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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tructural design of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 Proposed model consists of 

three modules such as condition, conclusion and inference parts. In the condition part, Interval Type-2 FCM clustering which 

is extended from FCM clustering is used. In the conclusion part, the parameter coefficients of the consequence part are 

estimated through LSE(Least Square Estimation) and WLSE(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In the inference part, final 

model outputs are acquired by fuzzy inference method from linear combination of both polynomial and activation level 

obtained through Interval Type-2 FCM and acquired activation level through Interval Type-2 FCM. Additionally, The several 

parameters for the proposed model are identified by using differential evolution. Final model outputs obtained through 

benchmark data are shown and also compared with other already studied models’ performance. The proposed algorithm is 

performed by using Iris and Vehicle data for pattern classification. For the validation of regression problem modeling 

performance, modeling experiments are carried out by using MPG and Boston Hou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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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5년 Zadeh에 의해 창안된 “퍼지 집합” 이론은 비선형적이

고 잡한 실 시스템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적용함으로써 수학적 모

델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1]. 현재는 퍼지 집합을 이용한 퍼

지 추론 시스템과 더불어 퍼지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퍼지 다항

식 뉴럴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구조가 어려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또한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 입자화 알고리

즘과 최적화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빅 데이터 처리기법을 결

합시켜 모델의 구조 및 성능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모델을 구축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ype-1 퍼지 집합의 확장

인 Type-2 퍼지 집합은 Zadeh에 의해 소개 되었으며, 

Mizumoto와 Tanaka는 Type-2 퍼지 집합의 이론적인 연산 및 

멤버쉽 함수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Mendel과 Karnik

은 퍼지 “if-then” 규칙으로 표현되는 Type-2 퍼지 논리 시스템

에 대해 연구하였다[2]. 하지만 기존의 퍼지 추론 시스템을 이용

할 경우 일반적으로 규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멤버쉽 함수에 따

른 차원의 수가 증가하면 규칙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확장시킨 interval 

type-2 FCM 클러스터링에 기반한 RBFNN 모델을 설계한다. 

interval Type-2 FCM 기반 RBFNN은 클러스터의 수만큼의 공

간 분할이 이루어지며 각각의 분할된 부분 공간이 하나의 퍼지 

규칙을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차원의 저주로부터 벗어 

날수 있으며 퍼지 규칙의 구현 한계성을 극복하게 된다.[3,4] 또

한 전처리 알고리즘인 PCA와 LDA를 사용하여 입력차원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한 저차원의 특징 데이터를 생성한다. 결론부의 다

항식 계수는 LSE와 WLSE를 통해 추정되며 두 학습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2장

에서는 선형 특징추출 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3장에서는 제안한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의 구조 및 4장에서 최적화

를 위한 차분진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Machine Learning 데이터를 이용한 제안된 모델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6장에서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선형 특징추출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본 장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데이터의 차원축소를 진

행하기 위한 PCA와 LDA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선형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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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특징 추출 방법의 가장 큰 목적중 하나는 차원 축소인

데, 고차원의 데이터의 경우 계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

라 차원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 추정

의 정확도도 저하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원래 주어진 입력 데

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식에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함께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식률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5]. 

2.1 주성분 분석법

주성분 분석법은 대표적인 선형변화에 의한 특징 추출 방법으

로, 얻어진 특징데이터의 차원 이 입력데이터의 차원 보다 작

은 값이 되어 저차원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또한 주성분 분석법의 가장 큰 목적은 변환 전의 데이터 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차원 축소 후에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PCA 변환을 통해 입력 벡터의 차원을 감소하고 노이즈

를 제거하여 저차원의 고유특성을 보이지만, 집단 간에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산을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만 투영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에 겹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다. 주성분 분석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Step 1] 입력데이터 집합 의 평균  , 공분산 ∑를 계산한다.

 


  



 , ∑ 

  

              (1)

[Step 2] 고유치 분석을 통해 공분산 ∑의 고유치 행렬 과 고

유벡터 행렬 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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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3] 고유값이 큰 순서로 k개를 선택하여 대응되는 고유벡터

를 변환 행렬 W=[w1, w2, ..., wk]로 저장한다.

[Step 4] 특징 데이터 Y 를 구한다.

                                        (3)

2.2 선형 판별 분석법

선형 판별 분석법은 클래스간 분산과 클래스내 분산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방식의 특징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데이터에 

대해 평균 근처에서 집중 발생하고, 평균 근처에서부터 주위로 

감소되는 밀도를 가진다는 특정한 가정하에 집단의 타당한 분리

를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변환 방법은 집단간의 편차는 최대로 

해주면서, 집단 내 편차를 최소로 하여, 데이터를 쉽게 나눌 수 

있고, 집단 또한 쉽게 분리 할 수 있도록 한다. PCA 변환이 입

력데이터를 다른 공간으로 변환할 때, 입력데이터의 모양과 위치

가 변화하고, 집단 간의 겹침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는 반면, 

LDA 변환은 입력데이터의 위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클래스가 확실히 구별 될 수 있도록 판별 선을 그려주기 때문에 

집단간의 겹침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Step 1] 전체 분산 ST와 클래스 내 분산 Sw를 구한다.

  


  



  
 ,     

  
 






  



  
                 (4)

여기서 μ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나타내며, μj는 각 클래스의 

평균을 나타낸다.

[Step 2] 아래식의 비율을 최대로 하는 변환행렬 W를 구한다.

  arg
                        (5)

여기서, W 는 
 의 고유 벡터를 열벡터로 가지는 행렬로 다

음과 같이 식 (2)와 같은 고유치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후 단계는 주성분 분석법의 [Step 3]과 [Step 4]의 단계가 동일

하다. 주성분 분석법과 선형 판별 분석을 통해 차원이 축소된 특

징 데이터를 가지고 다항식 방사형 기저 함수 신경회로망 패턴분

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3.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의 구조

3.1 Interval Type-2 Fuzzy Sets

Type-2 퍼지 집합 멤버쉽 함수란 Type-1 퍼지 집합 멤버쉽 

함수의 확장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General 형태와 Interval 형

태로 나눌 수 있다. Type-2 퍼지 집합 멤버쉽 함수는 두 개의 

멤버쉽 함수가 겹-진 형태로 멤버쉽 함수의 적합도는 



 와 같이 Upper와 Lower로 각각 나타난다. 기존의 

Type-1 멤버쉽 함수와 달리 Type-2 멤버쉽 함수는 Footprint 

Of Uncertain(FOU)라 불리는 영역이 존재한다. FOU는 Upper와 

Lower 사이의 영역을 말하며 영역의 위쪽 경계선이 적합도의 

Upper 부분이 되고, 아래쪽 경계선이 적합도의 Lower 부분이 된

다. General type-2 멤버쉽 함수와 Interval type-2 멤버쉽 함수

의 개념은 동일하지만, 연산의 복잡성에 차이가 있으며, Type-2 

멤버쉽 함수의 적합도를 나타나는 식은 다음과 같다[2].


∈
  

∈


∈ 



          (6)

식 (6)에서, secondary 멤버쉽 함수의 영역은 x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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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멤버쉽 함수이며, Jx는 x에 대한 primary 멤버쉽 함수이

다. fx(u)는 secondary 멤버쉽 함수의 크기이다. fx(u)/u=1, ∀u∈

Jx⊆[0,1]인 경우에는 secondary 멤버쉽 함수는 Interval이며, 

 는 Interval Type-2 멤버쉽 함수이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7)

primary 멤버쉽 값에 대한 불확실성은 Footpri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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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표현된다.

∈                   (8)

FOU에 대한 예는 그림 2에서 보여준다. FOU는 type-2 퍼지 

집합의 Interval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균일 되게 표현된다. 불

확실성은 임의의 범위 내에서 정점을 기준으로 멤버수비함수의 

값을 표현한다. 여기서, a, b, c는 멤버쉽 파라미터이며 와 

는 a와 c의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그림 1 Interval Type-2 퍼지 집합

Fig. 1 Interval Type-2 Fuzzy Sets

Interval type-2 퍼지 집합의 FOU에 대한 경계는 상위 경계

와 하위 경계의 두 개의 Type-1 멤버쉽 함수를 가진다. 상위 멤

버쉼 함수 는 의 상위 경계를 나타내며 하위 멤버

쉽 함수 

는 의 하위 경계를 의미한다. 퍼지 공간

은 각 입력에 대해 적은 수의 멤버쉽 함수가 필요한데, 고차원으

로 갈수록 규칙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분산(퍼짐) 형태의 지역 퍼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하여 interval type-2 F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 공간으로 분할한다. 각 분할된 퍼지 공간은 퍼지 규칙을 형

성하게 되며, 퍼지 규칙 수는 클러스터의 수가 된다. Type-2 

FCM 클러스터링은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FCM 클러스터

링의 퍼지화 계수를 조절하여 상위 소속 정도와 하위 소속 정도

를 표현한다. 각 클러스터는 각 클러스터의 최대 소속 정도를 갖

는 데이터의 표준편차에 의해 서로 다른 불확실성을 갖는다[2,6].

3.2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의 구조

제안된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은 입력층, 은닉

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신경회로망 구조와 동일하다. 그

러나 기존 기법들과는 다르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

우시안 활성 함수를 대신하여 Type-2 퍼지 집합을 가지는 

type-2 FCM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입력 공간을 분할한다. 또

한 비선형 특성의 판정 경계를 위해 상수항 연결가중치를 다항식 

연결가중치로 확장하여 이용한다. 제안된 모델은 식 (9)와 같이 

If-then의 퍼지 규칙을 사용한다.

    ⋯ and                  (9)  

           

여기서 는 입력데이터, 는 FCM 클러스터링에 의한 i번째 그

룹의 소속 함수, fji(x)는 j번째 출력에 대한 i번째 퍼지 규칙의 

다항식이다.

그림 2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

식 (9)에서 나타낸 “Then” 이전의 조건부는 클러스터에 대한 

각 데이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소속정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들의 

특성을 분류하는 FCM 클러스터링을 확장한 Type-2 FCM을 사

용하였다. 은닉층 활성함수의 중심점 및 분포상수를 정의하기 위

해 쓰였으며 각 데이터의 소속정도는 각 규칙에 대한 적합도로서 

사용된다[9][10]. 입력 데이터는 은닉층의 노드 수만큼 클러스터

링하여 입력 공간을 분할하고, 클러스터링으로 나온 중심점을 활

성함수의 중심점으로 사용하였으며 활성함수의 분포상수는 주어

진 입력 데이터와 클러스터 중심점간의 표준편차를 구해 적용하

였다. 다음은 FCM 클러스터링의 절차이다[10].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입력 공간을 분산(퍼짐) 형태로 분할하는 

interval type-2 FCM으로 각각의 분할된 퍼지 공간으로 퍼지 규

칙을 형성하게 되며, 퍼지 규칙 수는 클러스터의 수가 된다. 클러

스터들의 부피가 비슷하거나 같을 경우에는 퍼지화 계수 m값에 

따라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

들의 부피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m으로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없다. 

Type-1 FCM의 소속행렬은 패턴 인식에서 패턴의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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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type-1 FCM 으로 좋은 결

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interval type-2 기반 퍼지 집합

을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Interval 

type-2 FCM 기반 RBFNN으로 type-1 FCM 기반 RBFNN 보다 

패턴인식의 불확실성을 더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m은 퍼지화 계수로 클러스터의 퍼지화 정도를 결

정한다. m에 따른 Upper and Lower 멤버쉽 함수는 다음과 같

이 구성할 수 있다.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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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1은 upper 퍼지화 계수이고, m2는 lower 퍼지화 계수, 

c는 클러스터 수이다. 입력패턴들이 각 클러스터에 대한 Upper 

and lower 멤버쉽 값을 구하고 나면 각 클러스터들의 중심 값을 

갱신해야한다. 중심값 갱신을 위해 Type reduction이 필요하다. 

Type reduction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KM(Karnik and 

Mendel)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KM 알고리즘은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한다. 이 두 개의 값의 평균으로 제안된 모델의 

최종 소속행렬을 구할 수 있다.[9]

[Step 1] 클러스터의 수 c를 정하고 퍼지화 계수  , 



 를 선

택한다. 소속행렬 U 와 클러스터 중심 v의 계산은 일반

적인 FCM 클러스터링 절차와 동일하다.

(여기서 는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상위 퍼지화 계

수이며, 



는 번째 클러스터에 대한 하위 퍼지화 계

수이다.)

[Step 2] 상위 적합도와 하위 적합도의 평균을 이용하여 과 

을 계산한다.


 











 







×
                          (11)

[Step 3] 다음 식을 만족하는 스위칭 포인트를 찾고 스위칭 포

인트를 기준으로 적합도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 ≤

  ,  ≤                (12)

      여기서  

 이면 lower 적합도 선택하고,  

 

 이면 Upper 적합도 선택한다.

[Step 4] 식 (11)과 식 (12)이 같으면 






이 최종출력이 

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아니면 [Step 5]으로 이동

한다.

[Step 5] 




을 놓고 [Step 3]로 이동하여 알고리즘 반복 수

행한다.(도 [Step 2]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Step 6]  




로 클러스터 중심을 구하고, 클러스터 중

심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로 소속행렬 U 를 구한다.

RBFNN의 결론부는 “Then” 이후 비선형 특성의 판정 경계를 

위해 네트워크의 연결가중치를 다항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퍼지 

규칙의 로컬 모델로 동작된다. 후반부 다항식 구조는 상수항, 1차

선형식 및 변형된 2차식으로 나타내며 다항식 연결가중치의 파라

미터 계수()를 동정하기 위해 최소자승법(LSE) 및 가중최소자승

법(WLSE)을 두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모델을 설계

하며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LSE(Least Square Estimation)

                               (13)

WLSE(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14)

LSE는 오차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지만, 

WLSE는 오차제곱에 가중치가 곱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LSE는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를 한 번에 구하기 때문에 전역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입력변수와 멤버쉽 함수의 수가 많아지면 

퍼지 규칙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하므로, 컴퓨터 연산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퍼지 규

칙에 대한 해석력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WLSE는 각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퍼지 규칙마다 독립적으로 구하

며 로컬 학습을 수행한다. 또한 분할된 입력공간에 적합한 로컬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각 로컬영역에 대한 해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WLSE는 컴퓨터의 계산량의 부하

를 줄일 수 있으며, 각각의 로컬 모델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다항

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8]

LSE에서의 성능평가 함수 QL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A 는 후반부 다항식의 파라미터 계수, Y 는 출력 데이터, 

X 는 FCM의 소속행렬이 곱해진 입력데이터의 행렬을 의미한다. 

후반부 구조가 선형식일 경우 X, Y, A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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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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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여기서 m은 데이터의 수이며, 는 입력변수의 수, c는 규칙 수

(클러스터 수)가 된다. 전역 모델에 대한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 

A는 식 (13)에 의해 구해진다.

다음은 LSE의 가중치가 곱해진 WLSE에서의 성능평가 함수 

Qw를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면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aj 는 추정하고자 하는 j번째 다항식의 계수, Y 는 출력데

이터, Uj 는 j번째 입력공간에 대한 입력 데이터들의 소속 값을 

의미한다. Xj 는 j번째 로컬모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입력데

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로컬모델이 선형일 경우 다음처럼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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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은 데이터의 수이다. j번째 규칙에 대한 로컬모델인 다

항식의 계수는 식 (14)에 의해 구해진다.

모델의 최종 출력은 식 (17)와 같이 표현한다. 








 


  



  


  


                     (17)

여기서, c 는 은닉층의 노드 수를 나타낸다. 

4. 차분진화(DE)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4.1 차분진화 알고리즘

차분진화 알고리즘(Differential Evolution; DE)은 Price와 

Storn에 의해 벡터 차분(Vector Differential)을 사용하여 

chebychev 다항곡선의 내삽 문제(Polynomial fitting problem)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다[11].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통계

적임의 탐색법인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와 유사

한 알고리즘으로, DE와 GA는 e기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를 샘플

링하고 교배(Crossover), 변이(Mutation), 선택(Selection) 과정을 

거- 새로운 개체들을 추출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DE

에서는 e기 개체군을 이루는 모든 개체들을 벡터로 표현하며 이

들을 파라미터 벡터라고 표현하여, GA알고리즘의 경우 개체들의 

표현을 유전형인 0 또는 1로 바꾸는 코딩이 필요한 반면에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코딩 과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유전알고리

즘의 단점인 복잡한 구조와 연산대신 개체를 간단하고 합리적인 

구조의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벡터들의 산술적 연산

을 통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GA의 단

점이었던 복잡한 구조와 연산과정에 비하여 간단하고 합리적인 

구와 연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차분진화의 실행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e기 집단 구성(임의의 값으로 μ개의 개체를 e기화. 

  .)

      ⋯       ⋯            (18)

[Step 2] 집단내의 모든 개체의 목적함수() 평가

   ⋯       ⋯  (19)

[Step 3] 모든 개체에 대하여 차분 변화를 위한 개체   와 

를 선택하여 교배용 벡터를 만들고 이를 교배 대상 

벡터와 교배함

      ∙  : 교배용 벡터    (20)

      : 교배                       (21)

[Step 4] 모든 개체의 목적함수 평가

   ⋯ 
                     (22)

if ′       ′                (23)

[Step 5] 종료조건을 확인하고 종료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로 하고 [Step 3]으로 복귀

표    1 차분 진화의 파라미터의 구성

Table 1 Parameter composition of differential evolution 

Parameters Value

No. of generations 300

Vector size 100

Crossover rate 0.8

F-weight 0.5

5.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은 모델링 

및 패턴분류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각 실험의 파라미터 설정은 

표 2와 같다. 



Trans. KIEE. Vol. 66, No. 4, APR, 2017

최적화된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 구조 설계 : 모델링과 패턴분류기를 중심으로             697

표    4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N
Performance accuracy

PI EPI

Pedrycz’s RBFNN[12] 36 3.24±0.24 3.62±0.31

Pedrycz's RBFNN

with context-free [12]
36 3.21±0.21 3.51±0.27

Pedrycz's 

Linguistic 

modeling 

[12]

without

Optimization
36 3.78±1.52 4.22±1.22

One-loop

Optimization
36 2.90±0.32 3.17±1.01

Multi-step

Optimization
36 2.86±0.83 3.14±1.01

Roh's Single PNN [13] N/A 2.56±0.14 2.94±0.34

Roh' MARS [13] N/A 2.72±0.10 3.05±0.21

Proposed model 10 2.23±0.18 2.75±0.37

표   5 BH 데이터의 LSE와 WLSE 성능비교

Table 5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LSE and WLSE 

on BH data 

R m1, m2 PI VPI EPI

I

4 1.95 3.06±0.13 3.98±0.28 6.88±0.54

6 1.98 2.77±0.09 4.97±1.11 12.60±5.37

8 1.95 3.42±0.19 4.56±0.63 8.20±8.73

10 1.96 2.84±0.22 7.16±3.97 14.55±9.61

II

4 1.23 3.59±0.10 3.82±0.20 3.67±0.39

6 1.25 3.12±0.23 3.85±0.31 3.61±0.44

8 1.28 3.00±0.22 3.77±0.17 3.58±0.35

10 1.25 2.73±0.28 3.99±0.44 3.75±0.31

III

4 1.5,2.7 3.31±0.10 4.15±0.26 4.18±0.52

6 1.8,2.1 2.86±0.17 4.42±0.57 4.66±0.44

8 1.4,3.0 2.49±0.23 6.14±1.93 5.55±0.46

10 1.1,2.5 2.20±0.17 13.62±9.78 8.47±2.12

IV

4 1.5,2.0 3.24±0.12 3.58±0.11 3.54±0.25

6 1.5,2.0 3.12±0.11 3.57±0.11 3.53±0.25

8 1.3,2.0 3.03±0.11 3.54±0.12 3.46±0.27

10 1.5,2.0 2.90±0.06 3.60±0.14 3.56±0.24

I: Type-1 FCM based RBFNN(LSE)
II: Type-1 FCM based RBFNN(WLSE)
III: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LSE)
IV: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WLSE)

표    2 제안된 모델의 파라미터 설정

Table 2 Parameter setting of the proposed model

Parameter Search Space

Modeling
Fuzzification coefficient [1.1~3.0]

Polynomial type [0~2]

Classificatio

n

Fuzzification coefficient [1.1~3.0]

No. of rules [4~10]

No. of vectors [2~Max input]

Polynomial type [0~2]

Polynomial Type(0:Constant, 1:Linear, 2:Modified quadratic)

표   3 MPG 데이터의 LSE와 WLSE 성능비교

Table 3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LSE and WLSE on 

MPG data

R m1, m2 PI VPI EPI

I

4 1.78 2.53±0.12 3.29±0.30 3.09±0.29

6 1.83 2.38±0.12 3.52±0.06 3.65±0.51

8 1.83 2.37±0.13 3.54±0.39 3.53±0.52

10 1.83 2.35±0.13 4.17±0.54 5.07±2.48

II

4 1.37 2.62±0.14 3.12±0.28 2.77±0.40

6 1.25 2.55±0.16 3.17±0.29 2.80±0.45

8 1.37 2.44±0.13 3.24±0.29 2.89±0.44

10 1.42 2.33±0.14 3.32±0.25 2.97±0.42

III

4 1.7,3.0 2.49±0.09 3.19±0.26 2.87±0.24

6 1.3,2.8 2.23±0.06 3.40±0.40 3.38±0.63

8 1.3,2.8 2.02±0.10 3.72±0.39 3.80±0.75

10 1.4,2.8 1.85±0.18 4.06±0.98 4.34±1.49

IV

4 1.4,2.0 2.60±0.11 3.08±0.27 2.75±0.36

6 1.8,2.0 2.40±0.11 3.08±0.31 2.77±0.36

8 1.8,2.0 2.27±0.17 3.09±0.35 2.74±0.40

10 1.6,2.0 2.23±0.18 3.08±0.33 2.75±0.37

I: Type-1 FCM based RBFNN(LSE)
II: Type-1 FCM based RBFNN(WLSE)
III: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LSE)
IV: Interval Type-2 FCM based RBFNN(WLSE)

5.1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에 사용한 Machine Learning 데이터는 MPG 데이터와 

Boston housing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규칙수를 4, 6, 8, 10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할은 최적화를 적용하기 

위해 3개로 나누어 전체 데이터에서 50%는 학습데이터로 사용하

며, 30%는 검증데이터,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된다. 

5.1.1 Automobile Miles per Gallon(MPG) 데이터 

Automobile Miles per Gallon 데이터는 시스템 모델링에 흔

히 사용되는 비선형 데이터 중 하나이다. 데이터는 z 7입력-1출

력의 형태로 z 392개이며, 차량의 고유한 정보 대한 기준용량(1 

Gallon)의 연료로 차량이 주행한 거리(Miles)의 출력 값으로 나타

난다.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LSE와 WLSE 모두 규칙 수가 증가

됨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성능지수인 근사지수(PI)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LSE를 이용하여 후반부 파라미터 계수를 추정할 시

에는 Type-1모델과 Type-2모델 모두 테스트 성능 지수인 일반

화 지수(EPI)는 규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

다. 이에 반해 WLSE를 이용하여 후반부 파라미터 계수를 추정할 

시에는 규칙수가 증가됨에 따라 근사지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화지수의 범위는 비슷하게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Type-1 모델과 Type-2 모델의 성능을 비교 할 경우에 

Type-1모델과 Type-2모델의 근사화 지수는 비교적 비슷한 성능

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화 지수는 전체적으로 Type-2 모델의 일

반화 지수가 약간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표 4는 기존 알고

리즘에서 MPG 데이터를 사용하여 나타낸 성능을 기록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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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N
Performance accuracy

PI EPI

Pedrycz’s RBFNN[12] 25 6.36±0.24 6.94±0.31

Pedrycz's RBFNN
with context-free [12]

5 5.52±0.25 6.91±0.45

Pedrycz's 

Linguistic 

modeling 

[12]

without
Optimization

25 5.21±0.12 6.14±0.28

One-loop
Optimization

25 4.80±0.52 5.22±0.58

Multi-step
Optimization

25 4.12±0.24 5.32±0.96

Roh's Single PNN [13] N/A 3.72±0.35 5.54±3.46

Roh' MARS [13] N/A 3.25±0.10 4.19±0.32

Proposed model 10 2.90±0.06 3.56±0.24

표  7 Iris 데이터의 Type-1 모델과 Type-2 모델의 성능비교

Table 7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type-1 model and 

type-2 model on Iris data

Model Selected parameters Classification rate

I-1 6 1.4 - - 98.16±1.4 97.57±1.3 97.33±2.7

I-2 5 1.5 3 - 98.85±0.8 97.36±2.5 97.33±2.0

I-3 5 1.3 3 3 98.93±1.1 97.33±1.5 98.67±2.0

II-1 6 1.7, 2.8 - - 99.46±0.7 97.33±2.4 98.00±1.8

II-2 5 1.3, 2.3 4 - 99.46±0.7 97.33±2.4 98.00±1.6

II-3 6 1.3, 2.1 3 3 99.46±0.7 98.20±1.8 98.67±1.8

표   8 기존 모델과의 성능지수 비교

Table 8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Classification rate [%]

Adamczak's FSM [14] 98.30

Abbass'sMPANN [15] 98.10

Anagnostopoulos's DigaNN [16] 97.90

Tipping's RVM [17] 97.20

Vapnik's SVM [18] 96.68

Duda's MLP [19] 85.92

Zheng's RBF2 [10] 97.13

Jensen's Bayes Net [10] 95.81

Proposed model 98.67

5.1.2 Boston Housing(BH) 데이터 

Boston Housing 데이터는 보스턴 지역의 집값을 나타내는 데

이터이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주변 환경 및 시설 등

을 파악하여 선별하고 수치로 환산하여 집값을 책정한 데이터 이

다. 데이터는 z 13입력-1출력으로 구성되었으며, 506개의 데이터

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을 위하여 MPG 데이터와 동일하게 데이터

를 분할하여 구성한다. 또한 동일하게 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여 성능지수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표 5와 같이, MPG데이터와 동일하게 LSE와 WLSE 모두 규칙 

수가 증가됨에 따라 근사지수(PI)는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또한 LSE를 이용하여 후반부 파라미터 계수를 추정할 

시에는 Type-1모델과 Type-2모델 모두 테스트 성능 지수인 일

반화 지수(EPI)는 규칙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는 경향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WLSE는 규칙수가 증가하여

도 LSE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표 6

은 기존 모델과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5.2 패턴 분류 데이터

패턴 분류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또한 Machine Learning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에 전처리 과정인 차원축

소 알고리즘 PCA와 LDA를 통하여 차원 축소를 하여 실험을 하

였다.

5.2.1 Iris 데이터

Iris 데이터는 Iris꽃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기록한 데이터다. 패

턴 분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로 이 데이터는 z 

3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며, z 4입력으로 구성된다. z 데이터 수

는 150개로 각 클래스별 균등하게 50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성능은 5-fold cross-validation(5fcv)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패턴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Iris 데이터를 차원축소를 

통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차원의 특징을 파악하여 실험하

였다. 특징을 파악한 데이터는 Type-1과 Typ-2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패턴 분류율을 나타내었다.

패턴 분류는 Type-1과 Type-2의 비교를 진행하며 각각의 

PCA와 LDA를 이용하여 입력데이터를 차원 축소하여 진행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차분진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각 모델에서의 우

수한 파라미터(규칙 수, 퍼지화 계수, 다항식 종류, 고유벡터 수)

를 탐색하여 성능을 나타내었다. Iris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들이 

97%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Type-1 모델과 Type-2 모

델을 비교 하였을 경우 서로 Testing 성능의 경우 Type-1 모델

과 Type-2 모델의 경우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Type-2 모델의 

경우 전처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전처리를 하였을 경우 거

의 비슷한 테스트 성능을 보이지만 근소하게 차원축소를 사용할 

경우 성능이 약간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5.2.2 Vehicle Silhouettes 데이터

Vehicle Silhouettes 데이터는 차량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

는 실루엣 이미지를 특징 추출하여 4가지 종류의 차량으로 분류 

하는 데이터이다. 입력변수는 18개로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중 

가장 고차원의 데이터이며, 데이터 수는 946개이며 z 4가지 클

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Vehicle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들이 80~90% 정도의 성능을 나

타내고 있다. 성능이 가장 낮은 Type-1 FCM모델에서 차원축소

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79.05%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은 Type-2 FCM모델에서 PCA와 LDA를 사용한 

경우 82.01%로 이 둘의 성능 차이가 가장 크다. Vehicle 데이터 

또한 외란이 첨가된 데이터에 강인한 Type-2 FCM의 경우 

Type-1 데이터 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차원 축소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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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Vehicle Silhouettes 데이터의 Type-1 모델과 Type-2 

모델의 성능비교

Table 9 Comparative performance between type-1 and 

type-2 model on vehicle silhouettes data

Model Selected Parameters Classification rate

I-1 6 1.7 - - 90.00±1.3 81.33±3.4 79.05±2.6

I-2 5 1.9 17 - 90.42±1.4 83.07±2.1 80.23±1.9

I-3 6 1.8 16 15 90.38±2.1 83.46±2.3 80.47±2.0

II-1 5 1.7, 2.8 - - 91.96±1.1 81.73±1.0 81.18±1.8

II-2 5 1.7, 2.9 16 - 92.15±1.3 82.04±1.6 81.64±1.8

II-3 6 1.8, 2.3 16 15 92.43±1.3 82.04±1.6 82.01±2.0

표   10 기존 모델과의 성능지수 비교

Table 10 Comparison of performance with other models

Model Classification Rate [%]

V.Sindhwani's Multi SVM [21] 80.00

Rajesh Parekh's CNN [21] 79.70

G.Cohen's Parzen [22] 65.21

H.Zuo's MOG [22] 65.79

B.scholkopf's OCSVM [22] 69.33

D.M.J's SVDD [22] 70.06

M.Galar,'s C4.5 [22] 75.15

Proposed model 82.01

할 경우 데이터의 고유 특징점을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nterval Type-2 FCM을 기반으로 한 RBFNN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은 Type-2 FCM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러스터의 수만큼의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며 분할된 각각

의 공간이 하나의 퍼지 규칙을 형성하여 차원의 저주로부터 벗어

남과 동시에 퍼지 규칙의 구현 한계성을 극복하며, 또한 Type-1 

FCM에 비해 비선형이 강인한 특징을 보여, 외란 및 잡음이 섞인 

데이터에 좋은 성능을 얻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차분 진화 알고

리즘을 통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퍼지화 계수 및 규칙 수, 

고유벡터수를 추정하여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RBFNN의 결론부

에서는 다항식 구조를 1차선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모델링의 경

우 파라미터 계수 추정 시에는 LSE와 WLSE를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각 데이터를 모두 LSE로 파라

미터 추정 시에는 overfitting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

해 WLSE의 경우 규칙 수가 증가됨에도 학습데이터의 성능지수

(PI)와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지수(E_PI)가 비교적 안정적임을 확

인할 수 있다. 패턴 분류의 경우 Type-1과 Type-2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각 모델에서 PCA와 LDA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고유 

특징점을 이용해 실험하였다. 차원 축소를 통해 패턴 분류율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grant number: NRF-2015R1A2A1A15055365] 

and also supported by the GRRC program of Gyeonggi 

province [grant number: GRRC Suwon 2016-B2, Centre for 

U-city Security & Surveillance Technology]. 

References 

[1] L.A. Zadeh, “Fuzzy sets,” Inform. and Control, Vol. 8, pp. 

338–353, 1965.

[2] J.M. Mendel, Uncertain Rule-based Fuzzy Logic System: 

Introduction and New Direction, Prentice-Hall, NJ, 2001.

[3] K. J. Park, Yong, K. Kim. S. K. Oh, “Design of Type-2 

FCM-based Fuzzy Inference Systems and Its Optimization,”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0, No. 11, pp. 

2157-2164, 2011.

[4] B.-I. Choi, F. C.-H. Rhee, “Interval type-2 fuzzy 

membership function generation methods for pattern 

recognition,” Information Sciences, Vol. 179, No. 13, pp. 

2102-2122, 2009.

[5] S.-H. Yoo, S.-K. Oh, W. Pedrycz, “Optimized face recognition 

algorithm using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s,” Neural Networks, Vol. 69, pp. 

111-125, 2015

[6] P. Melin, O. Castillo “A Review on the Applications of 

Type-2 Fuzzy Logic in Classification and Pattern 

Recognition,”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40, No. 

13, pp. 5413-5423, October 2013.

[7] S.-K. Oh, W.-D. Kim, W. Pedrycz, K. Seo, “Fuzzy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with information granulation 

and its parallel genetic optimization,” Fuzzy Sets and 

Systems, Vol. 237, pp. 96-117, 2014.

[8] W.-D. Kim, S.-K. Oh, H.-K. Kim, “Structural Design of 

FCM-based Fuzzy Inference System: A Comparative Study 

of WLSE and LS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59, pp. 981-989, 2010.

[9] H. H. Kim, “Interval Type-2 Fuzzy Approach to Gradient 

Based FCM,” Han Yang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2009.

[10] W. D. Kim, “Optimized Type-1/Type-2 pRBF Neural 

Networks Architecture: Comparative Analysis & Method- 

ological Design,” The University of Suwon, Graduate master's 

thesis, 2011.

[11] R. Storn, and K. Price, “Differential Evolution - A Simple 



전기학회논문지 66권 4호 2017년 4월

700

and Efficient Heuristic for Global Optimization over 

Continuous Spaces,” Journal of Global Optimization, Vol. 11, 

pp. 341–359, 1997. 

[12] W. Pedrycz, K. C. Kwak, “Linguistic models as a Framework 

of User-centric System Modeling,” IEEE Trans. Syst. Man 

Cybem. A, Vol. 36, pp. 727-745, 2006.

[13] S. B. Roh, S. K. Oh, W. pedrycz, "A Fuzzy Ensemble of 

Parallel Polynomial Neural Networks with Information 

Granules formed by Fuzzy Clustering", Knowledge-Based 

Syst., Vol. 23, pp. 202-219, 2010.

[14] R. Adamczak, W. Duda, and N. Jankowski “New 

Developments in the Feature Space Applications,” 3rd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Kule, pp. 65-70, 1997.

[15] H. A. Abbass, “An Evolutionary Artificial Neural Networks 

Approach for Breast Cancer Diagnosis,” Artif Intell Med, 

Vol. 25, No. 3, pp. 265-281, 2002.

[16] I. Anagnostopoulos, I. Maglogiannis, “Neural network- 

based Diagnostic and Prognostic Estimations in Breast 

Cancer Microscopic Instances,” Medical & Biological 

Engineering & Computing Springer Publishers to appea Sep, 

Vol. 44, No. 9, pp. 773-784, 2006.

[17] M. E. Tipping, "The Relevance Vector Machine," Adv. 

Neural Inf. Pocess. Syst., Vol. 12, pp. 652-658, 2000.

[18] V. Vapnik, "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 

New York: Springer-Verlag, 1995.

[19] R. O. Duda and P. E. Hart, "Pattern Classification and 

Science Analysis," New York : Wiley, 2002.

[20] S. Haykin, "Neural Networks- A comprehensive Foundation", 

Engl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9.

[21] R. Parekh, J. H. Y and V. Honavar, “Constructive Neural- 

Network Learning Algorithms for Pattern Classification,” 

IEEE, Vol. 11, No. 2, pp. 436-451, 2000.

[22] B. Krawczyk, M. Wozniak, and F. Herrera, “On the 

Usefulness of One-class Classifier Ensembles for Decom- 

position of Multi-class Problems," Pattern Recognition, Vol. 

48, pp. 3969-3982, 2015.

저   자   소   개

김 은 후 (Eun-Hu Kim)

2009년 수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동 

대학원 석사(2011), 박사(2016), 2016~현재 

수원대학교 전기공학과 Post-Doc. 관심분야

는 퍼지 이론, 신경회로망, 클러스터링, 최적

화 알고리즘, 컴퓨터 지능 및 지능 제어 등.

Tel : 031-222-6544

Fax : 031-220-2667

E-mail : wdkim@suwon.ac.kr 

송 찬 석 (Chan-Seok Song)

2013년 수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동 

대학원 석사(2015). 관심분야는 퍼지 추론시

스템, 신경회로망, 패턴인식, 얼굴인식, 진화 

최적화 등.

Tel : 031-222-6544

Fax : 031-220-2667

E-mail : scsmouse@suwon.ac.kr

오 성 권 (Sung-Kwun Oh)

1981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동 

대학원 석사(1983), 박사(1993), 1983~1989

년 금성산전연구소(선임연구원). 1996~1997

년 캐나다 Manitoba 대학 전기 및 컴퓨터공

학과 Post-Doc. 1993~2004년 원광대학교 

전기전자 및 정보공학부 교수, 2005~현재 수원대학교 전기공

학과 교수. 2002~현재 대한전기학회, 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편

집위원, 2013년~현재 Information Sciences 편집위원. 관심분

야는 퍼지 시스템, 퍼지-뉴럴 네트워크, 자동화 시스템, 고급 

computational intelligence, 지능 제어 등.

Tel : 031-229-8162

Fax : 031-220-2667

E-mail : ohsk@suwon.ac.kr 

김 현 기 (Hyun-Ki Kim)

1977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사, 동 

대학원 석사(1985), 박사(1991), 1997~2010

년 경기지역 산학연기술 지원단 단장, 

1998~2000년 사업기술정책연구소 심의위원, 

2000~2004년 사단법인 산학연 컨소시엄 전

국협의회 회장. 1989~현재 수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관심

분야는 Automatic System and Control, Intelligent Modeling 

and Control 등.

Tel : 031-222-6544

Fax : 031-220-2667

E-mail : hkkim@suwon.ac.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8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ColorImages fals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8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FlateEncode
  /AutoFilterGrayImages fals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tru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fals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8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Flate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