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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모델 설계

Design of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based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Model

박 상 범* ․ 이 승 철* ․ 오 성 권

(Sang-Beom Park ․ Seung-Cheol Lee ․ Sung-Kwun Oh)

Abstract - In this study, the design methodology of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based on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is introduced for learning and processing the big data. If there is a lot of dataset to be trained, general clustering 

may not learn dataset due to the lack of memory capacity. However, the on-line processing of big data could be effectively 

realized through the parameters operation of recursive least square estimation as well as the sequential operation of 

incremental clustering algorithm.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consist of condition part, conclusion part and 

aggregation part. In the condition part,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algorithms is used tweights of the conclusion part are 

given as linear function and parameters are calculated using recursive least squareo get the center points of data and find the 

fitness using gaussian function as the activation function. Connection s estimation. In the aggregation part, a final output is 

obtained by center of gravity method. Using machine learning data, performance index are shown and compared with other 

models. Also, the performance of the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based-RBFNNs is carried out by using PSO.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model shows the superiority of algorithmic design from the viewpoint of on-line processing 

for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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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지능과 컴퓨터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아마 빅 데이터일 것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의 분석 체계로는 처

리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빅 데이터는 생성되는 속

도도 짧고, 문자 혹은 영상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

이터의 특징을 3V로 나누는데 3V는 Volume(양), Velocity(속도), 

Variety(다양성)을 나타낸다. Volume은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

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킬로바이트(KB), 기가바이트(GB)의 시대였

다면 현재는 테라바이트(TB)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글로

벌 데이터의 규모는 엑사바이트(EB), 제타바이트(ZB)등 고용량데

이터가 나타나고 있다. Velocity는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분석하는지를 나타낸다.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엄

청 빠른 속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분석하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Variety는 데이터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통계적 분석에 사용되는 가공된 데

이터인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디오, 사진, 소셜 미디어 데이

터 등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와 비정

형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반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최근

에는 Veracity(정확성), Variability(가변성), Visualization(시각화) 

등 새로운 특징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핵심기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에서도 빅 데이터가 화두되고 있다. 이렇듯 빅 데이터가 중

요해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SNS와 같은 communication 방

식이 변화하면서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의 변화이다. 두 번째 이

유는 ICT의 주도권이 데이터로 움직이면서 빅 데이터의 발전이 

ICT 시장과 기술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에 빅 데이터는 천문학, 우주정보 등 특수 분야에서만 한정되었

다면, 지금은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빅 데이터가 이슈화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처리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다보니 어떻게 하

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실정이다. 빅 데이

터의 처리기술이 곧 서비스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빅 데이터를 학습하고 효율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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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해 지능형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을 설계한다[1]. 지

능형 알고리즘은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s)을 사용한다[2][3]. 

RBFNNs의 조건부에는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습 데이터를 전체

가 아닌 일부분만 e기 학습하고 나머지 학습 데이터를 순차적으

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클러스터의 e기 중심점이 나머지 학습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들

어올 때 클러스터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해 소속될 클러스터

를 정한다. 그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인해 

업데이트된다. 그리고 활성함수로는 가우시안함수를 사용해 증분

형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서 구한 중심점을 가지고 적

합도를 구해준다[3]. RBFNNs의 결론부는 상수항대신 1차 선형

식을 사용하고, 1차 선형식의 계수는 순환최소자승법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정한다[2]. 일반적으로 LSE는 학습 데이터 전체를 

이용해 연결가중치의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순환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다항식의 계수를 업데이트시켜준

다.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메모리 부족 

현상을 개선시켜준다. RBFNNs의 추론부는 조건부에서 구한 적

합도와 결론부에서 구한 1차 선형식을 가지고 무게중심법을 이용

해 제안된 모델의 최종출력을 구해준다. 2장에서는 데이터 처리

를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순환최소자승

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일반

적인 최소자승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어떻게 다

른지 설명한다. 3장에서는 빅 데이터의 학습을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RBFNNs의 구조를 어떻게 모델링했

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PSO를 설명

한다. 4장에서는 기계학습 데이터를 사용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최적화 시켰을 때의 성능도 평가하여 비

교한다. 최종적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

명한다. 

2.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및 순환최소자승법

빅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과 

순환최소자승법에 대해 설명하고,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과 최소자승법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설명한다.

2.1 증분형 클러스터링과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의 비교

일반적인 클러스터링과 증분형 클러스터링의 가장 큰 차이점

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는가이다.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전체를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개수

만큼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는 반면, 증분형 클러스터링은 데이

터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먼저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고 나머

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변화시켜준

다[4].

(a) In case of using 
general clustering

(b) In case of using 
incremental clustering

그림 1 일반적인 클러스터링과 증분형 클러스터링에서 데이터의 

사용법

Fig. 1 Method of using data in general clustering and 

incremental clustering

예를 들어 위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일반적인 클러스터

링을 할 때는 그림 1의 (a)처럼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클러스

터의 중심을 구한다. 하지만 증분형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경우,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1의 

(b)를 가지고 설명하면 50%의 데이터를 이용해 클러스터의 중심

을 구한 뒤, 50%의 데이터와 노란색 데이터를 합-서 클러스터

의 중심을 구하고, 다음에는 보라색 데이터를 합-서 다시 클러

스터의 중심을 구한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파란색 데이터까지 클

러스터의 중심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을 사

용할 경우 증분형 클러스터링을 사용했을 때 보다 연산속도는 빠

르다. 하지만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많

은 경우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증

분형 클러스터링을 사용할 경우 연산속도는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을 사용했을 때 보다는 느리다. 하지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

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더라도 효율

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2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일반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은 이진 논리에 의해 데이터

가 클러스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로 구분한다. 클러스터에 속

하면 소속행렬의 값은 ‘1’,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 ‘0’으

로 소속행렬의 값이 정해진다. 하지만 소속행렬의 값을 적합도로 

사용할 경우, 제대로 된 데이터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속행렬의 값을 적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방사형 기저함수를 통

해 적합도를 구해준다[5].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데이

터의 중심값을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을 통해 구해진 중심값을 가지고 가우시안 함수를 통해 적합도를 

구해주게 된다. 가우시안 함수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사

형 기저함수로써 아래의 식이 가우시안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6].



Trans. KIEE. Vol. 66, No. 5, MAY, 2017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모델 설계             835

  

 





      (1)

는 함수의 중심값을 의미하고, 는 너비를 의미한다. 식 (1)

을 변형해서 식 (2)를 통해 적합도를 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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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의미하고, 은 입력 변

수를 나타낸다. 는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한다. 위 식에서 은 

분산을 나타내며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은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다. 증분형 K-means 클러스

터링의 알고리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 ≤ 하고, 소속 행

렬을 e기화한다.

   ∈ or  




    




      (4)

[단계 2] 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벡터를 계산한다.

       












∙

      (5)

[단계 3] 클러스터의 중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  하고, 

새로운 소속행렬을 생성한다.

  ∥∥  




 





   

  min for  ∈
 

    (6)

[단계 4] 식 (3)을 이용해 분산을 계산한다.

[단계 5] [단계 4]에서 구한 분산을 가지고 식 (2)를 이용해 

가우시안 함수에 대입하여 적합도를 계산한다. 그리

고 식 (7)을 이용해 정규화된 적합도를 구한다.

  









      (7)

[단계 6]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단계 1]부터 [단계 5]까지 

소속행렬을 계산하고, N+1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새

로운 소속행렬을 구해준다.

  ∥ ∥  




 






   

  min  for  ∈
 

   (8)

[단계 7] [단계 6]에서 구한 소속행렬을 이용해 새로운 중심

값을 계산한다.


 






  






∙  ∙













 








∙

(9)

[단계 8] [단계 7]에서 구한 중심값과 식 (2), (3)을  이용해 

새로운 적합도를 구해준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과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

링이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어떻게 찾는지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임의의 데이터와 중심점 

Fig. 2 Random data and center points

그림 2에서 검은색 점들은 2차원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청록색 

다이아몬드들은 데이터를 만들 때 정해놓은 중심점을 나타낸다. 

z 데이터는 6000개 만들었고, 6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었으며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은 그림의 12방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3), 

(5,-1), (10,-8), (2,-10), (-5,-5), (-3,5)이다. 위 그림의 데이터를 

각각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할 경우 청록색 

중심점과 비슷하게 나오는지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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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er points of general 

K-means clustering

(b) Center points of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그림 3 중심점 비교

Fig. 3 Comparison of center point 

그림 3의 왼쪽그림은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을 

경우의 결과이고, 오른쪽 그림은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을 경우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알고리즘을 통해 구해진 중심점이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

터링을 했을 때는 정해놓은 6개의 중심점 중 2개의 중심점을 찾

지 못했고,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는 1개의 중

심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증분형 K-means 클러

스터링을 했을 경우 중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a) Initial center point (b) Added 1,000 data

(c) Added 1,000 data (d) Added 1,000 data

그림 4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중심점을   찾아가는 

처리 절차

Fig 4 Processing procedure to find the center points using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2.3 순차적 처리를 위한 순환최소자승법

최소자승법과 순환최소자승법은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학습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7]. 두 가지 방법도 데이터의 사용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최소자승법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학습하여 추정한다. 순환최소자승법은 일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학습하고 나머지 데

이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여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한다. 순환최

소자승법 순서는 다음과 같다[8].

[단계 1] N번째 데이터까지는 기존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해서 계

수를 구해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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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N+1번째 데이터부터는 식 (11)을 이용해 다항식의 계

수를 구한다.

   





























          (11)

[단계 3]   



로 정의하고, 식 (11)을 이용해 

을 정의한다.

  















    








 

 

 


      (12)

[단계 4] 식 (10)과 식 (11)을 과 의 관계식으로 나타낸다.

  










     

 


   (13)

[단계 5] 식 (13)의 식을 과의 관계식으로 바꾸어준다.

  


  
  

 

        (14)

[단계 6] 행렬의 역변환 이론을 이용해 의 식을 유도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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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RBFNNs의 구조 

Fig. 6 Structure of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based 

RBFNNs 

[단계 7]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의 값을 구한다.

 


 


 

   

       (16)

2.4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과 순환최소자승법의 처리 

과정

전반부 증분형 클러스터링과 후반부 순환최소자승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림 5 Big data 처리를 위한 전반부, 후반부에 따른 학습  데이

터의 학습 절차

Fig. 5 Learning procedure of training data according to 

premise and consequence part for processing big data

시간 t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래

표 1에 기술하였다.

표    1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의 학습 절차 

Table 1 Learning procedure of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   : 학습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나눔

 ∼
P : K-means 클러스터링하여 e기 중심점을 구함

C :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선형식의 e기 계수 추정

 ∼

P : 데이터가 새로운 입력으로 들어오면서 각 클러스터

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클러스터로 소속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중심점  업데

이트

C : 순환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계수 업데이트

 ∼

P :      데이터가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들어오

고 데이터 마다 소속 클러스터 지정

그리고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점을 업데이트

C : 순환최소자승법을 이용해 계수 업데이트

P: Premise part , C: Consequence part

이와 같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구축되면 테스트 데이

터는 구축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빅 데이터와 같이 많은 양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 

메모리 용량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3.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

3.1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방사형 기저함수 신경회로망의 구조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구조를 나타낸다. 

조건부에서는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각 클러스

터의 중심점을 구하고 그 중심점이 가우시안 함수의 중심값이 된

다. 그리고 식 (2)를 통해 적합도를 구해주게 된다. 결론부에서는 

연결가중치를 1차 선형식을 사용했고, 선형식의 계수는 순환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된다. 추론부에서는 조건부에서 구

한 적합도와 결론부에서 구한 연결가중치를 이용해 최종 모델출

력을 계산한다. 모델의 출력은 무게중심법을 이용해 구하고, 아래

의 식 (17)이 무게중심법 식이다.

 













∙

                (17)

는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해 구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는 결론부에서 구한 연결가중치를 나타낸다. 

3.2 PSO를 이용한 파라미터 최적화

최적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PSO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바탕으

로 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짧은 계산시간 안에 최적의 해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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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다른 확률적 방법보다 안정적인 수렴특성을 가지고 있다

[9]. 아래의 단계는 PSO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단계 1] e기 swarm과 particle velocity를 생성하고 e기 

swarm의 particle들은 모두 pbest로 설정

[단계 2] 관성하중 값을 구하고, 다음 세대의 particle velocity값

을 계산한다.

maxmax
maxmin

×             (18)

∙∙
∙

   (19)

[단계 3] particle의 위치정보를 조절해준다.

  min ≤≤ max     (20)

[단계 4] particle의 적합도와 pbest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위치정보를 가진 particle을 pbest로 재설정한다.

[단계 5] 최적해의 pbest와 이전의 gbest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적의 particle을 gbest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SO의 적합도는 아래와 같다. 

Objective function :           (21)

위의 식 (21)에서 는 training data의 성능 지수,  는 

validation data의 성능지수를 나타낸다. 식 (21)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다.

4. 실험 및 결과고찰

4.1 실험의 전체 개요

실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실험 1은 최적화를 하

지 않았을 경우 기계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

이다. 실험 2는 최적화를 하였을 경우의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평

가는 사용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MSE(Mean Squared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식들은 

각각 MSE와 RMSE를 구하는 식을 나타낸다.

  
 




  


             (22)

  



 







            (23)

 는 모델의 출력을 나타내고, 는 원 출력을 나타낸다.

4.1.1 Case 1의 실험방법

[단계 1] 전체 학습 데이터를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한다.

[단계 2] 최소자승법을 이용해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

고, 성능을 평가한다.

[단계 3] 학습 데이터의 50%만을 사용해 [단계 1]을 수행한다.

[단계 4]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새로 입력받은 

데이터의 클러스터 중심점을 업데이트 해준다.

[단계 5] 순환최소자승법을 이용해서 후반부 계수를 업데이트 해

준다.

[단계 6] [단계 4], [단계 5]를 반복하여 최종으로 업데이트 되

는 중심점을 구하고 계수를 추정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단계 7] [단계 6]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한 후, [단

계 2]에서 구한 성능과 비교한다.

그림 7 Case 1의 실험방법 

Fig. 7 Experiment method of Case 1 

4.1.2 Case 2의 실험방법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입력변수 등 최적화하고자 하는 요소

들을 설정하고, PSO를 이용해 swarm을 생성한다.

[단계 2] Case 1의 실험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그림 8 Case 2의 실험방법 

Fig  8 Experiment method of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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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ackey glass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 성능 평가

Mackey glass 시계열 데이터는 비선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카오스 신호로 아래의 비선형 동력학 방정식을 통해 생성된다

[10].

 



              (24)

시뮬레이션에서는 식 (23)를 사용하여 6개의 입력변수 

     와 1

개의 출력을 획득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성능은 식 

(23)에서 RMSE 방법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아래의 표 2는 프로

그램 e기조건, 표 3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 표 4는 다른 모

델링과의 성능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표    2 RBFNN 및 PSO의 실험 조건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RBFNN and PSO

Parameters Values

RBFNN

Ratio of 
Dataset

without 
optimization

50% : 50%

optimization 50% : 30% : 20%

Number of data 1000

Number of clusters [4 16]

Polynomial type Linear

PSO

Generation size 100

Swarm size 50

max 20%

min max  [0.4 0.9]

   2.0

   [0 1]

표    3 제안된 모델의 성능

Table 3 Performance index of the proposed model

Type C PI VPI EPI

without 

Opt.
Linear

12 0.93 - 1.10

16 4.19 - 5.89

Opt. Linear 16 2.35 3.67 3.35

Opt. : Optimization

Type : Polynomial type

C : Number of clusters

PI : Performance index of training data

VPI : Performance index of validation data

EPI : Performance index of test data

4.3 기계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마다 다른 

모델에서는 어떠한 성능을 나타내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성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 다른 모델링과의 성능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Opt C PI VPI EPI process

Regression 

Model[11]

X - 0.0891 - 0.0931

off-line
O - 0.0891 0.0888 0.0993

ANFIS[12] - 0.0015 - 0.0016

FNN[13] - 0.0140 - 0.0090

Pro

K-means 

clustering 

X 16 4.10 - 5.01
off-line

O 16 2.43 3.26 3.66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X 16 4.19 - 5.89

on-line

O 16 2.35 3.67 3.35

Pro : Proposed model

표    5 기계학습 데이터의 설정 조건

Table 5 Setting conditions of machine learning data

Parameters Values

Data Boston Housing Automobile MPG NOx

No. of data 506 392 260

No. of 
input variables

13 7 5

No. of clusters 4 4 7

Type Linear

표    6 Boston Housing 데이터의 중심점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centers of clusters on Boston Housing 

data

General 
K-means 
clustering

1 2 ... 12 13

 0.34 18.02 ... 385.26 9.42

 0.09 24.30 ... 390.82 9.04

 0.74 9.72 ... 366.58 12.84

 12.71 0 ... 297.22 18.37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1 2 ... 12 13

 0.14 27.79 ... 391.75 7.85

 0.24 15.06 ... 389.38 10.50

 7.96 1.47 ... 373.08 15.94

 12.94 0 ... 308.60 19.52

4.3.1 Boston Housing Data(BHD)

BHD는 1978년 Carnegie Mellon University에서 개발하였고, 

공식화 된 것은 1993년이다. z 506개의 데이터와 13개의 입력, 

1개의 출력으로 구성되어있다[15]. 성능지수는 식 (23)에서 

RMSE를 이용해 구하였고,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과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

링을 통해 계산된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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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성능에서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밑의 표 7는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표    7 다른 모델링과의 성능 비교

Table 7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opt C PI VPI EPI process

Regression 
Model[11]

X - 4.4928 - 5.1089

off-lineO - 4.7418 5.2129 3.9567

RBFNN[16] X 4 6.36 - 6.94

Pro

K-means 
clustering 

X 4 3.0835 - 4.1274
off-line

O 6 2.2396 3.3870 3.9038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X 4 2.7576 - 4.2789
on-line

O 5 2.4327 3.0637 4.5240

다른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다

만 제안하는 모델의 경우 성능은 기존의 모델보다는 조금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경

우 성능의 개선보다는 빅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다.

4.3.2 Automobile Miles Per Gallon data(MPG)

MPG 데이터는 1 Gallon의 연료로 몇 Mile을 주행하였는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이다[14]. 7입력 1출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z 39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성능지수는 식 (23)에서 

RMSE를 이용해 구하였고,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과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각 클러스터의 중심을 비교하였다.

표    8 Automobile MPG 데이터의 중심점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centers of clusters on Automobile MPG 

data

General 
K-means 
clustering

1 2 3 4 5 6 7

 4.54 146.35 93.74 2707.5 15.69 77.31 1.64

 6.61 258.42 114 3448.9 15.45 75.59 1.06

 8 356.13 163.83 4346.9 12.91 73.61 1

 3.98 98.31 71.73 2117.5 16.61 76.46 2.18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1 2 3 4 5 6 7

 8 359.6 171.33 4400.5 12.95 72.96 1

 7.07 281.18 122.82 3597.6 14.82 75.67 1.06

 4.95 167.48 96.74 2841.1 15.92 77.76 1.62

 3.99 97.19 72.76 2098.7 16.34 77.61 2.24

표    9 다른 모델링과의 성능 비교

Table 9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Opt C PI VPI EPI processing

Regression 
Model[11]

X - 3.2026 - 3.4855

off-lineO - 3.3243 3.4408 3.1131

RBFNN[16] X 36 3.24 - 3.62

Pro

K-means 
clustering 

X 4 2.3266 - 3.1248
off-line

O 5 2.0522 2.2538 3.0685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X 4 2.2076 - 3.3718
on-line

O 5 2.1951 2.4169 3.8033

Automobile MPG 데이터도 다른 모델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났다. 앞선 Boston Housing 데이터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슷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4.3.3 NOx 배출 공정 데이터

NOx 데이터는 가스 터빈에서 발생되는 NOx의 배출 메커니즘

을 통해 패턴을 구축하였다[15]. 5입력 1출력으로 구성되었고, 

z 26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성능지수는 식 (22)에서 MSE

를 이용해 구하였고,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표    10 NOx 데이터의 중심점 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centers of clusters on NOx data

General 
K-means 
clustering

1 2 3 4 5

 40.76 6822.2 5029.4 91.76 828.31

 56.85 5665 3428.6 77.30 974.42

 21.53 6344.3 5000 87.28 831.3

 39.82 6556.5 5724.1 97.05 788.97

 67.80 6695 3400 74.73 817.72

 57.12 5665 4812.5 77.24 933.55

 47.34 6285.7 6597.4 93.70 838.42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1 2 3 4 5

 26.57 6329 5000 79.59 834.39

 63.33 5719.1 5814.6 78.64 929.07

 59 6592 5000 106.41 1024.5

 60.17 6073.4 4266.5 77.53 887.54

 0 6592 5000 115.34 924.60

 37.29 6699.8 5500 99.73 820.55

 49.87 6390.6 6580.9 95.02 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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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다른 모델링과의 성능 비교

Table 11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Opt C PI VPI EPI processing

Regression 
Model[11]

X - 16.8620 - 19.6840

off-lineO - 17.1286 20.5429 18.7632

RBFNN[16] X 7 0.7039 - 3.7178

Pro

K-means 
clustering 

X 7 1.0041 - 3.6033
off-line

O 9 0.6786 0.1735 2.4955

Incremental 
K-means 
clustering

X 7 0.7272 - 4.3964
on-line

O 8 0.4322 0.2579 5.1074

전반적으로 Mackey Glass data, Boston Housing data, 

Automobile MPG data, NOx data 모두 증분형 K-means 클러스

터링 기반 RBFNNs의 성능이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기반 

RBFNNs의 성능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은 더 안 

좋아졌다. 증분형 클러스터링의 경우,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

는 방식이여서 최적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반부에만 

최적화를 사용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RBFNNs을 

모델링하였다. RBFNN의 조건부에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을 추가하였고, 결론부에는 RLSE를 사용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

한, Auto MPG, BHD 등 다양한 기계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을 확인하고, 다른 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성능보다는 데이터를 어

떻게 처리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은 데이

터 전체를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한다. 하지만 이번 논

문에서 사용한 증분형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한 뒤, 들어오는 데이터를 추가해 

클러스터의 중심을 업데이트 해준다. 그리고 결론부에는 RLSE를 

사용해 후반부 계수를 업데이트 해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 및 처리하다보면 메모리 용량의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증분형 클러스터링과 순환 최소자승법을 사용

하여 빅 데이터의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K-means 클러스터링기반 RBFNN과 증분형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RBFNN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는 정보

화시대에 빅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증분형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데이터를 각각으로 처리하

는 방식이 아닌 Group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을 연구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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