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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퍼지 최대-최소 신경망 모델에서 학습 패턴의 빈도요소를 고려하여 개
선된 활성화 함수와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특징공간상에서 하이퍼박스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
준과 방법을 제시하며, 학습 패턴의 빈도요소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서 개별 특징값과 하이퍼박스간의 상대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득치를 계산함으로써, 기존 
모델의 하이퍼박스 축소 기법을 대체한 학습효과에 관하여 고찰한다. 실험을 통하여 학습 패턴의 
순서 변화와 왜곡된 정보에 안정된 분류기의 성능을 확인한다. 

 

1. 서론 

패턴인식 기술은 지난 수십년간 귀납적 기계학습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그 응
용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는 음성과 문자를 대상으로 
한 패턴인식 시스템이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며, 보다 
복잡한 패턴 형식을 지닌 화상 데이터간의 분류를 위
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패턴인식에서 사용되는 분류기는 주어진 다차원 특
징공간을 결정공간으로 구분 짓기 위해 주어진 데이

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도학

습에 의한 패턴 분류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율학습에 
의한 패턴의 군집화이다.  

지도학습에 의한 패턴 분류기로서 Simpson 은 하이

퍼박스에 기반한 퍼지 최대-최소 (FMM: Fuzzy Min-
Max) 신경망을 제안하였으며[1], 이 모델의 활성화 특
성과 하이퍼박스의 생성 및 확장 기준을 새로 정의함

으로써 자율학습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FMM 모델

을 만들었다[2]. 이 후에, Gabrys 와 Bargiela 는 Simpson
이 제안한 두 가지 모델에서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의 
기능을 통합시켰고, FMM 신경망 모델의 몇 가지 기
능을 일반화 시킴으로써 GFMM (General Fuzzy Min-
Max) 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소개하였다[3]. 

하지만, GFMM 신경망의 기반이 되는 FMM 모델은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학습 패턴의 순서에 의해 왜곡

된 하이퍼박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FMM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GFMM 
신경망도 이와 같은 문제를 상속받고 있는 것이다. 
FMM 모델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에서

는 Simpson 의 모델에 가중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모델이 갖는 한계점을 개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에서 사용되었던 빈도요소를 

GFMM 신경망에도 적용함으로써 좀더 일반화된 모델

을 제시한다. 또한, 학습 패턴의 빈도요소가 반영된 
학습 방법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모델에서 
하이퍼박스 축소기법의 필요성을 대체하는 효과에 대
하여 고찰한다. 세부적 실험 및 분석은 실제 데이터

인 Iris 패턴 분류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 및 특징집합

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GFMM 

신경망에 대한 배경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3 절

에서는 하이퍼박스 축소 과정이 분류기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4 절을 통해 제안된 개선

점과 학습 기법을 설명하고, 5 절은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 효과의 분석을 보여준다. 6 절에서 실험을 통해 
분류 성능을 평가 한 후, 마지막 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 GFMM 신경망 

GFMM 신경망이 기존의 FMM 모델과 구별되는 특징

은 네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신경망의 입력

이 단일 패턴에서 퍼지 하이퍼박스도 받아들일 수 있
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활성화 함수가 퍼지집합 연산

을 사용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하이퍼박스의 확장 조
건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 신경망은 레이블 
된 데이터와 레이블 되지 않은 데이터로, 분류와 군
집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특징은 하이퍼박스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가 적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류기 성능에 가장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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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은 결정 공간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특징인 하이퍼박스 활성화 함수의 특성이 될 것이다. 
Simpson 이 정의한 하이퍼박스의 퍼지 집합은 GFMM
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jjhjjjhj VUXbVUXB =  (1)
 
위에서 Xh = [ l

hX u
hX ]는 최소점과 최대점을 나타내는 

벡터로 구성되며, 이는 h 번째 입력 패턴 집합을 의미

한다. n 차원에 대해 Uj = (uj1, uj2,…, ujn) 는 하이퍼박스 
Bj의 최소점을, Vj = (vj1, vj2,…, vjn) 는 최대점을 나타낸

다. 함수 bj 는 GFMM 신경망의 활성화 특성으로서 아
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1[)],,(1(min([min)(
1 i

l
hijiiji

u
hinihj xufvxfXb γγ −−−−=

= L
(2)

 
위의 소속 함수에서 두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함수 f
는 다음과 같이 퍼지구간의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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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개변수 γ 는 하이퍼박스 영역의 가장자리에

서 퍼지소속 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GFMM 에서 하이퍼박스의 확장을 제한하는 조건 식
은 다음과 같다.  
 

θ≤−∀
=

)),min(),(max(
1 hijihijini

xuxv
L

 

 
이 조건에서 θ 는 하이퍼박스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

는 매개변수로, 입력된 특징 값 xhi 가 하이퍼박스와의 
최소거리 θ 내에 있다면 해당 하이퍼박스를 확장시키

고, 최소거리 밖에 있다면 새로운 하이퍼박스를 생성

하게 된다. 
이러한 GFMM 모델의 활성화 함수의 특징은 특징과 
하이퍼박스 간의 상호 작용은 모두 대등한 비중으로

만 고려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응용 문제에서 
다음 절에서 설명할 두 가지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
은 성능 저하를 야기 할 수 있다. 
  
3. 하이퍼박스 축소의 영향 

기존 모델은 하이퍼박스 생성과 확장 후 중첩영역이 
발생하면 패턴에 대한 분류결과가 모호해지므로 축소 
연산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응답의 모호성은 해결

되나, 하이퍼박스 형태는 학습되는 패턴의 순서와 비
정상적인 패턴에 의해 정보왜곡이 발생 한다. 
우선 축소 과정의 수행에 따른 결정공간은 학습 패턴

의 입력 순서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는 나중

에 학습되는 패턴이 기존에 있던 다른 클래스의 하이

퍼박스를 침범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림 1(a)와 같이 분포한 학습 패턴에서 Versicolor, 
Virginica 순으로 패턴을 학습시키면 각 클래스는 그

림 1(b)와 같은 하이퍼박스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Virginica, Versicolor 순으로 학습 시켰을 경우 결정공

간은 그림 1(c)와 같이 된다.  
 

 
(a) 

  
(b) 

  
(c) 

 (그림 1) 학습 순서 변화에 의한 하이퍼박스 영역  

(θ = 0.09) 

  
(a)   Versicolor         Virginica 

 

  
(b)   Versicolor         Virginica 

 (그림 2) 학습 순서의 변화에 따른 결정공간의 변화 

(γ = 7.0, θ = 0.30) 

같은 패턴에 대해서 나중에 학습 된 경우가 먼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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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되었을 때보다 하이퍼박스가 차지하는 영역이 커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그림 1(a)처
럼 클래스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θ 의 값이 클 
때 그림 2 처럼 더 심각해진다. 동일한 학습 패턴에 
대해 일정한 분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만 하이퍼박스의 축소과정 때문에 기존 모델의 분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학습 패턴의 빈도요소에 대한 문제이다. 
주어진 학습 패턴 집합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신뢰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잘 표본화 되어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개의 왜곡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면, 학습

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a)                  (b)  

     
(c)                  (d) 

(그림 3) 왜곡된 학습 데이터에 의한 패턴 분류     
(θ = 0.20) 

그림 3(a)와 같은 학습 패턴에 대해 하이퍼박스는 그
림 3(b)와 같이 생성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학
습 패턴에 그림 3(c)와 같은 왜곡된 특징(× 표시)이 
포함 되어 있을 때 θ가 0.20 이상인 경우 그림 3(d)와 
같은 하이퍼박스가 생성될 것이다. 이 때 원래 하이

퍼박스에 속해 있던 패턴의 반이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많은 수의 데이터에 의하여 잘 학습된 하이

퍼박스의 형태가, 단 한 개의 비정상적인 데이터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GFMM 모델이 갖는 특징의 영
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고
찰한다. 
 
4. 빈도요소를 고려한 학습 

앞 절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빈도요소

를 고려한 학습 방법과 이득치를 계산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론을 고찰한다. 
우선 기존의 식 (1)에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하이퍼박스 Bj를 고려한다. 
 

)},,,(,,,,{ jjjhjjjjhj fVUXbfVUXB =  
 
여기서 추가된 속성은 fj로서 이 값은 j 번째 하이퍼박

스에 대하여 학습에 사용된 패턴의 빈도를 의미한다. 
fj 는 처음에 0 으로 초기화 되어 있고 아래의 식에 의
해 하이퍼박스가 생성되거나 확장 될 때, 또는 학습 
패턴을 포함한 경우 해당 하이퍼박스에 대해서 계산

된다. 
 

1+= old
j

new
j ff  

 
각 하이퍼박스의 이득치 값은 특징공간의 각 차원에 
대하여 빈도요소를 고려하여 다음 식과 같이 산출된

다. 
 

)1( ji
j

ji R
N
f

g −×=  

 
여기서 N 은 학습 패턴의 총 개수이며 Rji = vji - uji로 i
번째 차원에서의 하이퍼박스의 폭이다. 즉, gji 는 j 번

째 하이퍼박스의 차원 i 에 대한 밀도를 의미한다. 이
러한 이득치는 특징의 빈도에 비례하고 발생 범위의 
폭에 반비례 한 값으로 결정된다. 
이득치는 하이퍼박스의 멤버십을 결정하는 식 (2)에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1[)],,,(1(min([min)(
1 jii

l
hijijiiji

u
hinihj gxufgvxfXb γγ −−−−=

= L

 
여기서 하이퍼박스 내의 영역에서는 각 차원에 대한 
이득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식 (3)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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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모델은 하이퍼박스내의 학습패턴 빈도와 관계

없이 일정한 값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이퍼박스의 
중첩 영역 내에서는 분류결과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각 개별 특징별로 
서로 다른 이득치 값이 반영되므로 하이퍼박스의 중
첩영역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모호한 응답특성의 문제

를 개선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하이퍼박스 축소기법을 대체한 학습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다. 
 
5. 학습효과 분석 

그림 3(c)와 같은 15 개의 학습 패턴에 대해 GFMM 의

결정공간은 그림 4(a)와 같을 수 있다. 이 경우, 클래

스 B 의 패턴이 군집 되어있던 영역에 분류를 위한 
특징(× 표시)이 입력되었을 때, 그림 4(c)와 같은 소속

도로는 입력 특징이 클래스 A 로 판단될 것이다.  
그림 4(b)는 제안된 학습 방법에 의한 하이퍼박스의 
형태이다. 하이퍼박스의 중첩영역이 존재하지만, 그림 
4(d)와 같이 각 하이퍼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득치 값
을 비교함으로써 중첩영역에 의한 모호성을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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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4(b)에서의 각 이득치는 표 1 과 같다. 
 

        
  (a)                    (b)     

   
  (c)                    (d) 

(그림 4) 빈도요소가 중첩영역에서 미치는 영향 

<표 1> 그림 4(b)에서 두 하이퍼박스의 중첩영역에 대한 

각 차원의 이득치 

 빈도수 하이퍼박스 폭 이득치 

g1 7 0.200 0.373 
g2 7 0.175 0.385 
g3 8 0.125 0.467 
g4 8 0.125 0.467 

 
6. 분류 성능의 실험적 평가 

본 논문의 실험적 평가를 위해 150 개의 Iris 패턴에서 
각 클래스별로 25 개의 학습 패턴을 무작위로 뽑아 
학습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a)의 차원에 대해 
기존의 방법과 제안된 방법에 따라 분류기를 학습 시
킨 후, 나머지 75 개의 패턴으로 분류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오류의 개수로 인식 성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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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존의 GFMM 과 제안된 모델로 분류를 실시

했을 때 측정된 오류 개수 

실험의 결과는 그림 5 의 그래프와 같다. 이 그래프에

서 파란색 선은 기존의 모델을 Setosa, Versicolor, 
Virginica 순으로 학습 시킨 경우이며, 초록색 선은 

Versicolor 와 Virginica 의 순서를 바꿔서 학습 시킨 경
우를 표시한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제안된 모델의 
오인식 개수를 나타낸다. 이 모델은 학습 패턴의 클
래스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하나의 학습 순서

에 대해서만 기록하였다.  
그림 5 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축소 과정을 
대체한 학습 방법이 기존 모델의 성능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GFMM 신경망에 빈도요소를 고려한 
활성화 특성을 적용하여 분류기의 성능을 개선시킨다. 
하이퍼박스의 이득치는 학습과정 중에 하이퍼박스에 
속해 있던 패턴의 빈도수와 하이퍼박스를 이루는 특
정 범위에 의해서 산출된다. 이로써 서로 다른 클래

스 간의 하이퍼박스 중첩 영역에 대한 모호성을 해결

하고 하이퍼박스의 축소 과정을 대체한다. 하이퍼박

스의 축소 과정이 없는 분류기의 결과는 학습 패턴의 
입력 순서에 크게 달라지지 않고 동시에 노이즈의 영
향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험 데이터로는 Iri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하이퍼박스의 최대 크기와 퍼

지 구간의 기울기가 동일할 때 기존의 GFMM 모델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서 퍼지 구간에 빈도요소를 적용하여 
확장 시킬 예정이며, 특징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 할 예정이다. 
 
* 본 연구는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유비쿼터스컴퓨팅및네트워크원천기반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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