프는  노드( node)( 꼭짓점(vertex)이라고도 한다)와  링크( link)( 변( edge)이나  호( arc)라고도 한다)로 이루어

져 있다. 확률적 그래프 모델에서 각각의 노드는 확률 변수(또는 확률 변수들의 그룹)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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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링크는 이 변수들 간의 확률적 관계를 표현한다. 이 경우 그래프는 전제 확률 변수들에 대

한 결합 분포를 변수들의 부분 집합에 대해 종속적인 인자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포착

하게 된다. 첫 번째로 논의할 것은 방향성 그래프 모델(directed graphical model)이라고도 불리는 베

이지안 네트워크(Bayseian network)다. 여기서는 그래프의 링크들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화

살표로 표현된다. 다른 중요한 그래프 모델은 비방향성 그래프 모델(undirected graphical model)이라

고도 지칭하는 마르코프 무작위장(Markov random field)이다. 이 경우 링크는 화살표로 표현되지 

않으며, 방향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방향성 그래프는 확률 변수 간 인과 관계를 표현하

는 데 유용한 반면에 비방향성 그래프는 확률 변수 간의 유연한 제약 관계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방향성 그래프와 비방향성 그래프 둘 다를 인자 그래프(factor 

graph)라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그래프 모델의 중요한 측면들을 패턴 인식과 머신 러닝에 적용하는 데 있어

서 필요한 만큼만 살펴볼 것이다. 그래프 모델에 대한 더 일반적인 논의는 Whittaker(1990), 

Lauritzen(1996), Jensen(1996), Castillo et al.(1997), Jordan(1999), Cowell et al.(1999), Jordan(2007) 등

을 참조하기 바란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확률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방향성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 우선 세 개의 변수 a, b, c에 대한 임의의 결합 분포  를 고려해 보자. 이 단계에

서 이 변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특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즉, 이 변수들이 

이산인지 또는 연속인지 등의 변수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프 모델의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하나의 특정 그래프가 넓은 범위의 분포들에 대한 확률

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식 1.11의 확률의 곱 법칙을 적용하면 결합 분포를 다

음의 형태로 적을 수 있다.

  (식 8.1)

식 8.1의 오른쪽 변의 두 번째 항에 곱의 법칙을 두 번째로 적용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식 8.2)

이 분해는 어떤 종류의 결합 분포에 대해서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제 식 

8.2의 오른쪽 변을 단순한 그래프 모델로 표현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각각의 확률 변수 a, b, c

에 대한 노드를 도입하고, 각 노드를 식 8.2의 오른쪽 변의 조건부 분포들과 연관시킬 것이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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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각각의 조건부 분포에 대해서 방향성 링크를 그래프에 추가하도록 하자. 이 링크는 조건

부 분포의 조건절의 변수에 해당하는 노드로부터 시작되는 화살표로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인자  의 경우에는 노드 a와 b로부터 노드 c로 링크를 그리게 될 것이다. 반면, 인자 

 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링크가 없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림 8.1에 그려져 있

다. 노드 a에서 노드 b로 가는 링크가 있는 경우 노드 a를 노드 b의 부모(parent) 노드라 하며, 

노드 b를 노드 a의 자식(child) 노드라 한다. 여기서는 노드와 그에 해당하는 변수 간에 형식적

인 구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기호를 통해 둘 다를 지칭할 것이다.

식 8.2에서 살펴봐야 할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왼쪽 변은 a, b, c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대

칭적인 반면에 오른쪽 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8.2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특정 순서를 선택하였다. 이 경우 그 순서는 a, b, c였다. 만약 우리가 다른 순서를 

선택했다면 다른 분해 결과를 얻었을 것이고, 따라서 해당 그래프 표현 또한 달라졌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림 8.1의 예시를 K개 변수에 대한 결합 분포  의 경우로 확장해 보자. 확률의 

곱의 법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이 결합 분포를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각 변수당 하나씩의 조건부 분포가 곱의 법칙에 사용된다.

  (식 8.3)

선택된 K에 대해서 해당 결합 분포를 K개의 노드를 가지는 방향성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노드들은 식 8.3의 오른쪽 변의 조건부 분포 하나씩을 표현하게 되며, 자신보다 더 낮

은 순번의 노드들로부터 들어오는 방향의 링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 그래프는 완전 

연결(fully connected)되었다고 표현한다. 이는 모든 노드 쌍 사이에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우 일반적인 결합 분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 경우의 분해 결과와 이를 표

현하는 완전 연결된 그래프는 어떤 분포에 대해서든지 적용할 수 있다. 사실 그래프에서 부재

(absence)하는 링크가 해당 그래프가 표현하는 분포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그

림 8.2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이 그래프는 완전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림 8.1  a, b, c 세 변수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표현한 방향성 그래프 모델. 식 8.2 분해 

결과의 오른쪽 변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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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에서 x2로, x3에서 x7으로의 연결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그래프가 표현하는 결합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때 각각의 노드가 표현하고 있는 

조건부 분포들의 곱으로 이 결합 분포를 적을 것이다. 각각의 조건부 분포들은 그래프상에서 

해당 노드의 부모 노드만을 조건절로 가진다. 가령 x5의 조건절에 해당하는 노드는 x1과 x3다. 

따라서 일곱 변수 전체에 대한 결합 분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식 8.4)

잠시 시간을 두고 식 8.4와 그림 8.2 간의 연관성을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방향성 그래프와 이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분포 사이의 관계성을 더 일반

적으로 직시할 수 있다. 그래프를 바탕으로 정의된 결합 분포는 모든 노드에 대한 조건부 분포

들의 곱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때 각 노드에 대한 조건부 분포는 그래프에서의 부모 노드에 대

해 조건부인 분포다. 따라서 K개의 노드를 가지는 그래프의 경우에 결합 분포는 다음처럼 주

어진다.

  (식 8.5)

여기서  는 xk의 부모 노드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다. 이 핵심 공

식은 방향성 그래프 모델에서의 결합 분포의 인수분해(factorization) 성질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

서는 각 노드가 단일 변수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하지만 변수의 집합이나 벡터값을 가지는 

변수를 그래프의 하나의 노드와 연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각 조건부 분포가 정규화되어 있

다는 가정하에서 식 8.5의 오른쪽 변이 항상 올바르게 정규화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연습문제 8.1

그림 8.2  변수 x1, . . . , x7의 동시 분포를 표현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예시.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분해 결과는 식 8.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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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성 그래프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바로 방향성 순환

(directed cycle)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노드로부터 방향에 맞추어 링크

를 따라갔을 때, 원래의 노드로 돌아오게 되는 순환 경로가 그래프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래프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e graph, DAG)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래프가 방향성 비순환이라는 것은 한 노드로부터 그보다 더 낮은 순서의 노드로 가는 링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전체 노드에 순서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

치다.

8.1.1 예시: 다항 근사

확률 분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 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1.2.6절

에서 소개했던 베이지안 다항 회귀 모델을 고려할 것이다. 이 모델의 확률 변수는 다항 계

수의 벡터 w와 관측된 데이터 다. 추가적으로 이 모델은 입력 데이터 

, 노이즈 분산 , w에 대한 가우시안 사전 분포의 정밀도에 해당하는 초

매개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단, 지금은 확률 변수들에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자. 이 경

우 결합 분포는 사전 분포  와 N개의 조건부 분포  (이때 n = 1,  , N)의 곱으로 

표현된다.

  (식 8.6)

이 결합 분포를 그림 8.3에 그려진 그래프 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과 같은 여러 개의 노드를 그림 8.3과 같이 명시적으로 그리면 앞으로 등장할 더 복

잡한 모델을 다룰 때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노드들을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 표현법을 도입해 보도록 하자. 이를 이용해서 그림 8.3을 다시 그릴 것이다. 이 경우 하

나의 대표 노드 tn을 그리고 이를 판(plate)이라 불리는 상자로 둘러쌀 것이다. 그리고 이 상자

에는 N이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하자. 이는 이러한 종류의 노드가 N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표현법을 바탕으로 다시 그린 결과가 그림 8.4다.

연습문제 8.2

그림 8.3  식 8.6의 결합 분포를 표현한 방향성 그래프 모델. 1.2.6절에서 

소개한 베이지안 다항 회귀 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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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모델의 매개변수나 확률(stochastic)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

다. 이 경우 식 8.6은 다음과 같이 된다.

  

이에 맞게  와  를 그래프에서도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확률 변수들은 열린 원으

로, 결정적 매개변수들은 작은 점으로 표기하는 기존의 관행을 따르도록 하자. 그림 8.4에 결정

적(deterministic) 매개변수들을 추가하게 되면 그림 8.5의 그래프를 얻게 된다.

머신 러닝이나 패턴 인식 문제에 그래프 모델을 적용할 때, 우리는 보통 몇몇 확률 변수들을 

특정 관측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다항식 곡선 근사의 경우에는 훈련 집합의 변수  이 그 

예시다. 그래프 모델에서 이러한 관측 변수(observed variable)들은 해당 노드에 음영을 추가함

으로써 표현할 것이다. 그림 8.5의 그래프 모델의 관측 변수  을 음영 처리한 그림이 그림 

8.6이다. w의 값은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w는 잠재(latent) 변수의 예시다. 이는 때로 은닉

(hidden) 변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 많은 확률적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9장과 12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값들을 관측한 상황하에서,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1.2.5절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다항 계

그림 8.4  판(plate)(라벨 N이 붙어 있는 박스)을 이용해서 그림 8.3을 더 간결하게 

표기한 그래프. 이때 해당 판은 N개의 노드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중 하

나의 예시인 tn만이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8.5  그림 8.4와 같은 그래프 모델에 결정적 매개변수들을 추가적

으로 표현한 그림. 결정적 매개변수들은 작은 점으로 표현되

어 있다.

그림 8.6  그림 8.5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노드  에 음영이 더해

졌다. 이는 이 확률 변수가 관측값(훈련 집합)으로 설정되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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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w의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이 과정이 베이지안 정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식 8.7)

표기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 매개변수들은 생략되었다.

일반적으로 w와 같은 모델 매개변수들은 그 자체로는 그리 흥미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입력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입력 변수  가 

주어졌을 때, 관측 데이터를 조건부로 하는  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문제를 기술하는 그래프 모델이 그림 8.7에 그려져 있다. 이 모델의 모든 확률 변수들에 대한 

결합 분포(결정적 매개변수들을 조건부로 가지는)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식 8.8)

 에 대한 예측 분포는 확률의 합의 법칙에 따라 모델 매개변수 w를 적분하여 제거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함축적으로 확률 변수  를 데이터 집합에서 관측된 특정값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의 논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8.7  그림 8.6의 다항 회귀 모델에 새 입력 변수  와 이에 해당하는 

모델 예측치  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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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생성적 모델

많은 경우에 주어진 확률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1장에서는 표

본 추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하나의 표본 추출 테크닉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조상 추출법(ancestral sampling)이라 불리는 이 테크닉은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래프 모델과 관련성이 높다. K개의 변수에 대한 결합 분포  를 

고려해 보자. 이 분포는 식 8.5에 의해 인수분해되며, 그에 대응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가진다. 이때 어떤 노드든 낮은 순번의 노드로 가는 링크가 존재하지 않게 변수들의 순서를 정

했다고 가정하자. 다시 말하면 각 노드들은 부모 노드들보다 높은 순번을 가진다. 우리의 목표

는 이 결합 분포로부터 표본  를 추출하는 것이다.

가장 숫자가 낮은 노드를 선택하고 그 분포  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데서 시작하자. 

이 표본을 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각각의 노드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와 같은 방식

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노드 n에서는 조건부 분포  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부모 변숫값은 앞에서 추출된 값을 바탕으로 설정한

다. 각 단계마다 부모 노드의 값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왜냐하면 낮은 순

번에 해당하는 부모 노드들은 이미 앞서 표본 추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정 분포에서 추출

을 시행하는 테크닉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변수 xK로부터 표본 

추출을 끝마치면 결합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한다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다. 변수들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주변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야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노드들에서 추

출된 표본값들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노드들에서부터의 표본값들은 무시하면 된다. 예를 들

어 분포  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자 한다면 일단 전체 결합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한 

후,  와  값만 남기고 나머지 값인  는 버리면 된다.

확률적 모델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단말 노드에 해당하는 더 높은 숫자를 가

진 변수들이 관측 변수에 해당하고, 낮은 숫자를 가진 노드들이 잠재 변수에 해당하게 된다. 

잠재 변수의 주된 역할은 관측 변수에 대한 복잡한 분포를 더 단순한(보통은 지수족) 조건부 분

포를 바탕으로 구성된 모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관측 데이터가 발생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비전 문제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물체들 

중 하나의 (픽셀 강도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잠재 변수들은 물체의 

위치나 놓여 있는 방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이미지가 관측되었을 

때 여기서의 목표는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물체에 대한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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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위치와 방향들은 적분해서 제거한다. 이 문제를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한 도식

이 그림 8.8에 그려져 있다.

그래프 모델은 관측 데이터가 생성되는 인과(causal) 과정을 담게 된다(Pearl, 1988). 이러한 이유

로 인해서 해당 모델들을 생성적(generative) 모델이라 부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림 8.5에서 

설명한 다항 회귀 모델은 생성적 모델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력 변수 x에 주어진 확률 분포가 

없어서 모델로부터 모조(synthetic)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

절한 사전 분포  를 도입해서 이 모델을 생성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델이 더 복잡해질 것이다.

확률 모델의 은닉 변수들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성분들로부터 더 복잡한 결합 분포를 만드는 데 은닉 변수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

두에 대해서 생성적 모델에 적용된 조상 추출법은 관측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흉내 내

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모델이 현실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가정하

에) 그 확률 분포가 관측 데이터와 동일한 완벽한 표본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 적용에서 생성

적 모델로부터 합성 관측값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모델이 표현하는 확률 분포의 형태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1.3 이산 변수

지수족에 속하는 확률 분포들의 중요성에 대해 앞에서 논의했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잘 알

려진 분포들이 지수족의 특정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도 살펴봤었다. 이러한 분포들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더 복잡한 확률 분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 원소로서 유용하다. 그리고 

그래프 모델 방법론은 이 구성 원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방향성 그래프의 각각의 부모/자식 쌍들을 켤레(conjugate)가 되도록 하면 이러한 모델들은 특

히 더 유용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몇몇 이러한 예시에 대해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2.4절

그림 8.8  물체들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그래프 모델. 여기서 물

체의 정체(이산 변수), 위치(연속 변수), 방향(연속 변수)들은 독립적인 

사전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픽셀 강도의 벡터)는 물체의 정체, 

위치, 방향에 종속적인 확률 분포다.

방향위치

이미지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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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자식 노드가 각각 이산 변수일 경우와 각각이 가우시안 변수일 경우를 

살펴보자. 이 두 경우가 특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부모/자식 노드 간의 관계성을 계층적으로 

확장해서 임의의 복잡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

산 케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K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단일 이산 변수 x(원 핫 인코딩을 사용)의 확률 분포  를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8.9)

그리고 이 확률 분표는 매개변수 에 의해 조절된다. 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의  값만 설정하면 된다.

K개의 상태를 가지는 두 개의 이산 변수 x1와 x2를 고려해 보자. 그리고 이들의 결합 분포를 

모델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  을 둘 다 관측할 확률을 매개변수  로 표현하

자. 여기서  는 x1의 k번째 성분을 의미한다.  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이 경우 결합 분

포를 같이 적을 수 있다.

  

 이 제약 조건  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분포는  개의 매개변수에 의해 

조절된다. 이를 바탕으로 변수가 M개인 경우에 임의의 결합 분포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매개변수의 숫자가  이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숫자는 변수의 

숫자 M개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확률의 곱 법칙을 적용하면 결합 분포  를  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

다. 이는 x1에서 x2로 가는 링크가 존재하는 두 개의 노드를 가진 그래프에 해당한다. 이 그

래프가 그림 8.9(a)에 그려져 있다. 주변 분포  은  개의 매개변수에 의해 조절

된다. 조건부 분포  에서는 K개의 가능한 각 x1 값들마다  개씩의 매개변수

그림 8.9  (a) 완전히 연결된 이 그래프는 K개의 상태를 가지는 두 이산 변수의 일

반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분포는 총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다. (b) 노드 사이의 링크를 제거하면 전체 매개변수의 숫자가  개

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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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 결합 분포를 지정하기 위한 전체 매개변수의 숫자는 앞과 같이 

 이 된다.

이제 x1과 x2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의 그래프 모델이 그림 8.9(b)에 그려져 있

다. 이 경우 각각의 변수들을 별개의 다항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매개변수의 숫

자는  이 된다. 각각이 K개의 상태를 가지는 M개의 독립적인 이산 변수의 분포의 경

우는 전체 매개변수의 숫자가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필요한 매개변수의 

숫자는 변수의 숫자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래프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프상의 

링크를 없앰으로써 필요한 매개변수의 숫자를 줄인 대신, 더 제한적인 종류의 분포만을 표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M개의 이산 변수  을 가정하자. 이들의 결합 분

포를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변수에 대응되는 방향성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각 

노드에서의 조건부 분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매개변수들의 집합으로 주어지며, 각 매개변수

는 정규화 제약 조건을 가지게 된다. 만약 그래프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는 완전히 일반적인 분포를 가진다. 반면에 그래프에 링크가 하나도 없

다면 결합 분포를 주변 분포들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매개변수의 숫

자는  이다. 연결 밀집도가 중간 정도 되는 그래프들은 완전히 인수분해된 그래프

에 비해 더 일반적인 분포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완전 일반적인 결합 분포에 비해서

는 더 적은 숫자의 매개변수를 가지게 된다. 그림 8.10에 그려진 노드들의 사슬을 고려해 보

자. 주변 분포  은 개의 매개변수를 필요로 하는 반면, 개의 조건부 분포 

  들은 각각이  개의 매개변수를 필요로 한다. 그 결과 필

요한 매개변수의 전체 숫자는  이 된다. 이는 K에 대해서는 이차식

으로, 사슬의 길이 M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이 아니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모델의 독립 매개변수의 수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공유(sharing)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것이

다. 이는 때로 매개변수의 매듭(ty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8.10의 사슬 예시

에서 모든 조건부 분포   들을 같은  개의 매개변수 집합을 

그림 8.10 각각이 K개의 상탯값을 가지는 M개의 이산 

노드들의 사슬.   개의 매개변

수가 필요하며, 이는 사슬의 길이 M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

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M개 노드의 그

래프는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M
에 대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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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하 i.i.d.)된 것

으로 가정된 데이터 포인트 집합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 가정 덕분에 가능도 함수를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계산된 확률 분포들을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실제 사례의 경

우 i.i.d. 가정은 올바르지 않다. 여기서는 i.i.d. 가정이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 집합들 중 특히 중요

한  순차 데이터 집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집합은  시계열 데이터를 측정할 때 

종종 발생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며칠간의 강우량, 매일 매일의 환율, 음성 인식을 위해 사용되

는 데이터 등이 시계열 데이터의 예에 해당한다. 음성 데이터에 대한 예시가 그림 13.1에 그려져 

있다. 순차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맥락 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NA의 뉴클레

오티드 서열이나 영어 문장에서의 문자의 배열 등이 그 예다.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순차 데이

터에서의 ‘과거’나 ‘미래’ 관측이라는 식의 지칭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논의하는 모델들

은 시계열 데이터뿐 아니라 모든 순차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정류적 순차 분포와  비정류적 순차 분포를 구별해 보도록 하자. 정류적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 분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비정류

적인 경우에는 생성 분포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한다. 여기서는 정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다.

금융 예측과 같은 많은 적용 사례에서 우리는 이전의 관측값들이 주어진 상황하에서 시계열의 

순차 데이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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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값을 예측하고자 한다. 직관적으로 미랫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최근의 관측값이 더 

예전의 관측값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3.1의 예

시는 음성 스펙트럼 데이터들에 대한 연속된 관측값들이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모든 이전 관측값에 대한 미래 관측값들의 종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비

현실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관측값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모델의 복잡도는 제한 없

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바탕으로 마르코프 모델(Markov model)을 고려

할 수 있다. 마르코프 모델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값들이 가장 최근의 관측값을 제외한 나머

지 관측값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모델은 다루기 쉽기는 하지만,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잠재 변수를 도입함으로

써 이 모델의 다루기 쉬운 점을 유지하면서도 더 일반적인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상태 공간 모델(state space model)이다. 9장,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단순한 성분들(지수족에 속

그림 13.1  “Bayes’ theorem”이라고 

말한 음성 데이터의 스펙

트럼. 시간 인덱스에 대한 

스펙트럼 계수 강도의 그

래프다.

빈
도

수
( H
z)

진
폭

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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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포들)로부터 복잡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확률적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서 그 성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상태 공간 모델의 가장 중요한 두 예시

에 집중할 것이다. 바로 잠재 변수들이 이산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과 잠재 

변수들이 가우시안인 선형 동적 시스템(linear dynamical system, LDS)이다. 두 모델 다 트리 구조의 

방향성 그래프로 표현 가능하며, 따라서 합/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론을 효과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마르코프 모델

순차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순차성을 무시하고 관측값들을 i.i.d.라고 취급하

는 것이다. 그림 13.2의 그래프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게 되면 배열

상에서 더 가까이 위치한 관측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더 크다거나 하는 등의 데이터의 순차적 

패턴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날에 비가 왔는지 아닌지를 지칭하는 이산 확

률 변수를 관측한 예시를 고려해 보자. 이 변수에 대한 최근 관측값의 시계열이 주어진 상황에

서 다음날 비가 올지 아닐지를 예측하고 싶다고 하자. 만약 이 데이터를 i.i.d.로 취급한다면, 데

이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비가 온 날의 상대적인 빈도수다. 하지만 사실 

날씨는 보통 며칠간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이곤 한다. 즉, 오늘 비가 왔는지 아닌지를 관측하는 

것은 내일 비가 올지 안올지를 예측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효과를 확률적 모델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i.i.d. 가정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간

단한 방법은 바로 마르코프 모델(Markov model)을 사용하는 것이다. 먼저, 일반성을 잃지 않은 

채로 확률의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순차적인 관측값들의 결합 분포를 다음의 형태로 적을 수 

있다.

  (식 13.1)

여기서 오른쪽 변의 각각의 조건부 분포가 가장 최근의 관측값을 제외한 모든 이전 관측값들

로부터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면 일차 마르코프 연쇄(first-order Markov chain)를 얻게 된다. 이를 그

래프 모델로 그린 것이 그림 13.3이다.

13.1

그림 13.2  순차적 관측값들을 모델하는 가장 단

순한 방법은 각각의 데이터를 독립적

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링크가 

없는 그래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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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에서의 N개의 관측값의 배열에 대한 결합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식 13.2)

d 분리 성질로부터 시간 n까지의 모든 관측값들이 주어졌을 때의 관측값 xn에 대한 조건부 분

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3.3)

이는 식 13.2에서 시작해서 확률의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해서 배열의 다음 관측값을 예측한다면 예측들의 분포는 바로 이전의 관측값에 대해서만 

종속적이고 나머지 더 이전 관측값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일 것이다.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모델을 정의하는 조건부 분포  들

은 동일하도록 제약된다. 이는 정류적인 시계열 가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델을 동질적

(homogeneous) 마르코프 연쇄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조건부 분포가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그 

값을 데이터로부터 유추할 수도 있는)에 대해 종속적이라면 연쇄상의 모든 조건부 분포들은 이 매

개변숫값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립적인 모델보다는 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다. 많은 순차 관측

값들의 경우에 몇 번의 연속적인 관측값들의 트렌드가 다음 값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 앞의 관측값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더 높은 차수의 마르코프 연쇄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예측이 두 단계 앞의 관측값

에 대해서도 종속적이도록 만들면, 이차 마르코프 연쇄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 13.4

의 그래프에 그려져 있다. 이 경우 결합 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3.4)

8.2절

연습문제 13.1

그림 13.3  관측값 의 일차 마르코프 연쇄. 특정 

관측값 xn에 대한 분포  은 그 

이전 관측값  에 대한 조건부 분포다.

그림 13.4  이차 마르코프 연쇄. 이 모델에서 특정 

관측값 xn의 조건부 분포는 그 이전의 

두 관측값 과  에 종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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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d 분리를 사용하거나 직접 계산을 시행하면 과 가 주어졌을 때의 xn의 

조건부 분포가 모든 나머지 관측값  에 대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각 관측값은 이제 두 개의 이전 관측값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M차 마

르코프 연쇄로의 확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정 변수의 조건부 분포는 그 앞의 M

개의 변수들에 대해 종속적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유연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

를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모델의 매개변수의 수가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관측값들

이 K개의 상태를 가지는 이산 변수라고 가정해 보자. 일차 마르코프 연쇄에서의 조건부 분포 

 은 각각의 의 K개의 상태에 대해서 K 2 1개의 매개변수로 명시될 수 있으

며, 그 결과 총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모델을 M차 마르코프 연쇄

로 확장해서 결합 분포가 조건 분포  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

해 보자. 만약 변수들이 이산이고 조건 분포들이 일반적인 조건부 확률표에 의해 표현된다면 

이러한 모델에서의 매개변수의 수는 일 것이다. 이 수는 M에 대해서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큰 M 값에 대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연속 변수들의 경우에는 선형 가우시안 조건부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각 노드는 그  

부모 노드들의 선형 함수를 평균으로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가 될 것이다. 이를 자기회귀

(autoregressive 또는 AR) 모델이라 한다(Box et al., 1994; Thiesson et al., 2004).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에 대해 뉴럴 네트워크 등의 매개변수적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 테크닉은 종종 지연선(tapped delay line)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다음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의 M개의 관측 변수들을 저장(지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개변수의 숫자는 완전히 일

반적인 모델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예를 들면 M에 대해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제약된 종류의 조건부 분포를 사용해야 한다.

어떤 차수로든 마르코프 가정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순차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

해 보자. 그러면서도 제한된 수의 자유 매개변수를 통해서 그 모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도 하자. 9장에서 혼합 모델에 대해 했던 것이나 12장에서 연속 잠재 변수 모델들에 대

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잠재 변수들을 도입하면 단순한 성분들로부터 더 풍부한 

종류의 모델들을 구성할 수 있다. 각 관측 변수 xn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 zn을 도

입하도록 하자(이는 관측 변수와 다른 종류이거나 다른 차원수를 가질 수도 있다). 이제 이 잠재 변수

들이 마르코프 연쇄를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로 상태 공간 모델(state space model)이라 

불리는 그래프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림 13.5에 그려져 있다. 이 모델은 zn이 주어

졌을 때 과 이 독립적이라는 핵심 조건부 독립성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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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3.5)

이 모델의 결합 분포는 다음 형태를 가지게 된다.

   (식 13.6)

d 분리 기준을 사용해서 모든 두 관측 변수 xn과 xm을 연결하는 잠재 변수들을 통한 경로가 

항상 존재하며, 이 경로는 절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이전 관측

값들이 주어졌을 때의 관측 에 대한 예측 분포  은 아무런 조건부 독

립성도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의 에 대한 예측은 모든 이전 관측값들에 대해 종속적

이게 된다. 하지만 관측된 변수들은 어떤 차수로든 마르코프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장의 

나중 절들에서 예측 분포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모델들이 있다. 만약 잠재 변수들이 이

산이면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Elliott et al., 1995)를 얻게 된다. HMM에서

의 관측값들은 이산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조건부 분포

를 사용해서 이 관측값들을 모델할 수 있다. 만약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가 둘 다 가우시안 분

포고 각 노드들의 조건부 분포가 그 부모들에 대해 선형 가우시안 종속성을 가진다면, 선형 동

적 시스템(linear dynamical system)을 얻게 된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

그림 13.5의 상태 공간 모델의 특별 케이스로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잠재 변수들이 이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델의 단일 시간 조각을 살펴보면 이 모델은 각 성분들

이  로 주어지는 혼합 모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닉 마르코프 모델

13.2절

13.3절

13.2

그림 13.5  잠재 변수들의 마르코프 연쇄를 이용해서 순차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관측값들은 해당 잠재 변수에 

대해 조건부다. 이 중요한 그래프 구조는 은닉 마르코프 모델과 선형 동적 시스템 모델의 기반이 된다.



13.2 은닉 마르코프 모델 683

을 혼합 모델의 확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각 관측에 대한 혼합 성분이 독립적

이 아니라 이전 관측값에서의 성분에 대해 종속적일 것이다. HMM은 음성 인식(Jelinek, 1997; 

Rabiner and Juang, 1993), 자연어 모델링(Manning and Schutze, 1999), 손글씨 인식(Nag et al., 1986), 단

백질과 DNA 등의 서열 분석(Krogh et al., 1994; Durbin et al., 1998; Baldi and Brunak, 2001) 등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준 혼합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MM의 잠재 변수들은 혼합의 어떤 성분들이 해당 관

측값 xn을 생성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산 다항 변수 zn이다. 9장에서 혼합 모

델에 대해 사용했던 원 핫 인코딩을 여기서도 사용할 것이다. 조건부 분포  을 이

용해서 zn의 확률 분포가 이전의 잠재 변수 에 대해 종속적이도록 할 것이다. 잠재 변

수들은 K차원의 이산 확률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부 분포는 숫자들의 표에 해당한다. 

이 표를 A로 지칭할 것이다. A의 각 원소를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이라 한다. 전이 

확률들은   로 주어지며, 확률이기 때문에 과 

 을 만족한다. 따라서 행렬 A는  개의 독립 매개변수들을 가지게 된다. 

이제 조건부 분포를 다음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적을 수 있다.

  (식 13.7)

최초의 잠재 노드 z1은 부모 노드가 없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z1의 주변 분포  은 각각

의 원소가  인 확률들의 벡터 𝝅로 표현된다.

  (식 13.8)

이때  이다.

전이 행렬을 각각의 상태를 노드로 표현한 상태 전이 도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3.6에 

K = 3인 경우의 전이 도식이 그려져 있다. 이는 확률적 그래프 모델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노드들이 개별적인 변수가 아니라 단일 변수의 상태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그림에서는 원 대신에 사각형으로 상태들을 표현했다.

그림 13.6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상태 전이 도식을 취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치면 유용한 

경우가 있다. 잠재 상태들 간의 전이에 대한 다른 표현법인 이 도식은 격자(lattis, trellis) 도식이라 

불린다. 그림 13.7에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격자 도식이 그려져 있다.8.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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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변수의 분포  를 정의함으로써 확률적 모델의 명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때 

𝝋는 분포를 조정하는 매개변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방사 확률(emission probabilities)

이라고 한다. x가 연속 변수일 경우에는 식 9.11의 가우시안 분포가, x가 이산일 경우에는 조건

부 확률 표가 방사 확률의 예시가 될 수 있다. xn은 관측된 변수다. 따라서 분포   

는 𝝋가 주어졌을 때 이산 벡터 zn의 K개의 상태에 해당하는 K개의 숫자로 구성된 벡터로 이

루어지게 된다. 방사 확률을 다음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식 13.9)

여기서는 잠재 변수들을 조절하는 모든 조건부 분포들이 같은 매개변수 A를 공유하는 동질적

(homogeneous) 모델에 초첨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모든 방사 분포들은 같은 매

개변수 𝝋를 공유한다.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데이터 집합의 혼합 모델은 모든 매개변

그림 13.6  잠재 변수가 세 가지의 가능한 상태를 가지는 모델에 대한 

전이 도식. 각 상태들이 세 개의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검은색 선은 전이 행렬 Ajk의 원소에 해당한다.

그림 13.7  그림 13.6의 전이 도식을 시간순으

로 펼치면 잠재 상태에 대한 격자 표

현을 얻게 된다. 이 도식의 각 열은 

잠재 변수 zn 중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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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Ajk들이 모든 j 값에 대해 동일한 특수 사례에 해당한다. 이때 조건부 분포  은 

에 대해 독립적이다. 이는 그림 13.5의 그래프 모델에서 가로 방향 링크를 삭제한 것에 해

당한다.

상태 변수와 관측 변수의 결합 분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식 13.10)

여기서  과  는 모델을 조정하는 매

개변수 집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에 대한 우리의 논의의 대부분은 방사 확

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독립적일 것이다. 실제로 은닉 마르코프 모델은 이산 표, 

가우시안, 가우시안 혼합 분포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 분포에 적용할 수 있다. 뉴럴 네트워크

와 같은 판별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사 밀도  를 직접 모델하는 데 이를 사

용할 수도 있고, 또는  를 표현할 수도 있다.  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베이지안 정리

를 이용해서 필요 방사 밀도  를 도출할 수 있다(Bishop et al., 2004).

생성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은닉 마르코프 모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우시안 혼합 

분포에서 표본을 생성하는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자. 이 경우에는 먼저 혼합 계수 𝜋k를 통해 

주어지는 확률로 성분을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 다음 해당 가우시안 성분으로부터 표본 벡터 

x를 생성했다. 그리고 이 과정을 N번 반복해서 N개의 독립 표본의 데이터 집합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다음처럼 수정된다. 먼저 매개변수 𝜋k에 의

해 조정되는 확률로 초기 잠재 변수 z1를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측값 x1의 표본을 추출

한다. 그 다음 이미 예시된 변수 z1의 값을 바탕으로 전이 확률  에 따라서 z2의 상태

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z1의 표본이 상태 j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확률 Ajk(  )들

을 바탕으로 z2의 상태 k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z2를 알고 나면 x2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다음 상태 변수 z3의 표본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방향성 그래프 

모델에서의 조상 추출법의 예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대각 전이 원소 Akk가 비대각 원소들

보다 훨씬 더 큰 모델을 사용한다면, 전형적인 데이터 배열들은 단일 성분으로부터 생성된 포

인트들이 길게 늘어진 형태의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 성분에서 다른 성분으로의 

전이는 드물게 일어난다. 은닉 마르코프 모델로부터 표본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 13.8

에 그려져 있다.

표준 HMM 모델의 다양한 변형 형태들이 존재한다. 전이 행렬 A의 형태에 제약 조건을 가한 

연습문제 13.4

8.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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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중 하나다(Rabiner, 1989). 여기서는 실용성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좌우 은닉 마르코프 모델

(left-to-right HMM)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좌우 HMM은 A 원소 Ajk를 k , j 인 경우 0

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가 그림 13.9에 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3 상태 HMM에 대해 상태 전이 도표가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에서  에 대한 최초의 상태 확률은 , 그리

고 인 경우에는  이 되도록 수정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배열은 상태 j = 1에

서 시작하도록 제약된다는 것이다. 상태 인덱스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이 행렬에 더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즉,  인 경우 Ajk = 0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모델이 그림 13.10에 격자 도식으로 그려져 있다.

음성 인식이나 손글씨 인식과 같은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여러 적용 사례에서 좌우 구조를 사

용한다. 좌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손글씨 숫자 예시를 살펴보도

그림 13.8  잠재 변수 z가 세 개의 상태를 가지며, 방사 모델 p(x | z)가 가우시안 분포인 은닉 마르코프 모델로부터 표집을 하

는 예시. 이때 x는 이차원이다. (a) 잠재 변수의 각 세 상태에 해당하는 방사 분포의 상수 확률 밀도의 윤곽선. (b) 
해당 은닉 마르코프 모델로부터 추출한 50개의 표본 포인트. 각 포인트가 어떤 성분으로부터 생성되었는지에 따라

서 색을 칠했으며, 곡선은 연속된 관측값들을 연결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상태가 다른 상태들로 전이될 확률이 각

각 5%이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90%인 고정된 전이 행렬을 사용하였다.

그림 13.9  3상태 좌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의 상태 전이 도식의 예시. 한 번 

특정 상태로부터 떠나고 나면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