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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학습 방법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Learning Methods of Fuzzy Clustering-based Neural Network 

Pattern 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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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novel learning methodology of fuzzy clustering-based neural network pattern classifier. 

Fuzzy clustering-based neural network pattern classifier depicts the patterns of given classes using fuzzy rules and categorizes the

patterns on unseen data through fuzzy rules. Least squares estimator(LSE) or 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WLSE) is typically 

used in order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polynomial function, but this study proposes a novel coefficient estimate method 

which includes advantages of the existing methods. The premise part of fuzzy rule depicts input space as “If” clause of fuzzy rule

through fuzzy c-means(FCM) clustering, while the consequent part of fuzzy rule denotes output space through polynomial function

such as linear, quadratic and their coefficients are estimated by the proposed local least squares estimator(LLSE)-based learning.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attern classifier, the variety of machine learning data sets are exploited in 

experiments an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it provides that the proposed LLSE-based learning method is 

preferable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learning methods conventionally used in previous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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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패턴인식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계학습 방법 중 대표적인 

서포트 백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및 인공 신경

회로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이용한 패턴 분류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깊은 신경회로망(deep neural 

network; DNN) 및 컨볼루션 신경회로망(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1-2]. 한편 퍼지 이론을 

결합한 패턴 분류기도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클러스터링 및 

진화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개발

되었으며 구조 및 성능 측면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Oh와 Pedrycz 교수에 의해 퍼지 추론 시스템의 전반부 구조 

설계 및 파라미터 동조를 위해 클러스터링 학습방법을 적용하

였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멤버쉽 함수의 중심점을 결정하고 진

화 최적화 연산으로 멤버쉽 함수의 중심점을 최적화시켜 구조 

및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후에 방사형 기저 함수(radial basis 

function; RBF) 신경회로망[3-4]에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은

닉층 활성함수로 사용되는 가우시안 함수의 중심점 및 분포상수

를 k-평균 군집[11] 또는 Fuzzy C-means(FCM) 클러스터링

[12-13]을 직간접적으로 활성함수의 파라미터 학습에 활용하였

다. 일반적인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은 방사형 기저함수 신

경회로망에 클러스터링 방법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클러

스터링은 은닉층 활성함수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k-평균 군집 클러스터링의 경우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활성함수

의 중심점으로 사용하였으며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입력변수사

이의 표준편차를 활성함수의 분포상수로 사용하였다. FCM 클러

스터링은 중심점 및 분포상수를 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은닉층 

자체를 클러스터링으로 대체한다. 은닉층의 활성함수를 정의하고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과 입력변수간의 멤버쉽(소속) 값을 그대로 은

닉층 출력으로 사용한다. 멤버쉽(소속) 값이 0 또는 1로 표현되는 

k-평균 클러스터링은 적용이 쉽지 않은 반면 0과 1사이의 퍼지 

수로 멤버쉽(소속) 값을 표현하는 FCM 클러스터링을 주로 사용

한다. 

퍼지추론 시스템의 후반부 다항식 및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

회로망의 연결가중치는 상수항, 1차선형식, 2차식 등 입력을 포함

한 다양한 형태의 다항식으로 구성된다. 다항식의 계수 추정은 

일반적으로 표준 최소자승법을 사용한다. 

표준 최소자승법은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보다 클 때 근사식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형회귀에서 많이 사용되며 지능형 모

델에서도 연결가중치 및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를 동시에 추정

할 수 있는 전역 학습 방법으로 성능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하지

만 데이터의 노이즈가 심하거나 구성하고자 하는 모델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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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분류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fuzzy clustering-based neural network 

pattern classifier

복잡해질수록 성능저하 및 과적합이 발생한다. 또한 퍼지 규칙 

모델의 경우 여러 개의 다항식 계수를 한꺼번에 추정하면 각 퍼

지 규칙에 대한 특성 분석 및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 최소자승법이 제안되었다. 가중 

최소자승법은 다항식별로 독립적인 계수 추정을 할 수 있으며 표

준 최소자승법보다 과적합 발생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데이터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표준 최

소자승법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16-17]. 

본 논문에서는 지역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퍼지 클러스터링기

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를 제안하며 기존 방법들과 비교를 통

해 제안된 학습 방법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한다. 제안된 패턴 분

류기는 신경 회로망의 구조로 표현되는 동시에 퍼지 규칙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지역 최소자승법의 성능은 표준 최소자승법에 

유사하지만 과적합 문제에 강인한 특성을 보이면 가중 최소자승

법과 같은 독립적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퍼지 클러스터링

기반 패턴 분류기에서 퍼지 규칙의 전반부 적합도는 fuzzy 

c-means(FCM) 클러스터링의 소속 값으로 정의하며 후반부 다항

식 계수 추정은 지역 최소자승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장에서는 퍼지 클러

스터링기반 패턴 분류기의 구조 및 전반부와 후반부에 사용된 

FCM 클러스터링 및 최소자승법, 가중 최소자승법, 그리고 제안

된 지역 최소자승법의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제안된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패턴 분류기의 설계 과정 및 실험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며 3장에서 각 학습 방법에 따른 패턴 분

류율 및 정확성을 비교 분석하며 4장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구조 및 

학습 방법

본 장에서는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전반적인 구조 및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후반

부 파라미터 계수 추정에 사용된 기존 학습방법 및 새롭게 제안

하는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1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구조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는 기존 방사형 

기저 함수(radial basis function; RBF) 신경회로망과 같이 입력

층 은닉층 출력층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방사형 기저 함

수와 구조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은닉층에 있다. 퍼지 클러스터

링기반 신경회로망은 FCM 클러스터링의 중심점 및 소속 값(멤버

쉽 값)이 은닉층을 구성한다. 따라서 입력층과 은닉층사이의 연결

가중치는 FCM 클러스터링의 중심값과 동일하며 은닉층의 출력

은 FCM 클러스터링의 소속 값이 된다. 추가적으로 은닉층과 출

력층사이의 연결가중치는 상수항 또는 다항식으로 구성된다. 퍼

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은 퍼지 규칙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식 (1)과 같이 입력층부터 은닉층까지를 

퍼지 규칙의 전반부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은닉층과 출력층사이의 

연결가중치는 퍼지 규칙의 후반부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층은 퍼지 규칙의 추론부로 각 퍼지 규칙의 무게 중심법을 이용

하여 최종 출력을 구하고 각 부류(class)의 출력 값을 비교하여 

분류기의 최종 부류를 선택한다. 퍼지 규칙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IF 절은 FCM 클러스터링을 통해 형성되며 후반부의 THEN 절은 

상수항이외에 1차선형식 또는 2차식 및 변형된 2차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Ri
j : IF x is ui with vi THEN fi

j(x)          (1)

 






∥ ∥
∥ ∥ 

  


                    (2)

   
 ⋯   

  
  




                      (3)

여기서, Ri
j는(i=1, ..., c; j=1, ..., cs)는 퍼지 규칙을 나타내며 ui

와 v i는 FCM 클러스터링의 소속 값 및 중심 값을 각각 의미한

다. 후반부 다항식 fi
j(x)는 1차선형식을 사용하였으며 aji

p(p=0, ..., 

n)는 파라미터 계수를 의미한다.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 추정은 일반적으로 최소자승법

(least squares estimator; LSE)을 사용하여 제곱오차합(sum of 

squares error)이 최소가 되도록 학습한다. 또한 최소자승법으로 

파라미터 학습 시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할 경우 가중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 WLSE)을 통해 파라미

터 계수를 추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최소자승법을 

제안하며 기존 방법과 다른 변형된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사

용하여 계수를 추정한다.

 퍼지 규칙이 정의되면 각 퍼지 규칙을 통해 분류기의 최종 출

력을 구한다. 이 때 분류기의 출력은 데이터의 부류 수만큼 생성

되고 각 부류에 해당하는 분류기 출력 중 가장 큰 값을 갖는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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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기의 최종 출력이 된다. 




 






  






                        (4)

 
  ≠               (5)

여기서, c는 클러스터의 수를 의미하고 cs는 클래스의 수를 나

타낸다.

2.2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학습 방법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패턴 분류기는 전반부 퍼지 규칙 생성

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퍼지이론을 

이용한 적합도 생성을 위해 FCM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였다. 또

한 후반부의 1차 선형식의 파라미터 계수는 새롭게 제안된 지

역 최소자승법(local least squares estimator; LLSE)을 통해 추

정된다. 지역 최소자승법은 각 퍼지 규칙의 파라미터 계수를 독

립적으로 구하여 각 퍼지 규칙을 부분 출력과의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2.2.1. Fuzzy C-Means 클러스터링

퍼지 클러스터링은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 불리며 이는 하드 

클러스터링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

러스터링의 큰 차이점은 데이터와 클러스터간의 소속개념에 있다. 

하드 클러스터링의 경우, 각 데이터가 정확하게 하나의 클러스터

에 속하며 이 때 가중치는 1이 되며 나머지 속하지 않은 클러스

터에 대한 가중치는 0이 된다.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경우, 각 데이

터는 특정한 클러스터에만 속하지 않고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클러스터에 얼마만큼 소속되어 있는지를 가중

치로서 표현하고 이 때 가중치의 총 합은 1이 된다.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퍼지 클러스터링 방법 중 하나로 

1981년 Bezdek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FCM 클러스터링의 목적

함수는 식 (6)과 같다. 

   
  




 




∥ ∥         (6)           

여기서, c는 클러스터의 수를 의미하고 N은 데이터(패턴)의 수를 

나타낸다.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중심점 vi와 소속 값 uik는 반복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으며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클러스터의 개수 c(2 c N)을 정하고 퍼지화 계수 

m(1<m< )을 선택한다. 초기 소속행렬 U(r)을 초기화 하고 반복 

횟수를 r(r=0, 1, ...)로 표시한다.

   ∈ 
  



  ∀ 
 



 ∀       (7)

[단계 2] 식 (8)~(9)를 이용하여 FCM 클러스터 중심점 

vi
(r)={vi1

(r), ..., vin
(r)} 및 소속 값 uik를 계산한다.


  



 







 




 

                  (8)

여기서, uik는 0과 1 사이의 소속을 나타내는 정도의 값으로 i번
째 클러스터에 속해져 있는 xk의 k번째 데이터의 소속정도를 나타

낸다. vi는 i번째 클러스터 중심 벡터이다. 

[단계 3] 다음과 같이 새로운 소속행렬 U (r+1)을 계산한다.

 







 

  


  ∥ ∥    (9)  

여기서 은 입력변수와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단계 4] 다음 식 (10)을 계산해서 만일 ⊿Ɛ이면 r=r+1로 

정하고 [단계 2]로 가서 다시 알고리즘을 반복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Ɛ이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여기서, Ɛ는 임계값이다.

         max             (10)

2.2.2. 지역 최소 자승법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 최소

자승법(least squares estimator; LSE)을 사용한다. 최소 자승법

은 오차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식 (11) 같다. 


 




 



 
  




 

                   (11)

여기서, tjk(j=1, ..., cs; k=1, ..., N)는 부류 출력을 의미하며 uik는 

퍼지 규칙의 전반부 적합도 및 fij(xk)는 후반부 다항식을 각각 나

타낸다. 기존 최소자승법은 모든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 계

수를 동시에 추정한다. 따라서 각 퍼지 규칙의 출력보다는 전체 

퍼지 규칙의 선형결합을 통한 모델 출력과 실제 출력 오차를 최

소화한다. 후반부 다항식 계수 aj
ip(p=0, ..., n)를 추정하기 위한 

행렬식은 식 (1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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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행렬에서 입력변수와 전반부 적합도의 곱이 행렬 원

소가 되며 열의 길이는 (n+1)⨉c가 되며 행의 길이는 데이터의 

수 N이 된다. Tj 는 데이터의 실제 출력을 1과 또는 -1로 변환한 

행렬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3) 

가중 최소 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estimator; WLSE)

은 표준 최소자승법에 가중치 w를 곱한 형태이다. 선형 회귀에서

는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값을 ≤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갖는다. 하지만 퍼지 모델에서는 가중치의 값을 퍼지 적합도로 

대체하며 식 (14)과 같이 정의한다. 


 




  




  



  
 

          (14)

여기서, uik가 가중치 w의 역할을 하며 표준 최소자승법과 다

르게 각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과 부류 출력의 오차가 제곱

이 최소가 되도록 파라미터 계수를 추정한다. 또한 전체 퍼지 규

칙이 아닌 각 퍼지 규칙의 다항식 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퍼지 

규칙 수만큼의 가중 최소자승법을 수행하여야 모델의 총 파라미

터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미분을 통해 i번째 퍼지 규칙에 대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추정을 위한 행렬식은 식 (14)와 같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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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는 추정하고자 하는 i번째 퍼지 규칙의 다항식의 계

수를 의미하며 Tj는 데이터의 실제 출력을 1과 또는 –1로 변환

된 행렬, Ui는 i번째 입력공간에 대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값을 

의미한다. 행렬 X는 표준 최소자승법과 다르게 입력변수로 구성

된다.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local least squares estimator; 

LLSE)은 최소자승법과 가중 최소자승법의 특징을 결합하여 퍼지 

규칙의 파라미터 학습에 더욱 유용한 형태로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N은 데이터 수를 의미하며 c는 클러스터의 수를 의미

하고 cs는 클래스의 수를 나타낸다.  

 
  




 

  



                  (17)

표준 최소자승법은 전체 퍼지 규칙에 대한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를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각 퍼지 규칙의 역할에 

대한 해석력이 떨어진다. 또한 가중 최소자승법의 경우 식 (14)와 

같이 실제 출력과 후반부 다항식만을 고려하여 오차를 최소화하

기 때문에 각 퍼지 규칙의 후반부 파라미터 계수를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각 퍼지 규칙의 해석력보다는 후반부 THEN

절을 해석하는데 집중된다.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은 각 퍼지 

규칙의 출력이 실제 출력에 전반부 적합도를 고려한 부분 출력을 

기준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식 (7)과 같이 FCM의 특성상 전반부

의 적합도의 합은 항상 1을 만족함으로 실제 출력에 전반부 적

합도를 곱한 부분 출력들의 합은 항상 실제 출력과 같다. 결과적

으로 각 퍼지 규칙은 실제 출력의 부분 출력과 오차를 최소화하

여 각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 계수를 독립적으로 추정하였으

며 각 퍼지 규칙의 해석력을 향상시켰다.

미분을 통해  i번째 퍼지 규칙에 대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추정을 위한 행렬식은 식 (18)과 같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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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i는 추정하고자 하는 i번째 퍼지 규칙의 다항식의 계

수를 의미하며 Tj는 1과 –1로 변환된 출력데이터, Ui는 i번째 입

력공간에 대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값을 의미한다. 행렬 X 는 

표준 최소자승법과 동일한 행렬로 구성된다.

2.3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설계 과정

본 연구에서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분류기는 후

반부 다항식 계수 추정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조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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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3장 실험결과에서 학습방법의 차이에 따른 패턴 분류율 

및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설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로 분할

한다.

패턴 분류기를 설계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로 나눈다. 학습 데이터는 분류기의 전반적인 구조 

및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며 실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

로 완성된 분류기의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5-폴드 교차 검증(5-fold cross validation; 5-fcv)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구성하여 성능을 평가하

였다.

그림 2 5-폴드 교차 검증을 통한 학습 및 실험 데이터 

Fig. 2 Training and Testing data sets using 5-fold cross 

validation

[단계 2] FCM 클러스터링을 통해 연결가중치를 학습하고 은

닉층의 출력 값을 결정한다.

(2-1) FCM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수를 설정

FCM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수는 은닉층 노드의 수와 동일하

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수는 데이터 특성 및 모델의 복잡도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본 실험에서는 데이터의 종류와 관

계없이 2 5개 사이의 클러스터 수를 설정하였으며 퍼지화 계수

는 m=2로 설정하였다. 

(2-2)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연결가중치 vpi를 초기화 및 학습

식 (19)과 같이 vpi를 초기화한다. FCM 클러스터링의 단계 2

5 학습과정을 반복하여 얻어진 vip가 최종 연결가중치가 되며 

그 때의 소속행렬 U의 원소들이 소속 값(멤버쉽 값) 또는 은닉층

의 최종 출력 값이 된다. 

   ×           (19)

[단계 3] 은닉층과 출력층사이의 연결가중치를 학습한다.

(3-1) 연결가중치 또는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를 결정

후반부 다항식의 형태는 상수항, 1차선형, 2차식, 변형된 2차식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선형식을 사용하였다. 상수항의 경

우 정확성 및 패턴 분류율이 나머지 다항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

며 2차식 및 변형된 2차식의 경우 앞선 상수항 및 1차선형식보다 

과적합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

(3-2)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 추정

본 실험에서는 총 세 개의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파

라미터 계수를 추정한다. 첫 번째 분류기(Classifier 1)는 표준 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였으며 두 번째 분류기(Classifier 2)는 가중 최

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류기(Classifier 3)

는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다. 각기 다른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패턴 분류율 및 평균제곱오차를 구하고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의 장점을 확인하였다. 

[단계 4] 분류기 출력과 실제 부류를 비교하여 패턴 분류율 및 

평균제곱오차 값을 계산한다. 

[단계 2] [단계 3]을 통해 분류기 설계가 완성되면 분류기의 

성능평가를 위해 식 (20) (21)을 통해 패턴 분류기의 패턴 분류

율 및 평균 제곱 오차를 평가한다. 식 (20)은 실제 부류와 분류

기에서 예측한 부류의 성공률 나타내며 식 (21)은 모델링 분야에

서 많이 사용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이용하여 각 부류의 출력 값과 실제 부류의 출력 값의 차이를 비

교한다.

 


 



 
      


 

       (20)

 





 




 



 

                   (21)

여기서, N은 데이터 수를 의미하며 cs는 클래스의 수를 나타

낸다.

표    1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 종류

Table 1 Types of data sets used for experiment

Data No. of inputs No. of classes No. of data 

Balance 4 3 625

banknote 4 2 1372

BTSC 4 2 748

German 24 2 1000

Glass 9 6 214

Heart 13 2 270

Iris 4 3 150

Leaf 14 30 340

Liver 6 2 345

Pima 8 2 768

Seeds 7 3 210

Vehicle 18 4 846

WDBC 30 2 569

Wine 13 3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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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 방법 종류별 패턴 분류율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attern classification rate according 

to the types of learning methods

(a) 표준 최소 자승법(Classifier 1)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90.00 0.41 89.78 2.12

banknote 99.38 0.18 99.27 0.57

BTSC 79.45 0.66 78.47 3.63

German 82.15 0.62 76.20 2.77

Glass 78.27 1.27 63.08 10.47

Heart 86.94 0.89 81.11 5.30

Iris 98.00 1.12 98.00 1.83

Leaf 88.82 1.18 76.12 4.47

Liver 74.20 0.60 72.46 2.51

Pima 78.22 0.74 76.17 2.51

Seeds 98.45 0.53 93.81 7.26

Vehicle 89.13 1.48 82.39 2.89

WDBC 96.71 0.3 96.3 1.18

Wine 99.86 0.31 97.78 2.32

(b) 가중 최소 자승법(Classifier 2)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88.48 1.02 86.25 2.76

banknote 98.10 0.18 98.10 0.70

BTSC 77.64 0.36 78.34 2.81

German 80.93 0.98 77.20 1.60

Glass 72.08 1.64 61.23 9.02

Heart 86.67 1.06 83.70 2.75

Iris 97.00 1.12 97.33 4.35

Leaf 82.49 1.45 75.00 4.27

Liver 74.42 1.10 71.30 1.21

Pima 78.32 0.54 76.69 2.23

Seeds 97.38 1.00 96.19 4.94

Vehicle 85.87 0.71 81.68 3.01

WDBC 97.67 0.19 96.84 0.47

Wine 100.00 0.00 98.33 1.52

(c) 지역 최소 자승법(Classifier 3)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88.64 1.15 86.73 3.31
banknote 99.27 0.11 99.27 0.45

BTSC 79.21 0.64 78.47 3.17
German 82.20 0.79 76.60 2.07

Glass 72.78 2.50 63.09 7.74
Heart 87.13 1.80 83.33 2.93
Iris 98.17 0.70 98.67 2.98
Leaf 83.74 1.15 75.42 2.37
Liver 75.58 1.80 73.33 4.30
Pima 78.91 0.73 76.82 3.28
Seeds 97.26 1.23 95.71 5.93

Vehicle 86.79 0.59 82.63 2.27
WDBC 97.80 0.16 96.67 0.69
Wine 100.00 0.00 98.33 1.52

표    3 학습 방법 종류별 평균 제곱 오차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mean squared error rate according to 

the types of learning methods

(a) 표준 최소 자승법(Classifier 1)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0.3039 0.0158 0.3359 0.0330

banknote 0.0723 0.0033 0.0753 0.0153

BTSC 0.5949 0.0081 0.6815 0.0467

German 0.5389 0.0110 0.7284 0.0408

Glass 0.2358 0.0100 0.4214 0.0821

Heart 0.4034 0.0150 0.5542 0.0788

Iris 0.0781 0.0097 0.0992 0.0430

Leaf 0.0538 0.0028 0.0843 0.0136

Liver 0.7166 0.0150 0.7868 0.0333

Pima 0.6162 0.0105 0.6559 0.0482

Seeds 0.0688 0.0149 0.1623 0.1485

Vehicle 0.2259 0.0064 0.3170 0.0286

WDBC 0.1283 0.0048 0.1747 0.0264

Wine 0.0703 0.0099 0.1557 0.0518

(b) 가중 최소 자승법(Classifier 2)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0.3400 0.0102 0.3538 0.0422

banknote 0.0975 0.0049 0.0995 0.0228

BTSC 0.6123 0.0085 0.6727 0.0553

German 0.5838 0.0068 0.6632 0.0318

Glass 0.2812 0.0104 0.4024 0.1092

Heart 0.4101 0.0164 0.5184 0.0804

Iris 0.1342 0.0093 0.1464 0.0405

Leaf 0.0750 0.0014 0.0833 0.0035

Liver 0.7574 0.0082 0.8188 0.0222

Pima 0.6212 0.0097 0.6476 0.0423

Seeds 0.1441 0.0168 0.1724 0.0792

Vehicle 0.2649 0.0044 0.3053 0.0208

WDBC 0.1245 0.0034 0.1813 0.0350

Wine 0.0862 0.0091 0.1545 0.0430

(c) 지역 최소 자승법(Classifier 3)

Data 
Training Testing

Mean STD Mean STD

Balance 0.3381 0.0109 0.3528 0.0418

banknote 0.0849 0.0044 0.0870 0.0204

BTSC 0.5980 0.0080 0.6734 0.0505

German 0.5465 0.0094 0.7058 0.0721

Glass 0.2760 0.0139 0.3850 0.1100

Heart 0.4051 0.0182 0.5273 0.0945

Iris 0.0959 0.0105 0.1044 0.0452

Leaf 0.0698 0.0022 0.0800 0.0036

Liver 0.7145 0.0142 0.8020 0.0557

Pima 0.6066 0.0115 0.6696 0.0555

Seeds 0.1330 0.0168 0.1629 0.0833

Vehicle 0.2543 0.0039 0.2991 0.0212

WDBC 0.1110 0.0035 0.1844 0.0300

Wine 0.0766 0.0099 0.1379 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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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역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퍼지 규칙별 출력 비교

그림 3 Iris 데이터의 학습방법에 따른 퍼지 규칙의 출력 비교

Fig. 3 Comparison of the outputs of each fuzzy according 

to the types of learning methods for Iris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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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의 성능평가 및 기존 

학습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패턴 인식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머신 러닝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표 1에 정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14개로 입력변수는 4~30개, 클래스의 수는 

2~30개로 구성되며 데이터의 수는 최소 150개부터 최대 1372개

로 구성된다. 5-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 학습 및 실험 데이터의 

패턴 분류율 및 평균 제곱 오차 값을 평균 및 표준 편차로 정리

하였다. 

FCM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수는 2~5개, 반복횟수는 300번 

그리고 임계값 Ɛ=0.001로 설정하였으며 퍼지 규칙의 후반부 다

항식은 1차선형식을 사용하였다. 

표 2와 3은 각 학습 방법 중 데이터별로 가장 우수한 실험 데

이터의 패턴 분류율 및 평균 제곱 오차 값을 정리하였다. 

최소 자승법으로 이용한 분류기(Classifier 1)의 경우 학습 데

이터의 패턴 분류율이 가중 최소자승법 및 제안된 지역 최소 자

승법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의 패턴 분류

율을 비교해보면 제안된 지역 최소 자승법으로 계수를 추정한 

분류기가 Banknote, Blood Transfusion Service Center(BTSC), 

Glass, Iris, Live, Pima, Vehicle Wine 데이터 등 총 8 종류의 

데이터에서 기존 학습 방법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분류율을 나

타낸다. 그에 비해 가중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류기(Classifier 

2)의 경우 전체적으로 학습 및 실험 데이터의 패턴 분류율이 다

른 학습 방법들에 비해 낮다. 

표 3의 평균 제곱 오차 값을 비교해보면 표준 최소 자승법으

로 파라미터 계수를 추정할 때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평균 제곱 오차의 성능향상에 비례하여 패턴 분류율의 상승으

로 이어지지 않는다.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은 학습 데이터의 

제곱 오차 값 및 패턴 분류율은 표준 최소 자승법보다 낮지만 

실험 데이터의 패턴 분류율에서 기존 학습방법들보다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Iris 실험 데이터의 각 부류에서 퍼지 규칙의 출력과 

실제 출력의 부분출력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c)의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후반부 파라미터 계수를 학습한 퍼지 

규칙이 기존 표준 최소자승법 및 가중 최조자승법과 비교하여 부

분출력과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지역 최소자승법은 실제 출력

의 부분 출력에 해당하는 식 (16)과 각 퍼지 규칙의 오차를 최소화

하도록 학습을 수행한다. x축은 실험 데이터를 의미하며 1 10번

째는 데이터는 첫 번째 부류를 나타내며 11 20번째는 두 번째 부

류 그리고 21 30번째는 세 번째 부류를 각각 나타낸다.

표 4는 기존 분류기의 분류율 및 지역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의 패턴 분류율을 

비교하였다. KNN은 K-nearest neighbor을 나타내며 TS-KNN

은 기존 KNN에 Taboo search algorithm을 결합한 분류기를 의

미한다. 또한 Preprocessing-based RBFNN은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회로망 입력층 앞에 전처리층이 삽입된 분류기로 PCA 또는 

LDA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를 통해 전처리 알고리즘이 선택되는 

분류기이다. 

표    4  기존 분류기 및 제안된 분류기의 패턴 분류율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attern classification rate with 

results obtained by other classifiers

Data 

Classifiers

KNN[18]
TS-KNN

[18]
Prep.-based 
RBFNN[15]

Proposed 
classifier

Balance 84.4 89.1 92.6 86.7

banknote - - - 99.3

BTSC - - - 78.5

German - - - 76.6

Glass 72.0 80.4 68.8 63.1

Heart 52.2 62.6 80.7 83.3

Iris 94.6 96.7 98.7 98.7

Leaf - - - 75.4

Liver 62.9 73.8 70.4 73.3

Pima 70.3 77.7 76.3 76.8

Seeds - - - 95.7

Vehicle 68.4 73.7 80.8 82.6

WDBC - - 95.8 96.7

Wine 96.7 - 98.9 98.3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퍼지 클러스터링기

반 신경회로망 패턴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퍼지 클러스터링기반 

신경회로망의 전반부는 FCM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되며 클러스터

의 중심점과 입력변수의 거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속정도를 퍼

지 규칙 전반부의 적합도로 사용하고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는 새롭게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학

습 방법은 각 퍼지 규칙의 독립적인 계수 추정이 가능하며 그로

인한 퍼지 규칙의 해석력 향상시켰다. 성능 측면에서도 기존 학

습방법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제안된 지역 최소자승법의 분류기

가 기존 방법들보다 패턴 분류율이 개선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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