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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Clustering 기반 퍼지 RBF

뉴럴네트워크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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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Fuzzy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FRBFNN)의 규칙 수를 자동생성 방법을 제시한다.

FRBFNN은 기존 RBFNN에서 가우시안이나 타원형 형태의 특정 RBF를 사용하는 구조와 달리 클러스

터의 중심값과의 거리에 기반을 둔 멤버쉽함수를 사용하여 전반부의 공간 분할 및 활성화 레벨을 결정한다.

또한 분할된 로컬영역에서의 입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퍼지규칙의 후반부로서 고차 다항식을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밀집도에 기반을 두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합한 퍼지 규칙(클러스터)의 수와 클러스터의 중심값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ountain clustering으로부터 구해진 클러스터의 중심은 멤버쉽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 (WLS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선

형 함수 모델링에 적용하여 성능의 우수성과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concerns Fuzzy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FRBFNN) and automatic rule 
generation of extraction of the FRBFNN by means of mountain clustering. In the proposed network, the 
membership functions of the premise part of fuzzy rules do not assume any explicit functional forms such 
as Gaussian, ellipsoidal, triangular, etc., so its resulting fitness values (degree of membership) directly rely 
on the computation of the relevant distance between data points. Also, we consider high-order polynomial 
as the consequent part of fuzzy rules which represent input-output characteristic of sup-space.

The number of clusters and the centers of clusters are automatically generated by using mountain clustering 
method based on the density of data. The centers of cluster which are obtained by using mountain clustering are 
used to determine a degree of membership and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 (WLSE) is adopted to estimate the 
coefficients of the consequent polynomial of fuzzy rul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detail for the representative nonlinear function.

Key-words : Fuzzy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FRBFNN), Mountain clustering algorithm,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or (WLSE)

1. 서 론

최근에 강한 비선형 특성을 가진 복잡한 시스템

의 모델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비선

형적이고 다변수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퍼지 모델

링 기법의 유용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퍼지추론에 기초하여 퍼지 추론시스템, 퍼지뉴럴네

트워크, RBF 뉴럴네트워크 그리고 퍼지 다항식 뉴

럴네트워크 등 다양한 구조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

[1-6].

퍼지모델의 성능은 퍼지규칙의 구성 방법에 의존

하며 보다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퍼지규칙의 동정이

필수적이다. 1980년대 초에 언어적 접근 방식과 퍼

지 관계식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고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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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형식을 사용하는 Sugeno-Takagi 모델은 정교

한 규칙 기반 모델의 초석이 되었으며[1], Complex

방법과 Least Square Method에 의해 동정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 Pedrycz와 Oh는 로컬 모델이 다항

식을 갖는 진보된 퍼지모델들을 제안하고, Simple

Genetic Algorithms를 이용하여 Topology와 전반부

파라미터를 최적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

본 논문의 선행연구로써 FCM[7]과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RBFNN)[6]의

Hybrid 구조로써 FCM 기반 Fuzzy neural

networks (FCM-FNN)구조가 제시되었다[10]. 이 구

조는 RBF 뉴럴네트워크의 변형 및 확장된 구조로써

전반부에 FCM을 사용하고 후반부는 로컬모델로써

다양한 형태의 다항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퍼지공

간 분할과 멤버쉽함수는 FCM에 의해 결정된다. 특

히 기존 퍼지모델과 달리 멤버쉽함수는 가우시안이

나 삼각형 등의 특정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들의 거리에 기반을 둔다. 각 퍼지공간에 대한 로컬

모델로써 상수형, 선형 또는 2차식 등의 다항식을

사용할 수 있다. FCM-FNN에서는 퍼지규칙의 수,

입력변수의 선택, 후반부 다항식 차수 등에 관련된

구조 동정 문제와 FCM에서 퍼지화 계수, 후반부 다

항식의 계수의 결정에 관련된 파라미터 동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모델링에서 입력공간의 분할은 퍼지규

칙의 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클

러스터링 알고리즘은 모델의 출력변수의 값은 고려

하지 않고, 입력변수의 분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입력공간

분할에서 출력변수의 값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8]은 데이터의 밀집도

에 기반을 두어 적합한 수의 클러스터의 수와 각 클

러스터의 중심값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

법은 데이터의 밀집도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입력

공간 안에서 데이터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 동정에 관련하여 퍼지규칙

의 수와, 파라미터 동정에 관련하여 후반부 다항식

의 계수 추정에 대하여 다룬다. 기존 FCM-FNN에

서 FCM을 이용하여 공간 분할과 멤버쉽함수를 결

정한 것과는 달리 mountain clustering을 사용하여

적합한 퍼지 규칙(클러스터)의 수와 클러스터의 중

심을 찾으며, 클러스터의 중심값은 멤버쉽 값을 결

정하는데 사용된다. 학습 데이터의 출력 값을 모델

링에 적용하기 위하여 HCM에 의하여 출력 값에 기

반을 두어 학습데이터를 여러 개의 context로 분할

한 후 각각의 context에 대하여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는

WLSE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 Mountain Clustering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은 Yager and

Filev가 제안한 방법[8]으로, mountain function이라

불리는 밀도측정함수에 근거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밀집도에 기

반하여 클러스터의 수와 그때의 중심값을 구한다.

n차원 공간에서 m개의 데이터⋯ 가 주

어졌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입력공간에서 일정간격

으로 격자선을 형성하고, 격자선의 교차점에 대하여

밀도를 측정하며, 격자선의 교차점중 일부가 클러스

터의 중심점이 된다.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주어진 입력공간 안에서 격자선을 형성

하고 격자선들의 교차점을 로 표현한다.

[단계 2] 모든 격자선의 교차점 v∈V에 대하여

mountain function의 높이를 계산한다.


  

 exp

∥  ∥

 (1)

여기서 σ는 양의 상수로서 mountain function의

반경을 조절한다.

[단계 3] 로부터 가장 높은 밀도(높이)를

갖는 를 찾고 이 값은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값

()이 된다.

[단계 4] [단계 3]에서 찾은 클러스터의 중심을

파괴함수를 이용하여 파괴하여 새로운 mountain

function을 만든다.

   exp

∥  ∥

 (2)

여기서 β는 양의 상수로서 destroy function의

반경을 조절한다.

[단계 5] [단계 3]∼[단계 4]를 m(v)의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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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이 설정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

행한다.

그림 2는 mountain clustering의 수행 과정을 도

시화한다. 그림 2(a)는 mountain clustering에 사용

된 데이터이다. 그림 2(b)의 좌상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mountain 함수이며 가장 높은 위치가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이 된다. 좌하의 파괴함수를 이용하

여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을 파괴하면 우하처럼

새로운 mountain 함수가 생성이 된다.

그림 1(c)의 좌상은 새로운 mountain 함수이며

이 함수의 가장 높은 점이 두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이 되며 좌하의 파괴함수를 이용하여 파괴하면 우하

처럼 새로운 mountain 함수가 생성이 된다. 여기서

새로 생성된 mountain 함수의 가장 높은 점이 설정

된 값보다 낮으면 알고리즘은 종료되며 결론적으로

2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점이 구해진다.

(a) Mountain clustering dataset

(b) Center of the 1st cluster

(c) Center of the 2nd cluster

그림 1. Mountain clustering의 수행절차

Fig. 1. Processing procedure of mountain

clustering

3. Fuzzy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Fuzzy-RBFNN(FRBFNN)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이 구조는 Radial Basis Function Neural

Networks (RBFNN)의 변형된 구조로써 특정 RBF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 FCM에서 사용되는 거리에

기반을 둔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여 퍼지공간 분할

및 멤버쉽 값을 결정하고 후반부는 다항식 형태로

확장되었다.

FRBFNN은 다입력변수를 갖는 시스템에서 발

생하는 다차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1 f1(x1, x2,...xn)w1

x1

x2

x3

xn

A2

Ac

f2(x1, x2,...xn)

fc(x1, x2,...xn)

å
w2

wc

y

그림 2. FRBFNN 구조

Fig. 2. FRBFN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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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FNN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

다. 전반부에서는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으로

부터 분할할 클러스터의 수와, 클러스터의 중심값이

구해지면 FCM에서 사용하는 거리에 기반을 둔 멤

버쉽함수를 이용하여 퍼지공간의 분할 및 각 퍼지공

간에 대한 적합도가 계산되어 지며 후반부는 각 퍼

지공간에서의 로컬모델로써 다항식 구조를 갖는다.

FRBFNN은 다음처럼 표현되며 후반부 다항식은 4

가지 형태를 고려한다.

     ⋯   

    ⋯ 
(3)

Type 1 : 간략식

  ⋯   (4)

Type 2 : 선형식

⋯    ⋯ (5)

Type 3 : 2차식

⋯    ⋯

 
 ⋯



  ⋯
 

(6)

Type 4 : 변형된 2차식

⋯    ⋯

  ⋯
 

( 7 )

FRBFNN의 학습은 크게 전반부 멤버쉽함수의

학습과 후반부 다항식의 학습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부 멤버쉽함수는 삼각형이나 가우시안 형태

등의 특정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 식(8)처럼 거리

에 기반을 둔 멤버쉽함수가 사용하여 멤버쉽 함

수의 값(후반부 로컬모델의 활성화 레벨)이 계산

된다.

i 번째 규칙(클러스터)에 대한 멤버쉽함수는 다

음처럼 정의된다.

 


  



 

  





(8)

여기에서 xk=[x1k⋯xnk], vi는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으로부터 구해진 i번째 클러스

터의 중심벡터, c는 규칙 수(클러스터 수), p는 퍼

지화 계수이며 멤버쉽함수의 값은 중심점과의 거

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화

계수를 1.2로 설정하였다.

FRBFNN 모델의 최종 출력은 식(9)처럼 구해

진다.

 
  



 ⋯ (9)

여기에서 k= 1,...,m , m은 데이터 수이며

후반부 다항식의 학습은 가중된 최소 자승법

(WLSE)에 의하여 수행된다.

WLSE는 회귀다항식의 계수를 추정하는 알

고리즘이며 LSE와 유사하다. LSE는 오차자승

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계수를 추정하지만,

WLSE는 오차제곱에 가중치가 곱해진다는 차

이가 있다. 퍼지모델의 후반부 계수추정에 있

어서 LSE는 후반부 다항식들의 계수를 일괄적

으로 구하기 때문에 전역모델의 학습을 수행하

게 되며, 각 퍼지규칙에 대한 해석력이 사리지

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WLSE는 각 규칙의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를 독립적으로 구하며 로

컬학습을 수행한다. 즉, 분할된 입력공간에 적

합한 로컬모델을 형성함으로써 각 로컬영역에

대한 해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이 방법은 컴퓨터의 계산부하를 줄일

수 있고, 각각의 로컬모델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10)은 WLSE에서의 성능평가함수 이다.

 
  




  



 
 (10)

식(10)의 행렬형식으로의 표현은 식(11)와

같다.

 
  




 (11)

여기서, a j는 추정하고자 하는 j번째 다항

식의 계수, Y는 출력데이터, W j는 j번째

입력공간에 대한 입력 데이터들의 활성레벨(소

속값)을 의미하며, 식(8)로부터 구해진다.

X j는 j번째 로컬모델의 계수를 추정하기 위

한 입력데이터 행렬을 의미하며 로컬모델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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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일 경우 다음처럼 정의된다.













  ⋯ 

  ⋯ 
⋮ ⋮ ⋱ ⋮
  ⋯ 

, 











  ⋯ 

  ⋯ 

 ⋮ ⋱ ⋮
  ⋯ 

여기서, m은 데이터의 수이다.

j번째 규칙에 대한 로컬모델인 다항식의 계

수는 식(12)에 의해서 구해진다.

 


 (12)

4. 실험 및 고찰

제안된 방법의 성능분석을 위하여 비선형 함수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sin sin
 ≦  ≦ 

(13)

식(13)의 비선형 함수로부터 200개의 데이터를 랜

덤하게 발생시켜 학습데이터 사용하였으며, 2차원

에 대하여 0.02 간격의 교차점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성능평가함수는 MSE(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비선형함수를 도시한다. 그림 3에서 빨간색 점은 학

습에 사용된 데이터이며, 파란색 점은 평가에 사용

된 데이터이다.

HCM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의 출력 값만을 이

용하여 여러 개의 context로 분할되며 각 분할된 데

이터에 대하여 Subtractive clustering 알고리즘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각 context에 대하여 클러스터

의 수와 중심값이 구해진다. 각 context에 대한 클러

스터의 수의 합은 FRBFNN의 퍼지 규칙의 수가되

며, 구해진 클러스터의 중심에 대하여 식(8)을 이용

하여 각 퍼지규칙에 대한 멤버쉽 값이 계산되고, 식

(12)의 WLSE에 의하여 후반부 다항식의 계수가 결

정된다. 최종적으로 모델 출력은 식(9)에 의하여 계

산된다.

실험에서는 context가 2∼5인 경우 후반부 다항

식이 선형(Type 2)과 2차식(Type 3)인 경우에 대하

여서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출력을 HCM을 이용하여 5개로 분할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의 분할된 데이터에 대하여

mountain 함수와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해진 중심점을 보인다. 그림 4(a)는

mountain clustering에 사용된 데이터와 구해진 중

심점을 보이고 그림 4(b)는 초기 형성된 mountain

함수이다. 각각의 context에 대하여 3, 1, 1, 2 ,3의

클러스터로 분할되었으며 주어진 입력공간에 대하여

10개의 공간으로 분할된다.

그림 3. 비선형 함수

Fig. 3. Nonlinear function

표 1에서는 모델의 성능지수를 보인다. HCM에

의해서 분할된 context의 수에 대하여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찾아진 퍼지규칙의

수와 후반부다항식이 선형과 2차식인 경우에 대한

성능평가 지수이다. PI는 학습데이터에 대한 성능지

수이고, EPI는 평가 데이터에 대한 성능지수이다.

그림 5는 실제 데이터와 FRBRNN 모델의 출력을

scatter plot을 통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표 1. Context의 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Table 1.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ntext

Context
퍼지

규칙 수

후반부

다항식의 차수
PI EPI

2 5
Type 2 0.443 0.826

Type 3 0.137 0.232

3 8
Type 2 0.249 0.512

Type 3 0.052 0.117

4 7
Type 2 0.308 0.650

Type 3 0.033 0.148

5 10
Type 2 0.025 0.417

Type 3 0.0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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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context 1 (b-1) mountain function

(a-2) context 2 (b-2) mountain function

(a-3) context 3 (b-3) mountain function

(a-4) context 4 (b-4) mountain function

(a-5) context 5 (b-5) mountain function

그림 4. 분할된 Context와 Mountain function

Fig. 4. Divided context and mountain function

(a) Training data (b) Testing data

그림 5. 실제 출력과 모델출력의 비교

Fig. 5. Comparison of real and model output

그림 6은 FRBFNN에 의한 모델 출력을 보인다.

그림 3의 실제 비선형 함수와 비교했을 때 거의 유

사한 출력을 보인다.

그림 6. FRBFNN에 의한 출력

Fig. 5. Output of FRBFN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RBFNN와 학습 방법을 제안한

다. 이 구조는 RBF 뉴럴네트워크의 변형 및 확장된

구조로써 전반부는 FCM에서 사용하는 거리에 기반

을 두는 멤버쉽 함수를 사용하고 후반부는 로컬모델

로써 다양한 형태의 다항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학

습데이터의 출력을 모델링에 적용하기 위하여 HCM

을 이용하여 출력에 기반을 두어 학습데이터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한 후, 각 분할된 클러스터에

대하여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mountain clustering 알고리즘에 의하여 적합한 퍼

지규칙의 수와 클러스터의 중심값이 자동적으로 결

정되며, 중심값은 멤버쉽함수 값을 계산하는데 사용

된다. 후반부 다항식은 상수항, 선형, 2차식 또는 변

형된 2차식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고, 다항식의 계

수는 WLSE를 사용하여 추정된다. 제안된 알고리즘

은 비선형 함수의 모델링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타당성 및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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