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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최근접 이웃 정보를 활용한 베이지안 추론 분류

 요 약

본 리뷰 논문에서는 많은 데이터 환경에서 얻어진 k-최근접 

이웃들(k-nearest neighbors)의 이론적 성질로부터 어떻게 분

류를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들을 설명한다. 많은 데이터 환경에서의 최근접 이웃 데이터의 

정보는 다양한 기계학습 문제를 푸는데 아주 좋은 이론적인 성

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특성들이 데이터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

른 다양한 알고리즘들에 비해 성능이 많이 뒤쳐지는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많은 데이터 환경 하에서 k-

최근접 이웃들의 정보가 어떤 이론적인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

하고, 특별히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k-최근접 이웃을 이용한 

분류 문제를 어떻게 베이지안 추론(Baysian inference) 문제로 

수식화 할 수 있는지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

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소개한다.

Ⅰ. 서 론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을 사용한 분류 문제는 

기계 학습과 패턴 인식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된 방

법의 하나이다. 데이터 공간 상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k개의 

샘플을 골라 다수결을 통해 항목(class)를 결정하는 k-최근접 

이웃 분류 방법은 알고리즘의 단순함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일반

화 능력으로 인해 데이터의 특성에 상관 없이 여러 측면에서 유

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

로 k-최근접 이웃 분류법이 다른 많은 알고리즘들 보다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해 왔다. 따라서 k-최근접 방법은 초벌 분석

(preliminary analysis)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다른 알고리

즘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 하는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최소 기

준을 제공하는 베이스라인 분류기(baseline classifier)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반면, k-최근접 분류기가 이론적으로 얼마나 좋은 분류기

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 방법을 데이터의 모분포

(underlying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알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베이즈 에러(Bayes error)와 연관시켜 베이즈 에러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음으로 보여준다[2],[3]. 단, 필요한 조건은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와 k개의 최근접 이웃의 위치들

에서 모분포 값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의 밀

집도가 큰 상황, 즉 데이터가 아주 많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최근접 이웃들을 이용한 분류는 단 한 개의 최근접 

이웃들만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 베이즈 에러의 두 배

를 넘지 않는 아주 작은 에러 기대값을 가지게 된다[2]. 또한 더 

많은 개수의 최근접 이웃을 사용할수록 에러 기대값은 단조감

소하여 결국 베이즈 에러에까지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접 이웃들까지의 거리들이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데 주목한다. 이 확률 분포는 k번째

의 최근접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초구(hyper-shpere)의 체

적(volume)을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삼았을 때, 이 체

적이 감마 분포(Gamma distribution)를 따르는 성질을 띈다

[5].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감마 분포를 통해 어떻게 k개의 최

근접 이웃을 통한 단순한 다수결 방법이 최대 우도 추정법의 결

과로 설명되는지 소개하고 여기에 더해서 베이지안 추론을 통

해 더 좋은 전략을 고안해 낼 수 있을지를 고찰해 본다. 결과적

으로 베이지안 추론법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최근접 이웃들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특정 항목(class)의 모분포 밀도함수가 다

른 항목의 모분포 밀도함수보다 클 확률값을 닫힌 해(closed-

form solution)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류 전략을 세

우는데 있어서 이 확률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론법을 통해 얻어지는 확률값을 보다 

빨리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주어진 k-최근접 

이웃 정보를 가지고 항목(class)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계산을 위해서 재귀법으로 프로그램을 구현 필

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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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잠시 소개한다.

본 리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많은 데이터 환경에서의 최근접 이웃의 정보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 지에 대한 이론적 리뷰를 제공한다. 세 번째 절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확률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고, 네 번째 절에서 이러한 확률 추론을 바탕으로 어

떤 분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설명한 다음, 다섯 번째 절

에서는 간단한 실험들을 통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제시한다. 

여섯째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다중 항목으로 확장시킬 지 설명

하고 일곱번째 절에서 결과와 함께 끝맺는다.

Ⅱ. 많은 데이터 환경에서의 최근접 

이옷 정보의 특성 

Ⅱ-1. 베이즈 에러와 최근접 이웃 분류기

최근접 이웃 정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최근점 이웃 정보를 

모분포에 연결시켜 베이즈 에러와의 관계를 밝힌 T. Cover의 

연구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2]. 이 연구는 데이터가 많아 데이

터 공간을 충분히 메울 만한 밀도가 보장되는 가정 하의 결과였

고, 결과적으로 알고자 하는 데이터 위치에서의 확률 밀도와 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최근접 이웃들 위치에서의 확률 

밀도 차이가 없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즉,  모분포  에서 생성된  개의 데이터  

 가 학습용 데이터로 주어진 상황을 생각했을 

때, 분류를 하고자 하는   차원 상의 데이터   의 k개

의 최근접 데이터   들은 다음과 같

은 사후 확률을 가진다. 간단히 두 개의 분류항목으로 가지고, 

두 분류항목의 사전확률이 같아   을 

만족시킨다고 가정 했을 때,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의 분

류항목    가 분류항목 1을 가질 확률과 분류항목 2를 가질 확

률은 각각 

 

 

와 같이 근사 된다. 여기서,   임을 주목해야 한다.

T. Cover는 이 사후확률을 데이터마다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가 많을 때의 최근접 이웃 분류법의 에러의 기대값을 계

산했다. 이 계산은 단순히 최근접 이웃의 인덱스가   일 때,   

가 분류 항목과   의 분류 항목이 서로 다를 경우를 계산하는

데, 이 확률이 바로   를 분류할 때의 최근접 이웃 분류기의 에

러율이다. 

 에러의 확률이   가 분류항목 1일 확률과   가 분류항목 2

일 확률, 그리고   가 분류항목 2일 확률과   가 분류항목 1

일 확률의 곱이므로, 각 지점   에서의 에러 확률을 다음과 같

이 계산하고,

 

 
,

이를   의 밀도에 대해 기대값을 취하면, 최근접 이웃 분류

법의 에러 기대값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또한 이런 식으로 k-최근접 이웃 분류기의 다수결 전략이 만

드는 에러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따져 에러의 기대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T. Cover는 이 기대값이 최근접 이웃 분류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베이즈 에러의 두 배를 넘지 않으며, k가 증가

할수록 이 기대값은 단조감소하여 베이즈 에러까지 감소하다는 

것을 보였다[3].

이 에러의 기대값은 아주 훌륭해서 분류기의 이론적 최소값인 

베이즈 에러와 직접 연관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베이즈 에러의 

두 배), 두 분류 항목의 항목-조건부 모분포(class-conditional 

underlying density)가 많이 겹치지 않는 경우 베이즈 에러 자

체가 낮아 최근접 이웃 분류법 만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데이터가 많을 경우 최근접 이웃 분류기가 행동하는 방

식으로 T. Cover가 제공한 이론적 설명이다.

Ⅱ-2.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의 분포

최근의 연구에서는 최근접 이웃 정보를 정보이론 연구에 사

용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하는 개념은 데이터가 모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무작

위로(randomly) 생성 되었다면, 데이터 공간 안에서 최근접 이

웃이 나타난 지점을 표면으로 하는 초구(hypersphere)의 부피

가 지수분포 밀도 함수(Exponential density function)를 따른

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이 확률 밀도 함수의 공간 적분에 비례

하기 때문인데, 무작위성을 대표하는 포아쏭 프로세스(Poisson 

process)에서 첫번째 시그널이 나타나는 시점이 지수분포 밀도

함수를 따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가   일 때, 반지름이   인 초구

(hyper-sphere)의 체적(volume)을   라고 할 수 있고 (단,  

 ), 데이터의 수가   이라고 할 때 새로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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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random variable)   을 정의할 수 있다. 데이

터가 확률 밀도   를 가지고 생성되었다고 하면, 이 새로운 체

적에 대한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지수 분포 밀도 함수를 따

른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 확률 밀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최근

접 이웃까지의 거리에 대한 정보로 위와 같은 density 정보

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순한 확장으로 k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성질을 가진다. 즉, k

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가  일 때, 새로운 확률 변수  

 가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림 1>과 같이 차

수가 k인 감마 분포 밀도 함수(Gamma density function), 

혹은 k가 자연수인 걸 고려해 엘랑 분포 밀도 함수(Erlang 

density function)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      ( 1 )

단,   는 최근접 이웃을 찾기 원하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값이다.

Ⅲ. 최근접 이웃 정보를 이용한 추정과 추론

Ⅲ-1. 최대 우도 추정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가 모분포의 밀도값   가 정해졌을 

때 어떤 통계적 특성(stochastic property)을 지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분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를 어떻게 응용할 것

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식 (1)의 형태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확률 밀도를 추정해 보는 최

대 우도법을 적용시키는 문제이다. 즉, 모분포의 밀도를 파리

미터(  )로 놓고, 측정된 최근접 이웃들까지의 거리로부터   

를 측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의 분류항목이 가지는 최근

접 이웃 정보들로부터 C 개의 분류항목 각각의 밀도값의 추정값  

 을 구하여 가장 큰 밀도값의 추정값을 가지는 분류 

항목을 택할 수 있다.

                            (2)

이러한 접근법이 이전 k-최근접 이웃 분류에서의 다수결 방

법과 다른 점은, 최근접 이웃 정보들을 가지고 보다 이론적이고 

원리적인(principled) 분류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는 데 있다. 특

히나 최근접 이웃의 개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를 이용하

는 것, 그리고 각각의 최근접 이웃에서 얻은 정보가 어떻게 분

류항목 결정에 기여하는 지 등의 분석과 이해를 제공한다는 면

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 1 (비교방법과 다수결 방법의 동일성): 두 가지 분류 항

목을 갖는 이진 분류 문제에서, 첫 번째 분류 항목의  번째 최

근접 이웃까지의 거리와 두 번째 분류 항목의  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를 비교하여 거리가 더 작은 분류 항목을 선택

하는 분류 전락이   을 만족하는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 방법의 다수결 방법과 동일한 분류 결과를 낸다.

증명: 두 방법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같은 분류 결과를 

냄을 증명할 수 있다. 자세한 증명은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름정리 1 (파라미터 추정방법과 다수결 방법의 동일성): 이

진 분류 문제에서, 식 (1)의 모델과, 각 분류 항목의 번째 최

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각 분류항목의 확률 밀도  을 

최대 우도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때, 이 추정된 확률 밀도 

파라미터로 베이즈 분류한 결과가  을 만족하는 기존의 k-최근

접 이웃 분류 방법의 다수결 방법과 동일한 분류 결과를 낸다.

증명: 각 분류 항목의 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를 비교

하였을때, 거리가 짧은 분류 항목이 더 큰 확률 밀도 추정값을 

얻게 된다. 따라서, 추정값   를 가지고 베이즈 분류를 하

는 것은 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가 짧은 분류 항목을 선

택하는 분류와 항상 같다.

따름정리 2 (파라미터 추정방법과 다수결 방법의 동일성): 

이진 분류 문제에서, 식 (1)의 모델과, 각 분류 항목의 첫 번째

부터 번째 최근접 이웃들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각 분류항

목의 확률 밀도   을 최대 우도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때, 이 추정된 확률 밀도 파라미터로 베이즈 분류한 결과가  

 을 만족하는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 방법의 

다수결 방법과 동일한 분류 결과를 낸다.

증명: 감마 분포에서    =  

를 만족하므로, 각 분류 항목의 번째보다 가까운 모든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로 얻은 확률 밀도 추정값은 번째 최근접 이

그림 1. k번째 최근접 이웃을 표면에 놓는 초구(hypersphere)의 체적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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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의 거리만으로 추정한 확률 밀도와 항상 같게 된다. 이제 따

름정리 1에 의해 이렇게 추정된   를 이용한 베이즈 분류

는   을 만족하는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 방법

의 다수결 방법과 동일한 분류 결과를 낸다.

정리 1과 따름정리 1, 2는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기의 다

수결 방법이 추론을 통한 새로운 방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기존의 다수결 원칙을 추론에 의한 

분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최대 우도법을 이용한 확률 밀도의 

추정과 이렇게 추정된 확률 밀도를 이용한 베이즈 분류로 k-최

근접 이웃 분류기를 이해할 수 있다.

Ⅲ-2. 베이지안 추론

이전 장에서 본 것처럼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기를 식 

(1)의 모델을 사용한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보다 좋은 추정을 위해 사전 추정을 이용한 베이지

안 추론 방법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확률 밀도   에 대한 사전 확률로 지수 분포 밀도 함수의 켤

레 사전(conjugate prior) 확률 분포로서   에 대한 지수 분포 

밀도 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

 .

여기서 b는 사전 분포에 적용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이 

사전 분포 밀도 함수와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에 대한 모델인 

식 (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닫힌 해로 제공되는 확률을 얻

을 수 있다.

                                             (3)

 

단,   는   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각

의 분류 항목 데이터 중 k번째 최근접 데이터를 고려했으며, 

 는 각 분류 항목의 k번째 최근접 데이터까지의 거리와 

각 분류 항목의 데이터 개수로부터 구해졌다. 이렇게 계산된 확

률값은 두 분류 항목의 k번째 최근접 데이터 거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분류 항목의 모분포 밀도값이 클 것인가, 또한 어느 정

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클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

확률의 하이퍼파라미터 b 값을 조절하여 확실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후 확률값은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여기서 제공되는 확률값은 우리가 관심 있는 모분포의 직접 비

교를 고려한다. 다시 말해,   일 때, 

분류 항목 1로 분류하게 되면, 이 분류 결과가 베이즈 분류의 결

과와 같을 확률이 0.7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 값을 적응 k-최근접 이웃(adaptive k-nearest 

neighbor) 분류에 이용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최근접 이웃들

을 얻을 때마다 계산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면 T. Cover 의 연

구에 의하면 모분포가 비슷한 구간에서는 더 많은 최근접 이웃

들을 얻을수록 성능은 좋아진다. 따라서 계산 시간과 분류 정

확도가 서로 상쇄되고 어느 시점에서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데

(tradeoff), 우리는 총 연산 시간이 동일할 때 더 높은 정확도를 

얻거나, 혹은 같은 정확도를 낼 때 보다 적은 시간을 소비하는 

알고리즘을 선호한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정확도를 얻을 확신이 있는 경우 더 이상

의 최근접 이웃을 찾지 않고 분류를 행하게 된다. 이 때, 확

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criterion)으로 식 (3)의 사후확률

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최근접 이웃들을 하나씩 구해 나가다  

 이나   이 미리 정해 

놓은 기준값보다 큰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의 최근접 이웃을 구하

지 않고, 분류를 한다는 것이다. 앞의 확률이 기준값을 넘으면 

분류 항목 1로, 뒤의 확률이 기준값을 넘으면 분류 항목 2로 분

류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Ⅳ. 최근접 이웃 정보를 이용한 분류 전략

앞 절에서는 모분포의 밀도   를 최대 우도법을 통해 추정하

여 분류에 이용하는 방법을 보았고 (k-최근접 이웃 분류법과 

동일), 하나의 분류 항목의 밀도   가 다른 분류 항목의 밀도보

다 클 확률을 사전 확률과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얻을 수 있었

다. 비슷한 모델과 접근 방법을 통해 분류에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다양한 기준(criterion)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우리의 모델은 최근접 이웃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는 식 

(1)과 함께, 특정 반지름의 초구 내부에 포함되는 최근접 이웃의 

수에 대한 분포인 포아쏭 분포를 같이 고려한다.

     ,              (4)

     .              (5)

식 (5)에서   는   일 때 거리   안에 있는 최근

접 이웃의 수이다. 식 (4)는 식 (1)을 옮겨 놓은 식이고, 식 (5)

는   개의 데이터가 반지름   안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 

식 (5)는 체적 V 내부의 데이터 수 k 와 확률 밀도   의 관계가  

 와 같음을 고려하여 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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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기존의 Wald의 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SPRT) 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SPRT의 비율 테스트는 

Wald test로도 알려져 있는데[1,4,12],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

이 적용될 수 있다. 미리 정해진 두 개의 밀도   와  가 존

재하며   >  를 만족 시키는데, 언제나 하나의 분류 항목

은   를, 또 다른 분류 항목은   를 가지며, 두 분류 항목이 

모두   를 가지거나 모두   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어느 분류 항목이 더 큰 밀도   를 가지는 

지에 대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라는 확신값(confidence)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

이 테스트는 식 (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확신에 대한 기준

(criterion)을 만들 수 있으며, 다음의 테스트와 동일하다는 것

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6)

즉, 각 분류 항목의 k번째 최근접 이웃까지의 체적을 차, 혹은 

거리의 차가 어느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확신성 테스

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하게, SPRT를 최근접 이웃의 수에 

적용을 시키면,

  ,

아래와 같은 간단한 확신성 테스트의 기준을 얻게 된다.

         (7)

또한, 같은 식의 변형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준을 얻을 수 있는데, 

  ,  (8)

이는 k개의 최근접 이웃을 포함하는 구는   에 해당하는 체

적을 갖기도 하지만, 한편,   의 체적보다 약간 작은 구도 

k개의 최근접 이웃을 포함함을 고려하여 기준을 보다 충족시키

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식 (6)의 기준을 DV, 식 (7)의 기준을 DN, 그리고 식 

(8)의 기준을 더 보수적인(conservative) DV라는 의미로 CDV

라고 명명한다.

또한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이전 절에서 식 (4)의 모델을 통해 

식 (3)과 같은 기준을 얻을 수 있었다.

                                          (9)

 

비슷한 과정을 통해 식 (5)의 모델을 이용한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얻을 수 있다.

                                    (10)

         

우리는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얻어진 두 개의 기준을 각각 PV 

(식 (9)), PN (식 (10))이라고 명명한다.

이렇게 얻어진 다섯 개의 기준 DV, DV, CDV, PV, 그리고 

PN은 모두 식 (4)와 식 (5)의 모델로부터 나온 기준들이다. 특

별히 PV와 PN은 베이즈 분류기와 연관시켜 얼마나 정확히 베

이즈 분류기와 같은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데

서 의미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주어진 기준들을 사용한 적응 

k-최근접 이웃 분류기가 어떻게 동작하는 지에 대한 실험들을 

보여 준다.

Ⅴ. 실험과 응용
 

<그림 2>는 일정한 확률 밀도를 가지고 생성된 다른 두 분류 

항목의 데이터에 대한 적응 k-최근접 이웃 분류기의 결과이다. 

<그림 2>의 가로축은 확신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준값을 변화

시켜 가면서 사용된 평균 최근접 이웃들의 수와 분류 성능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을 사용 했으므로 최적 

정확도인 베이즈 분류를 통한 정확도는 0.8이며, 확신도를 높

여 사용된 평균 최근접 이웃의 수를 늘리면 모든 방법이 베이

즈 분류의 정확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준들은 

기존의 적응 k-최근접 이웃 분류기를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

들이며, 그 분류 기준들은 대부분 직관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왔

다. CNN은 Consequent Nearest Neighbor의 약자로 한쪽 분

그림 2.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밀도값을 가지고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

한 실험.   . 베이즈 분류는 항상 분류 항목 1을 

선택한다.

NOVEMBER·2014 | 31

주제 | k-최근접 이웃 정보를 활용한 베이지안 추론 분류



류 항목의 데이터가 연속으로 일정 기준 이상 나와야 항목을 결

정하는 방법이고[8], Race는 어느 하나의 항목에 속하는 최근

접 데이터 개수만 기준 이상이 되면 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minRace는 모든 항목의 데이터 개수가 기준에 도달했을 때 다

수결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고[9][10][11], MinMaxRatio는 다

른 항목의 최근접 이웃 수의 비율과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이고, 

Jigang은 이 논문과 다른 확률 모델을 사용한 경우이다[13]. 

kNN은 모든 결과에서 k를 고정시키고, 다수결을 통해 분류를 

한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식 (4)와 (5)를 모델로 이용하

여 얻은 기준만 서로 비슷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내고, 어떤 기

존의 기준들은 일반적인 k-최근접 이웃 분류기의 결과보다도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2>의 결과는 최근접 이웃들이 나오는 지점들의 모분포

가 일정할 경우 이러한 직관적인 전략들은 모두 최적의 결과를 

내지 못 하지만, 최근접 이웃 정보의 이론적 지식에서 출발한 5

개의 기준들을 이용한 전략들은 모두 비슷하게 가장 좋은 결과

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전략

들이 비슷한 결과를 낸다는 것은, 이들이 내는 결과가 가장 최

적의 분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3>은 두 개의 5차원 가우시안 모분포에서 데이터를 생

성시켜 적응 k-최근접 이웃 분류한 결과이다. 단, (a)와 (b)는 

같은 형태의 모분포를 사용했으나, 데이터의 개수를 달리 사용

한 결과이다. 이 결과가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은 이 연구의 이론

적인 결과들이 데이터가 많아질 때 정확히 나오게 된다는 것이

다. [6]은 실제 데이터에서 실행한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Ⅵ. 다중 항목 분류로의 확장과 구현 방법

다중 분류 항목으로의 확장은 같은 맥락으로 계산 가능하지만

(straightforward), 간단하지는 않다. SPRT의 확장은 각 분류 

항목의 확실성 확률을   라 할 때, DV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

 ,

DN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여기서, 하나의 분류 항목만 더 큰 값인   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류 항목들은 모두 작은 값인   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 이 때, 두 개 분류 항목의 경우   와  

값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관없이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다중 항목 분류에서는 두 값의 비율이나 차이가 꼭 

필요하다. 

SPRT의 확장이 이렇게   와   값을 아는 것이 알고리즘

을 돌리는 데 필요하고, 큰 값인   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

류 항목이 동일한 작은 값   를 공유한다는 강한 가정을 사용

한다면, 베이즈 추론을 이용할 때는, 여전히 각 분류 항목의 밀

도값이 다를 수 있고, 특정 분류 항목의 밀도가 다른 모든 분류 

항목들의 밀도보다 클 확률을 고려할 뿐이다. 이는 다중 항목 

분류에서도 여전히 베이즈 분류와 같은 결과를 낼 확률과 동일

하다[7].

이 확률은 데이터 D 가 주어졌을 때,

 

       

     

와 같은 여러 확률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해질 수 있는데, 각각

그림 3. 두 개의 가우시안 모분포에서 데이터를 생성시킨 후

적응 k-최근접 이웃 분류한 결과

(a) 데이터 개수 :  분류 항목당  

(a) 데이터 개수 :  분류 항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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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들은 PV의 경우

 

  ,

PN의 경우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추론 결과로 나온 확률을 구하기 위한 구현은 많은 수의 분류 

항목 개수와 많은 수의 최근접 이웃 개수의 경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분류 항목 개수에 대해 구현하기 위해서 

PN과 PV의 다중 합(summation)은 재귀(recursion)를 통해 구

현될 수 있다. 다항 계수(multinomial coefficient)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상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증가를 통해 계산

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다항 계수의 다음 성질

을 이용할 수 있다.

Ⅶ. 결 론 

본 리뷰 논문에서는 최근접 이웃 정보의 이론적 특성을 이용

한 최신 분류 방법에 관해 정리하여 소개했다. 기존에 일상적으

로 사용해 온 다수결을 통한 k-최근접 이웃 분류법은 이런 측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방법이다. 하지만, SPRT와 베이

지안 추론을 통해 기존의 k-최근접 이웃 분류법보다 성능/시간 

상호 득실(tradeoff)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능을 내는 전략

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적용된 이론이 데이터가 많아 최근

접 데이터들 사이에 같은 밀도 함수값을 공유하는 상황을 가정 

했으므로, 소개된 방법은 특별히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아주 

명확하게 두곽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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