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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new architecture of fuzzy inference system. In the fuzzy inference system, we 

use Fuzzy C-Means clustering algorithm to form the premise part of the rules. The membership functions standing in 

the premise part of fuzzy rules do not assume any explicit functional forms, but for any input the resulting activation 

levels of such radial basis functions directly depend upon the distance between data points by means of the Fuzzy 

C-Means clustering. As the consequent part of fuzzy rules of the fuzzy inference system (being the local model 

representing input output relation in the corresponding sub-space), four types of polynomial are considered, namely 

constant, linear, quadratic and modified quadratic. This offers a significant level of design flexibility as each rule could 

come with a different type of the local model in its consequence. Either the Least Square Estimator (LSE) or the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 (WLSE)-based learning is exploited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the consequent 

polynomial of fuzzy rules. In fuzzy modeling, complexity and interpretability (or simplicity) as well as accuracy of the 

obtained model are essential design criteria. The performance of the fuzzy inference system is directly affected by some 

parameters such as e.g., the fuzzification coefficient used in the FCM, the number of rules(clusters) and the order of  

polynomial in the consequent part of the rules. Accordingly we can obtain preferred model structure through an 

adjustment of such parameters of the fuzzy inference system. Moreover the comparative experimental study between 

WLSE and LSE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number of clusters(rules) as well as polynomial type.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odel is illustrated and also  demonstrated with the use of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Boston housing called Machine Learning dataset, and Mackey-glass time series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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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5년 Zadeh에 의해 창안된 ‘퍼지집합’ 이론[1]을 바탕으

로 다양한 분야에 퍼지이론이 용되어 왔으며, 그  하나

인 퍼지 모델링 기법의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들은 퍼지 이론에 기 하고 있다.[2-3] 재는 퍼지집합을 

이용한 퍼지 추론 시스템과 더불어 퍼지 뉴럴 네트워크

[4-5], RBF 뉴럴 네트워크[6-7] 그리고 퍼지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8-9] 등의 다양한 구조가 시스템 모델링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효율 인 처리를 한 정보 입자화

(Information granulation)알고리즘과 목 함수의 최소․최

값을 찾는 최 화(Optimization)알고리즘을 결합시켜 모델의 

구조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11]

본 논문에서는 FCM 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을 제안한다. 

멤버쉽 함수를 FCM을 통해 구하며, 멤버쉽 함수의 수는 

FCM의 라미터 값인 클러스터 수가 된다. 멤버쉽 함수는 

FCM를 이용하기 때문에 입력이 많아져도 퍼지규칙 수가 

증가하지 않고, 오로지 멤버쉽 함수의 수만 퍼지규칙 수에 

향을 미치도록 설계하 다. 후반부 구조는 간략추론, 1차 

선형추론, 2차 선형추론, 변형된 2차 선형추론 에서 최

의 표 식을 찾도록 한다. 후반부 라미터 계수는 

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WLSE)을 사용하여 후

반부 다항식 계수를 추정하 다. WLSE를 사용함으로써 각 

규칙에 한 후반부 다항식 계수를 독립 으로 구하여 로컬 

학습 수행  해석력을 향상시켰다. 기존의 많이 이용되는 

Least Squares Estimator(LSE)와 비교를 통해 WLSE의 

용방법 해 기술한다. 

2장에서는 FCM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의 구조에 해 설

명한다. 3장에서는 반부 학습 알고리즘인 FCM clustering

에 해 설명하며, 후반부 학습 알고리즘인 WLSE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Boston 

housing 과 Mackey-glass time series 데이터의 실험 결과

를 보여주며, 5장을 결론으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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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CM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의 구조

일반 인 퍼지추론 시스템은 크게 반부와 후반부로 나

 수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하여 반부 구조와 라미터 그

리고 후반부 구조와 라미터로 나  수 있다. 그림 1은 2

입력-1출력의 일반 인 퍼지 추론 시스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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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TSK 퍼지 추론 시스템 

Fig. 1 The architecture of general fuzzy inference system 

with two-input and single-output

각각의 ․후반부 구조  라미터에 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반부 구조

  반부 구조 동정은 주어진 데이터의 입력변수를 몇 개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멤버쉽 함수의 형태(삼각형  

는 가우시안 함수 등)와 각각의 입력변수에 필용한 멤버

쉽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게 된다.

∙ 반부 라미터

  반부 라미터 동정은 선택된 입력변수의 멤버쉽 함수

마다 정  값을 결정한다. 이때 min-max 방법이나 

K-Means를 사용하여 정  값을 구할 수 있다.

∙후반부 구조

  후반부 구조 동정은 후반부 다항식 차수를 결정하여 모델

에 합한 최 의 다항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항식 종류

는 간략추론, 1차 선형추론, 2차 선형추론, 변형된 2차 선형

추론 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후반부 라미터

  후반부 라미터 동정은 후반부 구조에서 선택된 다항식

의 라미터 계수를 구한다. 표 으로 Least Squares  

Estimator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퍼지추론 시스템의 문제 을 보

안하고자 FC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멤버쉽 함수의 수를 

입력변수마다 정해주지 않고, 오로지 클러스터 수로만 입력

공간을 분할한다. 이는, 클러스터 수만으로 퍼지규칙 수를 

결정함으로써 기존의 퍼지추론 시스템의 문제 인 지나친 

퍼지규칙 수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시스템의 구조 

한 간소화 할 수 있다.  

 FCM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반

부는 FC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공간을 분할하 고, 후

반부는 각 규칙의 해석력을 향상시키기 해 WLSE을 사용

하 다. 제안된 모델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동정을 통

해 구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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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CM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의 구조

Fig. 2 The architecture of FCM-based fuzzy inference system

∙ 반부 구조 동정  

반부 동정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입력변수 개수

를 선택하고, FCM 알고리즘에 필요한 퍼지화 계수와 클러

스터 수를 결정한다.

∙후반부 구조 동정 

후반부 구조  라미터 동정은 일반 인 퍼지 시스템과 

동일하다. 더불어 좀 더 효율 인 처리를 해 제안된 모델

의 후반부 다항식 차수는 식(2)~(5)처럼 4가지 형태로 다양

하게 용하 다. 

      ⋯      ⋯     (1)

Type1 : 간략추론[Constant]

           ⋯                   (2)

Type2 : 1차 선형추론[Linear]

        ⋯ 




            (3)

Type3 : 2차 선형추론[Quadratic]

       ⋯   
  



 
  



  


 

    (4)  

      ≥  ⋯  
  



 
  



  
 

  ⋯  

Type4 : 변형된 2차 선형추론[Modified Quadratic]   

       ⋯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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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입력변수의 수, 
는 번

째 퍼지규칙      , 은 퍼지규칙 수이며 

     는 번째 규칙에 한 후반부로써 번째 퍼

지규칙에 한 로컬 모델이다.

모델의 출력은 식(6)처럼 구해진다. 

            




⋯                 (6)

∙후반부 라미터 동정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는 주로 LSE를 사용하여 후반부 

라미터 계수를 동정하 는데, LSE는 각 규칙에 라미터를 

동시에 구하는 역학습 방법이다. 이로 인해 퍼지 규칙수

가 많거나, 입력이 많은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라미터들이 

늘어나서 연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

서는 WLSE를 사용하여 각 규칙에 한 라미터를 독립

으로 구하는 지역학습 방법을 용하 다. 이로 인해 각 규

칙에 해 해석 할 수 있으며, 계산부하가 어들어 연산시

간 한 단축시킬 수 있다.   

3. FCM기반 퍼지추론 시스템의 학습 알고리즘

3.1 반부 학습 알고리즘

FCM 클러스터링은 개의 벡터      집합을 

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목 함수가 최소가 일 때 생성된 

각 클러스터에서 심 값을 찾는다. FCM과 K-means 클러

스터링 방법의 요한 차이 은 FCM 클러스터링 방법은 0

과 1사이의 소속정도에 의해서 나타난 소속감의 정도를 가

지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  수 있는

지를 별하기 해 퍼지 분할을 사용한다는 이다. 즉 퍼

지 분할을 응하기 해서, 소속함수 는 0과 1사이의 값

을 가진 요소들로 나타낸다. 그러나 데이터 집합에 한 소

속감 정도의 합은 식(7)과 같이 항상 1이다.

                                    


  



 ∀ ⋯ 
  



           (7)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  을 정하고 퍼지화계

수 ∞을 선택한다. 기 소속함수  

을 기화 한다. 알고리즘 반복 횟수를 

  로 표시한다.

[단계 2] 식 (8)~(11)를 이용하여 퍼지 클러스터 심 

    을 계산한다.

FCM 클러스터링에 한 목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8) 

여기서, 는 0과 1사이의 수 인 값으로 i번째 클러스터

에 속해져 있는 의 번째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나타낸

다. 는 번째 클러스터 심 벡터이다. j   는 

특성 공간상의 변수이다. 는 소속 함수의 애매함의 정도

에 한 향을 나타내는 퍼지화 계수이다. 이 값은 

∈∞와 같은 범 를 가지고 있다.

식(8)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기 해서 먼  와 와 

련된 식의 목 함수를 분화시켜야 한다.

                                            

 

















                (9)

                                 

 

























       (10)

식 (9) 와 (10)에 의해서 묘사되어진 시스템은 분석 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주어

진 치로부터 시작해서 목 함수의 최소로 근하기 해

서 반복 으로 근한다.

                                        

    




 
          (11) 

                                             

  ⋯  ⋯                (12)

식(11)에서 은 클러스터의 심 과 데이터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단계 3]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속행렬 을 계산한다.

                                       


 







 








  ∅         (13)

[단계 4] 다음 식을 계산해서 만일 ⊿>Ɛ 이면 r=r+1로 정하

고 [단계 2]로 가서 다시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하고 

그 지 않고 ⊿≤Ɛ이면 알고리즘을 종요한다. 여기

서, Ɛ는 임계값이다.

                                  

     
  

        (14)

3.2 후반부 학습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후반부 다항식의 라미터 계수를 Least 

Square Estimator(LSE)와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WLSE)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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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설계하며, LSE 모델과 WLSE 모델의 성능을 비교분석

한다. WLSE는 회귀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며 LSE와 유사한다. LSE는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지만, WLSE는 오차제곱에 가 치가 곱해진

다는 차이가 있다. LSE는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를 한번에 

구하기 때문에 역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입력변수

와 멤버쉽 함수의 수가 많아지면 퍼지 규칙수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며, 각 퍼지규칙에 한 해석력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 지만 WLSE는 각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를 퍼지규칙마다 독립 으로 구하며 로컬학습을 수행한다. 

한 분할된 입력공간에 합한 로컬모델을 형성함으로써 

각 로컬 역에 한 해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이 있

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컴퓨터의 계산 부하를 일 수 

있으며, 각각의 로컬모델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다항식으로 표

 될 수 있다.

LSE에서의 성능평가함수 을 행렬형식으로 표 하면 

식 (15)과 같다.

                                       

  
             (15)

여기서, 는 후반부 다항식의 라미터 계수, 는 출력

데이터, 는 FCM의 소속행렬이 곱해진 입력데이터의 행렬

을 의미한다. 후반부 구조가 Linear 일 경우  ,  ,   행
렬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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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데이터의 수이며, 는 입력변수의 수, 는 

규칙 수(클러스터 수)가 된다.

역 모델에 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는 식(16)에 

의해 구해진다.

                                          

                 (16)

다음은 LSE의 가 치가 곱해진 WLSE에서의 성능평가함

수 을 행렬형식으로 표 하면 식 (17)과 같다.

                                       

 





          (17)

여기서, 는 추정하고자 하는 번째 다항식의 계수, 는 

출력데이터, 는 번째 입력공간에 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값을 의미한다. 는 번째 로컬모델의 계수를 추정

하기 한 입력데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로컬모델이 선형

일 경우 다음처럼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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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데이터의 수이다.

번째 규칙에 한 로컬모델인 다항식의 계수는 식(18)에 

의해 구해진다.

                                          

  



               (18)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비선형 데

이터인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dataset과 

Boston housing dataset을 사용하 다. 한 시계열 데이터 

 가장 표 인 Mackey-Glass time series dataset을 사

용하여 총 3개의 dataset을 가지고 제안된 모델의 성능  

WLSE와 LSE를 비교 분석하 다. 모델의 성능은 ten-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냈으며, 반

복횟수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랜덤하게 선택

하 다. 데이터의 설명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 다. 

4.1 Automobile miles per gallon

제안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해서 시스템 모델링에 리 

사용되는 비선형 데이터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을 사용했다.(ftp://ics.uci.edu/pub/machine-lear

ning-databsed/auto-mpg)MPG 데이터는 차량의 고유한 정보

에 한 기  용량(1 Gallon)의 연료로 차량이 주행한 거리

(Miles) 계를 갖는다. MPG는 총392개의 입출력데이터 

을 가지며, 7입력-1출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변수는 

cylinders, displacement, horse power, weight, acceleration, 

model year, origin을 사용하 다. 제안된 모델의 평가를 

하여 MPG 데이터를 학습데이터(60%)와 테스트데이터(40%)

로 랜덤하게 나 고, 랜덤하게 데이터를 10번 분류하여 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안한 모델에 용해 구한 성능지수를 

평균과 표 편차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성능지수는 아래 식

(19)인 RMSE를 사용한다.

         






  



 
 

              (19)

여기서, y는 original output, 는 model output이고, m은 

데이터의 수이다.

표 1은 후반부 라미터를 LSE를 사용했을 경우와 

WLSE를 사용했을 경우에 각각의 성능지수를 나타낸다. 클

러스터 수는 4, 6, 8, 10개로 나 어 실험하 다. 표 1을 보

면 LSE를 사용했을 경우 클러스터 수가 곧 퍼지규칙 수이

므로 규칙수가 많아질수록 근사화 성능(PI)은  좋아진

다. 하지만 규칙 수가 늘어날수록 일반화 성능(EPI)이 발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LSE는 규칙수가 늘어날수록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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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능은 개선되며, 일반화 성능은 조 씩 커지는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SE와 다르게 일반화 성능의 오차가 크지 

않다.

표  1 LSE와 WLSE 성능지수 비교 

Table 1 Comparative Performance index of LSE and WLS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o. of 

clusters

polynomial 

type
PI EPI

WLSE

4

Constant 4.282±0.152 4.517±0.249

Linear 2.510±0.156  3.210±0.261

M. Quadratic 1.954±0.171 3.629±0.562

Quadratic 1.967±0.149 4.610±1.684 

10

Constant 4.017±0.179 4.381±0.239 

Linear 2.242±0.152  3.448±0.295

M. Quadratic 1.406±0.077 4.656±0.701

 Quadratic 1.434±0.077 5.234±1.322 

LSE

4

Constant 4.249±0.152 4.472±0.222 

Linear 2.466±0.161 3.334±0.317

M. Quadratic 1.858±0.183 5.983±2.640

 Quadratic 1.932±0.149 6.391±3.314 

10

Constant 3.995±0.180 4.391±0.2316 

Linear 2.106±0.154 9.944±9.2006 

M. Quadratic 1.184±0.093 25.189±20.663 

 Quadratic 1.302±0.057 11.779±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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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SE와 WLSE의 성능지수 

Fig. 3 Performance index of LSE and WLSE in 10 

experiments

그림 3은 후반부 구조가 1차 선형추론(Linear)에서 LSE

와 WLSE의 성능을 그래 로 나타냈다. 규칙 수가 늘어날

수록 WLSE와 LSE 모두 근사화 성능(PI)은 비슷한 형태로 

개선되지만, 일반화 성능(EPI)의 경우 LSE 모델은 EPI의 

분포 범 가 매우 불안정한데 반해 WLSE의 EPI는 성능 분

포 범 가 매우 안정 인 걸 알 수 있다.

그림 4는 WLSE와 LSE의 각 규칙에 한 로컬 모델의 

출력을 그래 로 나타냈다. 규칙 수가 4개인 경우 로컬 모

델은 4개가 생성되며, 그림 4와 같이 그릴 수 있다. 실제 출

력과 그래 가 일치 할수록 로컬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WLSE를 용한 로컬 모델의 경우 LSE를 용한 

로컬 모델 보다 실제 출력의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4에서 수치 으로 살펴보면,  규칙수가 

4개일 때의 근사화 성능(PI)은 LSE 모델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3.2장에서 설명했듯이 후반부 라미터 계수

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로컬 모델의 성능에 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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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LSE와 LSE의 로컬 모델 출력 비교

Fig. 4 Comparative analysis of output of local model 

between WLSE and LSE

표 2에서 기존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기존의 

RBFNN은 클러스터 수를 36개를 사용하 지만, 제안된 모

델은 최  10개 이하로 모델을 구성하 다. 기존의 모델에 

비해 클러스터 수를 임으로써 구조 한 간단히 하 으며, 

성능도 기존의 모델에 비해 근사화 성능과 일반화 성능 모

두 개선시켰다. LSE는 클러스터 수가 4개를 넘어가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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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능이 격히 떨어져 다른 모델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WLSE는 클러스터 수가 늘어나도 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

지 않는다.

표  2 기존모델과의 성능비교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of other 

models

Model
No. of 

clusters
PI EPI

RBFNN [24] 36 3.24±0.24 3.62±0.31

RBFNN with context-free 

clustering [24]
36 3.21±0.21 3.51±0.27

Linguistic 

modeling

[24]

without 

optimization
36 3.78±1.52 4.22±1.22

Proposed 

model

LSE 4

Linear

2.46±0.16 3.33±0.31

WLSE

4 2.51±0.15  3.21±0.26

6 2.43±0.14 3.30±0.23 

10 2.24±0.15  3.44±0.29

4.2 Boston housing

이 데이터는 보스턴 지역의 부동산의 정보와 련이 있으

며, 13입력-1출력으로 구성된 총506개의 입출력데이터 으

로 이루어져 있다.(ftp://ftp.ics.uci.edu/pub/machine-learning

databases/housing/housing.data). 제안된 모델의 평가를 

하여 boston housing 데이터를 학습데이터(60%)와 검증데이

터(40%)로 랜덤하게 나 었고, MPG데이터와 마찬가지로 

10번의 실험을 통해 구한 성능지수를 평균과 표 편차로 환

산하여 나타냈다. 성능지수는 식(19)과 같이 RMSE를 사용

하 다. Boston housing 데이터 한 MPG와 같이 machine 

learning dataset으로 비선형 데이터로 클러스터 수는 3, 6, 

9로 나 어 실험하 다. 

표 3을 보면 MPG와 마찬가지로 규칙수가 늘어날수록 근

사화 능력은 좋아진다. LSE 경우에는 일반화 능력은 후반부 

구조가 constant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차가 크다. 하지만 

WLSE 경우는 LSE보다 근사화 능력은 떨어져도, 일반화 능

력은 우수하다.

그림 5는 각 규칙 수에 따른 WLSE와 LSE의 성능지수를 

나타낸다. PI는 LSE가 WLSE보다 우수하며 각각 10번의 실

험 모두 클러스터 수마다 근사화 수치가 안정 이다. 하지

만 EPI를 놓고 볼 때 각 규칙에 한 WLSE를 10번 반복한 

실험 모두 값들이 비슷한 범 에서 형성되지만, LSE는 값이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을 단 할 수 없다. 

그림 6은 MPG와 마찬가지로 WLSE와 LSE의 로컬모델 

성능을 비교하 다. 규칙 수가 3개인 경우 각 로컬 모델의 

성능을 그래 로 나타냈으며, 각 로컬 모델의 성능이 실제 

출력에 가까울수록 우수하다. LSE보다 WLSE의 로컬 모델

이 실제 출력에 근 한 형태의 그래 를 나타낸다. 표 4에

서 규칙 수가 3이며, 후반부가 Linear 일 때의 성능을 비교

해 도 WLSE가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3 LSE와 WLSE 성능지수 비교 

Table 3 Comparative Performance index of LSE and WLS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No. of 

clusters

polynomial 

type
PI EPI

WLSE

3

Constant 8.489±0.301  8.202±0.390

Linear 3.346±0.115 3.880±0.250

M. Quadratic 1.787±0.150 5.074±0.712

 Quadratic 1.623±0.112 5.630±1.469

9

Constant 8.166±0.320 7.855±0.449

Linear 2.806±0.076 3.774±0.338  

M. Quadratic 1.242±0.081 6.578±1.648 

 Quadratic 1.090±0.067 9.067±5.852

LSE

3

Constant 8.454±0.302  8.141±0.446 

Linear 3.206±0.107 4.033±0.267 

M. Quadratic 1.339±0.154 21.003±25.66

 Quadratic 1.184±0.159 17.400±12.50

9

Constant 8.110±0.338 7.825±0.496

Linear 2.341±0.128 39.290±64.84

M. Quadratic 0.436±0.149 149.82±210.3

 Quadratic 0.404±0.144 95.0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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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SE와 WLSE 성능지수 

Fig. 5 Performance index of LSE and WLSE in 10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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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clusters

polynomial 

type
PI EPI

WLSE

12

Constant 0.0988±0.0033 0.0977±0.0039

Linear 0.0344±0.0020 0.0344±0.0018

M. Quadratic 0.0143±0.0005 0.0137±0.0005

 Quadratic 0.0121±0.0003 0.0116±0.0005

16

Constant 0.0828±0.0038 0.0813±0.0039

Linear 0.0319±0.0019 0.0308±0.0011

M. Quadratic 0.0133±0.0003 0.0128±0.0006

 Quadratic 0.0112±0.0003 0.0108±0.0006

LSE

12

Constant 0.0725±0.0043 0.0716±0.0044

Linear 0.0094±0.0016 0.0086±0.0014

M. Quadratic 0.0024±0.0002 0.0023±0.0002

 Quadratic 0.0012±0.0001 0.0013±0.0002

16

Constant 0.0552±0.0043 0.0542±0.0041

Linear 0.0070±0.0011 0.0067±0.0009

M. Quadratic 0.0017±0.0001 0.0017±0.0002

 Quadratic 0.0008±0.0001 0.001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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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WLSE와 LSE의 로컬 모델 출력 비교

Fig. 6 Comparative analysis of output of local model 

between WLSE and LSE

표 4는 기존모델과의 성능을 비교하 다. WLSE 모델의 

후반부 구조가 Linear 일 때가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 

RBFNN에서 25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데이터의 출력을 표

하지만, 제안된 모델은 최소 3개 는 9개의 클러스터(규칙)

를 가지고 데이터의 출력을 표  할 수 있으며, 근사화 성능

(PI)  일반화 성능(EPI) 모두 우수하게 나온다. 

 

표  4 기존모델과의 성능비교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of other models

Model
No. of 

clusters
PI EPI

RBFNN[12] 25 6.36±0.24 6.94±0.31

RBFNN with context-free 

clustering[12]
25 5.52±0.25 6.91±0.45

Linguistic 

modeling

[12]

without 

optimization
25 5.21±0.12 6.14±0.28

Proposed 

model

LSE 3 Linear 3.34±0.11 3.88±0.25

WLSE

3

Linear

3.27±0.18 4.01±0.35

6 2.94±0.09 3.69±0.23

9 2.80±0.07 3.77±0.33  

4.2 Mackey-Class time series

Mackey-Glass time series data는 모델링 분야에서 모델

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표 으로 사용된다[25-26]. 특

히 Mackey-Glass 시계열은 비선형 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

는 카오스 신호의 일종으로 신호의 복잡성으로 인해 랜덤 

시계열(Random Time Series)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음 식

과 같은 비선형 동력학 방정식에 의해 생성된다.

                                    

x ̇( t ) =  
0.2x( t-τ)

1+ x
10
( t- τ)

- 0.1x( t)            (20)

이 시계열의  미래값 측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

구되어진 결과에 한 성능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하기 해 미래값 

x( t+6)의 측 성능을 조사한다. 식 (20)의 수치  해를 

찾기 한 방법으로 4차 Runge-Kutta 방법을 용한다. 

time step은 0.1, 기조건 x(0)는 1.2로, 시간지연상수(Time 

Delay Constant) τ는 17로 놓고 x(t)를 발생시킨다. 

Mackey-Glass 시계열 x(t)로부터 [x(t-18), x(t-12), x(t-6), 

x(t) ; x(t+6)]와 같은 4입력 형태의 입출력 데이터 을 구

하 다. 여기서 데이터 발생 기에는 과도 역(Transient 

Region)이 존재하므로 t=118에서 t=1117까지 1000개의 데이

터를 추출하 다.

표  5 LSE와 WLSE 성능지수 비교 

Table 5 Comparative Performance index of LSE and W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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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후반부 다항식 차수에 따른 LSE와 WLSE 성능지수 

비교

Fig. 7 Comparison of performance for LSE and WLSE 

according to polynomi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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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모델의 학습을 해 x(118)부터 x(617)까지 500개

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 고, 측 성능의 평가를 해 

x(618)부터 x(1117)까지 500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측치와 

비교하 다. 시뮬 이션의 측 성능을 해, 식(17)와 같이 

잘 알려진 성능지수인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이용한다.

표 5를 보면, Mackey data는 식(20)을 이용하여 data를 

만들기 때문에 EPI의 성능이 매우 안정 이며, PI와 비슷하

다. 앞선 MPG나 housing data와는 어떠한 수식에서 만들어

낸 data가 아니므로 Mackey와는 다르게 비선형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수식으로 데이터의 특성을 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근사화 능력이 좋아질수록 

일반화 능력은 떨어지며, 두 능력을 조 하는 한계 을 넘으

면, 발산 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Mackey 경우는 식(20)에 

가깝게 모델을 표 하면 근사화 능력과 일반화 능력을 동시

에 개선시킬 수 있다. Mackey data 경우에는 LSE가 WLSE

보다 더 우수하다.

그림 7은 규칙수가 16개이며, 후반부 구조별 LSE와 

WLSE의 성능을 그래 로 나타냈다. LSE를 사용했을 경우

가 WLSE보다 근사화 성능(PI)  일반화 성능(PI)이 우수

함을 알 수 있으며, 근사화 성능과 일반화 성능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Mackey data를 표 하는데 있어 가장 

알맞은 후반부 구조는 2차 선형추론인 Quadratic 구조이다. 

표 6은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보여 다. 표 인 

Mackey data를 사용한 ANFIS 모델에 비해 제안된 LSE 모

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WLSE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의 ANFIS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FNN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 할 수 없다. 이는 앞선 MPG나 

housing과는 다른 결과로써 WLSE가 항상 LSE보다 성능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표  5 기존모델과의 성능비교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of other models

Model No. of clusters PI EPI

ANFIS[13] 16 0.0016 0.0015

FNN[14] - 0.014 0.009

Proposed 

model

LSE

12

Quadratic

0.0012±

0.0001

0.0013±

0.0002

16
0.0008±

0.0001

0.0010±

0.0002

WLSE

12

Quadratic

0.0121±

0.0003

0.0116±

0.0005

16
0.0112±

0.0003

0.0108±

0.0006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CM 기반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의 설계 

방법론에 해 기술하 다. 후반부 라미터 계수를 LSE와 

WLSE를 용하여 모델을 설계하 으며,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 분석했다. 반부는 FC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공

간을 분할하고, 입력공간은 클러스터 수만큼 분할되어, 클러

스터 수가 곧 퍼지규칙 수가 되도록 하 다. 따라서, 기존 

TSK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 입력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거

나, 멤버쉽 함수의 수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지나친 퍼지규칙 

수의 증가를 해결 할 수 있었다. 한 후반부 라미터 계

수를 LSE를 사용하여 구한 로컬 모델의 성능과 WLSE를 

사용해 구한 로컬 모델의 성능 비교함으로써, WLSE가 실

제 출력과 유사하게 로컬 모델을 표 함을 알 수 있었다. 

한 machine learning dataset인 Automobile miles per 

gallon 과 boston housing 경우에는 후반부 라미터를 

WLSE로 동정했을 때 근사화 성능  일반화 성능이 LSE

로 동정된 모델보다 우수함을 보 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

터인 Mackey-Glass time series dataset은 LSE로 라미터

를 동정했을 때 WLSE로 동정한 성능보다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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