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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패턴을 분류하는 퍼지 클러스터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고 fuzzy C-means 

(FCM)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 되어 왔다[1][2]. FCM 방법의 경우 상대적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모든 클래스의 멤버쉽

(Membership) 합의 값이 항상 1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잘못된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FCM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패턴과 하나의 중심 값 간의 절대 거리로 

typicality를 할당하는 possibilistic C-means (PCM)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제안 되었다[3].  

그러나 PCM 알고리즘 또한 초기 파라미터 값에 따라 클러스터링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CM 과 PCM을 가중치 합으로 결합한 PFCM 

알고리즘이 연구 되었다[4]. 그러나 PFCM 방법 또한 퍼지화 상수 값을 결정해야 하는 불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퍼지화 상수 값은 멤버쉽 함수를 구하는데 있어 결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퍼지화 상수 값의 불확실성을 제어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퍼지화 

상수가 m=2 값으로 선택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번의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퍼지화 상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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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및 최고 경계 (upper and lower bound)에 따른 최적 범위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5][6].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퍼지화 상수 범위를 적용 할 

수 없다[7].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퍼지화 상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연구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nterval type-2 possibilistic Fuzzy C-means 

(IT2 PFCM) 클러스터링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퍼지화 상수 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2. 배경이론

2.1 퍼지화 상수

주어진 각 클러스터의 밀도 혹은 부피가 다를 경우 퍼지화 상수는 

클러스터링 멤버쉽 함수를 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두 개의 클러스터 , 의 중심 과  그리고 수직선 (vertical 

line) 에 위치한 점들을 가정하였을 때 그림 1(a) 과 같이 클러스터 

센터에 대한 상대적 거리 (relative distance) 는 0.5로 모두 같다. 이는 

퍼지화 상수가 m → 1인 경우로 결정 경계 (decision boundary)로 

간주 된다. 위 조건에서의 퍼지화 영역은 존재 하지 않는다. 그림 1(b) 

1(c) 와 같이 퍼지화 상수 m(degree of fuzziness) 값의 변화에  따라서 

최대 , 최소 퍼지 영역 또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퍼지화 상수 m 의 

선택에 따라 멤버쉽 함수가 다르게 계산되어 지고 , 멤버쉽 함수에 

의해 패턴이 속하는 소속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그림 1(d)와 

같이 interval type-2 fuzzy set (IT2 FS)로 확장하여 두 개의 퍼지화 

상수 , 를 사용 하였을 경우 1개의 퍼지화 상수를 사용 하였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패턴을 분류 할 수 있다[8]. 

2.2 퍼지화 상수의 범위 결정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퍼지화 상수의 최저 

및 최고 경계 범위 값을 결정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제안 되었다[9]. 

퍼지화 상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PFCM 멤버쉽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클러스터 i 에 대한 k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멤버쉽 함수는 식(1)과 같다. 는 클러스터와 데이터 포인트 

간의 유클리다안 거리 값을 의미한다.

  (1)

퍼지화 상수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1)에서 얻어진 멤버쉽 

값을 이용하여 이웃의 멤버쉽 값들을 계산한다. 이를 m에 관한 

표현식으로 정리하면 식(2)와 같고 퍼지화 상수의 최저 및 최고 경계 

값을 얻을 수 있다. C는 클러스터의 개수이고, m은 퍼지화 상수이다.

 

 (2)

where   and  is threshold.

2.3 Interval type-2 fuzzy membership function

일반적으로 type-1 fuzzy set (T1 FS)은 패턴 인식 분야에서 패턴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 되어져 왔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T1 FS 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고, 불확실한 퍼지화 

상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type-2 fuzzy set (T2 FS)

으로 확장한다[10][11][12]. T2 FS 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3)

불확실성을 더 강력하게 제어하는 T2 FS으로의 확장은 T1 FS 

에 비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고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한다[9].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econdary 

membership degree 가 1인 IT2 FS을 사용한다. IT2 FS 를 식(4)와 

같이 나타낸다. 식에서 알 수 있듯이 secondary membership degree 

가 모두 같기 때문에 T1 FS처럼 사용 할 수 있다.

  (4)

(a) (b)

(c) (d)

그림 1. 퍼지화 상수에 따른 퍼지화 영역: (a) m=1.1 일 때 퍼지화 영역, 

(b) 이 작을 때, (C) 가 커질 때, (d) , 를 적용할 때.
Fig. 1. Degree of fuzziness for m: (a) No fuzzy region m=1.1, (b) 

low degree, (C) high degree, and (d) using both  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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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terval type-2 PFCM 알고리즘

IT2 PFCM 은 FCM 방법과 PCM 방법의 가중치의 합으로 

표현되며,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PFCM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클러스터링 한다. 

  (5)

  (6)

식(5)에서, 는 입력 패턴 k가 클러스터 i 에 소속되는 멤버쉽 

값을 나타낸다. 는 k번째 입력 패턴이고, 는 i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값을 나타낸다. m은 퍼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서 

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는 입력 패턴 k가 클러스터 

i 에 소속되는 typicality를 나타내는데 이는 절대적 거리를 이용하는 

PFCM 방법의 특징이다. 는 i 번째 클러스터의 typicality 가 0.5

가 되는 지점을 정의하는 스케일로서 값은 임의이 수이다. PFCM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위의 식(5)의 목적함수를 멤버쉽 

함수 에 관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멤버쉽은 식(1)

을 이용하여 구한고 a와 b는 fcm 과 pcm 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앞서 2.3 장에서 IT2 FS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퍼지화 상수 m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primary membership 

함수를 사용하여 최저 및 최고 멤버쉽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퍼지화 

상수 m에 따른 PFCM 의 최저 및 최고 멤버쉽 함수는

  (7)

  (8)

식(7),(8)의 , 는 최고 및 최저 퍼지화 상수 이다.

목적함수를 나타내는 식(5)에서 보듯이 최저 및 최고 멤버쉽 

함수에 따라서 의 값 또한 변하게 된다. 식(7)(8)을 최소화하기 

위한 는

  (9)

  (10)

을 사용하여 최저 및 최고 typicality는 

  (11)

  (12)

위와 같이 멤버쉽을 구하고 난 후 각 클러스터들의 중심 값을 

갱신해야 한다. 중심 값 갱신을 위해 K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type-

2 fuzzy set을 type-1 으로 바꾸는 type reduction 과정을 수행 하여 각 

클러스터들의 갱신한 중심 값은 식(13)과 같다.

  (13)

4. 히스토그램을 응용한 퍼지화 상수 결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 방법을 통하여 

주어지는 데이터들에서 정보를 추출 한 후,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적응적으로 퍼지화 상수를 계산한다.

먼저 3장에서 정의한 IT2 PFCM 알고리즘을 통하여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대략적으로 추정한다.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분류된 클러스터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히스토그램을 얻어낸다. 이렇게 얻어진 히스토그램은 tria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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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를 통해 보다 완만하고 부드러운 히스토그램으로 만들고, 

이 히스토그램 위에 곡선적합방법을 사용하여 멤버쉽 함수를 

얻어낸다. IT2 FS를 얻기 위하여 T2 FS의 모든 주요 멤버쉽 집합인 

Footprint of uncertainy (FOU)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멤버쉽 

값보다 큰 히스토그램의 값들은 최고 멤버쉽의 히스토그램으로 

할당 되고, 멤버쉽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히스토그램의 값 들은 

최저 멤버쉽의 히스토그램으로 저장된다. 이와 같이 곡선적합 

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최저 및 최고 멤버쉽 함수를 구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멤버쉽 함수를 이용하여 퍼지화 상수 , 

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2는 클래스와 차원에 따라 

결정된 히스토그램 과 FOU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함수 을 만족하는 X를 구하기 위해 고정 소수점 

반복법을 이용하여  형태로 나타 낼 수 있고 다음 X은 

  (14)

식(7)과 (8)을 (14)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15)

  (16)

식(16)에서 양변에 모두 log를 취하면

  (17)

  (18)

식(17)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면

  (19)

식(19)로 부터 본 논문에서 구해야 할 퍼지화 상수 m에 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m의 값은

 (20)

위의 과정과 같이 와 의 값은 

멤버쉽 값을 얻기 위한 함수로 쓰이게 된다. 식(12)를 모든 클러스터 

데이터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새로운 과  값을 

구할 수 있다. 식(20)을 통해 구해진 퍼지화 상수값의 평균값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새로운 퍼지화 상수 과 를 결정하게 되고, 

클러스트링 위해 이렇게 구해진 새로운 퍼지화 상수는

  (21)

 
 (a)
 

  (b)

그림 2. 각 클래스와 차원에 따라 결정된 히스토그램 과 FOU 
(a) 클래스1 와 차원1 (b) 클래스1 와 차원2.

Fig. 2. FOU obtained for individual class and dimension
(a) class 1 dimension 1, and (b) class 1 dimen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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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실험의 결과 분석을 위해 기존의 방법을 따른 IT2 PFCM 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비교 진행 하였다. 다양한 패턴과 이미지를 

클러스터링 하고 그 결과를 도출 해 낸다. 기존의 IT2 PFCM 방법은 

여러 번 반복된 학습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퍼지화 상수 , 를 

취사선택 하였다. 이를 토대로 m의 값을 1~5 안에서 적용 하였다. 

다양한 패턴들에 대하여 퍼지화 상수 이외의 모든 변수들은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5.1 Iris34 데이터 

본 논문 실험의 데이터로는 널리 알려진 Iris 데이터를 사용한다. 

Iris 데이터는 총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클러스터에는 

50개씩 총 150개의 패턴 데이터와, 각각의 벡터에 4개의 피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4개의 피쳐 중 피쳐3과, 피쳐4를 

이용한 Iris34 데이터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링 하였다. 

(a) (b)

그림 3. Iris34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링 결과: 
(a) IT2 PFCM (b) 제안 방법.

Fig. 3. Clustering results of Iris34 data: 
(a) IT2 PFCM (b) proposed method.

그림 3은 Iris34 데이터의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총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클러스터에는 50개씩 총 150개의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였다. 3(a) 에서는 기존의 반복 학습을 통해 

퍼지화 상수 =1, =2 찾았고 3(b)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적응적으로 =0.8, =2의 값을 찾아내었다. 클러스트링 

결과 역시 더 뛰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2 Iris56 데이터

그림 4는 Iris56 데이터의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Iris56 

데이터는 Iris 데이터의 피쳐 1과, 피쳐 2를 이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5.1과 동일하다. 그림 4(a)에서 역시 기존의 반복 학습을 통해 가장 

적합 한 퍼지화 상수 =2, =3찾았고 그림 4(b)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하여 적응적으로 =2.1, =2.8의 값을 찾아내었다. 

그림 4와 같이 클러스터링 결과도 더 뛰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3 이미지 데이터1 (길, 숲, 하늘)

길, 숲, 하늘 영상을 분할한다. 실험 영상은 길, 숲, 하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intensity 와 가우시안 

속성의 영상을 이용한다. 두 영상에서 100개의 샘플 데이터를 

추출하여 학습 시킨 후 학습된 결과를 이용해 영상을 분할한다(그림 

5(6)와 표 1(2) 참조).

 

(a) (b)

그림 5. 길 숲 영상1에 대한 영상 분할 결과: (a) IT2 PFCM (b) 제안 방법.
Fig. 5. Clustering results of image segmentation 1: (a) IT2 PFCM 

and (b) proposed method.

표 1. 길, 숲, 하늘 영상1에 대한 인식률 및 iteration 비교.
Table 1. Comparison on the basis of classification rate and number 

of iterations for image 1.

Method IT2 PFCM Proposed 

Recognition rate(%) 81.57 84.65

Iterations 16 35

(a) (b)

그림 4. Iris56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트링 결과: 
(a) IT2 PFCM (b) 제안 방법.

Fig. 4. Clustering results of Iris56 data: 
(a) IT2 PFCM (b)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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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데이터2 (길, 숲, 하늘)

 
(a) (b)

그림 6. 길 숲 영상2에 대한 영상 분할 결과: (a) IT2 PFCM (b) 제안 방법.
Fig. 6. Clustering results of image segmentation 2: 

(a) IT2 PFCM and (b) proposed method.

표 2. 길, 숲, 하늘 영상에 대한 인식률 및 iteration 비교.
Table 2. Comparison on the basis of classification rate and number 

of iterations for image 2. 

Method IT2 PFCM Proposed

Recognition rate(%) 80.46 81.65

Iterations 32 81

6. 결론 및 향후 연구

Fuzzy set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을 수행 하려면 선행적 작업이 

필요하고, 반복학습을 통해 적절한 값을 찾아야 했다. 더욱이 T2 

FS 으로 확장되면서 불확실성을 내포한 퍼지화 상수의 결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반복적 학습을 수행 할 필요 없이 어떠한 data 대하여서도 

적응적으로 최적화 된 퍼지화 상수를 구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앞으로 general type-2 fuzzy set 에 근거하여 최적화된 

퍼지화 상수를 찾아내는 연구로 확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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