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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학습에 임하는 학생과 교수자의 성향을 좀더 객관성 있게 검출, 면학 효과를 증진시

키고자,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소통에 필요한 PCSI(Personal Coaching Styles Inventory)검사 모델을,

러프-퍼지 추론 기반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교수자의 잘못된 지도 성향에 따라 학생의 잠재능

력을 저하시키므로서 학습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

학생에게 교사(상담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일로,

학습을 돕는 “학습지도”가 있는데 이 경우 학습자의

성향 파악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진로지도 역시 개인의 특성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학위주의 교육등으로 인하여

실제에는 객관성 있는 자료로부터의 검증이 매우 미

약하다.

본 논문에서는 상담지도중 학습자와 관련된 내용

으로서 학생의 성향 및 교수자의 코칭 스타일 을 추

출해내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러프-퍼지 기반의 표현

방법을 검토, 제시코자한다.

1.1. 러프-퍼지 집합과 불완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퍼지 집합과 라프 집합의 통합된 구조와 불완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대하여 기술한다.

1.1.1 퍼지 집합

Zadeh에 의하여 발표된 퍼지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X는 집합이고 L은 속(Lattice)이라 할 때 L 은 폐구

간[0,1]이 될 수 있다.

X에서 퍼지 집합 A는 각 요소 x∊X이고 소속 정도

(degree of membership) μA(X)∊L과 관련된 소속

함수 μA: XàL에 의하여 응용된다.

A와B를X에서 퍼지 집합이라 하면

A=B iff μA(x)=μB(x)for all x ∊X

A⊂B iff μA(x)≦μB(x)for all x ∊X

C=A∪B iff μA(x)=max[μA(x),μA(x)]for all x∊X.

D=A⋂B iff μD(x)=min[μA(x),μA(x)]for all x∊X.

이 되고

A의 여집합을 A'로 두면 다음과 같다.

1.1.2 라프 집합

Pawlak에 의하여 소개된 라프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0 집합일 때 B는 U의 부분 집합으로 불 대수

(Boolean algebra) P(U)의 진 부분 대수로 놓으면

이때(U.B)쌍을 라프 전집합 (rough uiverse)이라 한

다.

V=(U,B)를 고정된 라프 전집합(rough universe)으로

두고 R을 다음과 같은 관계로 하면 A=(AL,AU)∈R

iff AL, AU∈B, AL∈AU 여기서 R의 원소를 라프

집합이라 하며, B의 원소를 정확한 집합(exactsts)이

라 한다.

원소 X∈B와 같은 원소(X,X)∈R이 동일시 될 때에

정확한 집합이 된다. 그러나 라프 집합은 정확한 집

합이 되지 않는다.

예로 U≠0 이면 (∅,u,)는 정확하지 못한 집합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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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A=(AL,AU)이고 B=(BL,BU)를 라프집합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B=(AL∩BL ,AU∪BU)

A∩B=(AL∩BL ,AU∩BU)

A⊂B iff A∩B=

따라서

A⊂B iff AL⊂BL, AU⊂BU

1.1.3 러프-퍼지 집합

앞에서 정의된 퍼지 집합과 러프 집합의 특성을

결합한 러프-퍼지 집합은 다음과 같다[6].

U는 집합이고 B는 U의 모든 부분 집합의 Boolean

algebra 이며, L은 속(lattice)이고 X를 러프 집합으

로 하면 X=(XL,XU)∈B2, XL⊂XU이 된다.

X에서 러프-퍼지 집합 A=(A,A)는 다음 특성을 갖

는 소속 함수의 쌍인 μAu:XU → L에 의하여 특성

화 된다.

0

μAL(x)≤ μAU(x) for all x∈Xu

X에 있는 두 러프-퍼지 집합 A=(AL,AU)와

(BL,BU)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A=B iff μAL(x)= μBL(x) for each

x∈XL

and μAU(x)=μBU(x) for each x∈XU

(2) A⊂B iff μBU(x)≤μBL(x) for each

x∈XL

and μAU(x)≤μBU(x) for each x∈XU

(3) C=A∪B iff μ치(x)=max[μAL(x), μBL(x)] for

all

x∈XL, μCU(x)=max[μAU(x), μBU(x)] for all

x∈XL

(4) D=A∩B iff μ이(x)=min[μAL(x), μBL(x)] for

all

x∈XL

μDU(x)=min[μAU(x),μBU(x)] for all x∈XU

2. 모델제안 및 평가

러프-퍼지 PCSI시스템의 구조는 크게 4개의

PCSI모듈로 구성된다. 입력부는 n개의 입력변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모듈이고, 결과 표현은 각각

의 평가에 따른 러프-퍼지 규칙베이스와 데이터베이

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러프-퍼지 평가 단계를 나타낸다.

[Step 1] 각 규칙에 주어진 입력 패턴의 입력부 적

합도 W j
을 계산한다.

W j = μ A(C 1 )∧μ B(C 2 )∧...∧μ M(C M)

(2.1)

여기서, W j ( j= 1,2,...,n)는 n개의 입력부 적합

도를 나타낸다.

[Step 2] [Step 1]에서 계산된 입력부 적합도를 근거

로 각 규칙의 함의 결과들을 계산한다. 여기서는

product 연산을 사용하였다.

μ E i
(E) = W j∙μ E j

(E)∙CF i
(2.2)

여기서, i = 1,2,...,n을 나타낸다.

[Step 3] [Step 2]에서 계산된 함의 결과 중에서 출

력부 소속함수의 적합도가 가장 큰 소속함수를 추출

한다.

S i= { max(μ E i
k

(E)) if μ E i
j

(E)≠μ E i
k

(E)

∅ if μ E i
j

(E)=μ E i
k

(E)

(k = 1,2,..,m)

(2.3)

[Step 4] [Step 3]에서 얻은 소속함수를 통합한다.

F i= max(S i(E)) (2.4)

[Step 5] 무게중심법으로 비퍼지화한다.

D=
∑
n

i= 1
(F i×μ F i

(E))

∑
n

i= 1
(μ F i

(E))
(2.5)

3. 모의실험

3.1 실험

평가 단계에서 얻은 비러프-퍼지화된 실수 구간을

최종평가의 입력변수의 소속함수로 나타낸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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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최종평가의 입력변수(평가)의 소속함수 구간

4. 검토

실제 학교에서 적용 사례로 전문대학 2학년 학생

과 교수자를 대상으로 PCSI평가를 하였다. 각 영역

별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선호 데이터를 입력하여 러

프-퍼지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성향파악에 필

요한 PCSI(Personal Coaching Styles Inventory)검사모

델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성향을 객관성있

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프-퍼지 추론을 이용

하여 코칭 성향을 통합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PCSI방법에서는 러프-퍼지추론을 하므로

서 인간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의 추적이 가능토록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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