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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mprove prediction quality of a nonlinear prediction system, the system's capability for uncertainty of 

nonlinear data should be satisfactory. This paper presents a TSK fuzzy prediction system that can consider and deal 

with the uncertainty of nonlinear data sufficiently. In the design procedures of the proposed system, HCBKA(Hierarchical 

Correlationship-Based K-means clustering Algorithm) was used to generate the accurate fuzzy rule base that can control 

output according to input efficiently, and the first-order difference method was applied to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nonlinear data. Also, multiple prediction systems were designed to analyze the prediction tendencies of each difference 

data generated by the difference method. In addition, to enhance the prediction quality of the proposed system, an error 

compensation method was proposed and it compensated the prediction error of the systems suitably. Finally,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as verified by simulating two typical time series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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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측하고 기록한 자료로, 인간 생활에 한 계를 가진 다

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일련의 상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

로 미래의 상들을 측할 수 있다면, 이를 토 로 략

인 계획이나, 책  제어 등 인간생활의 편의를 해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계열 측 분야는 기상요소의 

측을 통한 송 용량의 측, 력부하 측, 주가지수 

측 등 단기 는 장기 경제 계획을 한 지표 모델로 응

용되고 있다 [1-3]. 따라서 보다 효과 이고 정확한 지표로 

활용하기 해선, 우수한 성능의 측 모델을 구 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 일반 으로 측 분야의 표 인 모형으로 

AR(Auto-Regressive), MA(Moving Average),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IMA(Auto- 

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와 같은 선형회귀 

모형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ANN(Artificial Neural 

Networks), FLS(Fuzzy Logic System) 등과 같은 Soft 

Computing 기법들을 용하여 고  선형 모형들에서 나타

나는 문제 들에 능동 으로 처하고 있으며, 한 많은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4-6]. 특히, TSK 퍼지 논리 시스템은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  애매함을 수리 으로 취 할 수 있

어 비선형 시계열 데이터를 한 측 모형의 구 에 매우 

효과 이다 [7-8]. 하지만, 좋은 성능의 퍼지 시스템을 구

하기 해선 퍼지집합들로부터 생성되는 퍼지 규칙들이 데

이터의 특성을 잘 기술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퍼지집

합의 수를 증가하여 생성되는 퍼지 규칙의 수를 늘리면 데

이터를 한 시스템의 기술능력을 향상 할 수는 있으나, 

무 많은 수의 퍼지 규칙은 시스템의 복잡성을 래 할 수 

있다. 한, 지속 인 증가 추세나 이와 반 로 지속 인 감

소 추세의 데이터에 하여 퍼지 클러스터링 기법은 어느 

한쪽으로의 편향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생성된 모든 

규칙이 항상 좋은 기술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

라 비선형성(Nonlinearity)이 강한 데이터의 경우 퍼지 시스

템의 동작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는 것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은 수의 퍼지 규칙으로도 데이

터에 한 시스템의 기술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측 시 발생하는 측오차를 히 보상할 수 있는 측시

스템의 설계기법을 제안한다. 

먼 , 본 논문에서는 HCBKA(Hierarchical Correlation 

ship-Based K-means cluster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시

스템의 규칙기반을 구성하는 퍼지규칙들의 기술능력을 개선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된 HCBKA는 데이터들의 상 성

과 통계  특성을 2개 층의 분류구조로 클러스터링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합한 퍼지규칙이 생성되도록 

하 다. 한, 퍼지 클러스터링의 편향문제와 강한 비선형 

데이터에도 히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원형시계열 

보단 통계  특성이 우수한 차분데이터를 이용한 다  측

시스템을 구 함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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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상 성 별에 기

반된 오차보정 기법을 용함으로써 히 측오차를 보

정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측성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

다. 시뮬 이션에서는 비선형 데이터로 많이 언 되는 

Mackey-Glass 시계열 데이터와 호주의 분기별 력생산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퍼지규칙의 증가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과 오차보정 후의 성능에 하여 비교 분석하고 제안된 

측 시스템의 설계 기법들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2. 제안된 측 시스템의 구조

제안된 측 시스템의 체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4단

계로 구성되며 그림 1은 체 순서도를 보여 다.

1. 데이터의 처리(DPP : Data Preprocessing) 

2. 다  퍼지 측 시스템 설계 (MFPS : Multiple Fuzzy 

Prediction System) : 

3. 시스템 선택 (SS : System Selection): 

4. 측 오차 보정 (EC : Error Compensation) :

그림 1 제안된 측 시스템의 체 순서도

Fig. 1 Total flow chart of the proposed prediction system

일반 으로 차분데이터들은 데이터 값들 사이의 변화량을 

의미하므로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통계  특성이 원형데이

터보단 우수하며, 한 퍼지 클러스터링의 편 상을 경감

할 수 있어 여러 논문들에서 성능이 입증되었다 [9-10]. 하

지만, 생성되는 모든 차분 데이터들이 원형데이터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성된 차분 데이터 모두에 

하여 측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  

복잡성이 래되므로 한 별법이 요구된다.

그림 1에서, 1단계의 데이터 처리 과정은 원형데이터로

부터 생성 가능한 모든 차분간격들 에서 일부의 최  차

분간격 후보군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며, 이를 이용하여 

최 의 차분 데이터들을 생성하게 된다. 2단계의 다  퍼지

측 시스템들은 1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차분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설계됨으로써 생성된 차분데이터들이 원형데이터

의 특성표 을 한 기술능력이나 각각의 측경향을 분석

하기 하여 설계된다. 3단계의 시스템 선택에서는 2단계에

서 설계된 다  퍼지 측시스템들 에서 훈련데이터에 

한 성능검증을 통해 측성능이 우수한 하나의 측 시스템

을 선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실제 측을 수행할 경우 

하나의 측 시스템만이 동작하게 되므로 구조  복잡성을 

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의 오차보정 과정은 

선택된 측시스템이 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오차를 히 보정하기 한 것으로, 상 성 별에 따

른 오차보정 기법을 용하여 비선형 데이터의 측 시 발

생하는 백색잡음  특성의 측오차를 히 보정할 수 있

도록 한다.  

3. 데이터의 처리

비선형 데이터를 안정화시키기 한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평균이나 분산과 같은 통계  특성을 고려한 차분법이나, 

log 는 root 변환을 들 수 있으나, 원형데이터의 log 는 

root 변환을 해선 복잡한 수학  별법이 요구 된다 

[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차 차분 데이터만을 이용함으

로써 과 차분의 문제나 복잡한 수학  별과정 없이 시스

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 다. 만약 시스템 설계를 해 

사용되는 데이터의 훈련 길이가 이라면 1차 차분 간격 값

들로 생성될 수 있는 차분데이터들의 개수는 개 이다. 

이 게 생성된 모든 차분 데이터들에 하여 시스템을 설계

할 경우 무 많은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며, 한 하나의 

차분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설계할 경우 원형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

과 같이 한 별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길이에 상 없

이 원형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수의 차분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차분데이터의 생성과정

1단계) 1차 차분간격에 따른 원형데이터와의 상 성 분석

2단계) 상과계수 값들의 내림차 정렬

3단계) 0이하의 상 계수 값과 상응하는 차분간격 값 제거

4단계) 최상  5개의 상  계수 값들에 상응하는 차분간격 

값을 1차 선택

5단계) 선택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웃하는 상과계수 값

들 사이의 차연산

6단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차연산 결과 값에 상응

하는 상  계수값을 임계치로 정의

7단계) 임계치 이상에 상응하는 상 계수 값에 상응하는 차

분 간격 값을 2차 선택

8단계) 선택된 차분간격 값들을 이용하여 차분데이터 생성

의 차분데이터의 생성과정에서 1단계의 상 성 분석을 

해선 다음과 같은 자기 상 함수를 사용하 다.

 




 



  




  

  

    

             (1)

여기서, 은 훈련 데이터의 길이이고 는 차분 간격 값이

다. 한, 는 번째 훈련데이터이고 는 훈련데이터의 

평균을 의미하며, 는 차분간격 에 따른 자기상  계수이

다. 이 게 구하여진 는 개의 값을 가지며, 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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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수의 크기순으로 내림차 정렬된 후 3단계에 0이하에 

해당하는 상 계수 값  이에 상응하는 차분 간격 값들은 

제거된다. 따라서 0이하의 상 계수 값이 개라면, 상 계수 

는 개가 된다. 4단계에서는 1차 으로 원형데이터

와 상 성이 높은 5개의 차분 간격값을 선택하게 된다. 이

러한 선택법은 상 성이 높다고 해서 원형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된 5

개의 차분간격 값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 계수 값은 

개가 된다. 5단계에서 7단계에 해당하는 차분간격 

값들의 2차 선택과정은 측을 해 다루는 데이터들에 따

라 항상 합한 개수의 차분데이터가 생성되도록 하기 한 

것이다. 5단계의 차연산과 6단계의 임계치 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2) 

여기서, 는 차연산 계수 값이다. 한, 은 4단계 이후

의 나머지 상 계수 값들이며, 는 차연산의 총 수행길이이

다. 의 7단계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차분간격 값들의 수

는 최소 6개 이상이 되며, 이들에 의해 생성되는 차분데이터

들은 원형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할 수 있을 것이며, 

한 각각의 시스템 설계를 한 입력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각의 차분데이터의 측경향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8단계에서는 선택된 차분간격 값들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각 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될 차분데이터를 생성한

다.

   

   

⋮ ⋮ ⋮
   

⋮ ⋮ ⋮
     

        (3)  

여기서, 는 선택된 차분간격 값들  번째 차분간격 

값을 의미하고  은 차분간격 값에 상응하여 생성된 

번째 차분데이터이다. 이 게 생성된 차분데이터들은 각각

의 측시스템의 설계를 한 입력으로 사용된다. 

4. 다  퍼지시스템 설계

서론에서 언 하 듯이 퍼지 측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퍼지 논리시스템으로 본 논문에서는 TSK 퍼지 논리시스템

을 이용하 다. TSK 퍼지 논리시스템의 규칙기반은 반부

의 언어  규칙기반과 후반부의 선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규칙의 언어  모호함의 표 과 고  선형모형들의 잇 을 

동시에 취할 수 있어 매우 효과 이다. 아래의 식(4)는 TSK 

퍼지논리시스템의 규칙의 일반식이다.

       ⋯    
     ⋯ 

        (4)

여기서, 는 입력의 언어  변수로 정의되는 퍼지집합을 

의미하며 는 추정되어야 할 라미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TSK 퍼지논리시스템을 구 하기 해선 반부의 언어  

규칙을 한 입력공간의 퍼지분할과 출력을 한 후반부의 

라미터 추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부의 언어  

규칙기반을 한 퍼지분할에 HCBKA(Hierarchical 

Correlationship-Based K-means clustering Alogrithm)을 

용하고, 후반부의 라미터 추정을 해선 구조가 간단하

면서도 효율 인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를 용

하 다. 한, TSK 퍼지 규칙을 해선 한 개수의 입력

데이터를 정의하여야 한다. 입력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규

칙의 기술능력이나 추정되는 라미터의 정 도가 높아질 

수는 있으나 생성되는 규칙의 수가 많아지게 되며 연산과정

의 복잡성을 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입력데

이터를 하나의 입력 으로 사용하여 구조 인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따라서 각각의 차분데이터들이 생성

할 수 있는 입력 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5)

여기서, 은 각각의 차분데이터들이 생성할 수 

있는 총 입력데이터 의 크기를 의미하며,  는 후반부 

선형식의 라미터 추정을 한 값으로 용되어진다. 그

러므로 본 논문에서의 TSK 퍼지논리시스템의 번째 퍼지 

규칙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된다.


  

    
   

    
   

    


  
  

 
 
   

 
   

 
  

  (6)

4.1 HCBKA를 이용한 규칙기반의 생성

본 논문에 제안된 HCBKA는 상  클러스터와 하  퍼지

집합으로 구성되는 2개의 층으로 구 되어 있으며, 그 구조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안된 HCBKA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HCBKA

그림 2에서 는 각각의 상  클러스터의 심을 의미

하며, 는 각각의 퍼지집합의 심을 의미한다. 한,  

는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데이터들을 의미하며 

는 퍼지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2를 살펴보면, 제안된 

HCBKA는 입력데이터 들을 1차 으로 상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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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데이터들을 이용

하여 2차 으로 퍼지집합을 생성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각각의 상  클러스터는 crisp 집합으로 구성되며  입력데이

터 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임의의 상 클

러스터 심  
 이  

   
   

 이라면, 입력데이

터 은 식(7)의 상 성 별 값을 더욱 크게 만족하는 상

 클러스터 쪽으로 분류된다.


 









   
 







  
  

 


 



  
  

  
 

    (7)

식 (7)은 입력데이터 과 상  클러스터 심과의 교차상

함수를 의미한다. 모든 입력데이터 들에 하여 상  

클러스터들로의 분류가 끝나면, 상  클러스터의 심 


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갱신된다.

 
 



 

 

 
                 (8)

여기서,  
 는 각각의 번째 상  클러스터에 분류

된 입력데이터 을 의미하며, 은 번째 상  클러스터

에 분류된 데이터 의 총 개수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새로운 상  클러스터 심 값의 갱신은 갱신된 심과 

재 심과의 차가 다음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된다.

  
                    (9)

갱신된 심값에 의해 각각의 상  클러스터로 분류된 데

이터 들은 하  퍼지집합의 체 입력공간 데이터로 사용

된다. 각각의 하  퍼지집합은 그림 2에서 보여지 듯 본 논

문에서는 2개의 사다리꼴 맴버쉽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 하

다. 이는 1차 상 성 별에 의해 분류된 데이터를 사용

하여 하  퍼지집합을 생성하는 HCBKA기법이 퍼지집합의 

수의 증가를 통해 많은 수의 퍼지규칙의 생성 없이도 우수

한 측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입력데이터들의 최

소값과 최 값 사이를 체공간으로 하여 K-means 클러스

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그림 2와 같이 각각 2개의 퍼지집합

으로 분할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입력데이터  
 가 퍼지집

합을 만족하는 소속 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10)

여기서, 는 퍼지집합 에 입력데이터가 만족되는 정도

를 의미하고 는 각각의 퍼지집합의 심 값을 의미한다. 

한, 그림 2의 번째 상  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로 입력 

데이터 이 퍼지집합을 만족하 다면, 이 입력데이터 으

로부터 생성되는 퍼지 규칙의 반부는 다음과 같이 2개가 

생성 가능하다.

   
    

   
    

   
    



   
    

   
    

   
    



  

(11)

이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입력데이터는 각각 하나의 퍼지

집합을 만족하고 두 번째 입력데이터는 2개의 퍼지집합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모든 입력데이터 에 의해 퍼지규칙을 생성하게 되

며, 규칙생성과정에서 복되는 규칙은 삭제된다. 따라서 하

나의 상  클러스터에서 생성될 수 있는 퍼지규칙의 총 수

는 8개 이하가 된다.

4.2 규칙의 라미터 식별

TSK 퍼지규칙의 후반부 라미터들은 그 규칙의 반부

를 만족하는 모든 입력데이터 을 이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만약 번째 상  클러스터의 번째 

퍼지규칙 를 만족하는 입력데이터 의 수가 개라면 

이 입력데이터 들에 의해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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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식(12)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라미터 추정을 해 행

렬식과 벡터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 ⋮ ⋮ ⋮
  

 
   

 
   

 
 




























  (13)


 


                   (14)

여기서, 
은 번째 상  클러스터의 번째 퍼지규칙

에 한 출력 벡터이고, 
과 

은 각각 입력데이터 벡터

와 라미터 벡터이다. 그러므로 라미터의 추정은 최소자

승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15)

그러므로 식(15)에 의해 추정되는 라미터는 다음의 오

차 워 합을 최소화 할 것이다.


  




  



             (16)

퍼지 측 시스템의 최종 출력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측을 한 새로운 입력데이터 이 다음과 같다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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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력데이터 은 식(11)과 같이 여러 개의 퍼지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력 이 번째 상  클러

스터에서 총 개의 퍼지 규칙을 만족하 다면, 퍼지 출력은 

입력 데이터 이 만족한 규칙 의 반부에서 결정되

는 와 각각의 규칙에서의 추정된 측 출력  
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  합으로 구해진다.

 
   

 



 
 

 



          (18)

여기서, 제안된 측 시스템의 입력으로 차분간격 에 

따른 차분데이터를 사용하 으므로 측된 출력  
 는 

재 시 의 값과 측하고자하는 미래값 사이의 증가분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 측 출력은 식(19)에 의해 

구해진다.

    
                  (19) 

식(19)에서 는 방 측 간격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는 1의 값을 가진다. 한, 4장의 모든 과정들은 선택된 차

분간격 값으로부터 생성된 차분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각각에 

상응하는 측 시스템을 구 하므로 각각의 시스템에서 독

립 으로 수행된다.

5. 시스템 선택

2각각의 차분 데이터들에 하여 설계된 다  퍼지 측

시스템들이 측오차를 보정하면서 실제 측을 수행할 경

우 시스템의 구조  복잡성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된 다  퍼지 측

시스템들의 성능을 검증한 후, 그 에서 최종 측을 수행

할 하나의 최  측시스템을 선택한다. 각각의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한 성능지수로는 다음으로 정의되는 

MSE(mean squared error)를 용하 다.





    



           (20)

여기서, 은 실제 데이터 값이고 는 측 결과 값

이다. 본 논문에서는 3입력 데이터를 하나의 입력 으로 

용하고 차분데이터와 한 스텝 방 측을 수행하 으므로 

실제 측이 시작되는 시 은 가 되며, 따라서 식

(20)은 각각의 차분간격에 따라 설계된 측시스템들의 정

확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 측을 수행할 

최  측시스템으로는 식(20)을 최소화한 측시스템이 선

택되며, 선택된 측시스템은 다음의 오차보정과정을 통해 

측을 수행하게 된다.

6. 오차보정

측시스템의 오차보정은 훈련데이터를 이용한 측 결과

들과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데이터 들로부터 추

정된다.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분류된 데이터 들은 각

각의 상  클러스터의 심들과의 상 성 별에 의해 분류

가 되어 있으며, 측을 한 새로운 입력  한 각각의 

상  클러스터를 만족하는 상 성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백색잡음  특성을 보이는 측오차

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 측을 

한 새로운 입력 이 식(21)과 같다면, 이 입력 을 해 

추정되는 보정오차는 식(22)와 같이 정의 된다.

                      (21)

 
  

  
 
  

 
       (22)

여기서, 는 추정되어야 할 보정 오차를 의미하며, 은 

훈련 구간에서 추정되는 오차보정 라미터를 의미한다. 

한, 는 시스템 선택과정에서 선택된 측 시스템의 차분

간격 값을 의미한다. 오차보정 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다. 먼 , 최  측기의 번째에 분류된 

데이터 들  0.9이상의 강 상 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의 개수가 개라면 이들에  한 측 오차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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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구해진 오차들을 출력으로 용하여 데이터 들에 용

하면 다음과 같이 개의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24)

따라서 오차보정 라미터들은 최소 자승법에 의해 다음

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25)

여기서, 은 추정된 오차보정 라미터 벡터를 의미하며, 

은 식(24)의 오차들의 평균벡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25)에 의해 추정된 오차보정 라미터를 이용하여 추정되

는 보정오차는 강 상 성으로 분류된 데이터들이 가지는 평

균오차에 근 한 형태로 백색잡음  특성의 측오차를 어

느 정도 완화하면서 추정된다. 그러므로 식(21)에 주어진 입

력데이터 이 번째 상  클러스터로 분류될 때 상 성의 

정도에 따라 최  측시스템의 최종 출력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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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식(7)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식(26)의 출

력 한 재값과 측값 사이의 증가분을 의미하므로 측

값은 식(19)를 용하여 얻을 수 있다.

7. 시뮬 이션

측시스템의 오차보정은 훈련데이터를 이용한 측 결과

들과 각각의 상  클러스터에 제안된 측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비선형 데이터의 시뮬 이션에 자주 언

되는 Mackey-Glass 시계열 데이터와 호주의 분기별 력생

산량 데이터를 이용하 다. 논문에 사용된 각 데이터의 훈

련구간, 측구간, 성능지표  라미터들은 제안된 시스템

과 다른 시스템들과의 성능비교를 해 논문에 인용된 다른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 되었다.

Case 1) Mackey-Glass 시계열 데이터

Mackey-Glass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 식(27)에 의해 생성

된다.




 


               (27)

여기서,   는 인용된 논문에서 사용한 라미터와 동

일한 값으로 각각 0.2, 0.1, 17로 정의 되었으며, 생성된 데이

터들 에서 에서부터 까지 100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들  500개의 데이터를 훈련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개의 데이터를 측데이터로 사용하 다. 성능 

검증을 한 성능지표로는 MSE와 RMSE를 용하 으며 

훈련구간의 MSE은 식(20)이 용되고 측구간의 MSE는 

측 데이터 길이 체가 용된다. 한, 측구간의 성능

지표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식(28)로 정의된다.







  



 
  

                 (28)

여기서, 는 실제 데이터 값이고 
 는 측시스템에 의

해 측된 출력 값이다. 표 1은 상  클러스터 수의 변화에 

따른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들을 보여 다.

표 1 상  클러스터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비교

Table 1 Performance analysis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upper clusters

    Index

 No

before after

training forecasting training forecasting

MSE MSE RMSE MSE MSE RMSE

C=2 7.8013E-7 7.7216E-7 8.7873E-4 7.7706E-7 7.6783E-7 8.7626E-4

C=3 6.7149E-7 6.6812E-7 8.1738E-4 6.6603E-7 6.6151E-7 8.1333E-4

    Index

 No

No. of 

input

No. of 

fuzzy sets

No. of rules in 

theory
No. of 

actual generated 

rulesGeneral HCBKA

C=2
3

4 64 16 16

C=3 6 216 24 24

아래의 그림 3은 상  클러스터 개수의 변화에 따른 구간

별 평균 오차를 보여주며, 오차 평균은 다음으로 정

의된다.

 


 



         (29)

그림 3 구간별 오차 평균

Fig. 3 Mean absolute error according to each interval

  

표 1과 그림 3에서 C는 상  클러스터의 수를 의미하며, 

before와 after는 오차보정 과 후의 성능들을 의미한다. 그

림 3은 체데이터를 10개의 구간으로 분할한 후 각 구간에 

따른 오차평균의 변화를 보여 다. 그림을 살펴보면 상

클러스터의 수가 3일 때의 오차가 2일 때의 오차보다 

은 값을 가지지만,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생성된 규칙의 수는 

상  클러스터의 수가 3일 때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측 오차들의 경우에는 오차보정 후의 측오차가 오차보정

의 측오차 보다 좋음을 알 수 있다. 한, 표 1에서 각

각의 상  클러스터에 각각 2개의 퍼지집합을 사용하 으므

로 시스템의 설계를 해 사용된 퍼지집합의 수는 2×C개가 

된다. 따라서 입력의 수와 사용 퍼지집합의 수에 따른 이론

상 생성 가능한 퍼지규칙의 수와 실제 생성된 퍼지규칙의 

수를 살펴보면, 제안된 HCBKA기법이 같은 수의 퍼지집합

을 사용하여도 보다 은 규칙을 생성함을 알 수 있다. 그

림 4는 제안된 측 시스템이 3개의 상 클러스터를 사용하

을 경우에 한 최종 측 결과를 보여 다.

그림 4 Mackey-Glass 시계열 데이터의 측결과

Fig. 4 Prediction result of Mackey Glass Time Series

그림 4에서 실선은 실제의 데이터 값이고 선은 측 값

을 의미한다. 그림을 살펴보면 실선과 선이 거의 복되

어 있으며, 이는 제안된 측시스템의 측 성능이 매우 우

수하다는 것을 보여 다. 표 2는 제안된 시스템의 측성능

과 다른 방법들[11-12]과의 성능비교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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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방법들과의 성능비교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system and other systems 

    Model

 Index
ANNs

ARIMA-

ANN
ANFIS ANFIS2

HCBKA-Based 

FPS

C=2 C=3

RMSE 0.0122 0.0027 0.0012 0.0012 0.00087 0.00081

표 2를 살펴보면 제안된 측시스템의 성능이 상  클러

스터의 수에 상 없이 다른 시스템들의 성능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된 HCBKA 기법을 통

해 생성된 퍼지규칙들이 데이터의 특성을 잘 기술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한 차분데이터를 이용한 측 시스템의 설

계 기법과 오차보정 기법이 비선형 데이터의 측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Case 2) 호주의 분기별 력생산량 데이터

성능검증을 한 두 번째 시뮬 이션 데이터는 호주의 분

기별 력생산량 데이터[13]로 총 155개의 데이터들  70개

의 데이터를 훈련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측 데이터로 사용하 다. 한, 성능 평가를 한 지수로는 

MSE와 MRE(mean relative error)을 이용하 으며, MR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9)

표 3은 제안된 측시스템의 상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

른 오차보정 과 후의 성능을 보여주며, 그림 5는 상  클

러스터 개수에 따른 오차보정 후의 측 오차에 한 구

간별 IMAE의 특성을 보여 다.

표 3 상  클러스터 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비교

Table 3 Performance analysis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upper clusters

   Index

 No

before after
training forecasting training forecasting
MSE MSE MRE MSE MSE MRE

C=2 2.2229E+4 3.2296E+5 1.5315 2.0019E+4 3.1807E+5 1.4942

C=3 2.1027E+4 3.1165E+5 1.4883 1.8816E+4 3.0676E+5 1.4508

   Index  

 No

No. of 

input

No. of 

fuzzy sets

No. of rules in 

theory

No. of 

actual generated 

rulesGeneral HCBKA

C=2
3

4 64 16 12

C=3 6 216 24 14

그림 5 구간별 오차 평균

Fig. 5 Mean absolute error according to each interval

표 3과 그림 5를 살펴보면 상  클러스터의 수를 증가 하

을 경우 측오차는 감소하지만 생성되는 퍼지규칙의 수

가 증가되며, 상  클러스터 각각에 하여 오차보정 후의 

결과들이 오차보정 의 결과들 보다 좋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안된 시스템의 설계 기법이 호주 력생

산량 데이터에 하여도 히 동작하 음을 보여 다. 

한, 표 3에서는 실제 생성된 퍼지규칙의 수가 이론상 생성 

가능한 규칙 수보다 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은 제안된 시스템의 상  클러스터를 3개로 하 을 때의 호

주 력생산량 데이터에 한 최종 측결과를 보여 다.

그림 6 호주의 분기별 력생산량 데이터의 측결과

Fig. 6 Prediction result of Quarterly Electricity Production 

in Australia

그림 6에서 실선은 실제의 데이터 값을 의미하고 선은 

제안된 시스템의 측출력을 의미한다. 그림 6 한 실선과 

선이 거의 복되어 있으며 이는 제안된 측시스템의 

측성능이 우수함을 보여 다. 표 4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과 다른 시스템들[14-15]의 성능비교 표이다.

표 4 제안된 시스템과 다른 방법들과의 성능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system and other systems 

    Model

 Index

Mamdani

모델

Fuzzy 

AR

다  

퍼지모델

GA-RS 

방법
MMFP

HCBKA-Based 

FPS
C=2 C=3

MRE 7.8123 3.1254 2.7125 1.8100 1.6992 1.4883 1.4508

표 4를 살펴보면 제안된 시스템의 측성능이 상  클러

스터의 개수에 상 없이 다른 시스템들 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층  분류구조를 가지는 HCBKA기반 

퍼지 측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HCBKA는 데이터들

의 상 성과 통계  특성을 고려한 퍼지규칙들을 생성할 수 

있어 비선형 데이터를 한 시스템의 기술능력이 향상되도

록 하 으며, 상  클러스터 수의 증가에 따른 사용 퍼지집

합의 수가 증가하여도 작은 수의 퍼지 규칙이 생성될 수 있

도록 하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 다. 한, 일

반 으로 백색잡음  특성을 가지는 측오차의 보정문제는 

상 성 별을 통한 오차보정기법을 용하여 측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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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차를 히 보정하면서 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될 입력데이터에는 원형데이

터보단 통계  특성이 안정된 차분데이터들을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에 한 시스템의 합성이 개선되도록 하 다. 시뮬

이션 결과들은 제안된 측시스템의 설계 기법들이 비선

형 시계열 데이터에 하여 매우 효과 임을 보여주며, 제안

된 측시스템의 측성능이 다른 시스템들보다 우수함을 

보여 다. 따라서 제안된 측시스템의 설계기법들은 비선

형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다  측시스템들의 측특성에 따른 

응 시스템 선택기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본 과제(결과물)는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에 지 자원 인력 양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참  고  문  헌

[1] D. M. Kim, I. S. Bae, J. M. Cho, J. O. Kim, K. C. 

Chang, "Prediction of Dynamic Line Rating Based on 

Thermal Risk Probability by Time Series Weather 

Models", Trans. KIEE, vol. 55A, no. 7, pp. 273-280, 

2006.

[2] P. F. Pai, W. C. Hong, "Support vector machines 

with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s in electricity 

load forecasting",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46(17), pp. 2669-2688, 2005.

[3] P. Mandal, T. Senjyu, T. Funabashi, "Neural 

networks approach to forecast several hour ahead 

electricity prices and loads in deregulated market",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vol. 47(15-16), 

pp. 2128-2142, 2006.

[4] G. Janazcek, L. Swift, Time Series Forecasting, 

Simulation, Applications, Ellis Horwood, 1993.

[5] K. Ozawa, T. Niimura, "Fuzzy Time-Series Model of 

Electric Power Consumption", IEEE Canadian 

Conference on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pp. 1195-1198, 1999.

[6] J. Nie, "Nonlinear Time-Series Forecasting: A Fuzzy 

Neural Approach", Neuro Computing, vol. 16,  pp. 

66-76, MacMaster University, 1997.

[7] T. Takagi, M. Sugeno, "Fuzzy identification of 

systems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ing and 

control", IEEE Trans. Syst, Man, Cybern, vol. 15, pp. 

116-132, 1985.

[8] J. Yen, L. Wang, C. W. Gillespie, "Improving the 

Interpretability of TSK Fuzzy Models by Combining 

Global Learning and Local Learning", IEEE Trans. 

Fuzzy Systems, vol. 6, pp. 530-537, 1998.

[9] I. T. Kim, S. R. Lee, "A Fuzzy Time Series 

Prediction Method based on Consecutive Values", 

IEEE International Fuzzy Systems, vol. 2, pp. 

703-707, 1999.

[10] C. H. Lee, S. H. Yoon, "Fuzzy Nonlinear Time 

Series Forecasting with Data Preprocessing and 

Model Selection", Joural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vol. 5, pp. 232-238, 2001.

[11] O. Valenzuela, I. Rojas, F. Rojas, H. Pomares, L. J. 

Herrera, A. Guillen, L, Marquez, M. Pasadas, 

"Hybridization of intelligents and ARIMA models for 

time series prediction", Fuzzy Sets and Systems, vol. 

159, pp. 821-845, 2008.

[12] M. EI-Koujok, R. Gouriveau, N. Zerhouni, "Towards 

a Neuro-Fuzzy System for Time Series Forecasting 

in Maintenance Applications", 17th Triennal Wor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hal-00298361, version 1, 2008.

[13] http://www.personal.buseco.monash.edu.au/hyndman

[14] Y. S. Joo, Fuzzy System Modeling Using Genetic 

Algorithm and Rough Set Theory, M. S. Thesis, 

Dep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 Kangwon 

Univ, Korea, 2003.

[15] Y. K. Bang, C. H. Lee, "Design of Multiple Model 

Fuzzy Predictors using Data Preprocessing and its 

Application", Trans. KIEE, vol. 58, no. 1, pp. 

173-180, 2009.

   자   소   개

방  근 (方 寧 根) 

1974년 7월 4일생. 2000년 삼척 학교 졸

업(학사). 2001～2003년 동 학교 기공

학과 졸업(석사). 2004년～ 재 강원 학

교(춘천) 기 자공학과 박사과정

E-mail : b2y2c1@hanmail.net

이 철 희 (李 哲 熙)

1959년 7월 4일생. 1983년 서울 학교 

기공학과 졸업(학사). 1989년 동 학원 

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0년～

재 강원 학교 기 자공학부 교수

심분야: Intelligent System & Soft 

computing, 제어  신호처리

E-mail : chlee@kangwon.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