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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패턴 분류문제에서 특징의 분포와 빈도를 고려하는 FMM(Fuzzy Min-Max) 신경망 
구조와 이를 이용한 특징 분석 기법을 소개한다. 이는 기존의 모델에서 균일한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 학습데이터에 학습 효과가 민감하게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학습된 신경망으

로부터 각 특징의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특성을 소개하고 
특징 값과 하이퍼박스 간의 관계로부터 특징의 연관도 요소, 중요도 평가 및 특징의 서열화 기법을 
제시한다. 이는 패턴 분류 신경망의 노드수를 최적화 함으로써 학습 및 분류 과정에서 연산의 효율

성을 증대시킨다.  
 

1. 서 론 

특징 선정문제는 n 차원 특징 공간 에서 패턴을 가
장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n’(n>n’) 차원 
특징 공간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패턴 분류 
문제에서 최적의 특징 집합을 선별하는 것은 실행 시
간과 분류 성능을 최적화 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

로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1-7]. 
Steppe 와 Kenneth 등의 연구에서는 역전파방법을 사
용하여 학습된 단일신경망에서 입력 특징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학적 접근법을 사용한바 있으며[5], 
Jayanta 등에 의해 제안된 특징 선정에 대한 연구에서

는 가중치가 부여된 거리를 소속함수에 부여하여 클
러스터를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소개

하고 있다[7]. 
FMM 신경망은 1992 년 Simpson 등에 의해 제안된 

모델로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학습 기능을 지원한다. 
그 후 Gabrys 등에 의해 클러스터링과 분류 과정이 확
장된 개념으로 일반화된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특징값과 하이퍼박스 간의 관계를 항상 균일한 가중

치로 유지함으로써 특징값의 발생 빈도와 분포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

다. 이는 노이즈등 비정상적 데이터에 대하여 바람직

하지 않은 학습효과를 보일 수 있게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학습 모델의 동작특성에 빈도요소를 
추가하고 이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가중치값이 조정되

도록 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FMM 신경망의 학
습 과정 중 중첩된 영역의 축소 과정에 의해 발생하

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축소과정을 가중치

값으로 대치하는 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활용으로서 특징의 

중요도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새롭게 정의된 활성화 
특성에서 가중치 요소로부터 특징과 패턴 클래스간의 
4 종류의 연관도 요소를 정의한다. 이들 요소는 주어

진 패턴 분류문제에서 특징선정, 분류기 설계 및 지식

생성 기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제안된 이론은 아이

리스 데이터 및 의료진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험적

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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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치를 갖는 FMM 신경망 

FMM 신경망은 n 차원 하이퍼 공간으로 정의되며 
모든 패턴은 패턴 공간 내에서 멤버쉽값을 갖는 하이

퍼 박스내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MM 신경망 구조에 빈도요소와 가중치 개념을 추가

한 형태의 활성화 특성을 갖는 수정된 모델을 고려한

다. 이 모델에서 임의의 하이퍼박스 jB 의 특성은 아
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n
j j j j j j jB X U V F f X U V F X I= ∀ ∈  

여기서 X 는 {Xh, dh}로 학습 패턴 집합이고 Uj 와  
Vj 는 하이퍼박스의 최소점과 최대점, Fj 는 하이퍼박스 
특징 범위내에 패턴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모델을 가중치를 갖는 다는 점에서 
WFMM(Weighted Fuzzy Min-Max) 신경망이라 정의한다.  

WFMM 신경망의 학습 과정은 구조적 특성상 기존

의 FMM 신경망에서 이루어졌던 하이퍼박스 축소과

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의 하이퍼박스 
축소과정에 내재했던 특징범위의 왜곡현상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WFMM 신경망에서는 중첩되

는 영역에 대해서 각 하이퍼박스에 대한 소속함수 값
이 가중치 적용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값으로 나타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퍼박스 중첩 테스트과정과 
축소과정이 생략됨으로써 학습시간 단축은 물론 학습 
효과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학습과정은 하이퍼박스 생성 및 확장 과정

과 가중치 값 조정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하이퍼박스

의 생성 또는 확장 여부는 식 (1)의 조건에 의해 결정

된다.   

1

(max( , ) min( , ))                    (1)
n

ji hi ji hi
i

n v x u xθ
=

≥ −∑  

식 (1)에서 n 은 특징의 수이고 θ 는 확장될 하이퍼

박스와의 최대 평균거리로서 [0,1]사이의 값을 갖는다.  
하이퍼박스 확장과정은 식(2)와 같이 이루어진다.  

1
m in ( , )    1, 2 , ..
m ax ( , )

n ew o ld
ji ji

n ew o ld
ji ji h i

n ew o ld
ji ji h i

f f
u u x i n
v v x

 = +
 = ∀ =
 =

  (2) 

식에 보인 바와 같이 동일 하이퍼박스가 확장됨에 
따라 빈도 요소 값은 1 씩 증가하며 특징 범위의 상하

한 값이 재조정된다. 
임의의 하이퍼박스의 소속함수는 식(3)과 같이 정의

된다.  

1

1

1
( ) [max(0,1 max(0, min(1, )))

                      max(0,1 max(0, min(1, ))) 1.0]      

n

j h ji hi jin i
ji

i

ji hi

b A w a v
w

u a

γ

γ

•
=

=

= − −∑
∑

+ − − −

 (3) 

식에서 Ah = (ah1, ah2,…,ahn)은 입력패턴으로 총 n
개의 특징값이고 각 특징에 대한 최소점과 최대점은 

Uj = (uj1,uj2,…,ujn), Vj = (vj1,vj2,…,vjn)로 표현된

다. jiW 는 j 번째 하이퍼박스와 i 번째 특징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의미하며 γ 는 특징범위의 가장자리에

서 퍼지 소속함수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0,1]사이의 값을 갖는다.  

각 학습단계에서 임의의 연결에 대한 가중치 jiw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j i

j i

f
w

R
α

=                (4)  

    (단, s > 0)  (5) 

 

이 때 특징범위가 작은 경우 가중치 값이 지나치

게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 (5)와 같이 

일정범위 s 내에 대해서는 일정값 이하가 되도록 조

정하였다. 

 
3. 세분화된 특징의 중요도 판별 기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특징 집합과 클래스 
집합간의 4 종류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징의 연관도 요
소를 정의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를 정의

한다.  
:   
:   
:  

i

j

i

X i
x j
C i

번째 특징

번째특징값

번째클래스

 

:  
:  
:    

jB j
N
M

번째하이퍼박스

특징의수       

클래스의수    

 

 

 
그림. 1 특징과 클래스간의 4 가지 연관도 요소 

 
이들 4 가지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4 종류의 

연관도 요소를 정의한다.  
 

( )m a x , j i j iR s v u= −



 

제2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1호 (2005. 5) 

445 

1( , ) :     
2( , ) :           
3( , ) :          
4( )    :      X          

i j i j

j k j k

i k i k

i i

RF x B x B
RF x C x C
RF X C X C
RF X

특징값 와  하이퍼박스 사이의연관도  요소

특징값 와 클래스 사이의연관도요소    

특징유형 와  클래스 사이의연관도요소 

주어진문제에서 특징 의중요도판별     

 

3.1 특징 값과 패턴 클래스 간의 연관도 요소 
학습된 신경망으로부터 특징값과 특정 하이퍼박스 

간의 상호 연관도는 가중치값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즉, 식 (6)과 같이 i 번째 특징과 j 번째 하이퍼박스 간
의 상호 연관도 요소는 이들 간의 가중치 값으로 정
의될 수 있다.  

1( , )i j ijRF x B w=  (6) 

이러한 연관도를 사용하여 특정 특징값과 임의의 
클래스 간의 연관도 요소를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관도가 양의 값을 가지면, 특징값과 
패턴 클래스 사이에 자극성(excitatory) 연관성이 있음

을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지면 그들 사이에는 억제성

(inhibitory)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2( , ) ( ( , ( , ))

j k

i k i ji ji ij
k B C

RF x C S x u v w
N ∈

= ⋅∑  

1 ( , ( , )) ) /
( )

j k j k

i ji ji ij ij
B k B C B C

S x u v w w
N N ∉ ∈

− ⋅
− ∑ ∑ (7) 

식에서 NB 는 총 하이퍼박스의 개수이고 Nk 는 k 클래

스에 속하는 하이퍼박스의 수이다. ix 는 하이퍼박스

의 특징 범위로 특징 i 가 속한 하이퍼박스의 최대값

을 L
ix , 최소값을 U

ix 로 정의한다.  

( , ( , )) (( , ), ( , ))

(( , ), ( , ))                     
( , )

L U
i i i i i i i

L U
i i i i

U L
i i i i

S x u v S x x u v
Overlap x x u v

Max x x v u

=

=
− −

(8) 

 1        ( ) 
(( , ),( , ))

0                         

L U
L U i i i i

i i i i
if x x u v

S x x u v
Otherwise

 = = =
=


   (9) 

식 (8)은 최종 생성된 하이퍼박스와 임의의 특징 i
의 퍼지 구간 사이의 유사도(S: similarity)를 정의하고 
있다. 이때 ( , )U L

i i i iMax x x v u− − 의 두 구간이 한 점

으로 나타나 0 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 

(9)로써 0 이 되는 경우와 0 보다 큰 경우로 나누고 0

보다 큰 경우 식 (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연관도 요소는 주어진 패턴 분류 문제에서 

특정 특징값이 임의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중요도 값을 반영한다. 이는 학습패턴으로

부터 패턴 분류를 위한 명시적인 지식표현으로서 추

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분류 기준에 가장 중요한 특징 값을 

발견함으로써 규칙 생성기법등에 활용 될 수 있다. 

(( , ),( , ))  

            ( )
              ( )

                     ( )
             ( )

0              

L U
i i i i

U L U
i i i i i i

L U
i i i i i i
U L L U

i i i i i i
L L U

i i i i i i

Overlap d d u v

d u if d u d v
v u if d u v d

d d if u d d v
v d if u d v d

=

− ≤ ≤ ≤
− ≤ ≤ ≤
− ≤ ≤ ≤
− ≤ ≤ ≤

                     Otherwise









. (10) 

 
3.2 특징의 유형과 패턴 클래스간의 연관도 산출 
본 절에서 제안하고 있는 클래스 k 와 관련된 특징 

x 의 연관도(RF3)는 식 (11)과 같이 RF2 를 사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13( , ) 2( , )
l i

i k l k
x Xi

RF X C RF x C
L ∈

= ∑   (11) 

식에서 iL 는 i 번째 특징에 속하는 특징값의 개수

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RF3 는 특정 클래스에 속한 
특징 집합들의 상대적 연관도에 대한 평균치를 의미

한다. 이는 패턴 분류문제에서 학습이 완료된 신경망

으로부터 일종의 지식을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클래스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

는 특징의 종류를 서열화 또는 선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들 연관도를 활용하여 특정 특징이 주어진 문제

의 분류 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14( ) 3( , )                      (12)
M

i i j
j

RF X RF X C
M =

= ∑  

특정 특징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 개별 클래스에 대
하여 평균적인 중요도를 산출 함으로써 평가된다. 이
는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특징을 선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패턴 분류 신경망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최적의 입력노드 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능과 계산량 및 신경망의 규모를 최적화 할 수 있
게 한다. 또한 실세계로부터 추출한 원시 데이터로부

터 학습 패턴 집합을 효과적으로 선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

서는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잘 알려진 아이리스 데이터

와 클리브랜드 의료 진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징의 
중요도 판별 기법을 적용하였다. 아이리스 데이터는 4
개의 특징을 가진 3 개의 클래스가 각 50 개의 패턴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리브랜드 의료 진단 데이터는 
총 297 개의 패턴에 대하여 13 개의 특징으로부터 5 개

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이다.  
표 1 은 패턴 분류 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 결과이

다. 클리브랜드 의료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의 FMM 
신경망과 제안된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

였다. 표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학습 패턴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인식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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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M 신경망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표 1. 학습 패턴의 수에 따른 성능 비교 
 (클리버랜드 의료 데이터) 

기존 FMMNN 제안된 모델 
학습패턴의수 

에러율 에러율 
10 35 32 

20 29 27 

30 21 19 

40 14 12 

50 7 5 
 
표 2 는 특징 분석 기법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아

이리스 데이터 분류 문제에서 각 패턴 클래스와 관련

된 특징값에 대하여 상호 연관도 RF2 를 평가하였다. 
표에서는 각 클래스 별로 가장 높은 연관도를 갖는 
특징 2 개씩을 보였다.  

 
표 2.  특징값과 특정 클래스 간의 연관도 요소  

(아이리스 데이터) 
특징값 클래스 RF2 

F4 : (0.0, 0.13) Setosa 0.312 
F1: (0.03, 0.22) Setosa 0.190 
F3: (0.51, 0.65) Versicolor 0.443 
F2: (0.13, 0.54) Versicolor 0.158 
F3: (0.65, 0.78) Virginica 0.272 
F2: (0.21, 0.67) Virginica 0.133 

 
이어서 특징 유형과 클래스와의 관계 RF3 에 대한 

실험을 클리브랜드 의료데이타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표 3 에 보였다.  

 
표 3. 특징 유형과 특정 클래스간의 연관도 요소 
(RF3)          (클리버랜드 의료데이터) 

특징유형 클래스 RF3 
F12 0 0,327 
F3 0 0.240 
F2 1 0.387 

F12 1 0.311 
F3 2 0.382 
F8 2 0.133 
F9 3 0.402 
F2 3 0.176 
F2 4 0.377 
F5 4 0.266 

 
각 클래스에 대하여 연관도가 높은 특징 2 개씩을 

선택하여 표에 나타내었다. 이는 패턴 분류문제에서 
특정 클래스의 분류에 가장 영향을 주는 특징의 

종류로서 문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패턴 분류문제에서 특징의 분포와 
빈도를 고려하는 퍼지 최대-최소 신경망 구조를 소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징과 클래스 간의 상호연관도

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였다. WFMM 신경

망은 가중치를 고려한 동작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
존의  신경망의 하이퍼박스 중첩 부분 제거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축소과정을 가중치로 대
체하여 학습한다.  

특징 분석 기법에서 4 종류의 연관도 요소는 패턴 
분류 문제의 분석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제안된 특징의 연관도 요소는 특정 특징값

이 임의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중

요도 값을 반영함으로써 학습패턴으로부터 패턴 분류

를 위한 명시적인 지식표현으로서 추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제안된 특징별 중요도 평

가와 특징의 서열화 기법이 특정클래스에 대한 분류 

기준에 가장 중요한 특징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규칙 

생성기법등에 활용 될 수 있다.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부 뇌과학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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