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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연구자들은 자연 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1965년에 Zadeh에 의

해 창안된 “퍼지집합” 이론은 비선형 이고 복잡한 실 시스

템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용함으로써 수학  모델보다 좋

은 결과를 가져왔다. 비선형 이고 다변수인 시스템을 상

으로 한 퍼지 모델링 기법의 유용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며 이들은 퍼지 추론 시스템에 기 하고 있다. 퍼지시스템 

이론의 발 으로 퍼지모델 동정 알고리즘의 근 방식도 향

상되었다. 기 퍼지 모델의 동정연구로는 언어  근 방

식[1]과 퍼지 계 방정식에 기 한 근방식[2]이 제안되었

다. 언어  근방식에서, Tong은 논리  조사 방법에 의해 

가스로 공정을 동정하 고[3], 방법을 수정하여 더 좋은 결

과를 얻는 방법[4]과 결정 테이블에 기 한 자기 학습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즘은 필요한 컴퓨터 용량  

계산시간 때문에 고계다변수 시스템의 용에 문제 을 발

생시켰다[5]. Sugeno는 자신이 제안한 선형 퍼지추론식에 

경험  방법을 통한 구조동정으로 컴 스 방법과 최소자

승법에 의해 시스템을 동정하 으나[6], 반부 구조동정에

서 반복 인 퍼지분할에 의한 경험에 의존하는 문제 이 있

다. 한 퍼지 클러스터링 방법에 의해 가스로 공정을 동정

하 으나[7], 직  추론법에 의한 것으로 동정성능이 떨어졌

다. 이러한 동정 알고리즘은 산업 발달과 고도화로 인해 시

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비선형성을 갖는 시스템을 모델

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Type-1 퍼지 집합의 확장인 Type-2 퍼지 집합은 Zadeh 

[8]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Mizumoto와 Tanaka [9]는 type-2 

퍼지 집합의 이론 인 연산  멤버쉽함수의 특성에 해 

연구하 다. Mendel과 Karnik [10]은 퍼지 “if-then” 규칙으

로 표 되는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에 해 연구하 다.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은 반부  후반부에 type-2 퍼

지 집합을 사용하 다. 기존의 퍼지 추론 시스템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는 경우 일반 으로 규칙을 형성하

는 데 있어서 멤버쉽함수에 따른 차원의 수가 증가하면 규

칙수가 지수 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Fuzzy 

C-Means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11]을 확장시킨 

Type-2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퍼지 추론 시스템을 제안

한다. Type-2 FCM 기반 퍼지추론시스템은 클러스터의 수

만큼의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분할된 부분공간이 

하나의 퍼지 규칙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차원의 

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퍼지 규칙의 구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제안된 모델의 최  설계를 해 실수코딩 

유 자 알고리즘[12]에 의한 연속 동조 방법을 이용하여 시

스템의 구조  라미터를 동시 으로 동정한다. 제안된 

모델은 표  모델로서 리 사용되는 수치 인 를 통하여 

평가한다.

2. Type-2 FCM 기반 퍼지 추론 시스템

퍼지 추론 시스템에서 동정이란 if-then 형식으로 기술하

는 것으로, 구체 으로 입출력 데이터의 상호 계에 의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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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입출력 변수로부터 확립된다.

2.1 Interval Type-2 fuzzy sets

Type-2 퍼지 집합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Type-2 멤버쉽

함수로 특성지어진다.


∈
  

∈





∈
 




  ⊆ 

(1)

식 (1)에서, secondary 멤버쉽함수의 역은 x에 한 

primary 멤버쉽함수이며, Jx는 x에 한 primary 멤버쉽함

수이다. fx(u)는 secondary 멤버쉽함수의 크기이다.

   ∀∈ ⊆  인 경우에는 secondary 멤버
쉽함수는 Interval이며   는 Interval Type-2 멤버쉽함

수이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



  ⊆  (2)

primary 멤버쉽 값에 한 불확실성은 ootprint of 

uncertainty (FOU)라 불리는 경계구간을 갖는 Type-2 퍼지 

집합으로 표 된다. 

∪∈                (3)

FOU에 한 는 그림 1에서 보여 다. FOU는 Type-2 

퍼지 집합의 Interval 특성을 강조하기 하여 균일 되게 표

된다. 불확실성은 임의의 범  내에서 정 을 기 으로 

멤버쉽함수의 값을 표 한다. 여기서, a, b, c는 멤버쉽 라

미터이며  와  는 a와 c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림 1 Interval Type-2 퍼지 집합

Fig. 1 Interval Type-2 Fuzzy Set

Interval Type-2 퍼지 집합의 FOU에 한 경계는 상

경계와 하 경계의 두 개의 Type-1 멤버쉽함수를 가진다. 

상  멤버쉽함수   는  의 상 경계를 나타내

며 하  멤버쉽함수


 는  의 하 경계를 의미

한다.

2.2 반부 동정

퍼지 규칙의 반부는 지역 퍼지 공간을 정의한다. 지역 

퍼지 공간은 각 입력에 해 은 수의 멤버쉽함수가 필요

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수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를 들면, 10개의 입력을 가진 퍼지 모

델에서 각 입력에 해 2개의 멤버쉽함수를 가지면 210=1024

개의 매우 많은 수의 퍼지 if-then 규칙을 가지게 된다. 

고차원으로 갈수록 규칙의 수가 지수 으로 증가하는 문

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분산(퍼짐) 형태의 지역 

퍼지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입력 공간을 분산 형태로 분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러한 방법은 차원의 수에 의한 제약이 덜하며, 클러스터의 

수가 퍼지 규칙의 수가 된다. 그림 2는 2차원 입력 공간에

서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퍼지화 계수가 각각 1.5와 2.0

일 때의 소속 행렬을 보여 다.

(a) m=1.5                (b) m=2.0

그림 2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소속 행렬 

Fig. 2 Membership matrix by FCM clustering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한 분산 형태의 지역 퍼

지 공간은 입력 공간을 퍼지 분할하는 데 있어서 Interval 

Type-2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산 형태의 

공간으로 분할한다. 각 분할된 퍼지 공간은 퍼지 규칙을 형

성하게 되며, 퍼지 규칙 수는 클러스터의 수가 된다. 

Interval Type-2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한 입력 공

간의 퍼지 분할은 그림 3에서 보여 다.

   (a) 입력 공간의 분산 분할       (b) 소속 행렬

그림 3 Type-2 FCM 기반 지역 퍼지 공간

Fig. 3 Type-2 FCM-based local fuzzy regions

Type-2 FCM 클러스터링은 불확실성을 표 하기 하여 

FCM 클러스터링의 퍼지화 계수을 조 하여 상  소속 정

도와 하  소속 정도를 표 한다. 각 클러스터는 각 클러스

터의 최  소속 정도를 갖는 데이터의 표 편차에 의해 서

로 다른 불확실성을 갖는다.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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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클러스터의 수 c를 정하고 퍼지화 계수 m를 선택

한다. 그리고, 소속 행렬 U를 기화 한다.

[단계 2] 클러스터 심 v를 계산한다.

[단계 3] 종료 조건을 만족하면 [단계 5]로 간다.

[단계 4] 새로운 소속 행렬 U를 계산하고 [단계 2]로 간다.

[단계 5] 소속 행렬 U에서 최 의 소속 정도를 갖는 클러

스터에 속한 데이터의 표 편차  를 구한다.

[단계 6] 불확실성 계수  를 이용하여   에 의해 

불확실성을 조 한다.

   , 


         (4)

여기서,  는 i번째 클러스터에 한 상  퍼지화 계수

이며,



는 i번째 클러스터에 한 하  퍼지화 계수이다.

[단계 7] 클러스터 심 v를 계산한다.

  [단계 7-1] 상  퍼지화 계수에 의한 상  클러스터 심 

을 계산한다.

  [단계 7-2] 하  퍼지화 계수에 의한 하  클러스터 심


을 계산한다.

[단계 8] 새로운 소속 행렬 U를 계산한다.

  [단계8-1] 새로운 상  소속 행렬  를 계산한다.

  [단계8-2] 새로운 하  소속 행렬 

 를 계산한다.

Type-2 FCMFIS에서 Type-2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

즘에 의해 상  소속 행렬과 하  소속 행렬이 각각 반부

의 상  합도와 하  합도가 된다.

2.3 후반부 동정

후반부 구조로는 퍼지추론에 의해 구별되는 3가지 형태의 

구조를 사용한다. 간략 추론은 후반부가 단일 상수항만을 

가지고, 선형 추론는 후반부가 일차 선형식 형태를 가지며, 

변형된 이차식 추론은 일차 선형식  각 입력의 곱의 다항

식 형태를 가진다. 후반부 라미터는 구간 집합을 이용하

여 표 하며, 최  피벗  알고리즘을 가지는 가우스 소거법

에 의한 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동정한다.

① 간략 추론(Case 1)

후반부가 단일 상수항만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구 규칙들로 구성된다.

        
        (5)

여기서,       .

R
j
은 j번째 퍼지 규칙, 는 Type-2 FCM에 의한 j번째 

퍼지 규칙의 소속 정도이다. 는 구간 집합으로 후반부 계

수를 의미하며, 는 의 심을, 는 의 폭을 각각 

의미한다.

각 규칙의 후반부에서 출력은 한 구간 집합이므로 다음

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


    , 

                (7)

  따라서, 추론된 값 는 다음과 같다.

  


 








 









,  


 





 


 



           (8)

  


                       (9)

최소자승법에 의한 후반부 라미터의 동정은 다음과 같

다.

                    (10)

  ⋯  ⋯  
 ,             (11)


   




⋯
 




 




⋯ 
 




 ,

   ⋯  
 ,    ⋯  



② 선형 추론(Case 2)

후반부가 일차 선형식으로 표 된 것으로 선형추론법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구 규칙들로 구성된다.

        


   
 




         (12)

여기서,         ⋯ .

는 구간 집합으로 후반부 계수를 의미하며, 는 

의 심을, 는 의 폭을 각각 의미한다.

각 규칙의 후반부에서 출력은 한 구간 집합이므로 식 

(6)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와 

은 각각 다음과 같다.


   

 



  
 



 ,         


   

 



  
 



 . (13)

마지막으로, 추론된 값 는 식 (9)와 같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후반부 라미터의 동정은 다음과 같다.

                    (14)

  ⋯  ⋯  ⋯  ⋯ ⋯

⋯  ⋯  


    (15)


  
 



⋯
 





 



⋯ 
 





 
 



⋯ 

 





,

   ⋯  
 ,    ⋯  



③ 변형된 2차식 추론(Case 3)

후반부가 일차 선형식  각 입력의 곱의 다항식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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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구 규칙들로 구

성된다.

         


   
 



 
 




   





   (16)

여기서,         ⋯ .

각 규칙의 후반부에서 출력은 한 구간 집합이므로 식 

(6)으로 표 할 수 있으며, 
와 

은 각각 다음과 같다.


   

 



 
 




   





 
 



 
 




   





       (17)

 
   

 



 
 




   





 
 




 




   





마지막으로, 추론된 값 는 식 (9)와 같고 최소자승법에 

의한 후반부 라미터의 동정은 다음과 같다.

                    (18)

  ⋯  ⋯  ⋯ 
 ⋯   



     (19)


   




⋯
 




 




⋯ 
 




⋯

 


  


⋯  





   ⋯  
 ,    ⋯  



3. Type-2 FCM 기반 퍼지추론시스템의 최 화

유 자 알고리즘[12]이란 자생손의 생물학 원리에 바탕

을 둔 최 화 기법 의 하나로 자연계의 생명체  환경에 

잘 응한 개체가 좀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자연선

택 과정과 자연계 생명체의 설계도와 같은 유 자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 해 나간다는 자연진화 과정의 유

자 메카니즘에 바탕을 둔 탐색 알고리즘이다. 

유 자 알고리즘은 3개의 기본 연산자, 즉 재생산, 교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생산은 다음 세 를 해 교배 유

자가 선택되어지는 과정으로, 합도에 따라 다음세 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각각의 문자열들은 그들

의 합도를 가지고 다음세 에 달된다. 교배는 교배 유

자로부터 염색체들은 짝짓고 짝지어진 문자열 은 확률

으로 선택되어진다. 돌연변이는 문자열 치의 값을 임의

로 변경한다. 2진 코딩에서 돌연변이는 0을 1로 는 1을 0

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하게 정의된 합도 함수

와 함께 조합된 연산자는 유 자 알고리즘의 주요 부분이 

된다. 유 자 알고리즘은 기 집단 생성후 합도를 평가

하고, 재생산, 교배, 돌연변이의 기본 연산자를 통해 최 해

를 탐색한다.

실세계의 문제들은 고정 도의 해를 요구하고, 해에 한 

사 지식이 결여되거나, 복잡한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진코딩을 채용할 때 정 도를 높이거나 해에 

한 사 지식의 결여로 탐색구간을 확 하게 되면 염색체 

길이가 길어진다. 긴 염색체는 매우 큰 탐색공간을 만들어 

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 들은 근본 으로 염색

체 표 을 좀 더 해공간에 근시켜 문제와 련된 지식을 

포함시키는 연산자 설계를 용이하게 하고, 제약조건을 다루

기 한 도구를 설계하는 것이 쉽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표 인 표 법이 실수코딩이다. 실수코딩을 채용

함으로써 염색체의 유 자와 벡터 요소는 정확히 일 일 일

치하는 계를 가지며 염색체의 길이는 벡터의 차원과 같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수코딩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

안된 모델의 구조와 라미터를 최 화 한다. 일반 으로 

최 화해야 할 상은 크게 구조와 라미터 두 가지로 나

어진다. 구조 동정은 선택될 입력 변수, 클러스터의 수 등

의 반부 구조 동정과 후반부 다항식 형태의 후반부 구조 

동정이 있다. 라미터 동정은 퍼지화 계수의 후반부 라

미터가 있다.

제안된 모델들의 최  동정을 해서 구조 염색체와 라

미터 염색체의 연속 인 염색체 구조를 가지며 구조와 라

미터를 동시 으로 동정한다. 

연속 동조 방법의 구조  라미터 진화 문제에 있어서 

구조  라미터의 효율 인 탐색을 해 세  기반 진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구조 최 화와 라미터 최

화를 분리하여 구조를 최 화할 때는 구조 염색체 부분만을 

연산(구조 연산)하고 라미터를 최 화할 때는 라미터 

염색체 부분만을 연산( 라미터 연산)함으로써, 구조 최 화

와 라미터 최 화를 세 가 지나감에 따라 교번하는 방식

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세 에 따른 구조 최 화와 라미터 

최 화의 할당 비율을 조 하는 진화 방법이다. 연속 동조 

방법은 할당 비율에 따라 다시 고정 세  기반 진화 방법과 

가변 세  기반 진화 방법으로 나 어진다. 고정 세  기반 

진화 방법은 구조  라미터의 연산의 세  할당에 해

서 일정한 세  수 만큼 할당하게 되며, 모든 개체에 해 

세 가 지나감에 따라 구조  라미터 연산이 고정 세  

수 만큼 번갈아 진화하게 된다. 반면에, 가변 세  기반 진

화 방법은 세 가 지나감에 따라 구조 연산 보다 라미터 

연산의 비 을 높이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그림 4는 고정/가

변 세  기반 진화 과정을 보여 다.

그림 4 세  기반 진화

Fig. 4 Generation-based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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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데이터를 통한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을 용하기 하여 Mackey- 

Glass 시계열 공정[13]과 가스터빈 발 소의 NOx 방출 공정

[21]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4.1 Mackey-Glass 시계열 공정

Mackey-Glass 시계열 공정은 측 알고리즘의 성능 평

가를 한 표 인 로서 사용되는 시계열이다[13]. 특히 

Mackey-Glass 시계열 공정은 비선형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되는 카오스 신호의 일종으로 신호의 복잡성으로 인해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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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은 비선형 동력학 방정식에 의해 생성된다.

 


            (20)

이 시계열의 미래값 측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

되어진 결과에 한 성능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를 해 논문에서는 미래값 의 측 

성능을 알아본다. 식 (20)의 수치  해를 찾기 한 방법으

로 4차 Runge-Kutta 방법을 용한다. time step은 0.1, 

기조건 x(0)는 1.2로, 시간지연상수(Time Delay Constant) τ

는 17로 놓고 x(t)를 발생시킨다. Mackey-Glass  시계열 공

정 데이터는 x(t)로부터 [x(t-30), x(t-24), x(t-18), x(t-12), 

x(t-6), x(t); x(t+6)] 으로 하는 6입력 형태의 입출력 데이터 

 1000개를 구하 다. 여기서 데이터 발생 기에는 과도

역(Transient Region)이 존재하므로 t=118에서 t=1117까지 

100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 다.

제안된 모델의 학습을 해 x(118)부터 x(617)까지 500개

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측 성능의 평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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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 다. 한, 테스트 데이터에 신호  잡음비가 0dB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첨가하여 잡음이 첨가된 테스트 데이

터로 나 어 모델을 평가하 다. 잡음이 첨가된 테스트 데

이터는 5번 반복 테스트하 다. 측 성능을 해, 잘 알려

진 성능 지수인 RMSE를 이용한다.

  






  



 

                (21)

최 의 모델을 설계하기 해 연속 동조 방법에서 고정 

세  기반 진화 방법과 가변 세  기반 진화 방법으로 나

워 시행하 다. 고정 세  기반 진화 방법의 경우 고정 세

를 각각 10(s.o.: 10, p.o.: 10)세 , 20(s.o.: 20, p.o.: 20)세

로 설정하 다. 가변 세  기반 진화의 경우 각각 10(s.o.: 

10/5/2, p.o.: 10/10/10)세 와 20(s.o.: 20/10/5, p.o.: 20/20/20)

세 를 기 으로 구조 연산의 비 을 이는 방법으로 설정

하 다. 제안된 모델의 평가에 앞서 제안된 모델의 구조  

라미터의 최 화를 해 사용된 유 자 알고리즘  각 

모델들의 기 라미터들은 표 1과 같다.

실험은 표 1에서 상술된 라미터를 가지고 수행하 으며 

상술된 라미터들 에서 최  입력변수의 수는 4개로 설

정하 다. 최 의 모델을 설계하기 해 연속 동조 방법으

표    1  유 자  최 화를 한 기 라미터

Table 1 Initial parameters of genetic optimization

라미터 값

GAs

세  수 200

군집 크기 100

교배 율 0.65

돌연변이 율 0.1

세

기반

진화

고정 세  기반

경우 I s.o.: 10, p.o.: 10

경우 II s.o.: 20, p.o.: 20

가변 세  기반

( 기/ 기/말기)

경우 I s.o.: 10/5/2, p.o.: 10/10/10

경우 II s.o.: 20/10/5, p.o.: 20/20/20

T2FCM

FIS

선택될 입력 변수 1≤k≤4

클러스터의 수 2≤c≤20

다항식 형태 (Case T) 1≤T≤3

퍼지화 계수 1.1≤m≤2.5

불확실성 계수 -1.0≤ρ≤1.0

로 시행하 으며 FCMFIS와 T2FCMFIS를 비교분석하 다.

표 2는 최 화 방법에 따른 FCMFIS와 T2FCMFIS의 성

능 지수를 보여 다. 여기서, PI는 학습 데이터에 한 성능 

지수, E_PI는 테스트 데이터에 한 성능 지수를 나낸다. 

E_PIn은 잡음이 첨가된 데이터의 성능 지수를 나타내며, 평

균과 표 편차를 나타낸다. 표 2를 살펴보면 제안한 

T2FCMFIS이 기존의 FCMFIS보다 근사화 능력과 일반화 

능력  잡음 강인성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이며, 특히, 연속 

동조 방법의 고정 세  기반 진화의 경우 II (s.o.: 20, p.o.: 

20)로 동정된 경우, 입력 변수가 x(t-30), x(t-18), x(t-12), 

x(t)이고 클러스터링 수 (규칙 수)가 15개이며, 후반부 구조

가 변형된 2차식 추론인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 다. 

이때의 PI는 0.0001이고 E_PI는 0.0002이며, E_PIn은 0.2800

이다. 그림 5는 선택된 모델에 한 최 화 탐색과정을 보여

주며, 그림 6은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잡음이 첨가

된 테스트 데이터에 한 원 출력과 모델출력을 보여 다. 

표    2  성능 지수

Table 2 Performance index

동정 입력변수 규칙수 추론 PI E_PI E_PIn

FCM

FIS

고정
경우I 1 3 4 6 16 3 0.0006 0.0007 0.3510±0.0103

경우II 1 3 4 6 16 3 0.0003 0.0004 0.9235±0.1335

가변
경우I 1 3 4 6 17 3 0.0005 0.0006 0.3866±0.0175

경우II 1 3 4 6 17 3 0.0005 0.0005 0.3223±0.0108

T2FCM

FIS

고정
경우I 1 3 4 6 13 3 0.0001 0.0002 0.3319±0.0123

경우II 1 3 4 6 15 3 0.0001 0.0002 0.2800±0.0090

가변
경우I 1 3 4 6 13 3 0.0002 0.0002 0.3526±0.0087

경우II 1 3 4 6 15 3 0.0001 0.0002 0.3095±0.0079

표 3은 기존의 모델과 제안한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보여

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근사화 능력과 일반화 능력 모두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NDEI(Non-Dimensional Error Index)는 

시스템 출력 데이터의 표  편차에 의해 RMSE에 의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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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나  것으로 정의된다.

    (a) 학습/테스트 데이터        (b) 잡음 데이터

그림 5 최 화 과정

Fig. 5 Optimization process

        (a) 학습 출력             (b) 테스트 출력

 (c) 잡음첨가 테스트 출력 (d) 잡음첨가 테스트 출력(평균)

그림 6 모델 출력

Fig. 6 Model output

표    3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previous models

Model PIt PI E_PI NDEI 규칙수

Wang’s model [14]

0.004 7

0.013 23

0.01 31

Cascaded-correlation NN [15] 0.06

Backpropagation MLP [15] 0.02

6th-order polynomial [15] 0.04

ANFIS [16] 0.0016 0.0015 0.007 16

FNN model [17] 0.014 0.009

Adaptive TSK model [18] 0.0061 9

eR model [19] 0.004

NFI [20] 0.004

T2FCMFIS 0.0001 0.0002 0.001 15

4.2 가스터빈 발 소의 NOx 방출 공정

기상 질소산화물(NOx)은 주로 연소공정을 통해 배출되

며 산업공정, 발 소,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난방에 의해

서 발생하는데, 그  기에서 문제가 될 만큼 존재하는 것

들은 N2O, NO  NO2이고 이들 물질을 기오염 측면에서 

NOx(질소 산화물)로 일컫는다.

NOx의 감방법으로는 발생원으로부터 NOx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과 배출가스 의 NOx를 제거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Gas Turbine에 사용하는 입출력 변수 

에 입력으로 Tamb, COM, LPT, Pcd, Texh등의 주변 환

경변수를 조 하며 출력으로는 Parts per million-volume 

dry 단 의 NOx양으로 배출 메카니즘을 모델링하고, 최  

모델을 구축하여 시뮬 이터를 구성함으로써 NOx를 효과

으로 리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21].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평가하기 해 260개의 입

출력 데이터를 사용하 다. 처음 130개의 데이터는 학습 데

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130개의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 다. 한, 테스트 데이터에 신호  잡음비가 0dB인 

백색 가우시안 잡음을 첨가하여 잡음이 첨가된 테스트 데이

터로 나 어 모델을 평가하 다. 잡음이 첨가된 테스트 데

이터는 5번 반복 테스트하 다. 평가 지수로는 식 (22)의  

MSE를 이용하 다.

  


  



 
 
                 (22)

제안된 모델의 평가에 앞서 제안된 모델의 구조  라

미터의 최 화를 해 사용된 유 자 알고리즘  각 모델

들의 기 라미터들은 표 1과 같다.

실험은 표 1에서 상술된 라미터를 가지고 수행하 으며 

상술된 라미터들 에서 최  입력변수의 수는 5개로 설

정하 다. 최 의 모델을 설계하기 해 연속 동조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FCMFIS와 T2FCMFIS를 비교 분석하 다.

표 4는 최 화 방법에 따른 FCMFIS와 T2FCMFIS의 성

능 지수를 보여 다. 표 4를 살펴보면 일반화 능력을 다소 

낮으나 근사화 능력과 잡음 강인성에서 개선된 성능을 보여

다. 특히, 연속 동조 방법의 가변 세  기반 진화의 경우 

I(s.o.: 10/5/2, p.o.: 10/10/10)로 동정된 경우, 입력 변수는 

Tamb, COM, LPT, Pcd, Texh이고, 클러스터의 수(규칙 수)

가 3개이며, 후반부 구조가 변형된 2차식 추론인 경우 가장 

좋은 모델로 선호된다. 이때의 PI는 0.0080이고 E_PI는 

0.1813이며, E_PIn은 1361.1이다. 그림 7은 선택된 모델에 

한 최 화 탐색과정을 보여주며, 그림 8은 학습 데이터, 테

스트 데이터  잡음이 첨가된 테스트 데이터에 한 원 출

력과 모델출력을 보여 다. 

표    4  성능 지수

Table 4 Performance index

동정 입력변수 규칙수 추론 PI E_PI E_PIn

FCM

FIS

고정
경우I 1 2 3 4 5 5 3 0.0110 0.1022 1402.9±201.8

경우II 1 2 3 4 5 5 3 0.0091 0.1067 1467.6±194.7

가변
경우I 1 2 3 4 5 5 3 0.0115 0.1016 1379.2±197.9

경우II 1 2 3 4 5 5 3 0.0095 0.1063 1510.9±201.0

T2FCM

FIS

고정
경우I 1 2 3 4 5 3 3 0.0128 0.2377 1189.5±269.7

경우II 1 2 3 4 5 3 3 0.0141 0.2264 1233.1±286.2

가변
경우I 1 2 3 4 5 3 3 0.0080 0.1813 1361.1±317.0

경우II 1 2 3 4 5 3 3 0.0130 0.2205 1194.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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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학습/테스트 데이터        (b) 잡음 데이터

그림 7 최 화 과정

Fig. 7 Optimization process

        (a) 학습 출력             (b) 테스트 출력

 (c) 잡음첨가 테스트 출력 (d) 잡음첨가 테스트 출력(평균)

그림 8 모델 출력

Fig. 8 Model output

표 5는 기존의 모델과 제안한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보여

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근사화 능력과 일반화 능력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표    5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previous models

Model PI E_PI 규칙수

Regresson model 17.68 19.23

Hybrid FNNs[22] 3.725 5.291 30

Multi-FNN[23] 0.720 2.025 120

HFR-Based FNNs[24] 0.080 0.190 32

T2FCMFIS 0.0080 0.1813 3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CM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확장한 

Type-2 FCM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Type-2 FCM 기반의 

퍼지 추론 시스템을 설계하 다. 퍼지 규칙의 수는 클러스

터의 수에 의해 결정되고, 퍼지 규칙의 반부는 체 입력

공간을 Type-2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분산 형

태로 분할하여 형성하 다. 퍼지 규칙의 후반부는 Inteval 

집합을 이용하여 다항식으로 표 하 으며 최소자승법을 이

용하여 다항식 계수를 추정하 다. 한, 실수코딩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염색체 표 을 실수로 표 함으로써 

해 공간에 좀 더 근시키고 연속 동조 방법  세  기반 

진화 방법과 그에 상응하는 유  연산자를 이용하여 구조 

 라미터를 효율 으로 최 화 하 다.

제안된 모델은 두 가지의 공정 데이터에 해 FCMFIS와 

T2FCMFIS를 비교 평가하 다.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입

력 변수와 추론 방법은 동일하게 선택되었으며 규칙 수는 

T2FCMFIS가 게 선택되었다. 비선형이 강한 공정에 기존

의 모델들 보다 성능이 향상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잡음 강인성에서 좋은 성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은 수의 

규칙을 가지고 모델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차원의 주로부

터 벗어나 고차원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쉽게 근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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