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지 제어 기법을 이용한 개선된 Max-Min 신경망

 1195

퍼지 제어 기법을 이용한 개선된 Max-Min 신경망

김 백*․우 운**

An Enhanced Max-Min Neural Network using a Fuzzy Control Method

Kwang-Baek Kim*․Young-Woon Wo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퍼지 제어 기법을 용하여 학습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개선된 Max-Min 신경망을 제안하

다. 개선된 Max-Min 신경망은 경쟁 단계에서 필요한 학습 시간을 이기 하여, 정확성의 수와 부정확성

의 수를 퍼지 제어 시스템의 입력으로 용하여 학습률을 동 으로 조정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실제 콘크리트 표면 균열 상에서 추출한 균열의 방향성 패턴을 상으로 인식 실험한 결과, 개선된 

Max-Min 신경망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nhanced Max-Min neural network by auto-tuning of learning rate using fuzzy control method. 

For the reduction of training time required in the competition stage, the method was proposed that arbitrates dynamically the 

learning rate by applying the numbers of the accuracy and the inaccuracy to the input of the fuzzy control system. The 

experiments using real concrete crack images showed that the enhanced Max-Min neural network was effective in the recognition 

of direction of the extracted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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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퍼지 논리는 논리성(logicality)의 이 을 갖는 반면

에 인공 신경망은 학습 능력의 장 을 갖고 있다. 이

런 장 들은 서로 보완 이며 이들의 융합(fusion)은 

좀 더 인간의 사고 능력에 가까운 지능의 구 을 가

능하게 한다. 퍼지와 인공 신경망에 한 연구는 두 

이론의 장 을 결합하는 합성과 두 이론의 유사한 특

성을 결합하는 융합이 있다[1].

유사한 특성은 첫째, 인공 신경망의 출력 특성과 

퍼지 이론의 소속 함수(membership function)의 특성

은 유사하다. 둘째,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

(neuron)들의 연산 기능과 퍼지 추론에서의 논리 연

산 기능은 유사하다.

이러한 융합에 한 연구 방향은 퍼지 논리에 신경

망의 학습능력을 부여하는 방향과 신경망의 학습에 

퍼지 논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인공 신경망과 퍼지 논리의 장단 을 설명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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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2].

인공 신경망은 첫째, 지능에 의한 인식 결과에 정

확한 답을 요구한다, 둘째, 애매모호한 데이터 처리에

는 부 합하다. 그러나 잡음 처리 등에는 합하다. 

셋째, 라미터 값에 향을 많이 받는다. 로그래

하기 어렵다. 넷째, 학습 모형 구조가 복잡하나 학습 

능력을 가진다. 이에 반해 퍼지 논리는 첫째, 기능에 

의한 정확한 답이 아닌 소속도(membership degree)

와 가능성을 나타낸다. 둘째, 애매모호한 데이터 처리

에 합하다. 셋째, 라미터 값에 향을 게 받는

다. 로그래 하기 쉽다. 넷째, 모형 구조가 매우 간

단하나 학습 능력이 없다. 이상의 장 을 융합하여 퍼

지 신경망은 애매모호하고 잡음이 많은 데이터 처리

에 합하고 모형 구조가 간단하며 학습의 능력을 갖

는다. 그러므로 상호 보완의 계를 갖는 두 이론의 

결합으로부터 좀 더 인간의 사고 능력에 근 할 수 

있으며 인공 신경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Max-Min 신경망은 퍼지의 기본 연산자를 사용하

고 0과 1사이의 값을 입력 패턴으로 용하여 학습하

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의 장 은 기존의 단층 

알고리즘이 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을 둔 반

면에 퍼지 값인 0과 1사이의 값을 학습하는데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퍼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것이 큰 장 이다[3]. 그러나 기존의 Max-Min 신경

망은 단층 학습 구조로서 학습 과정 에 조기 포화 

상으로 학습의 수렴성이 낮아지는 문제 이 있다.

기존의 Max-Min 신경망은 연결 가 치들이 지역 

최소화(local minima)에 치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오류 한계 설정 문제, 기 연결 가 치 설정 문

제, 학습률 설정 문제, 모멘텀 설정 문제 등이 있다

[4]. Cheung 등은 학습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학습 기에 오류(error)가 격히 어드는 오류 

수렴 단계, 특정 학습 패턴에 한 연결 가 치의 변

화가 다른 패턴에 의한 연결 가 치의 변화와 상치되

기 때문에 오류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쟁 단계, 학습

이 되지 않은 패턴이 갑자기 학습되면서 오류가 격

히 어드는 우세 단계로 구분하 다[5]. 이 3단계  

경쟁 단계에 의해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리며 조기 포

화 상(premature saturation)이 발생한다. 조기 포화 

상이란 신경회로망이 학습 도  일정한 기간 동안 

오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학습이 진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화 역에 있는 출력 노드의 

실제 출력값과 그 노드의 목표값이 상치되면 이 출력 

노드는 오포화(incorrect saturation)되었다고 한다. 이 

경우, 오포화된 출력 노드에 연결된 가 치들의 변화

량은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출력 노드들이 이 상황에

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 신경망은 오류가 큰 상태에서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으므로 연결 가 치들이 지역 

최소화에 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Max-Min 신

경망은 실세계 용에 있어 패턴의 수가 많아질수록 

조기 포화 상이 발생하여 학습의 수렴성이 낮아지

는 문제 이 있다. 기존의 Mx-Min 신경망의 학습 성

능을 개선하기 해 Dleta-bar-Delta 규칙을 학습률

에 용한 Dleta-bar-Delta 기반 Mx-Min 신경망이 

제안되었다[6]. 그러나 연결 가 치의 변화량을 기반

으로 Dleta-bar-Delta 규칙을 용하는 단계에서 조

기 포화 상이 발생하면 연결 가 치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연결 가 치가 지역 최소화에 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각 학습 패턴들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어 인식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표값과 출력값의 차이에 

한 값이 ε 보다 거나 같으면 정확성으로 분

류하고 크면 부정확성으로 분류하여 퍼지 제어 시스

템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학습률과 모멘텀을 동 으로 

조정하여 학습의 수렴성을 개선한다.

Ⅱ. Max-Min 신경망

Max-Min 신경망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입력값    과 목표값    

을 제시한다.

<단계 2>

     은 출력값을 나타내고 은 가

치로서 임의의 값으로 기화한다. 은 바이어스 항

으로 임의의 값으로 기값을 설정한다. 은 이 학

습 알고리즘의 실제 인 기 가 치를 계산하는 값

으로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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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은 퍼지 논리합 연산자이고 ∧은 퍼

지 논리곱 연산자이다.

∨

<단계 3> 

목표 값과 출력값 사이의 오류값을 계산한다. 여기

서 Q는 Total Sum of Square이다.

 
 









  


<단계 4>

가 치와 바이어스 항을 조정한다.

    ∆ ∆ 
      ∆  ∆  

∆      
  

∆   i f   
  

<단계 5>

모든 패턴이 학습 패턴에 하여 부정확성의 수가 

0보다 크면 < 단계 2 >로 가서 반복한다.

Ⅲ. 제안된 학습률 조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Max-Min 신경망의 성능을 개선하

기 해서 퍼지 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률과 모

멘텀을 자동으로 조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각 패턴

에 한 출력층의 실제 출력값과 목표값의 차이의 

값이   보다 거나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으로 분

류하고 큰 경우에는 부정확성으로 분류하여 퍼지논리 

시스템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퍼지 논리 시스템을 이

용한 학습률의 조정은 식(1)과 같다.

  (1)

모든 패턴의 출력층 출력값이 정확성으로 분류되면 

학습을 종료한다. 모멘텀은 1에서 퍼지 시스템에서 구

한 학습률을 감하여 구한다. 식 (2)는 모멘텀을 동

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2)

제안된 방법에서 정확성의 소속 함수는 그림 1과 

같고, 부정확성의 소속 함수는 그림 2와 같다.

소
속
도

F A T

0 .5

0 C low C m C high C lim

1 .0

Co rrect 수

그림 1. 정확성의 소속 함수
Fig. 1 Membership functions for correctness

소
속
도

F A T

0 .5

0 IC low IC m IC h igh IC lim

1 .0

In co rrec t 수

그림 2. 부정확성의 소속 함수
Fig. 2 Membership functions for incorrectness

그림 1에서 정확성의 소속 함수 구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og입력노드수출력노드수 (3)

 lim (4)

여기서 lim는 정확성의 한계치를 의미한다.

학습에 용될 학습률을 계산하는 출력 소속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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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3과 같다.

소
속
도

S M B

0 .5

0 0 .25 0 .5 0 .75 1 .0

1 .0

학 습 률

그림 3. 출력 의 소속 함수
Fig. 3 Membership functions for output 

제안된 방법에서 퍼지 제어 규칙은 다음과 같다.

R 1 : If co rrect is  F , in co rrec t F  Then   is  B
R 2 : If co rrect is  F , in co rrec t A  Then   is  B
R 3 : If co rrect is  F , in co rrec t M  Then   is  B
R 4 : If co rrect is  A , in co rrec t F  Then   is  M
R 5 : If co rrect is  A , in co rrec t A  Then   is  M
R 6 : If co rrect is A , in co rrec t M  Then   is  
M
R 7 ; If co rrect is  M , in co rrec t F  Then   is  S
R 8 : If co rrect is  M , in co rrec t A  Then   is  S
R 9 : If co rrect is  M , in co rrec t M  Then   is  S

여기서 F(Few), A(Average), M(Many), S(Small), 

M(Medium), B(Big)는 퍼지 소속 함수이다. 정확성과 

부정확성이 퍼지 시스템의 입력값으로 정해지면 각 

소속 함수에 한 정확성과 부정확성의 소속도를 구

한다. 각 소속 함수에 하여 소속도가 구해지면 퍼지 

제어 규칙을 이용하여 Max-Min 방법을 용하여 추

론한다. 퍼지 추론 후에는 비퍼지화 하여 학습에 사용

될 학습률을 구한다. 비퍼지화에는 무게 십법을 사용

하는데, 식 (5)와 같다[7,8].

 


(5)

Ⅳ. 실험  결과 분석

기존의 Max-Min 신경망들과 개선된 Max-Min 

신경망의 학습  인식 성능을 분석하기 해 입력 

패턴으로는 참고문헌[6]의 방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균열 상에서 추출한 25개의 균열 패턴을 용하

고, 출력층의 노드 수는 5개로 설정하 다. 그리고 

기존의 Max-Min 신경망에서는 학습률과 모멘텀을 

0.5, 0.75로 설정하는 것이 학습의 수렴성이 효율 이

었다. 참고문헌[6]의 Max-Min 신경망과 개선된 

Max-Min 신경망에서는 기 학습률과 모멘텀을 각

각 0.1로 설정하 다. 표 1 은 기존의 Max-Min 신

경망들과 개선된 Max-Min 신경망간의 학습  인

식 결과를 나타내었다.

Epoch  
N um ber

Recogn ition  
R a te

TSS

Conven tio na l
M ax-M in  N eu ra l 

N e tw o rk
211 20  / 25 0 .024751

D e lta -b a r-D e lta  
b ased  M ax-M in  

N eu ra l 
N e tw o rk [6 ]  

117 24  / 25 0 .00981

P ropo sed
M ax-M in  N eu ra l 

N e tw o rk
106 25  / 25 0 .00031

표 1. 특정 균열의 방향성 학습  인식 결과
Table 1. Learning and recognition results of specific 

cracks

표 1에서 기존의 Max-Min 신경망과 Delta- 

bar-Delta 기반 Max-Min 신경망이 균열 인식에서 

실패한 경우는 학습 패턴 에서 일부 균열의 특징이 

잡음으로 분류되어 기존의 Max-Min 신경망과 

Delta-bar-Delta 기반 Max-Min 신경망에서는 서로 

다른 균열의 특징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조기 포화 

상이 발생하여 정확히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

안된 Max-Min 신경망은 총오차자승합 신에 정확

성의 수와 부정확성의 수를 기반으로 학습의 분류 성

능 기 을 설정하고 정확성 수와 부정확성의 수를 기

반으로 퍼지 제어 기법을 용하여 학습률을 조정하

기 때문에 조기포화 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 패턴들의 특징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 인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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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된 것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Max-Min 신경망과 Delta-bar- Delta 

기반 Max-Min 신경망보다 제안된 Max-Min 신경망이 

조기 포화 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 시간도 

게 소요되는 것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Epoch 수와 TSS 변화
Fig. 4 The number of Epoch and TSS variation

그림 4는 두 알고리즘 간의 Epoch 수에 따른 TSS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그림 4에서와 같이 제안된 

Max-Min 신경망은 학습률을 동 으로 조정하기 때

문에 기존의 Max-Min 신경망보다 학습의 수렴성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추출된 특정 부분 균열의 방향성을 제안

된 Max-Min 신경망을 이용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그림 5. 개선된 Max-Min 신경망을 이용한 특정 부분 
균열의 방향성 인식 결과

Fig. 5 Results of direction recognition on specific 
partial crack using the enhanced Max-Min neural 

network

Ⅴ. 결 론

기존의 Max-Min 신경망 알고리즘은 다양한 패턴

인식에 용할 경우에 학습의 수렴성이 낮아져서 인

식에 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학

습 단계 에서 경쟁 단계에서 조기 포화 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의 수렴

성에 향을 주는 학습률과 모멘텀을 동 으로 조정

하여 경쟁 단계에서 조기 포화 상을 감소시켜 학습 

패턴들의 분류 성능과 수렴성을 개선하 다. 제안 기

법에서는 총오차자승합 신 목표값과 출력값 차이의 

값이 보다 으면 정확성으로 분류하여 퍼지 제

어 기법에 용하 다. 따라서 모든 학습 패턴들이 정

확성으로 분류되면 학습을 종료하므로 학습의 분류 

성능과 인식률이 향상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 다. 그러나 제안된 Max-Min 신경망은 단층 구조

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들을 분류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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