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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회귀분석에서 수치해의 혼돈성

장대흥1)

요약

  비선형회귀분석에서는 정규방정식의 일반해를 해석적으로 풀기 어려우므로 통상 수

치해를 이용한다. 이 때, 비선형 모형의 함수 형태에 따라 수치적인 방법이 혼돈이라

는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주요용어: 비선형회귀분석, 수치해, 혼돈성

1. 서론

  비선형회귀분석에서는 오차제곱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규방정식의 일반해를 해석적으로 풀

기 어려우므로 통상 수치해를 이용한다. 주어진 초기값을 기초로 반복 작업을 통하여 수렴값을 

구하여 이 값을 최적해로 여긴다. 이 때, 비선형 모형의 함수 형태에 따라 이러한 수치적인 방

법이 혼돈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 논문에서 한 예를 통하여 이러한 혼돈

현상이 발생함을 보이고, 여러 수치해법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수치해의 혼돈성

  혼돈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Lynch(2001)에 의하면 혼돈은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 longterm nonperiodic behaviour

2. sensitivity to initial conditions

3. fractal structure

  비선형회귀분석에서 모수벡타 θ=(θ1,θ2, ...,θp)라고 하고, 비선형모형을 y= f (x, θ )+ 라고 

하자. 오차제곱합 

Q (θ ) = Σ
i = 1

n

(yi− fi (x, θ ))
2

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규방정식의 일반해를 수치적으로 풀 때 통계패캐지 SAS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해법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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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dient method

2. Newton method

3. Gauss-Newton method

4. Marquardt method

5. DUD(Doesn't Use Derivatives) method

  이러한 수치해법들 중 일부가 비선형 모형이 특수한 함수 형태일 때 혼돈현상을 일으킨다. 

한 예(Seber와 Wild(1989))로, 다음과 같은 비선형회귀모형

y= αe − x +                                     

에서 4개의 자료 (xi, yi ) = (− 2,0 ), (− 1,1 ), (1,− 0.9 ), (2,0 )가 주어지면 오차제곱합의 

그림에서 (α, ) =(0.087,0.620 ), (−0.063,−0.699 )에서 두 개의 골짜기(국소값 1.69와 1.727)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들을 각각 첫 번째 국소값과 두 번째 국소값이라 하자. 랜덤하게 뽑은 

1312개의 초기값인 (α, ) 값(−0.20≤ α≤ 0.30,−1.20 ≤ ≤ 1.30 )에 대하여 Ralston과 

Jennrich(1978)이 제안한 DUD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면 두 개의 국소값에 수렴하는 

점들과 수렴에 실패하는 점들(α가 0에 아주 가까운 점들), 즉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짐을 

다음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로 

다이아몬드 심볼로 표시하고, 실선으로 수렴을 표시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로 십자가 심볼로 표시하고, 점선으로 수렴을 표시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수렴에 실패하는 (α, ) 값들로 원 심볼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α가 0에 아주 가까운 

점들로 0을 중심으로 띠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그림 1에서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는 

관점에서 혼돈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림 1. 1312개의  (α, ) 값의 수렴성을 나타내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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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랜덤하게 뽑은 1312개 초기값인 (α, )값(−0.20≤ α≤ 0.30,−1.20 ≤ ≤ 1.30 )
에 대하여 (α, )를 X와 Y축에, 수렴할 때까지의 반복 횟수(수렴속도)를 Z축에 표시한 삼차원 

그림이다. 수렴에 실패하는 경우는 반복횟수를 0으로 놓았다. 

그림 2. 1312개의  (α, ) 값의 수렴성과 수렴속도를 나타내는 삼차원 그림

  그림 1에서처럼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로 다이아몬드 심볼

로 표시하고, 실선으로 수렴을 표시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로 십자가 심볼로 표시하고, 점선으로 수렴을 표시하였다. 각각의 그룹 내에서 수렴속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룹은 수렴에 실패하는 (α, ) 값들로 원 심볼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α가 0에 아주 가까운 점들로 0을 중심으로 띠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그림 2에서도 그림 1에서처럼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는 관점에서 혼돈 현상을 목격할 수 있

다. α가 0에 아주 가까운 점들로 0을 중심으로 띠를 이루는 세 번째 그룹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랜덤하게 뽑은 1040개 초기값인 (α, ) 값(−0.001≤α≤ 0.001,−1.20≤ ≤ 1.30 )에 

대하여 수렴성을 조사하면 그림 3과 같았다.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로 다이아몬드 심볼로 표시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는 (α, ) 값들

로 십자가 심볼로 표시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수렴에 실패하는 (α, ) 값들로 원 심볼로 표시

하였다. 우리는 이 그림 3에서 혼돈 현상을 적나라하게 목격할 수 있다. 초기값으로서 서로 매

우 인접하여 있는 (α, ) 값들이라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감을 알 수 있다. 즉,  초기값

으로서 서로 매우 인접하여 있는 (α, ) 값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은 첫 번째 국소값에, 어

떤 점은 두 번째 국소값에, 어떤 점은 수렴에 실패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혼돈 현상은 그림 곳

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세 개의 그룹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 1과 그림 2에서도 이런 혼돈 현상을 볼 수 있으나 그림 3에서 이런 혼돈 현상을 더 확실

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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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40개의  (α, ) 값의 수렴성을 나타내는 그림

  

  이런 혼돈 현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경우를 보자. 첫 번째 경우로서 다음 

표 1과 같이 서로 매우 인접하여 있는 3개의 초기값인 (α, ) 값에 대하여 DUD 방법을 이용하

여 최적해를 구하면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수렴 결과(1)

  그림 4는 표 1의 3개의 초기값인 (α, ) 값에 대하여 반복되는 괘적과 그 때의 오차제곱합을 

나타내는 3차원 그림이다.  A점의 괘적은 상자 심볼을 쇄선으로 연결하였고, B점의 괘적은 다

이아몬드 심볼을 실선으로 연결하였고, C점은 십자가 심볼을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세 점의 

괘적은 처음 5 번의 반복까지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이루다가 A점은 수렴에 실패하고 B점과 

C점은 처음 10 번의 반복까지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이루다가 B점은 36회 반복 후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고, C점은 40회 반복 후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로서 다음 표 2와 같이 서로 매우 인접하여 있는 3개의 초기값인 (α, ) 값에 

대하여 DUD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면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수렴 결과(2)

(α, ) 수렴 결과

A (0.000550, -0.25017)

B (0.000550, -0.25018)

C (0.000550, -0.25053)

 수렴 실패

 36회 반복 후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

 40회 반복 후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

(α, ) 수렴 결과

A (0.207905, 0.052)

B (0.207905, 0.053)

C (0.207905, 0.054)

 수렴 실패

 45회 반복 후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

 33회 반복 후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



장대흥

- 101 -

  

그림 4. 표 1의 세 점에 대한 괘적

  그림 5는 표 2의 3개의 초기값인 (α, ) 값에 대하여 반복되는 괘적과 그 때의 오차제곱합을 

나타내는 3차원 그림이다.  A점의 괘적은 상자 심볼을 쇄선으로 연결하였고, B점의 괘적은 다

이아몬드 심볼을 실선으로 연결하였고, C점은 십자가 심볼을 점선으로 연결하였다.  세 점의 

괘적은 처음 5 번의 반복까지는 매우 비슷한 패턴을 이루다가 A점은 수렴에 실패하고 B점은 

45회 반복 후 첫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고, C점은 33회 반복 후 두 번째 국소값에 수렴하게 된

다.    

그림 5. 표 2의 세 점에 대한 괘적



비선형회귀분석에서 수치해의 혼돈성

- 102 -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수치방법들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언급한 3개의 초기값인 (α, ) 값

에 대하여 최적해를 구하면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다섯 가지 수치방법들에 대한 수렴 결과

    점/방법     DUD      Gauss-Newton      Marquardt      Newton      Gradient 

     A           X              1                 1              X            2

     B           1              1                 1              X            2 

     C           2              1                 1              X            2

    

(X: 수렴 실패, 1: 첫 번째 극소값으로 수렴, 2: 두 번째 극소값으로 수렴)

   표 3에서 수치방법들에 따라 수렴 여부 및 최적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

하여 비선형회귀모형 y= αe − x + 은 위에서 언급한 4개의 자료가 주어지면 수치방법들을 이

용하여 최적해를 구할 때 매우 불안정한 계가 됨을 알 수 있다. 

3. 결론

 비선형회귀분석에서 수치해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할 때 비선형 모형의 함수 형태에 따라 이

러한 수치적인 방법이 혼돈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한 예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여러 수치해법들을 비교하여 계의 불안정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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