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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identification methodology for FCM-based fuzzy model. The two underlying 

design mechanisms of such networks involve Fuzzy C-Means (FCM) clustering method and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FCM clustering method for efficient processing of data and the 

optimization of model was carried out using PSO. The premise part of fuzzy rules does not construct as any fixed 

membership functions such as triangular, gaussian, ellipsoidal because we build up the premise part of fuzzy rules using 

FCM. As a result, the proposed model can lead to the compact architecture of network. In this study, as the consequence 

part of fuzzy rules, we are able to use four types of polynomials such as simplified, linear, quadratic, modified quadratic. 

In addition, a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polynomials, which are the consequent 

parts of fuzzy model, can decouple each fuzzy rule from the other fuzzy rules. Therefore, a local learning capability and 

an interpretability of the proposed fuzzy model are improved.

Also,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fuzzy model such as a fuzzification coefficient of FCM clustering, the number of 

clusters of FCM clustering, and the polynomial type of the consequent part of fuzzy rules are adjusted using PSO. 

The proposed model is illustrated with the use of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and Boston housing called 

Machine Learning dataset. A comparativ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oposed FCM-based fuzzy model exhibits higher 

accuracy and superb predictive capability in comparison to some previous model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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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시스템 모델링의 문제는 최 화 기술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지고 있다[1]. 이러한 연구 에서, 

선형 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 기반을 둔 정량 인 수학

 모델과 인공지능의 역에서 나타나는 정성  특징을 가

진 지능형 모델은 시스템 모델링을 한 표 인 기술이

다. 기존 모델링의 부분은 미분 는 차분 방정식의 언어

에서 표 되어진 선형 는 비선형 함수의 형태로 수학  

모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정교한 수학  모델이 거의 완

벽하게 시스템을 표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시스템 동

작과 변수 사이의 종속 계에 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퍼지 모델

[2], 신경회로망[3]과 같은 지능형 모델에 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들의 최 화를 통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살리면서 지능 모델의 효율과 

성능 향상을 최 한 이끌어 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

고 있다[4]. 1965년 Zadeh에 의해 창안된 ‘퍼지집합’ 이론을 

계기로 비선형 이고 다변수인 시스템을 상으로 한 퍼지 

모델링 기법의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즉, 이러한 

퍼지 집합을 이용한 퍼지 신경 회로망, 퍼지 다항식 신경 회

로망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목되어 시스템 모델링 분야에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  2

장에서는 일반 인 퍼지 모델의 구조  동정 방법에 해

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FCM 기반 퍼지 모델의 최 화를 

한 FCM 클러스터링 방법과 PSO 알고리즘에 해서 설

명하 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자 군집 최 화

를 이용한 FCM 기반 퍼지 모델에 해서 자세히 언 하

으며, 5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Machine learning 데이터 집합(Automobile Miles Per 

Gallon Data, Boston Housing Data)[13, 18]을 실험  데이

터로 이용하여 구조  개발의 다양성을 입증하고 모델의 성

능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한 모델에 한 결론을 서술하 다.



Trans. KIEE. Vol. 60, No. 1, JAN, 2011

입자 군집 최 화를 이용한 FCM 기반 퍼지 모델의 동정 방법론                                                                    185

2 . 일반 인 퍼지 모델의 구조  동정

퍼지 모델링이란 if-then 형식으로 랜트를 기술하는 것

으로, 구체 으로 입출력 데이터의 상호 계에 의해 설정된 

입출력 변수로부터 확립되는 것이다. 반부와 후반부 동정

은 세부 으로 각각 구조  라미터 동정으로 나 어지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 반부 동정 - 주어진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에 따라 효율

으로 비선형을 표 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

  (a) 구조 동정 : 퍼지 규칙의 반부 입력변수의 선택과  

퍼지 구  규칙의 수, 그리고 멤버쉽 함수의 형태(삼

각형 는 가우시안) 선택[5].

  (b) 라미터 동정 : 일반 으로 클러스터링 방법과 같은 

데이터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멤버쉽 함수의 최소값

-최 값과 같은 라미터들의 치를 결정함으로써 

주어진 데이터들의 정보를 효율 으로 처리[6].

∙후반부 동정 - 주어진 비선형 데이터를 실 공정에 용 

가능하도록 선형 시스템으로 변환. 

  (a) 구조 동정 : 간략추론과 선형추론 그리고 2차방정식 

추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 으로 입력에 따

른 선형식을 표 [7].

  (b) 라미터 동정 : 최소자승법(Standard Least Squares 

Estimation: LSE) 는 가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ion: WLSE)을 사용하여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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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퍼지 모델의 구조  동정 (2입력 1출력)

Fig. 1 Structure and identification of general fuzzy model 

(two-input and single-output)

3. FCM기반 퍼지 모델의 최 화 

본 장에서는 제안된 FCM 기반 퍼지 모델의 최 화를 

해서, 멤버쉼 함수로써 효율 인 데이터 처리를 한 FCM 

클러스터링 방법[9]과 제안된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

할을 하는 라미터들(-클러스터의 수(즉, 제안된 모델의 규

칙의 수),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퍼지화 계수, 그리고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의 최 화를 하여 입자 군집 

최 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10]을 

용한 FCM 기반 퍼지 모델의 최 화에 해서 알아본다.

3.1  멤버쉽 함수로써의 Fuzzy C- Means 클러스터링 

방법

FCM 클러스터링 방법은 n개의 벡터 xi (i=1, ..., n) 집합

을 c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목 함수가 최소가 일 때 생

성된 각 클러스터에서 심값을 찾는 방법으로 FCM 클러

스터링 방법은 0과 1사이의 소속정도에 의해서 나타난 소속

감의 정도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  수 있는지를 별하기 해 퍼지 분할을 사용한다[11]. 

U라 표시되는 partition matrix를 구하기 한 FCM 클러

스터링 방법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c(2⩽c⩽n)을 정하고 퍼지화계
수 m(1<m<∞)을 선택한다. 기 partition matrix U

(r)
을 

기화 한다. 알고리즘 반복 횟수를 r(r=0, 1, ...)로 표시한다.

  ∈ 
  



  ∀ 
 



 ∀     (1)

[단계 2] 식 (2)∼(5)를 이용하여 FCM 클러스터 심 

vi(i=1, 2, ..., c)을 계산한다.

  FCM 클러스터링에 한 목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

를 가지고 있다.

                               

  
  




 




  

              (2)

 

여기서, uik는 0과 1사이의 소속을 나타내는 정도의 값으

로 i번째 클러스터에 속해져 있는 xk의 k번째 데이터의 소

속정도를 나타낸다. vi는 i번째 클러스터 심 벡터이다. m

은 partition matrix의 애매함의 정도에 한 향을 나타내

는 퍼지화 계수이다. 이 값은 m∈[1, ∞)와 같은 범 를 가

지고 있다.

식 (2)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기 해서 먼  vi와 uik와 

련된 식의 목 함수를 다음과 같이 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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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주어진 목 함수를 만족하기 하여 식 (3)과 

식 (4)에 의해서 구해진 값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클러스터 

심과 데이터와의 거리를 식 (5)부터 식 (7)까지 주어진 다

양한 거리 계산식을 통해 새로운 소속행렬을 생성한다.

▪Euclidean distance[1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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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distance[13] :

    
  



                (6)

▪Minkowski distance[14] :

    
  



   
             (7)

그림 2는 본 논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사용된 7입력 1

출력의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데이터 에서 

두 번째 입력(Displacement)과 세 번째 입력(Horsepower)만

을 고려하여 식 (5)에서부터 식 (7)까지 주어진 각각의 거리 

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클러스터 3개로 분류한 형태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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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uclidean distance          (b) Manhatta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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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inkowski distance

그림 2  거리 계산법에 따른 데이터 분할

Fig. 2  Partition of data as a distance method

식 (5)는 기존에 FCM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표 인 

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식 (6)은 두  사

이의 거리 차를  값으로 표 하는 공식으로 Manhattan 

distance 측정 방법이다. 그리고 식 (7)은 Euclidean 거리를 

일반화시킨 것으로써 p는 1⩽p⩽∞의 범 를 가지고 있다. 

p=1이면 식 (6)의 Manhattan distance 측정 방법과 같으며 

p=2이면 식 (5)의 Euclidean distance 측정 방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모델에서는 p는 입력변수의 수와 동일

하게 설정하 다. 

[단계 3]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속행렬 U
(r+1)
을 계산한다.

              
   






 

 


  


              (9)

[단계 4] 다음 식 (10)을 계산해서 만일 ⊿>Ɛ 이면 r=r+1

로 정하고 [단계 2]로 가서 다시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하고 

그 지 않고 ⊿≤Ɛ이면 알고리즘을 종요한다. 여기서, Ɛ는 

임계값이다.

            
   

          (10)

3.2  입자 군집 최 화에  의한 FCM 기반 퍼지 모델의 

최 화

본 에서는 제안한 퍼지 모델의 성능 향상에 주요한 역

할을 하는 요 라미터(-클러스터의 수(즉, 제안된 모델의 

규칙의 수),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퍼지화 계수, 그리

고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를 최 화하기 하여 목

된 입자 군집 최 화(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10]에 하여 기술한다.

PSO는 자연선택의 진화 메커니즘이 아닌 새떼와 물고기 

떼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  행동약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

다. PSO 역시 군집기반 알고리즘으로 병렬처리 특징을 가

지며, 군집과 개체는 Swarm과 Particle로 표 된다. PSO의 

각 Particle의 최 의 해를 얻기 해 다차원 탐색공간을 날

아다니며, 그들 자신과 이들 이웃의 경험에 한 정보를 이

용하여 최 의 치로 이동해 간다. PSO는 이론의 간결성, 

구 의 용이성, 연산의 효율성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짧은 

계산시간 안에 최 의 해를 생성 할 수 있고, 다른 확률  

방법보다 안정 인 수렴특징을 나타낸다.

2.688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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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Last generation?

No

Yes

Genetically optimized 
FCM-based FIS model

fuzz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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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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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dista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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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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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SO 알고리즘과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 

제안된 모델의 공정 흐름도

Fig. 3 Overall flow of processing realized in the design of 

the proposed method using PSO algorithm and FCM 

clustering method

그림 3은 PSO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particle에 의해서 선

택된 라미터들과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 의해서 진화론

으로 최 화된 FCM 기반 퍼지 모델 구축을 나타낸다.

표 1  PSO 알고리즘에서의 탐색 공간 범 .

T able 1  Range of search space for PSO algorithms.

Item Range of search space Note

Fuzzification coefficient [ 1.1 ∼ 3 ] Real number

No. of 

clusters

MPG [ 2 ∼ 36 ]
Integer

BHD [ 2 ∼ 25 ]

Type of polynomial [ 1 ∼ 4 ]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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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보여  각각의 Particle 구성은 표 1과 같은 

탐색 공간의 범 를 보여 다. 표 1에서 나타낸 탐색 공간

의 범 는 설계자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설정하 다.

4 . FCM 기반 퍼지 모델

일반 인 퍼지 모델의 경우에는 각 입력변수마다 멤버쉽 

함수의 수를 정해 주여야 하며, 각각의 입력들과 멤버쉽 함

수의 수를 고려하여 입력공간을 분할하게 된다. 그 기 때

문에 입력변수가 많아지거나 는 각 입력변수마다 정해진 

멤버쉽 함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퍼지 규칙 수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여 모델의 복잡성과 계산량의 증가와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 을 보

완하고 효율 인 데이터의 처리를 해서 멤버쉽 함수로써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다. 한 모델의 성능 개선

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라미터들(- FCM 클러스터링 방

법에서 클러스터의 수(즉, 제안된 모델의 규칙의 수),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퍼지화 계수, 그리고 규칙 후반부 다

항식의 형태)을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택하 으며, 우

수한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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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CM 기반 퍼지 모델의 구조

Fig. 4  Structure of FCM-based fuzzy model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FCM 기반 퍼지 추론 시스

템의 체 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보이듯이, 

제안한 모델의 최 화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표 2에서 보

이듯이 모델을 동정하 다.

표 2  제안된 모델의 동정 방법.

T able 2  Identification method of the proposed model.

항목 동정 내용 알고리즘

반부
라미터 동정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퍼지화 계수

PSO
구조 동정 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클러스터의 수

후반부
라미터 동정 선택된 규칙 후반부 다항식 계수 추정 WLSE

구조 동정 규칙 후반부 다항식 형태 선택 PSO

그림 4에서 보이듯이, 제안한 FCM 기반 퍼지 추론 시스

템은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써 다음과 같은 규칙들로 

구성되어있다.

R
j
 : IF x1 and x2 and .... and xn is uj 

    THEN yj=fj(x1, x2, ..., xn)             (14)

여기서, R
j
는 j번째 퍼지 규칙(j=1, 2, ..., c)을 의미하고, uj

는 j번째 규칙 번호, 즉 j번째 클러스터의 수를, yj는 j번째 

국부 모델식을, 그리고 fj(X)는 j번째 국부 모델의 후반부 다

항식을(X=[x1, x2, ..., xn]) 의미한다.

한 국부 모델의 후반부 다항식을 나타내는 fj(X)는 표 

3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에 효율 인 다항식을 선택하도록 

하 다.

표 3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서로 다른 형태.

T able 3 Different forms of the polynomial of consequence 

part.

Type Polynomial equation

Constant   

Linear    
  





Quadratic

      
  



  
  



    
   

 ≥       
  



 
  



   


 ⋯ 

Modified

quadratic

      
  



     

≥    
  



    ⋯

     

 식 (14)에서 보여  규칙을 모두 고려한다면, 제안된 모

델의 최종출력 식은 다음 식 (1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5)

표 3에서 보인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동정하기 

한 후반부 라미터 동정은 가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 WLSE)을 사용하여 계수를 추정

하 다. WLSE는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는 표  최소자승법(standard Least Squares 

Estimation: LSE)과는 달리 오차 제곱에 가 치를 곱해서 

계수를 추정한다. 기존 퍼지 모델링의 계수 추정에 사용되

어진 LSE는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를 한 번에 구하기 때

문에 역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입력변수와 멤버쉽 

함수의 수가 많아지면 퍼지 규칙수가 기하 수 으로 늘어

나기 때문에 컴퓨터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며, 각 퍼지규칙에 한 해석력(interpretability)이 사라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고자, WLSE는 

각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각각의 퍼지 규칙마다 

독립 으로 구하여 국부 학습을 수행한다. 각각의 국부 모

델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다항식으로 표  될 수 있는 효율성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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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Parameters
MPG BHD

PSO

Generation size 100

Swarm size 50

vmax 20% of search space

[wmin wmax] [0.4 0.9]

c1, c2 2.0

FCM
Number of clusters 2 ∼ 36 2 ∼ 25

Fuzzification coefficient 1.1 ∼ 3

제안된 

모델

Polynomial type 1≤T≤4

Weighting factor( ) 0.5

Division of data
CASE I 60% : 40%

CASE II 50% : 30% : 20%

여기서, T는 표 3에 나타낸 다항식 구조

WLSE에서의 성능 평가함수를 행렬식으로 표 하면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aj는 추정하고자 하는 번째 다항식의 계수, Y는 

출력데이터, Uj는 번째 입력공간에 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값을 의미한다. Xj는 번째 국부 모델의 계수를 추정하

기 한 입력 데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국부 모델이 표 3에

서 Type 2 즉, 선형식일 경우 다음처럼 정의된다.








  ⋯ 

⋮
 ⋯
⋮ ⋱


⋮

  ⋯ 





      





  ⋯ 


⋮
 ⋯
⋮ ⋱


⋮

  ⋯ 





        (17)

여기서, p는 체 데이터의 수이다.

번째 규칙에 한 국부 모델인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는 식(18)에 의해 구해진다.

           
  

 
                (18)

  제안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한 성능 지수 식은 식 

(19)의 RMSE (Root Mean Squared Error)를 사용하 다.

                






  



 

                 (19)

  여기서, p는 체 데이터 개수, yi는 원 데이터 출력 그

리고 는 모델의 출력을 의미한다.

5 . 시뮬 이션  결과  고 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는 Machine 

Learning repository(http://archive.ics.uci.edu/ml)로부터 구

한 Machine Learning data(-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data, Boston Housing Data(BHD)) 집합을 이

용하여 그 특징과 성능에 해서 평가하 다. 한 모든 실

험들은 발생된 결과들의 타당성으로써 좀 더 높은 객 성을 

제공하기 해 10-fold cross validation 모드를 실행하 다.

표 4는 모델의 최 화를 해 사용된 PSO 알고리즘과 

FCM 클러스터링  모델의 라미터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 사용된 수치  값들은 학습과 성능의 수렴에 따른 페

이스에 따라서 실험  값과 모니터링의 운행에 의해서 시행

착오 으로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표 4에서 보이듯이, 2가지 형태의 데이터 

분할을 이루어 모델을 평가하고자한다. 즉 CASE I의 경우, 

기존의 논문과의 성능비교를 해서 체 데이터를 랜덤하

게 학습 데이터(60%)와 테스트 데이터(40%)로 나 어 모델

을 평가하 고, 이때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를 PI, 테

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를 EPI라고 정의한다. CASE 

II의 경우엔, 모든 데이터에 있어서 체 데이터를 랜덤하게 

학습 데이터(50%), 평가용 데이터(30%), 그리고 테스트 데

이터(20%)로 나 어 좀 더 효율 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

하 다. 

표 4  PSO 알고리즘  모델 구축을 한 정보

T able 4 Values of the parameters of the PSO algorithm and 

the proposed model

4 .1  A utomobile Miles Per Gallon( MPG)  데 이터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첫 번째 데이터는 

시스템 모델링에 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Machine 

Learning 데이터로써 지능형 모델링에 있어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데이터를 이용하

다[15, 18]. MPG 데이터는 차량의 고유한 정보에 한 기

 용량(1 Gallon)의 연료로 차량이 주행한 거리(Miles) 계

를 갖는 데이터로써 총 392개의 패턴과 7입력-1출력의 입출

력데이터 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는 표 4에서 주어진 정보와 식 (5)에서부터 식(7)까지 

주어진 FCM 클러스터링에서의 다양한 거리 계산 방법들을 

기반으로 MPG 데이터에 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

다.

표 5  MPG 데이터에 한 제안된 모델의 성능지수

T able 5 Performance index of the proposed model for the 

MPG data

Distance

method

CASE I CASE II

PI EPI PI VPI EPI

Euclidean 1.202±0.315 3.465±0.205 1.398±0.338 3.218±0.236 3.370±0.439

Manhattan 1.272±0.329 3.391±0.261 1.293±0.396 3.296±0.462 3.540±0.450

Minkowski 1.240±0.260 3.406±0.214 1.155±0.444 3.419±0.504 3.633±0.365

CASE I의 경우,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PI)는 

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사용했을 때 평균 성능이 1.202

로 다른 거리 계산법에 의해 얻은 성능지수들보다 좋았으며, 

테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EPI)에 해서는 

Manhattan distance 방법을 이용했을 때 평균 성능이 3.391

로 다른 경우에 비해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표 5에서 보여  CASE I의 성능지수들 에서 

각각의 거리 방법들에 한 가장 우수한 성능지수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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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 PI VPI EPI Note
RBFNN[16] H=36 3.24±0.24 3.62±0.31 LSE

RBFNN with context-free 

clustering[16]
H=36 3.21±0.21 3.51±0.27 LSE

Linguistic 

Modeling

[16]

Without 

optimization
H=36 3.78±1.52 4.22±1.22

GM
One-loop 

optimization
H=36 2.90±0.52 3.17±1.01

Multi-step 

optimization
H=36 2.86±0.83 3.14±1.01

Incremental 

model17]

Linear regression H=36 3.38±0.19 3.47±0.29

LSE
Polynomial

(2nd order)
H=36 2.80±0.12 2.97±0.19

Incremental model H=36 2.39±0.14 3.06±0.28

Proposed 

model

With

Opt.

CASE 

I

Euc.

H≦36

1.99±0.33 3.25±0.35

LSE

Man. 2.05±0.32 3.18±0.29
Min. 1.97±0.28 3.28±0.30

CASE

 II

Euc. 1.90±0.35 3.38±0.34 3.67±0.59
Man. 1.87±0.38 3.27±0.42 3.64±0.58
Min. 1.89±0.32 3.37±0.27 3.68±0.67

Without

Opt.

CASE 

I

(m=2.0)

Euc.

(Type 2)
H=35 1.58±0.14 4.17±0.39

WLSE

Man.

(Type 2)
H=35 1.76±0.12 3.77±0.34

Min.

(Type 2)
H=35 1.52±0.14 4.38±0.38

With

Opt.

CASE

 I

Euc.

H≦36

1.20±0.31 3.46±0.20
Man. 1.27±0.32 3.39±0.26
Min. 1.24±0.26 3.40±0.21

CASE 

II

Euc. 1.39±0.33 3.21±0.23 3.37±0.43
Man. 1.29±0.39 3.29±0.46 3.54±0.45
Min. 1.15±0.44 3.41±0.50 3.63±0.36

여기서, H는 클러스터의 수, m은 퍼지화 계수, Type 2는 표 3에서 보여  후반부 

선형식, LSE는 Least Square Estimator, WLSE는 Least Square Estimator, GM은 

Gradient Method

타내는 모델들의 퍼지화 계수, 클러스터 수, 그리고 후반부 

다항식 차수와 같은 라미터 값들의 최 화 수렴과정과 학

습데이터의 성능지수(PI)와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지수(EPI)

의 세 별 최 화 과정을 보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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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후반부 다항식 차수       (d) 학습 데이터 성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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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평가 데이터 성능지수

그림 5 각 거리 계산법에 따른 라미터와 성능지수의 최

화 탐색 과정 (CASE I) 

Fig. 5 Optimal convergence process of parameters and 

performance index as the each dista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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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테스트 데이터

그림 6 모델의 로컬 출력  최종 출력을 실제 출력과 비교

(클러스터의 수: 3)

Fig. 6 Comparison the each local model output and original 

output(number of cluster is 3)

그림 6은 MPG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된 

WLSE에 의해서 계산된 각 로컬 모델들의 출력과 실제 출

력과의 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6에서는 이해하기 쉽

도록 클러스터의 수를 3개로 고정하여 표 하 다.

표 6  기존의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

T able 6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various 

models

CASE I과 같이 체 데이터를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로

만 분류하여 모델을 설계할 경우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제한 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ASE II와 같이 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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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3개의 데이터로 분류하여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

다.

 CASE II의 경우엔,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는 

Minkowski distance 방법을, 평가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

와 테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는 Euclidean distance 방

법을 이용했을 때 각각 평균 성능이 PI=1.155, VPI=3.218, 

그리고 EPI=3.218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우수하 으며, 모

든 데이터들의 성능을 상호 고려하 을 때에는 Euclidean 

distance 방법을 이용했을 때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Machine learning data인 MPG 데이터를 사용하

여 식 (19)에 의해 계산된 성능지수로써 기존의 모델과 본 

논문의 모델을 비교한 것이다. 표 6에서 RBFNN[16]은 기존

의 가우시안 활성함수를 이용한 일반 인 방사형 기  함수 

신경 회로망 모델을 나타낸 것이며 후반부 계수 추정은 최

소자승법을 이용한 모델이다. RBFNN with context-free 

clustering[16] 모델은 은닉층의 활성함수를 Fuzzy C-Means 

(FCM)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치하고 후반부 역시 최소 자

승법으로 모델을 구축한 것이며, linguistic model[16]은 은

닉층의 활성함수로써 context-based FCM 클러스터링 방법

을 이용하고, 후반부 계수는 경사 하강법으로 구한 모델이

며, Incremental model[17]은 선형 regression 모델과 

context-based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한 granular 모

델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델로써, 후반부 계수 역시 경사 

하강법으로 구한 모델이다.

5 .2  Boston Housing 데 이터

Boston Housing Data (BHD)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D. Harrison와 D. L. Rubinfeld이 1978년 개발

하 고, 1993년에 이 데이터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 데이터

는 보스턴 지역의 부동산의 정보와 련이 있으며 총 506개

의 입출력 데이터 으로 13입력 1출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

다. 

표 7은 표 4에서 주어진 PSO  모델 구축을 한 정보

를 기반으로 Boston Housing 데이터에 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CASE I과 같이 데이터를 학습과 테스트 데

이터로 분할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 을 경우, 학습 데이

터에 한 성능지수는 Minkowski distance를 이용했을 가장 

좋았으며, 테스트 데이터에 성능지수는 Manhattan distance

를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

다. 

표 7  제안된 모델의 성능지수

T able 7  Performance index of the proposed model

Distance

method

CASE I CASE II

PI EPI PI VPI EPI

Euclidean 1.376±0.444 3.760±0.360 1.199±0.480 3.620±0.444 5.642±0.938

Manhattan 1.571±0.343 3.690±0.329 1.508±0.444 3.542±0.347 5.004±0.960

Minkowski 1.306±0.421 3.819±0.474 1.133±0.434 3.679±0.486 5.284±0.884

  

CASE II의 거리별 성능지수를 비교해보면, Minkowski 

distance를 사용했을 때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

(1.133±0.434)가 우수하 으며, 평가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에 한 모델의 성능에 있어서는 Manhattan distance를 사

용했을 때 VPI=3.542±0.347, EPI=5.004±0.960로 다른 거리 

계산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은 표 7에서 보여  데이터 분할에 따른 모델들의 

평균과 표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Euclidean 거리를 이용

했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PI)는 0.960이고 테

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EPI)는 3.488의 성능이 가장 

우수 했으며, Manhattan 거리를 이용했을 때에는 PI=1.459, 

EPI=3.374의 성능지수가, Minkowski 거리를 이용했을 때에

는 PI=0.873, EPI=3.752의 성능지수가 각각 가장 우수 하

다. 먼  Euclidean 거리를 이용했을 경우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PI)는 0.9364이고 평가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

(VPI)는 3.034의 성능이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

지수(EPI)는 4.861로 가장 우수 했으며, Manhattan 거리를 

이용했을 때에는 PI=1.991, VPI=3.496, 그리고 EPI=5.187의 

성능지수가, Minkowski 거리를 이용했을 때에는 PI=0.818, 

VPI=3.204, 그리고 EPI=5.508의 성능지수가 각각 가장 우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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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거리 계산법에 따른 성능지수

Fig. 8 Performance index regarded as a distance calculation 

method

표 8은 Boston housing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능 지수를 

식 (19)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기존의 모델과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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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 PI VPI EPI Note
RBFNN[26] H=25 6.36±0.24 6.94±0.31 LSE

RBFNN with context-free 

clustering[26]
H=25 5.52±0.25 6.91±0.45 LSE

Linguistic 

Modeling

[26]

Without 

optimization
H=25 5.21±0.12 6.14±0.28

GM
One-loop 

optimization
H=25 4.80±0.52 5.22±0.58

Multi-step 

optimization
H=25 4.12±0.35 5.32±0.96

Incremental 

model[27]

Linear regression H=36 4.53±0.24 5.04±0.39

LSE
Polynomial

(2nd order)
H=36 3.81±0.26 4.45±0.39

Incremental model H=36 3.27±0.17 4.29±0.43

Proposed 

Model

With

Opt.

CASE

 I

Euc.

H≦25

2.10±0.46 3.97±0.41

LSE

Man. 1.98±0.32 3.61±0.68
Min. 1.94±0.40 4.20±0.43

CASE

 II

Euc. 2.12±0.51 4.00±0.53 6.45±1.51
Man. 2.18±0.57 4.08±0.27 5.54±1.00
Min. 2.23±0.63 3.86±0.45 5.39±1.01

Without

Opt.

CASE

 I

(m=2.0)

Euc.

(Type 2)
H=25 2.18±0.14 3.93±0.46

WLSE

Man.

(Type 2)
H=25 2.36±0.08 3.85±0.35

Min.

(Type 2)
H=25 2.17±0.15 4.04±0.52 

With

Opt.

CASE

 I

Euc.

H≦25

1.37±0.44 3.76±0.36
Man. 1.57±0.34 3.69±0.32
Min. 1.30±0.42 3.81±0.47

CASE 

II

Euc. 1.19±0.48 3.62±0.44 5.64±0.93
Man. 1.50±0.44 3.54±0.34 5.00±0.96
Min. 1.13±0.43 3.67±0.48 5.28±0.88

여기서, H는 클러스터의 수, m은 퍼지화 계수, Type 2는 표 3에서 보여  후반부 

선형식, LSE는 Least Square Estimator, WLSE는 Least Square Estimator, GM은 

Gradient Method

제시한 퍼지 모델과의 성능비교를 한 것이다. 표 8로부터 

제안된 모델은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해서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인 모델의 근사화 능력뿐만 아니라 평가용 데이

터와 테스트용 데이터에 한 성능지수 역시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한 앞선 제와는 달리, CASE I과 CASE II에서 

모든 모델의 성능이 WLSE를 이용했을 때 LSE를 사용한 

경우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표 8  다른 모델링 방법과의 성능 비교

T able 8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ing 

methods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의 모델링을 해서 

Fuzzy C-Means (FCM) 클러스터링 방법과 입자 군집 최

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새로운 형태의 퍼지 추론 시스템의 동정 방법에 해서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FCM 기반 퍼지 모델의 구조를 설

계하 다.

제안된 모델의 동정 방법  설계 목 은 다음과 같은 특

징들을 가지고 있다.

▪ 모델의 반부 동정을 통해서 주어진 시스템의 입력 데

이터에 따라 효율 으로 비선형을 표 하 다. 즉, 구조 

동정에 있어서는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Curse of dimensionality'와 같은 문제 과 모델의 복잡

성 그리고 계산량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 다.

▪ 모델의 후반부 구조 동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칙 후

반부 다항식을 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의 선형 계식을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었으며, 라미터 동정의 가  

최소 자승법(WLSE)을 통해서는 각 규칙의 후반부 다항

식의 계수를 각각의 퍼지 규칙마다 독립 으로 구하여 

국부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분할된 입력공간에 합한 국

부 모델을 형성하여 각 국부 역에 한 해석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 한 모델의 성능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라미터

들(-FCM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클러스터의 수, 퍼지화 

계수, 그리고 규칙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을 최 화 알고

리즘 의 하나인 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택하 다.

실험  제의 비교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 연

구되어진 Neuro-fuzzy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얻어진 결과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의 근사화  일반화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클러스터 수  퍼

지화 계수의 사용에 한 효과 인 메카니즘은 정보 입자화

의 요한 분배에 있어서 효과 인 설계 매체라고 간주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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