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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집합과 러프집합을 이용한 계층 구조 가스 식별 시스템의 설계

Design of a Hierarchically Structured Gas Identification System Using Fuzzy Sets and 

Rough Sets

방 영 근* ․ 이 철 희†

(Young-Keun Bang ․ Chul-Heui Lee)

Abstract - An useful and effective design method for the gas identification system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gas identification system adopts hierarchical structure with two level rule base combining fuzzy sets with rough sets. At first, 

a hybrid genetic algorithm is used in grouping the array sensors of which the measured patterns are similar in order to 

reduce the dimensionality of patterns to be analyzed and to make rule construction easy and simple. Next, for low level 

identification, fuzzy inference systems for each divided group are designed by using TSK fuzzy rule, which allow handling the 

drift and the uncertainty of sensor data effectively. Finally, rough set theory is applied to derive the identification rules at 

high level which reflect the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of each divided group. Thus, the proposed method is able to 

accomplish effectively dimensionality reduction as well as accurate gas identification. In simulation, we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s by identifying five types of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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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표적 인공 감각기관의 하나인 전자코 시스템은 가스 식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나 신체 

리듬에 종속적인 인간의 인지 능력에 비해 보다 높은 향상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1-2]. 

그런데 가연성/유독 가스의 발생이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가스 사고의 위험성과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유해 가스들을 정확히 검출, 식별할 수 있는 가

스 식별 시스템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스 식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센서를 이용하여 가

스 검출을 담당하는 감지부와 취득된 신호(데이터)의 패턴을 분

석하여 가스의 종류를 식별하는 신호처리부로 이루어진다[3-4]. 

그런데, 동일한 센서일지라도 동작 환경, 장시간 작동에 따른 특

성 변화, 노후화에 따른 열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측정 결

과들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센서의 불확실성을 처리하

기에 충분한 수의 센서를 조합한 센서 어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 하면, 어레이를 구성하는 각 센서의 데이터를 종

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독 센서를 사용할 때보다 측정값의 유

동이나 비일관성의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켜 가스 감지 및 식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5].

하지만 센서 어레이를 구성하게 되면 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

터의 차원과 양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수의 기존 연구

들에서는 특징 추출을 통해 차원을 축소한 뒤 확률 통계적 기법

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패턴 인식이 가능하도록 접근하였다. 그

러나 특징 추출 기법은, 데이터에 내재된 대표적 특성만을 추려 

내므로 차원 축소에는 효과적이지만,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수학

적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선 유동성과 

같이 식별 성능에 중요한 특이하고 차별적인 센서 특성이 누락되

거나 축소되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추출

되는 저차원 특징에 기여도가 큰 센서들 중 하나만 작동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특징 패턴의 왜곡이 발생하여 식별 결과

에 상당한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6].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퍼지 이론이나 신경망과 같은 

소프트 컴퓨팅 기법을 이용한 가스 식별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퍼지 이론 기법들에서는 센서 

측정 데이터의 퍼지 클러스터링을 통해 차원 축소 문제를, 그리

고 데이터에 포함된 유동성과 비일관성 같은 불확실성은 퍼지 분

류 규칙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신경망 기법들은 

병렬 처리 능력에 의해 차원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측정 데이

터의 불확실성은 신경망의 학습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식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7-9].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은 가스 식별 시스템을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 퍼지 집합, 러프 집합을 조합하여 그림 1

과 같이 센서 어레이의 그룹화와 계층 식별 구조를 갖는 새로운 

구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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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가스 식별 시스템의 순서도

Fig. 1 The flow chart of the proposed gas identification 

system

우선 센서 어레이의 사이즈와 측정 빈도의 증가에 의한 데이

터 차원의 확장에 따라 급격히 높아지는 수치 해석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특징 추출에 의한 차원 축소 대신 유전 알고리즘을 이

용한 그룹화를 통해 센서 어레이 사용으로 인한 측정 데이터 차

원 증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룹화는 최적화 기능이 장점인 유전 

알고리즘[10-11]에 의해 어레이 구성 센서들을 유사한 측정 패

턴을 가지는 소수의 센서들로 묶인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이다. 이때 진화적 최적화 기법과 통계적 최적화 기법이 결

합된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Hybrid Genetic Algorithm : 

HGA)[12-13]을 사용하여 해의 적합성과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 

그룹마다 1차적으로 가스 식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데이터의 

차원이 전체 센서 수 차원에서 각 그룹에 속하는 센서 수 차원

으로 대폭 축소되어 특징 추출과 유사한 정도의 패턴 데이터 차

원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퍼

지 규칙 기반 수립이 좀 더 간단해지고 특징 기술 능력의 정밀

도가 높아져서 데이터 분석의 용이성 및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하위 레벨의 1차 식별에는 데이터의 유동이나 비일관성과 

같은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 있는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분류된 

그룹 각각에 대해 가스 종류를 판별하는 퍼지 TSK 규칙기반을 

구성하여 퍼지 추론을 수행한다. 그런데, 각 그룹은 데이터의 패

턴 유사성이 높은 센서들로 묶여 있으므로, 퍼지 집합과 규칙의 

수가 줄어드는 등 퍼지 규칙기반 생성이 용이하면서도 양호한 식

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1차 식별이 수행되고 나면, 규칙 

감축 및 유효 규칙 생성에 강력한 도구인 러프 집합[14-15]을 

이용하여 상위 레벨의 식별 규칙을 생성함으로써 각 그룹으로부

터 산출된 1차 식별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위 레벨인 각 그룹별 퍼지 식별 규칙들은 센서 동작 편차나 

유동 등에 의한 데이터의 부정확성이나 불확실성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상위 레벨의 러프 집합에 의한 식별 규칙들은 

그룹들 간의 식별 결과의 불일치나 비일관성 등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계층 구조 식별 규칙기반으로 인해 가스 

식별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며, 차원이 축소된 부분적인 추출 특징

에 의한 식별이 아니라 센서 어레이에 포함된 모든 센서들의 측

정 패턴이 원형대로 사용된 식별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식별이 가능해진다. 제안된 가스 식별 시스템은 수

학적 모델 구현의 어려움은 비교적 경감하면서도 소프트 컴퓨팅 

기법들이 가지는 각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서

로간의 협력에 의해 각 기법들의 단점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가스 식별 시스템의 성능과 설계의 효용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

는 구조이다. 5종류의 가스에 대한 센서 측정 데이터들을 이용하

여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정규화 및 그룹화

2.1 측정 데이터의 정규화

센서 어레이에서 감지/측정되는 가스 데이터들은 각 센서의 

위치 및 물리적 성능 편차, 온․습도를 비롯한 측정 환경의 변화, 

반복 측정에 의한 유동 등으로 인해 매 측정마다 그리고 센서 

간에도 값이 달라진다. 하지만 가스가 동일하다면 센서 어레이 

집합의 데이터 패턴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가스 종류 식별에

는 절대적인 측정값보다는 데이터 패턴이 더 효과적인 요소로 작

용한다. 그러므로 매 측정마다 생길 수 있는 측정 편차를 보정하

여 데이터 패턴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정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정규화 기법과 같이 

매 측정 회차 측정값들 중 최대값으로 그 측정 회차의 측정값들

을 정규화하는 것은 어레이 내의 각 센서들의 측정값에 대한 상

대적 보정에 불과할 뿐으로, 측정 회차별 변화 경향을 상대 비교

하기 위한 정규화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1)

여기서, 는 정규화 목표값, 는 번째 측정 회차 측정값들

에 대한 가중치, 그리고 는 번째 측정 회차의 번째 센

서의 측정값이다. 식 (1)의 정규화에 의해 측정 회차에 상관없이 

센서 어레이에 의한 측정값들의 합이 항상 같게 되므로, 반복 측

정된 데이터들의 패턴을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해진다. 

2.2 HGA를 이용한 센서 그룹화

센서 어레이에 의한 측정 데이터는 센서 수만큼의 차원을 가

지며, 어레이를 구성하는 센서 수가 많을수록 차원이 더 커질 것

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고차원 특성은 분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룹화는 측정 패턴이 유사한 센서들끼리 조합을 이루도록 어레

이 센서들을 적절한 크기의 여러 개의 작은 그룹으로 분할함으로

써 고차원 패턴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감축하여 효과적인 패턴 분

석과 식별 규칙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룹화에

는 센서 조합의 효율적인 최적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

즘을 이용한다. 유전형의 진화와 자연 선택을 모사하여 집단 기

반 탐색 전략을 추구하는 유전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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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지만 수렴 영역에서 정확한 최적

해를 찾아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지

역 최적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국부 탐색 기법을 

유전 알고리즘에 조합시켜 전역 최적해로의 수렴성을 개선한 것

이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이다[13].

유전 알고리즘의 진화 방향을 결정하는 적합도 함수 는 다

음과 같이 교차 상관함수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2)

여기서, 
 는 번째 센서 그룹의 교차 상관 함수, 

 는 번

째 가스 센서 그룹에서 측정값들의 평균과 각각의 측정값들에 대

한 교차 공분산, 그리고 
 와 

 는 각각 번째 가스 센서 

그룹에서의 평균에 대한 공분산과 측정 데이터들의 공분산이며, 

는 가 항상 양의 값을 갖도록 보정해주는 바이어스이다.

세대를 진화해가며 그룹화를 진행하게 되면, 교차 상관함수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초기 그룹들은 강상관성의 특성을 갖는 센서

들의 조합이 될 것이며, 중간쯤에서는 무상관적 특성을 보이는 센

서들의 조합, 그리고 후속 세대로 갈수록 역상관성이 강한 센서들

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러므로 종료 조건의 선택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상관성으로 조합된 센서 그룹들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식별 규칙 생성을 위한 정보의 편중 현상을 극복함과 동시

에 보다 정확한 식별 규칙 생성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염색체의 코딩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부호화와 복호화 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최적 탐색성능과 수렴성을 강화한 하이브리

드 유전 알고리즘의 다양한 연산자들에 적합한 실수 코딩 기법을 

적용하였다[12-13]. 다시 말해, 센서 어레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센서들에 부여된 번호가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정보로 적용되

며, 그룹화를 위해 정의된 센서의 개수가 염색체의 길이가 된다. 

만약 그룹에 포함된 센서의 수를 개라고 하면, 초기 집단 생

성에 코딩된 모든 염색체의 길이는 개로 정의되게 된다. 따라

서 어레이는 구성하는 총 센서의 수가 개라면, 분류되는 그룹

의 개수는 개로 정의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기 

모든 집단의 생성이 끝나면 다음 세대를 선택하기 위한 재생산 

연산자로는 다음과 같이 구배(gradient)와 유사한 형태의 연산자

를 사용한다.

    

  

×  

 ≦≦max ≦≦

       (3)

여기서, 는 세대의 번째 염색체의 번째 요소이고, 

 는 세대의 가장 우수한 적합도이며,  는 세대 

개체들의 각각의 적합도를 의미한다. 또한, 는 재생산 연산자 

변수로 각 염색체별로 독립적이거나 공통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 (3)의 재생산 연산자는 가급적 개체들의 복제는 피하면서 

집단을 최적 개체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전 알고리즘의 진화 과정에 있어 초기 초우량 개체의 

출현에 따른 유전 알고리즘의 유전적 다양성의 결핍 문제를 극복

하면서도 최적 개체를 탐색 할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교배에

는 수정 단순교배를 사용하였다. 수정 단순교배의 교배점은 

∈ 인 구간에서 무작위로 선택된다. 한 쌍의 염색체는 

선택된 교배점을 기준으로 교배점 이후의 유전 정보들은 서로 교

환하여 교배를 수행하며, 교배점에서의 유전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며 이를 통해 교배로 인한 유전 정보의 불연속성

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행된다.

 
  

  
 

 
  

  
  ≦≦ 

       (4)

여기서, ∈의 값을 가지는 곱인수를 의미하며,  는 교배

를 위해 선택된 두 부모 염색체인  와  의 유전 정보들을 교

배점 로부터 곱인수와의 조합을 통해 교배점에서 생성되는 각

각의 자손에 대한 유전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 (4)는 교배는 교배로 인한 유전 정보의 불연속성을 

완화함으로써, 생성되는 자손들이 항상 적합한 형태로 생성될 수 

있게 변환하는 과정이다. 돌연변이 연산자에는 동적 돌연변이

[11-13] 연산자를 사용하여 초기에는 균등확률 탐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라 지역적 탐색을 수행하게 하여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개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수한 유전정보를 포함한 부모가 자

손의 생성에 항상 기여할 수 있도록 엘리트 전략을 사용하였다

[12-13].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센서 그룹이 결정되면, 그 센서 

그룹에 포함된 센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센서들에 대해 그룹화를 

반복 수행하여 원하는 개수( )의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3. 계층 구조 식별 시스템의 설계

유전 알고리즘에 의해 센서들의 그룹화가 완료되면, 1차적으로 

각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가스 식별을 수행하는 하위 식별 시스템

과 이들의 식별 패턴을 종합하여 2차적으로 최종 판별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위 식별 시스템으로 구성된 계층 구조 형태로 가스 

식별 시스템을 구현한다. 계층 구조에 의한 정보 표현은 지식의 

연계성이 높아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복잡성을 최

소화함으로써 분석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3.1 퍼지 집합을 이용한 하위(1차) 식별 시스템

개의 그룹이 각자 독립적으로 가스 식별을 수행하는 하위 

식별 시스템의 구축에는 TSK 퍼지 모델을 이용한다. TSK 퍼지 

모델은 언어적 규칙기반과 수학적 모형을 조합하여 각각의 이점

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규칙의 전건부에는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포함한 데이터의 특성을 묘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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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후건부에는 전건부의 동작 영역에 적합한 수식 모

델을 사용하여 규칙별로 최적화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

된다[15-16].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의 번째 퍼지 규칙은 다음

과 같다.

  if   
    

  ⋯    


    
 

 
 ⋯



        (5) 

여기서, 는 입력의 개수, 즉 그룹 내의 센서 수이고, 는 입력 

데이터로 센서들의 측정값이며, 와 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결

정되어야 할 전건부 퍼지 집합과 후건부 선형 수식 파라미터이

다. 또한 는 퍼지 추론 결과로서 식별되어야 할 가스별로 다르

게 지정된 값(가스 종류만큼 측정 데이터를 퍼지 분할한 퍼지 집

합의 대푯값)이다. 

TSK 퍼지 추론 시스템의 성능은 전건부 퍼지 집합(분할)이 데

이터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후건부 수식 모델의 파라미

터 추정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데이터 패턴의 유사

성을 갖는 센서들끼리 묶인 소규모 센서 그룹별로 따로 퍼지 규

칙기반을 생성하므로, 전건부의 입력 공간 퍼지 분할을 세분화하

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와 추론의 편의를 위해 K-

평균 군집화 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입력 공간(정규화된 데이터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을 2개의 삼각형 퍼지 집합으로 분할

하였다. 따라서 식 (5)에서 전건부 입력들은 각각 최소한(2개)의 

퍼지 집합으로 표현되며, 규칙기반을 구성하는 퍼지 규칙의 수도 

개로 최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규칙을 만족하는 

학습 데이터의 비율이 분할된 퍼지 집합의 수가 많은 경우에 비

해 늘어나게 되므로, 학습 데이터가 적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건

부 파라미터 추정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개의 퍼지 집합으로 분할하게 되면 퍼지 규칙은 최대 개까

지 생성되므로, 후건부 파라미터의 유효 추정을 위해 요구되는 

측정 데이터의 양이 지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한 어차피 다음

의 상위 레벨 식별에서 각 그룹의 식별 결과를 이용하여 하위 

레벨 식별 결과의 불완전성을 다시 보완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전건부 퍼지 분할의 단순성이 최종 식별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 (5)의 퍼지 규칙의 후건부 선형 수식의 파라미터는 최소 

자승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번째 TSK 퍼지 규

칙 를 만족하는 입력 데이터들이 개라면 규칙 의 후건부

는 다음과 같이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








             (6)

                 

식 (6)으로부터 후건부 선형 수식의 파라미터는 최소자승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7)

이상과 같이 퍼지 규칙기반의 생성이 완료되면, 이를 이용한 

매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식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입력(측정 데이

터)이 동시에 만족하는 개의 규칙의 출력에 대한 가중합(무게 

중심) 형태로 얻어진다. 

  


  






  





                         (8)

여기서 는 각 규칙에 대한 점화 강도(입력이 규칙의 전건부 

퍼지 집합을 만족하는 최소 소속 함수 값), 는 각 규칙의 

후건부 선형 수식으로 계산된 출력 값이다. 

식 (8)의 결과는 식별해야 할 개의 가스 각각에 대해 할당된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유클리드 거리 척도가 최소인 가스로 최종 판별하게 된다. 

     min 
                          (9)

퍼지 추론에 의한 가스 식별은 각각의 그룹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따라서 매 측정 회차의 입력 데이터 집합에 대해 그룹 

수 만큼의 판별 결과를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불확

실성에 의해 모든 그룹의 판별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고 비일관적인 식별 결과들로부터 최종적인 식별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한 상위(2차)의 식별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3.2 러프 집합을 이용한 상위(2차) 식별 시스템

센서 측정 데이터에 대해 각 그룹별로 1차 식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식 (10)에서 보면 규칙 1은 실제 가스 1에 대해 각 센서 그룹

별 식별 결과가 1, 1,…, 1로 바르게 추론되었으나, 규칙 2의 경우 

실제 가스는 1임에도 불구하고 센서 그룹 은 가스 2로 잘못 

식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서론에

서도 언급했듯이 측정 환경의 변화나 센서의 특성 변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같은 가스에 대해서도 측정 결과들이 수시로 달라지

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식별 결과가 항상 정확할 수는 없다. 식 

(10)의 규칙들에서 최소의 또한 최적의 의사결정 규칙을 찾아내

는 일은 러프집합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14-15]. 제일 먼

저 규칙들 중에서 식 (10)의 와  같이 조건부 속성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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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결론부 속성이 다른 비일관적인 규칙

들을 제거한 다음, 러프 집합의 식별 불가능성을 이용하여 규칙 

감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 첫 단계로 규칙 생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는데, 식 (10)에서 조건

부 속성   ⋯  중 어떤 하나를 제거하여도 식별을 위한 

규칙기반이 비일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속성은 불필요한 

속성이므로 삭제하여도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

사 결정 규칙에서 

    &   &   → 
    &   &   → 
    &   &   → 

    (11)

속성 를 삭제하면 규칙  가 같은 조건부 속성 값을 

가지고도 다른 결론을 얻게 되므로 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속성 과 는 하나를 삭제하여도 비일관적인 규칙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둘 중 하나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모든 조건

부 속성에 대해 이와 같이 비일관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속성을 

삭제함으로써 규칙들이 보다 단순화된다. 식 (12)은 이렇게 단순

화된 규칙의 예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12)

최소 의사 결정 규칙을 얻기 위한 규칙 감축의 다음 단계는 

식 (12)와 같이 비일관적인 규칙과 불필요한 속성들이 제거된 규

칙기반에 대해 코어와 리덕트를 탐색하여 규칙의 표현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 값들만 남기게 된다. 식 (12)의 규칙 에 

대하여 먼저 조건부 속성의 상한 근사와 의사결정부 속성 범주를 

구하면 다음과 같고,

    
     

                 (13)

이를 이용하여 조건부 속성들의 하한 근사를 구하면 


∩


∩


∩

          (14)

과 같은데, 식 (14)에서 과 의 속성 값들은 의사결정부 속

성 범주에 완전히 포함되지만 는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 따

라서 규칙 의 표현을 위한 코어와 리덕트 속성은 과 의 

조합으로 다음과 같이 탐색될 수 있다.

  ∪ ∩∪∩ ∩∪   (15)

따라서 규칙 에 꼭 필요한 코어 속성은 이고, 와 

은 세부 표현을 위한 리덕트 속성이다. 두 개의 리덕트 성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규칙을 생성하게 되면 규칙 은 다음의 둘 

중 하나로 간략화 할 수 있다.

      &   → 
    &   → 

             (13)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규칙들에 대하여 코어 속성과 리덕트 

속성을 찾으면 감축된 최소의 규칙기반을 얻게 되며, 이 규칙기

반에 의해 최종적인 가스 식별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4. 시뮬레이션 및 검증

제안된 식별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세톤, 부

탄, 메탄, 프로판, 물 5종류의 가스에 대한 식별을 수행하였다. 시

뮬레이션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32개의 센서로 구성된 센서 어레

이를 이용하여 5종류의 가스들에 대해 각 가스별로 25회씩 반복 

측정한 것이며, 그 중 15회의 측정 데이터가 하위 및 상위 식별 

규칙기반 구축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고, 10회의 측정 

데이터는 검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먼저 센서 그룹화를 위해 각 그룹에 포함되는 센서의 수(염색

체 길이)는 하위 TSK 퍼지 논리에 적용하는 부분과 그룹 분할의 

정확성을 위해 4개의 센서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HGA를 이용한 센서 그룹화에 의해 결정되는 그룹 수는 32개의 

센서들에 대하여 4개씩 그룹을 진행하므로 총 8개의 센서 그룹

에 의한 1차 판별이 수행되게 되며, 아래의 표는 이를 위해 사용

된 HGA의 매개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HGA에 사용된 매개변수

Table 1 Parameters of HGA

Maxgen Maximum repetition time 35

Popsize Population size(max ) 30

Lchrom Chromosome Length( ) 4

Etha Reproduction parameter() 1.7

Pcross Crossover probability() 0.9

Pmutat Mutation probability( ) 0.1

그림 2는 첫 번째 그룹화 과정과 두 번째 그룹화 과정에 대한 

HGA의 목적함수의 변화 및 센서 조합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2를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7세대 이전에 수렴하는 성

능을 보여주고 있어 HGA의 탐색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목적함수의 변화와 센서 번호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안된 HGA에 

의해 상관성이 높은 센서들로 그룹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식별을 위한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

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센서들에 대하여도 그룹화를 진행하게 

되며, 8개의 모든 그룹에 대하여 센서 그룹화가 완료되면 각 그

룹별로 TSK 퍼지 모델을 이용하여 각 센서데이터에 대한 가스 

식별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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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cess of the first sensor grouping

(b) Process of the second sensor grouping

그림 2 HGA에 의한 센서 그룹화 결과

Fig. 2 The result of the sensor grouping by HGA

표    2 그룹들의 식별 결과로 표현된 초기 의사결정 표

Table 2 Initial decision table expressed by identification 

results of all the groups

Initial decision table

     Index

rule

Conditional 

attribute

Decisional 

attribute

G1 … G7 G8

1 1

…

2 1

1

(Acetone)

2 1 3 2

3 2 1 2

4 2 3 1

5 2 2 1

2

(Butane)

6 2 2 2

7 2 3 1

8 3 3 2

9 3 4 3 3

(Methane)10 3 2 3

11 4 5 4
4

(Propane)
12 4 4 3

13 3 4 4

14 4 4 3
5

(Water)
15 5 4 4

16 5 5 4

그림 3 센서별 검증 데이터의 측정 패턴

Fig. 3 Measurement patterns of each sensor for test data

표    3 코어와 리덕트로 표현된 최종 식별 의사결정표

Table 3 The final decision table expressed by Core and 

Reduct

Final decision table

    Index
rule

Conditional 
attribute

Decisional 
attribute

G1 G7 G8

1 1 2
1

(Acetone)
2 1 2

3 1 2

4 2 1
2

(Butane)
5 2

6 3 3

7 4 3 3

(Methane)8 3 2 3

9 4 4 4

(Propane)10 3 4

11 5 4 5

(Water)12 5 5

표 2에서 각 그룹별로 수행된 1차 식별 결과는 다소 부정확함

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식별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는 추

가로 이 결과를 이용하여 2차 식별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 2에서 

규칙 4와 7, 12와 14는 비일관적인 규칙이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의 규칙에 대해 불필요한 속성을 제거하면   의 3

개 속성만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코어와 리덕트를 구하면 표 3의 

의사결정표가 얻어진다. 표 3에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코어

이다.

표 4는 설계된 가스 식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대해 식별한 결과이다. 표 4에서 보면, 각 그룹별 퍼지 식별 시

스템의 성능은 평균 93.2%의 식별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센서 

측정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1차 식별 시스템의 규칙기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하게 2개의 퍼지 집합을 사용한 결과로 보

인다. 하지만 상위 레벨의 러프 집합에 의한 최종 식별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가스 데이터에 대하여 100% 식별하는 결과를 보

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설계된 식별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 최

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 설계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50(=5×10)개의 검증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가스 식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검증 데이터의 가

스 센서별 측정 데이터 패턴은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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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습데이터에 대한 식별 결과

Table 4 Identification results for the learning data

Identification

stage
Gas

Fuzzy system (performance : %)

G1 G2 G3 G4 G5 G6 G7 G8

Preformance

(Fuzzy

system)

Acetone 80 88 76 96 92 76 84 100

Butane 84 100 100 100 68 88 92 100

Methane 96 88 80 100 100 84 100 96

Propane 100 100 96 100 100 100 96 100

Water 100 100 96 96 96 80 100 100

Average of each group 92 95.2 89.6 98.4 91.2 85.6 94.4 99.2

Performance 

after secondary 

identification

Acetone Butane Methane Propane Water

100 100 100 100 100

같은 가스에 대해서도 각 센서의 측정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식별 시스템의 최종 예측 결과는 총 50개의 검증 데이

터 중에서 아세톤에 대해서만 1회 식별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나

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올바르게 식별하여 높은 정확도

(98%)를 나타내었다. 이 1회의 오류는 그 데이터가 아세톤에 대

한 다른 측정 데이터들의 패턴과 차이가 많이 나는 악성(ill 

conditioned)의 경우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하이브리드 유전 알고리즘과 퍼지 집합, 그리고 러

프집합 이론을 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살려 구현이 용이하고 

성능이 좋은 효율적인 계층 구조 가스 식별 시스템을 설계하였

다. 최적화 기능이 뛰어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센서 어레

이를 유사성을 갖는 소수의 센서들로 묶인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TSK 퍼지 모델을 이용하여 각 그룹별로 1차 가스 식별 

시스템을 최소 규칙을 가지도록 구축함으로써 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차원 축소와 가스 식별을 위한 규칙기반 생성이 보다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위 레벨 최종 식

별 규칙을 러프 집합을 이용하여 생성함으로써 규칙기반을 최소

화하면서도 식별 시스템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계층 구조식별 시스템은 하위 레벨의 

퍼지 식별 규칙기반에 의해 센서 동작 편차나 유동 등으로 인한 

데이터의 부정확성이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

며, 상위 레벨의 러프 집합 식별 규칙기반에 의해 그룹들 간의 

식별 결과의 불일치나 비일관성 등에 잘 대처하여 식별 정확도

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부분적인 추출 특징에 의한 식

별이 아니라 센서 어레이에 포함된 모든 센서들의 측정 패턴이 

원형대로 사용된 식별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

는 식별이 가능해진다. 제안된 시스템의 이러한 우수성은 시뮬레

이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설계 기법은 가

스 식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별 시스템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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