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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 설계

The Design of Pattern Classification based on Fuzzy Combined            
Polynom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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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Beom Rho․Kyung-Won Jang․Tae-Chon Ahn)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zzy combined Polynomial Neural Network(PNN) for pattern classification. The 

fuzzy combined PNN comes from the generic TSK fuzzy model with several linear polynomial as the consequent part 

and is the expanded version of the fuzzy model. The proposed pattern classifier has the polynomial neural networks as 

the consequent part, instead of the general linear polynomial. PNNs are implemented by stacking the simple polynomials 

dynamically. To implement one layer of PNNs, the various types of simple polynomials are used so that PNNs have 

flexibility and versatility.  Although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implemented PNNs is high, the PNNs become a 

high order-multi input polynomial finally.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a polynomial neuron, The weight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The output of fuzzy rule system with PNNs as the consequent part is the linear combination of 

the output of several PNNs. To evaluate the classification ability of the proposed pattern classifier, we make some 

experiments with several machine learning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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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턴 분류기는 정보생성과정을 거쳐 엄청난 양의 데이터 

들이 발생하는 시 에 의료, 경제, 고장 진단과 같은 여러 

유용한 방면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패턴 분류 기법은 다양

한 근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크게 통계  기법과 뉴

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 규칙 기반 분류 기법으로 분류 

되어질 수 있다 [1]. 와 같은 근 방법들 에서 규칙 기

반 분류 기법은 인간의 언어  지식을 정량 으로 표  할 

수 있는 규칙으로 표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L. A. Zadeh에 의해 제안된 퍼지 논리는 복잡하고 비

선형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시스템의 분석 분야에서 좋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4]. 이와 같은 비선형성에 한 

처 능력을 가진 퍼지 집합을 기반으로 하는 퍼지 규칙 기반 

분류 기법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애매모호함을 표  할 수 

있다는 장 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들 에서 TSK 퍼지 모델은 

퍼지 규칙의 후반부가 선형 식으로 정의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TSK 퍼지 모델은 비선형 모델링 분야와 제어기 분야

에 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퍼지 규칙 기반 시

스템이다. 그러나 TSK 퍼지 모델의 후반부로 사용되는 선

형다항식은 해공간의 비선형성이 증가할 경우, 선형 다항식

만으로 퍼지 집합으로 정의된 부해(sub solution) 공간에서 

입출력 계를 모델링하는 모델로 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언 한 TSK 퍼지 모델의 후반부 다항

식이 선형식이라는 제한 인 특성을 극복하기 하여 다양

한 다항식들을 가진 다항식 퍼지 모델이 제안되었다[5].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퍼지 규칙이 정의된 부분 공간의 입

출력 특성을 최 한 모델링하기 해서 선형 식으로 표 이 

부족할 경우 일반 으로 입력 공간을 더 작은 부분 공간으

로 나 어 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체 입력 

공간을 표 하기 하여 퍼지 규칙의 수를 증가 시켜야 하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규칙의 수를 증가 시키지 않고 정의

된 퍼지 규칙의 부 공간의 특성을 표 하기 하여 퍼지 규

칙 기반 시스템의 후반부 구조를 다양화 한 퍼지 결합 다항

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패턴 분류기를 제안한다. 제안

된 퍼지 결합 다항식 기반 패턴 분류기는 TSK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의 확장된 형태로 제안된 퍼지 규칙 기반 시스

템의 후반부 구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하여 동  생성 

네트워크인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2, 10]을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의 후반부 구조로 사용한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4가지 형태의 구조를 가진 다항식을 기본 노드로 하여 계층

으로 쌓아 올려 만든 네트워크이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의 최종 식은 일반 인 복잡한 형태의 다항식과 유사하다. 

일반 인 다 입력 고차 다항식을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

의 후반부 구조로 사용할 경우 다항식의 라미터 수의 증

가로 인하여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수가 충분하지 못 할 경

우 추정된 라미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 비교  단순한 형태의 다항식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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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첩시킴으로서 비선형성이 강한 구조를 설계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A. G. 

Ivakhnenko가 제안한 Group Method of Data Handling 

(GMDH) [6]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확장된 네트워크 이다[2]. 

공간 분할된 각각의 부 공간에 정의된 다항식 뉴럴 네트

워크는 퍼지 규칙에 의해 결합되어진다. 그리하여, 제안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의 최종 

출력은 각 퍼지 규칙의 합도와 해당 다항식 뉴럴 네트워

크들의 곱의 합으로 정의된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계

수를 결정하기 하여 패턴 분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기법을 확장한 

Weighted LDA (WLDA)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패턴 분류기의 패턴 분류 성능을 비

교, 평가하기 하여 여러 개의 기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

여 기존의 패턴 분류기와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2. 퍼지 규칙의 후반부 구조 지역  학습

일반 인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

수는 체 입력 공간에서 추정된다. 그러나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을 이루는 퍼지 규칙들 사이의 상호 연 성을 배제 

할 수 있다면,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는 독립

으로 추정되어 질 수 있다. 퍼지 규칙이 할당된 공간의 지

역 인 입출력 계만을 독립 으로 고려하여 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학습을 통

해 얻어진 퍼지 규칙의 후반부 구조인 다항식은 그 지역에

서의 입출력 계를 잘 나타내어 퍼지 모델의 장 인 시스

템의 언어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의 일반 인 퍼지 규칙은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if    ∧ ⋯ ∧    

     ⋯    
      (1)

본 논문에서는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을 확장한 퍼지 결

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여 패턴 분류 문제에 

용한다. Regression 문제에서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

의 계수를 추정하기 하여 일반 으로 최소자승법을 사용

한다. 패턴 분류 문제의 경우, 일반 으로 LDA를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퍼지 규칙들의 후반부를 독립 으로 추정 가능

하도록 지역 학습을 이용한다. LDA의 지역 학습 형태는 

WLDA이다.

2.1 Linear Discriminat Analysis (LDA)

Fisher에 의해 제안된 LDA 기법에서는 주어진 학습 데이

터들이 (2)와 같은 선형식을 이용하여 원래 입력 공간의 차

원보다 아주 작은 차원을 가지는 특성공간으로 투 된다[7].

x                         (2)

여기서 ∈는 원래의 입력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특성공간으로 투 한 특성벡터이며, ∈ 는 변환 벡터이다. 

이 은 입력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LDA 기법은 (3)과 같이 정의된 목  함수를 최 화 시키

는 최 의 을 구하는 것이다.

 

 
                        (3)

여기서, 는 간분산(between-class scatter) 행렬을 의

미하며, (4)와 같이 구하며, 는 내분산(within-class 

scatter) 행렬을 나타내며, (5)를 이용하여 구한다.

  
             (4-1)

  


x∈
x                       (4-2)

여기서, 는 i번째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

미하며, 는 집합 에 속한 원소들의 개수를 의미한다. 

  x∈
xx             (5-1)

                          (5-2)

목 함수 (3)를 최 화 시키는 는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1)

 
                 (6-2)

에 언 한 형 인 LDA는 입력공간의 모든 역에 

분포하는 모든 데이터를 상으로 하여 (4)와 (5)를 이용하

여 간분산 행렬과 내분산 행렬을 계산하 다. 

2.2 Weighted Linear Discriminat Analysis (WLDA)

 WLDA는 제안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의 퍼지 규칙 후반부 구조인 다항식 뉴럴 네트

워크의 다항식 계수를 추정하기 하여 사용된다.

일반 인 LDA의 경우 모든 데이터의 하 치들이 동일한 

경우에 용가능하다. 그러나 퍼지 집합으로 입력공간이 분

할된 경우 분할된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패턴들의 하 은 

동일하지 않게 된다. 각 데이터들의 하  정보를 이용하여 

LDA기법을 용하기 하여 WLDA 기법을 용한다.

WLDA 기법도 일반 인 LDA와 동일한 형태의 목 함수

인 (7)을 사용한다. 목  함수 (7)은 l번째 퍼지 규칙에 련

된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기 하여 정의된다.

 

 



 

                     (7)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공간 분할된 부 공간에서 데이터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하 값(즉 퍼지 집합의 멤버십 함수

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하 값을 이용하여 퍼지 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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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두 개의 클래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각 클래스의 

평균 값 과 간분산 행렬은 (8)과 같이 정의 된다.


  

              (8-1)

 x∈
x

x∈
x⋅x

                   (8-2)

여기서, 는 k번째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

미하며, 는 l번째 퍼지 집합의 멤버십 함수를 의미한다. 

내분산 행렬은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x∈
x xx          (9-1)


                             (9-2)

l번째 클러스터(즉, l번째 퍼지 규칙)에서 목 함수 (7)를 

최 화 시키는 는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1)

  
                    (10-2)

3.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

제안된 퍼지 패턴 분류기는 독립 으로 학습되어지고 생

성된 다수의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들이 선형 결합된 형태의 

패턴 분류기이다. 독립 인 다수의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들

의 결합은 (11)과 같은 퍼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if                (11)

퍼지 규칙이 (11)과 같은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의 최종 

출력은 (12)와 같다.

 
  






 






⋅                 (12)

여기서, 는 입력 데이터 가 퍼지 집합 에 속하는 

소속정도를 의미한다.

3.1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제안된 퍼지 규칙 기반 패턴 분류기의 후반부 구조로 사

용되는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GMDH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하여 다변수 다차식 구조의 확장된 부분 표 식을 이용

하여 연속 인 층과 노드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이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기존의 신경망 알고리즘에 비해 

은 노드수와 유연한 응특성을 가지고 있다[5, 6].  다항

식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노드인 확장된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기 하여 지역 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인 WLDA를 사

용한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olynomial Neural Networks

그림 1에서 PN은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노드인 다

항식 뉴런 (Polynomial Neuron; PN)을 의미한다. 여러 개의 

노드들 에서 미리 정의된 성능 지수를 만족하는 노드들이 

선택되고 선택된 노드들은 다음단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게 되면, 복잡한 구조를 다항

식을 만들게 된다.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노드인 다

항식 뉴런으로 사용되는 다항식의 형태는 표 1에 보인다.

표 1 다항식 뉴런의 다양한 형태

Table 1 Different forms of the regression polynomials used 

as polynomial neuron

No. of 

variables

Type 

1 2 3

0  N/A N/A

1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시스템 입력변수의 결정 : 

출력변수 y에 계하는 n개의 시스템 입력변수를 결정

한다. 이 시스템 입력변수를    ⋯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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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데이터 분할 : 

l개의 입출력 데이터         ⋯     , 

   ⋯  을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할한다.

Step 3. PN의 입력 변수 수 결정 :

PNN의 각 층에서 PN의 입력으로 선택될 수 있는 입력 

변수의 수를 결정한다.

Step 4. PN의 입력 변수와 다항식 차수 결정 :

입력 변수의 수와 다항식의 차수의 종류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이용하여 재 층의 PN의 구조 (입력 

변수,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한다. 재 층에서 생성되어질 

수 있는 복되지 않는 입력변수와 다항식 차수를 가진 PN

의 경우의 수는 식 (1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


⋅                (13)

여기서, S는 복되지 않는 PN의 경우 수, p는 재 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층의 출력변수 수( 재 층이 1층이면 

p는 시스템 입력변수의 수), q는 step 3에서 결정된 PN의 

최  입력 가능한 변수의 수, T는 다항식의 종류의 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T=4).

Step 5. LDA을 이용한 다항식 계수 추정 :

Step 4 에서 결정된 각 노드의 입력변수와 다항식의 차수

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식 (3)을 최 화 

시키는 계수 을 식 (6-2)을 통해 구한다.

Step 6. 모델 테스트  노드의 선택 :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뉴럴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분

류 성능을 평가하고,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각 PN

의 각 클래스의 성능지수인 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즉, 다

음 단의 입력으로 사용될 노드들은 (14) 최 화 시키는 노

드들로 선택된다.

 


∈
  


 
∈
  



 

     (14)

Step 7. PNN의 종료 정 :

재 i 층에서 얻어진 성능지수들 에서 최 의 
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  

                  (15)

단,   
 는 이  층인 (i-1)층에서의 최   이다.

Step 8. 다음 층의 새로운 입력변수 설정:

재 층인 i층에서 보존된 노드의 출력들(    ⋯   )은 

다음 층인  층의 새로운 입력들(
  

  ⋯  
 )로 

식 (16)을 통해 구성된다. 원래 시스템 입력변수들이 추가되

어 새로운 층의 입력변수로 정의 된 후,  로 변경하고 

step 4로 간다.

   
      

    ⋯    
          (16)

여기서,   
  

3.2 퍼지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

규칙 기반 패턴 분류기의 일종인 퍼지 규칙 기반 패턴 분

류기의 성능을 향상 기키기 하여 퍼지 규칙의 후반부 구

조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를 용한 퍼지 규칙 기반 패턴 

분류기를 제안한다. 제안된 퍼지 규칙 기반 패턴 분류기의 

반부 구조는 입력의 다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Radial Basis Function을 기반으로 한 퍼지 클러스터링 기

법인 Fuzzy C-Means(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3.2.1 퍼지 규칙 반부: 퍼지 클러스터링

FCM 클러스터링은 n개의 벡터     집합을 개

의 클러스터로 분할하고, 목 함수가 최소가 일 때 생성된 

각 클러스터에서 심 값을 찾는다. FCM 클러스터링의 목

함수는 식(17)와 같다.

 
  




 




 ∥∥             (17)

목 함수를 최소화하는 와 는 식(6), (7)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8)

 






 



 



 


                      (19)

3.2.2 퍼지 규칙 후반부: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제안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

기의 퍼지 규칙 후반부는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이다. 앞 

장에서 설명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설계 방법은 단독 네

트워크에 한 설계 방법이기 때문에 다수개의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결합하기 해서는 다항식 뉴럴 네트

워크의 설계 방법이 수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앞장에서 설명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체 입력공간을 모두 고려한 설계 방법인 반면, 제안된 퍼

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의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퍼지 집합이 정의한 임의의 부 공간에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다음은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

기의 설계 방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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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시스템 입력변수의 결정 :

출력변수 y에 계하는 n개의 시스템 입력변수를 결정

한다. 이 시스템 입력변수를     ⋯   이라 한다.

Step 2. 데이터 분할 :

l개의 입출력 데이터         ⋯     , 

   ⋯  을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할한다.

Step 3. 퍼지 규칙의 수 결정 :

체 입력 공간을 분할하는 퍼지 규칙의 수 (c)를 결정한다.

Step 4. 각 규칙의 후반부 구조인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를 설계 한다.

Step 4.1. 퍼지 규칙의 퍼지 집합의 심 값  합도 계산 :

퍼지 클러스터링 방법인 (18)과 (19)를 이용하여 퍼지 집

합의 심 값과 합 도를 구한다.

Step 4.2. PN의 입력 변수 수 결정 :

PNN의 각 층에서 PN의 입력으로 선택될 수 있는 입력 

변수의 수를 결정한다.

Step 4.3. 각 PN의 입력 변수와 다항식 차수 결정 :

입력 변수의 수와 다항식의 차수의 종류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이용하여 재 층의 PN의 구조 (입력 

변수,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한다. 재 층에서 생성되어질 

수 있는 복되지 않는 입력변수와 다항식 차수를 가진 PN

의 경우의 수는 식 (1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Step 4.4. LDA을 이용한 다항식 계수 추정 :

Step 4.3 에서 결정된 각 노드의 입력변수와 다항식의 차

수를 이용하여 모든 노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식 (7)을 최

화 시키는 계수 
을 식 (10-2)을 통해 구한다.

Step 4.5. 모델 테스트  노드의 선택: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여 뉴럴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분

류 성능을 평가하고,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각 PN

의 각 클래스의 성능지수인 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즉, 다

음 단의 입력으로 사용될 노드들은 (20) 최 화 시키는 노

드들로 선택된다.

 

x∈


x   x∈
x 



 




     (20)

Step 4.6. PNN의 종료 정:

재 i 층에서 얻어진 성능지수들 에서 최 의 
이 

(15)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설계를 종

료한다.

Step 4.7. 다음 층의 새로운 입력변수 설정 :

재 층인 i층에서 보존된 노드의 출력들(
  

  ⋯  
 )

은 다음 층인  층의 새로운 입력들(
  

  ⋯  
 )

로 식 (21)을 통해 구성된다. 원래 시스템 입력변수들이 추

가되어 새로운 층의 입력변수로 정의 된 후,  로 변경

하고 Step 4.3 으로 간다.

  
  

    
  

  ⋯    
  

         (21)

여기서,  
xi   .

Step 5.  step 4가 종료되었으면,   로 변경하고 다음 퍼

지 규칙의 후반부 구조를 결정하기 하여 Step 4로 이동한다.

Step 6.  모든 퍼지 규칙에 하여 후반부 구조 결정이 종

료 되었으면 퍼지 결합 다항식 기반 패턴 분류기의 최종 출

력을 (22)와 같이 구한다.

x   x  x≥                  (22)

여기서, x 





x

 



 x⋅x

그림 2는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

낸다.

그림 2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fuzzy combined polynomial neural 

networks

4. 시뮬 이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

반으로 한 패턴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여러 개

의 기계 학습 데이터들 사용하 다. 기계 학습 데이터 집합

은 표 인 기  데이터 집합인 UCI 기계학습 데이터 

장소로부터 얻은 5가지의 데이터 집합들이다.

기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제안된 패턴 분류기의 성능

과 특성을 기존 논문에서 이미 제안된 패턴 분류기의 성능

과 비교, 평가 한다. 연구되어진 기존 패턴 분류기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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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안된 패턴 분류기와 기존 패턴 분류기 성능 비

교(5-Fold Cross Validation)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misclassification 

rates for proposed and conventional pattern 

classifiers (5-Fold Cross Validation)

Dataset
Proposed 

Classifier

LVQ1 

[9]

LVQ2 

[9]

LVQ3 

[9]

SVM1 

[9]

SVM2 

[9]

SVM3 

[9]

Australian 15.51 33.3 34.0 31.1 35.0 36.1 44.5

Diabetes 24.87 26.4 25.8 26.0 24.3 24.1 34.9

German 27.3 30.1 28.5 28.7 30.0 29.2 30.0

Heart 30.25 36.0 34.0 34.0 39.2 34.5 44.5

Liver 32.17 32.5 32.7 33.6 31.9 42.0 40.8

표 5 제안된 패턴 분류기와 기존 패턴 분류기 성능 비

교 (10 Fold Cross Validation)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misclassification 

rates for proposed and conventional pattern 

classifiers (10 Fold Cross Validation)

 Australian Liver German Diabetes Sonar Heart

1NN 18.43 37.78 28.12 29.38 13.83 N/A

kNN

(k=3)
15.04 37.52 27.79 26.14 16.24 N/A

J48 14.43 34.16 28.75 25.51 26.39 N/A

PART 15.55 34.75 29.46 26.55 22.6 N/A

Bayes

networks
22.14 45.11 24.84 24.25 32.29 N/A

SMO 15.12 42.02 24.91 23.2 23.4 N/A

RBFNN 20.45 34.94 26.42 25.96 27.38 N/A

LVQ3[9] 31.1 33.6 28.7 26.0 N/A 34.0

SVM[9] 35.0 31.9 30.0 24.3 N/A 39.2

Proposed

Classifier
14.82 31.10 25.6 23.57 30.79 17.78

기 하여, 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 어 실험 한다.

데이터를 나 는 방법은 5 Fold Cross Validation 과 10 

Fold Cross Validation 이며, 이는 참조할 논문들의 실험 조

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된 패턴 분류기와 기존의 패턴 

분류기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 이다.

표 2는 제안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

턴 분류기의 설계를 해 미리 설정되어져야 하는 라미터

들을 보인다.

표 2 제안된 패턴 분류기의 라미터

Table 2 Selected numeric values of the parameters of the 

proposed pattern classifier

Parameter Value

Number of fuzzy rules (C) 2, 3, 5, 7

Number of input variables for each node 2, 3

Number of layers (L) 3, 5

Types of polynomials (T) 0, 1, 2, 3

제안된 패턴 분류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한 기계학습데

이터에 한 개략 인 정보는 표 3에 열거 하 다.

표 3 실험에 사용된 기계학습 데이터

Table 3 Machine Learning dataset used in the experiments

Dataset
Number of 

features

Number of 

Data

Number of 

Classes

Australian 42 690 2

Diabetes 8 768 2

German 24 1000 2

Liver 6 347 2

Sonar 60 208 2

Heart 13 270 2

표 4는 5-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분할한 후 제안된 패턴 분류기와 다른 분류기와 데이터 

패턴 분류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패턴 분류 성능은 오분류

율로 비교하 다.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된 패턴 분

류기의 성능은 기존 LVQ 분류기 와 SVM에 비해 체 으

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Australian 데이

터 경우에 특히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표 5는 10 Fold Cross Validation에 의한 데이터 분할 후 

실험 결과를 분석, 비교한 결과이다.

표 4, 5에서 비교된 기존 패턴 분류기는 WEKA라는 패키

지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다양한 종류의 패턴 분류

기와 패턴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부분의 데이터에 

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 규칙 기반 패턴 분류기의 일종인 퍼

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 기반 패턴 분류기를 제안하

다. 제안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기존 퍼지 

규칙 기반 시스템인 퍼지 모델의 후반부 구조를 기존의 일

차 선형 다항식이 아닌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를 채택한 구

조이다. 

유연한 구조 선택 능력과 단순한 구조를 단계 으로 첩 

시키는 구조인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는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다항식의 계수 추정 부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다. 한 입력 공간 분할을 해서는 다차원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 다. 제안

된 퍼지 결합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의 패턴 분류 성능은 시

뮬 이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패턴 분류 알고리

즘들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퍼지 규칙의 반부인 퍼지 집합에 의해 정의된 지역에

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패턴 분류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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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의 Discriminant 함수를 구 함으로써 우수한 패

턴 분류 성능을 얻는다. 입력 공간을 퍼지 분할하는 퍼지 

집합과 분할된 퍼지 공간에 할당된 다항식 뉴럴 네트워크들

을 최 화시킴으로써 좀 더 개선된 패턴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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