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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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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show the improved fuzzy c-means clustering method. 
To improve, we use the double clustering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rom objects which is located on common region of more than two 
clusters. In addition we use the degree of membership (probability) of 
fuzzy c-means which is the advantage. From simulation result, we find 
some improvement of accuracy in data of the probability 0.7 exterior and 
interior of overlapp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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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정보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

로 통계적 기법(statistical method)과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중 신경망(neural 

network), 의사 결정 나무(decision tree), 연관성 규칙(association rule), 유전자 알고

리즘(genetic algorithm),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군집화 기법(clustering method)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 중 군집화(clustering)는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관찰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군집화 

기법이 Tryon(1939)에 의해 소개된 후 Tryon과 Bailey(1970), Jardine과 Sibson(1968), 

Anderberg(1973), Hartigan(1975), Jain과 Dubes(1988)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전자 탐색, 질병 진단, 패턴인식, 상처리 등의 의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Dembele and Kastner, 2003).

현재 알려진 군집화 방법은 K-means, fuzzy c-means, possibilistic c-means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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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rishnapuram and Nasraoui, 1995). 이 중 K-means는 주어진 군집(cluster) 간

의 관계가 명확한 경우 분류가 정확한 방법으로, 만약 분류 대상인 군집의 경계가 명

확하지 않을 경우 군집을 묘사하기에 부적절하며, 주어진 군집 분포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Pal and Bezdek, 1995).

이를 개선하기 위해 Bezdek(1980)는 각 군집에 소속된 정도(확률)를 이용하여 군집

화하는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그러나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자

료로부터 각 군집에 대한 소속 정도(확률)의 합이 1이 되는 확률적 제약 조건

(probabilistic constraint)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속 함수 값이 직관적인 개념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에 belief theory와 possibility theory 등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한편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각 객체(object)들이 군집의 중심에 소속하는 정도

를 부여해 군집화 하는데, 중심 탐색에 있어 군집의 크기와 상관성이 다른 경우 분류

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 

기법 중 상관성 제거와 변수의 차원 축소가 가능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방법을 제안하 다.

2. 연구 절차 및 분석 기법 소개

군집화는 군집의 수 혹은 군집의 구조에 대한 가정 없이, 오직 자료들 사이의 유사

성을 기준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형성된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군집화는 자료들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measure)을 정의하여 군집화 

한다. 한편 군집화 알고리즘은 의미 없는 변수 제거 과정이 없으므로 선택된 변수들

이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절차에 따라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개선하 다. 

우선 분류 대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fuzzy c-means 알고리즘으로 1차 군집화 과정을 

거친다. 1차 군집화 결과에서 도출된 소속 정도(확률)를 이용하여 오분류 가능성이 높

은 자료를 재분류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분류에 선택된 자료는 주성분 분석 방법으로 

변환 후 다시 fuzzy c-means 알고리즘으로 군집화 하는 double clustering 방법을 적

용하여 최종 군집을 결정하 다. 한편 double clustering에 이용되는 재분류 자료 집합

은 두 군집의 중심 간의 평균과 합동 분산(pooled variance)을 이용하여 오분류 가성

이 높은 경계 지역의 분포를 추정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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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uble clustering 절차 및 과정

2.1 Fuzzy C-Means 알고리즘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자료와 군집 중심과의 거리를 고려한 목적함수 (1)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집합을 분류한다.

J m(u,c)= ∑
K

k=1
∑
N

i=1
(u ki)

md 2(x i,c k), ∑
K

k=1
u ki=1 for all i=1,…,n ,        (1)

여기서, uki는 객체 i 가 군집 k 에 속할 확률이며 K 와 N은 자료 집합에서 군집의 

수와 객체의 수이고, m(∈[1,∞])은 퍼지정도(fuzziness)를 나타내는 변수로 일반적으

로 m=2인 퍼지정도로 군집화 한다(Dembele and Kastner, 2003). d 2(x i,c k) 는 군집 

중심 c k에서 객체 x i의 거리이고, 자료로부터 각 군집에 대한 소속정도의 합이 1이 

되는 확률적 제약조건(probabilistic constraint)이 주어진다.

X={x 1, x 2, …,x n} 인 자료 집합과 C={c 1, c 2, …,c k} 인 군집 중심들 사이의 소속

정도를 k×n인 행렬 U로 나타낸다. 이때, 행렬 U의 각 원소들은

uki=
1

∑
K

a=1(
d 2(x i,c k)

d 2(x i,c a) )
,   c k=

∑
N

i=1
umkix i

∑
N

i=1
umki

,                    (2)

로 나타내고, 여기서 m 이 1보다 큰 경우에 모든 i, j 에 대해서 c i /= x j를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위의 식 (2)을 만족할 때만 (u, c) 가 Jm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위 식의 과정을 반복하므로 Jm이 정해진 값에 수렴하게 된다.

이와 같은 fuzzy c-means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의 유도는 Bezdek(1980)가 소개하

으며,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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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K, m, ε 의 수렴 조건을 결정.

∑
K

k=1
u ki=1 인 소속 행렬(membership matrix) U 를 임의로 초기화.

Step 2. 각 군집의 중심 좌표 c k를 계산.

Step 3. 객체 i 가 군집 k 에 속할 확률 uki를 계산.

Step 4. 객체 i 를 uki가 가장 큰 군집 k 에 속하게 만들고 군집화를 수행.

앞의 군집 결과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변동이 ε 보다 작으면 정지하고 그

렇지 않으면 Step 1을 반복 수행.

2.2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변수들의 선형결합을 통하여 변

수들이 갖는 전체 정보를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서로 독립인 새로운 인공변수

(artificial variable)들을 유도하여 해석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인공변수를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이라 한다(Richard and Dean, 2002).

m차원을 갖는 n개의 자료 X가 존재할 때, 이 자료에 대한 평균행렬 X와 공분

산(covariance) 행렬 S는 다음과 같다.

X=
ꀎ

ꀚ

︳︳︳︳

ꀏ

ꀛ

︳︳︳︳

x 1
⋯
x m

, S=
ꀎ

ꀚ

︳︳︳︳

ꀏ

ꀛ

︳︳︳︳

s 11 … s 1m
⋯ ⋱ ⋯
s m1 … s mm

, x l= ∑
n

k=1
x lk, s ij=

n ∑
n

k=1
x ikx ik- ∑

n

k=1
x jk ∑

n

k=1
x jk

n(n-1)
.

이와 같은 자료의 공분산 행렬 S에 대한 고유치(eigen value)와 고유벡터(eigen 

vector)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UTSU=L ,

여기서 대각행렬 L의 원소 l 1, l 2, …, l m을 S의 고유치라 하고, 행렬 U의 종행렬 

u 1, u 2, …, um을 S의 고유벡터라 하며, 각 고유벡터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3)을 만

족하며 자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교 좌표계를 대표한다.

uTi u j= { 1, if i= j
0, otherwise i /= j

.                      (3)

그리고 좌표축 변환으로 m차원의 연관된 자료 X=[x 1, x 2, …, xm]
T는 새롭게 연

관되지 않은 m차원의 자료 Z=[z 1, z 2, …, zm]
T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Z=UT[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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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과정 및 결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은 분류할 자료를 fuzzy 

c-means 알고리즘으로 1차 군집화 하여 각 객체의 소속 정도(확률)인 소속 행렬 U
의 수치에 따라 군집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소속 정도(확률)가 불확실한 객체를 선정, 

이들을 주성분 분석으로 변환하여 다시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과정은 다음 절차를 거친다.

Step 1.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ensity)에서 두 변량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하고 두 군집 경계에 자료가 공통으로 위치하게 자료 집합 생성.

Step 2. 1차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료 분류와 이에 대한 소속 행렬 

U  계산.

Step 3. 두 군집의 중심( c 1, c 2 )에 대한 평균과 합동 분산(pooled variance)을 계산

하여 새로운 분포를 추정 공통 역에 속하는 자료 집합 선정.

Step 4. 공통 역에 속하는 자료에 대해 2차 fuzzy c-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ouble clustering 수행.

<그림 2> 이변량 정규분포에서 생성된 공통 역이 존재하는 자료 plotting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그림 2>에서와 같이 두 자료의 공통 역에 위치한 타원 

안의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기법을 적용했다.

3.1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ensity)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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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 사이에 연관성이 있고 공통 역에 자료가 분포하는 이변량 정규분포(bivariate 

normal density) 자료를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하 다. 이변량 정규분포 자료의 생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z∼N(0, 1 2) 인 두 개의 표준 정규 변수 z 1과 z 2를 생성.

Step 2. x=μ1+σ1z 1이고 y=μ2+σ2[z 1ρ z 2 1-ρ
2]인 x 와 y 를 계산.

Step 3. x 와 y 는 평균이 각각 μ1, μ 2이고 표준편차 σ 1, σ 2  그리고 상관관계 ρ .

<표 1> 시뮬레이션 이변량 정규 분포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

μ1 σ 1 μ2 σ 2 ρ

Simulation 1
X 1(N=100) 0.0 0.5 0.0 0.5 0.7

X 2(N=100) 1.0 0.5 1.0 0.5 0.5

Simulation 2
X 1(N=100) 0.0 0.5 0.0 0.5 0.7

X 2(N=100) 1.2 0.5 1.2 0.5 0.5

Simulation 3
X 1(N=100) 0.0 0.5 0.0 0.5 0.7

X 2(N=100) 1.4 0.5 1.4 0.5 0.5

Simulation 4
X 1(N=100) 0.0 0.5 0.0 0.5 0.7

X 2(N=100) 1.6 0.5 1.6 0.5 0.5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두 군집에 소속된 자료를 각각 100개씩 생성하며, 생성에 

사용된 초기치인 평균( μ1, μ2 ), 표준편차( σ 1, σ 2 ) 그리고 상관계수( ρ )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집 중심( c 1, c 2) 변화에 따라 공통 역(경계 지역)에 위치

한 자료에 대해 double clustering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 다.

3.2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통 역의 설정

시뮬레이션을 위해 두 군집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 역에 대한 선택도 필수적인 과

정이다. 이를 위해 두 군집의 중심( c 1, c 2 )의 평균과 합동분산을 이용한 새로운 분포

를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다음으로 두 군집 중심 (c 1, c 2) 의 평균 c= (c 1+c 2)/2 와 

합동분산(pooled variance) sd =
(n 1-1)s

2
1 +(n 2-1)s

2
2

n 1+n 2-2
를 이용 신뢰구간 c±z α/2⋅ sd

을 <그림 3>처럼 선정해 이 역에 포함된 자료의 소속 정도(확률) 중 가장 큰 값(최

대 소속 정도)을 구한다. 신뢰구간 계산을 위한 c 에 대한 신뢰수준은 5%, 10%, 

32%, 50%, 68%, 90% 그리고 95%로 하 다.

  신뢰 구간에 따라 구간에 포함되는 최대 소속 정도(확률)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신뢰 구간 50%인 즉, 최대 소속 정도 0.70 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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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좋은 double clustering 결과를 보 다. 신뢰구간 90%와 95%의 경우는 최대 

공통 역을 초과하여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 다.

 

<그림 3> 두 군집에 가정한 새로운 분포(왼쪽)와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오른쪽)

<표 2> 분포의 신뢰 구간에 따른 최대 소속 정도(확률)

5% 10% 32% 50% 68%

최대 소속 정도 0.52 0.54 0.63 0.74 0.88

3.3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시뮬레이션은 두 군집의 중심간 거리의 변화에 따른 4가지 경우에 대해 이변

량 정규분포에서 생성한 두 군집에 속하는 자료 각각 100개씩 생성하고, 신뢰 구간을 

이용한 결과에서 최대 소속 정도 0.70을 중심으로 0.65와 0.75도 함께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에 이용하 다.

<표 3>은 1차 fuzzy c-means 오분류와 소속 정도(확률)에 따른 double clustering 

오분류 비교 결과로 simulation 1의 경우 1차 분류에서 23.23개의 mis-cluster로 

11.62% 오분류 되었다. 최대 소속 정도에 따른 double clustering에서 0.65에서 20.92

개로 10.46% 오분류 되어 개선되었으며, 세 소속 정도(0.75, 0.70 그리고 0.65)에서 분

류한 결과 평균적으로 1.78개를 정확히 분류하 다.

Simulation 2에서 200개의 자료 중 1차 fuzzy c-means 알고리즘으로 군집화 한 결

과 24.13개로 12.07%, 최대 소속 정도 0.70에서 19.76개로 9.88% 오분류 되었다. 

N 1∼(0, 0.5
2) , N 2∼(0, 0.5

2)  그리고 ρ= 0.7 인 자료 100개와 N 1∼(1.2, 0.5
2) , 

N 2∼(1.2, 0.5
2)  그리고 ρ= 0.5 인 초기치로 생성된 자료인 simulation 2의 경우가 

나머지 3개의 시뮬레이션보다 좋은 결과를 보 다.

다음으로 simulation 3의 결과 최대 소속 정도 0.65에서 7.93개로 3.97% 오분류 되

어 1차 분류 10.68개보다 2.75개 정도 정확히 분류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 다. 마지막

으로 simulation 4의 경우 최대 소속 정도 세 개의 평균 0.5개가 개선되었으나 1차 결

과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 1차 분류된 군집과 최대 소속 정도에 따른 그리고 두 

군집 사이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결과가 정확도 측면에서 효용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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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차 fuzzy c-means 오분류(original)와 소속 정도( p)에 따른 오분류 결과

original p= 0.75 p= 0.70 p= 0.65

mis-cluster mis-cluster mis-cluster mis-cluster

simulation 1 23.23 22.11 21.31 20.92

simulation 2 24.13 20.98 19.76 21.06

simulation 3 10.68 9.22 8.47 7.93

simulation 4 6.57 7.13 6.18 4.89

3.4 붓꽃(Iris) 자료를 이용한 군집화

실제적인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을 위해 패턴 분

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Fisher의 붓꽃 자료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 다. 150개에 

대한 붓꽃 자료는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그리고 꽃잎의 너비의 

변수이다. 4가지 변수로 분류되는 붓꽃들은 setosa, versicolour 그리고 virginica의 3

종류이다.

<표 4>에서 cluster 1에 소속된 자료의 경우 1차 fuzzy c-means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의 경우 모두 100% 정확도로 같은 결과를 

보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luster 2, 3의 경우 각각 78%, 90%가 88%, 94%로 정

확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최대 소속 정도 0.75).

그러므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한 기법의 성능 평가에 이용되고 있는 

붓꽃 자료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한한 방법의 정확도의 증가를 보여 주는 것을 확인하

다.

<표 4> 붓꽃 자료의 1차 fuzzy c-means(왼쪽)와 제안된 방법(오른쪽)의 결과

Clu 1 Clu 2 Clu 3 accuracy Clu 1 Clu 2 Clu 3 accuracy

Clu 1 50 0 0 100% Clu 1 50 0 0 100%

Clu 2 0 39 11 78% Clu 2 0 44 6 88%

Clu 3 0 5 45 90% Clu 3 0 3 47 94%

* Clu 1(cluster 1): setosa,  Clu 2(cluster 2): versicolour,  Clu 3(cluster 3): virginica

4. 결론 및 토의

Fuzzy c-means 알고리즘은 각 군집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은 객체 또는 소속 정도

(확률)가 유사할 때, 그리고 군집의 크기와 상관성이 다른 경우 군집화 과정에서 오분

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관관계 제거와 자료의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변수의 수를 감소시키는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방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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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소속 정도(확률)에 따라 

정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0.5∼4.37개의 정확도 향상을 보 다. 

그리고 실제 분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붓꽃자료에서는 1차 fuzzy c-means 알고리

즘의 경우 전체 150개 중 16개로 오분류 되어 89%의 정확도를 보 고, 제안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 방법으로 9개를 오분류 되어 94%의 정확도로 분류되었다. 

결론적으로 5%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fuzzy c-means double clustering은 시

뮬레이션과 붓꽃 자료에서 기존의 fuzzy c-means 알고리즘보다 정확도의 개선을 보

여 주었다. 그러나 소속의 정도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방법의 해소와 두 군집 

사이에 분포하는 자료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

준 제시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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