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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퍼지 선형계획법은 불확실성하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의사결정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

함수 값이 퍼지수이고 우변 상수도 퍼지수인 융합 등식 제약식을 갖는 퍼지 선형계획법 문제를 다룬다. 연구의 

목 은 퍼지 해를 정의하고 그것을 구하는 차를 모색하는 것이다. 목 함수 값에 한 소속 함수로 부분 선형함수

를, 제약식의 소속 함수로는 사다리꼴 함수를 도입한다. 사다리꼴 함수는 구간별 선형 함수 들로 나 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소속 함수들을 선형식 들로 체함으로써 퍼지 선형계획 모형을 Zimmermann의 칭 선형 모형

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최 -최소 기 을 용하여 일반 선형계획법 문제를 도출해 내고, 이 문제의 최 해로부

터 원 문제의 퍼지 해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다리꼴 소속 함수에 해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는 오목 부분 

선형함수와 같은 좀 더 일반화된 소속 함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 Key Words : 퍼지 융합 제약식, 소속함수, 부분 선형, 사다리꼴, 최 -최소 기

Abstract   The fuzzy linear programming(FLP) is the useful approach to many real world problems 

under uncertainty. This paper deals with a FLP whose objective value is fuzzy. And the right hand sides 

of convergent equality constraints are fuzzy numbers. We assume that the membership function of the 

objective value is piecewise linear and those of the right hand side are trapezoidal. Each of these trapezoidal 

functions can be algebraically replaced with three linear functions. Then the FLP problem is transformed 

into the Zimmermann's symmetric model. The fuzzy solution based on the max-min rule can be obtained 

by solving the crisp linear programming problem derived from the symmetric model. A numerical example 

has illustrated our approach.  The application of our approach to the inconsistent linear system can enable 

generate us to get define the useful and flexible inexact solutions within acceptable toleranc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generalize the membership function.

• Key Words : fuzzy convergent linear equality, membership function, piecewise linear, trapezoidal, max-mi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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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퍼지 선형계획법(fuzzy linear programming, 이하 

FLP로 표기)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많은 실 문제들

을 해결하기 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의사결정 

모형이다[1,2,3,4]. 선형계획법과는 달리 FLP 모형에서는 

모수들의 부정확함과 모호함을 제로 한다. Be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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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adeh가 처음으로 퍼지 모형에서의 퍼지 의사결정 

개념을 제시하 다[5]. 그 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가

지 FLP 모형들을 개발하 는데, 이 모형들은 부정확한 

모수들이 어떤 방법으로 정량화 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나 어진다[6,7,8,9,10,11,12]. Zimmermann은 Bellman 

and Zadeh가 사용한 최 -최소 의사결정기 ( max-min 

rule )을 symmetric 형태의 FLP에 용하여 퍼지 해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 다[13,14]. 그는 제약식 값과 목 함

수 값이 주어진 허용 범 (tolerance description) 안에 존

재하는 정도를 소속 함수(membership function)들로 정

량화 한 다음 이 식들을 선형식 들로 체함으로써 칭 

선형 모형을 유도하 다. 최 -최소 기 은 비선형 연산

자(nonlinear operator)이기 때문에 이 기 을 용한 문

제는 비선형계획법이 되는데, Zimmermann의 칭 모형

에 용하는 경우에는 최 -최소 기 을 선형식으로 표

할 수 있어서 비선형 연산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제약식의 소속 함수로 사다리꼴(trapezoidal) 함수

를 도입하여 칭 선형 모형으로 유도한 다음, 최 -최소 

기 을 용하여 원 문제의 퍼지 해를 구하 다. 최종

으로 일반 선형계획법 문제를 도출하고 이 선형계획 문

제의 최 해로부터 퍼지 해를 얻는  과정을 탐색한다. 2 

은 문제의 정의와 소속 함수의 도입, 그리고 

symmetric 모형으로 환 과정을 보여 다. 3 에서는 

수치 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근법을 확인하

고 비가해 문제의 근사해를 구하는데 응용해 보았다. 마

지막으로 결론과 추후 연구 방향에 해서 언 하 다. 

2. 선형계획법으로의 전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퍼지 우변 상수와 퍼지 목 함

수를 갖는 선형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

여기서 ∈는 행렬 ∈×의 i번째 행벡터
이고 ∈는 목 함수 계수 열벡터이다. 목 함수 

값과 우변상수는 퍼지수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가정을 제로 진행된다.

첫째, 의사 결정자는 목 함수 값이 주어진 값 이상

이 되길 원하고, 목표 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속 함수

(membership function)는 부분 선형(piecewise linear)

이다.

둘째, 우변상수는 사다리꼴(trapezoidal) 퍼지수이다. 

따라서 제약식이 우변상수와의 근 정도를 나타내는 소

속 함수는 사다리꼴 부분 선형임을 가정한다.

셋째, 함수식과 제약식의 소속 함수 값 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 화시키는 해를 문제 (1)의 퍼지 해로 정의 한다.

첫 번째 가정을 구체화하기 해 도입한 목 함수의 

소속 함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는 목 함수 값의 최소 

허용치(tolerance)이고 는 목표치이다.

[Fig. 1] Membership function of the objective

이 부분 선형 함수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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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그림은 i번째 제약식의 사다리꼴 부분선형 

소속 함수를 나타낸다.

[Fig. 2] Membership function of the th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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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속 함수의 수  표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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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와 식 (3)에서의 소속함수 값 는 의사결자가 

의사결정 를 선택했을 때 목  함수식이 설정된 목  

함수 값에 그리고 각 제약식이 우변 상수에 근 하고 있

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Bellman and Zadeh는 

각 제약식과 목 함수식이 만들어내는 근 정도 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 화시키는 해를 퍼지해로 제시하 다. 

그들이 채택한 최 -최소 기 에 의한 해를 찾는 문제는 

식(4)와 같이 모형화 된다.   

     

≥ 

그런데 식(4)의 최 -최소 기 은 비선형(nonlinear) 

연산이기 때문에 비선형문제의 근법으로 해를 구해야 

하는 단 이 있다. 그러나 Zimmermann의 칭 선형모형

에서는 최 -최소 기 의 문제를 선형계획법 문제로 바

꿀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칭 선형모형을 얻기 해 

다음 정리들을 근거로 제약식의 소속 함수를 선형 부등

식들로 분해시킨다. 

식 (3)의 구간별 선형함수를    로 

놓자.

   
 




  

   
 




  

정리 1. 구간 
  

 에서의 각 제약식의 소속함수 

값은 식 (5), 식 (6)의  ,와 1 의 최소값에 의해 결

정된다. 즉 다음이 성립한다.



   ∈   
증명.

  
    ∈ 

  
   ∈   

  
    ∈  

그러므로 식이 성립.                       

정리 1.에 의해 다음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2. 구간 
  

 에서, 각 제약식

들의 소속함수 값들 에서 최소값은 각 제약식의  ,

  들과 1 의 최소값이다.

증명. 

정리 1.에 의해 다음 식이 성립한다. 

  
 ∈ 

따라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

 
 
 
 ∈  

정리 2.에 의해 각 제약식들의 소속함수 값들과 목

함수의 소속 함수 값들 에서 최소값을 라면 다음 식

이 성립한다. 

 ∀ 

∀


식 (7)을 부등식으로 바꾸면 식 (8)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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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식 (4)의 비선형 모형을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으

로 재구성할 수 있다.

 

 


≥ 







 ≥  ∀







 ≥  ∀ 

≤ 
≥ 

최 -최소 기 에 의한 퍼지 해는 단지 일반 선형계획

법(crisp linear programming problem)인 식 (9)의 최

해로부터 얻게 된다. 

3. 수치 예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확인하기 해 다음의 문

제를 풀어보자.

      
     



     
 

     


≥  ∀

만약 일반 선형계획문제라면 최 해는

           이다[15]. [Fig. 1]과 [Fig. 

2]의 모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해보자.

      


         

  


         

  


         

  

그러면 목 함수와 제약식들의 소속함수 들은 다음과 

같다.

   




      

  



      

  



      

  



      

  



      

  



      

  



      

이 값들 에서 최소값을 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선

형계획법 문제를 얻는다.

 
     ≥ 

  ≥

   ≥

   ≥ 

    ≥
    ≥
    ≥

≥
≥   ≥  ∀

이 문제의 최 해는   ,

 
 



   이다.

이 해를 퍼지 선형계획법의 퍼지해로 사용한다. 한편 

측정 오류나 과다한 제약 조건 때문에 의사결정 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의

사결정자들은 근사해를 찾게 되는데 우변상수의 변화에 

한 허용치를 설정하고 변화의 정도를 정량화 한다면 

최 -최소 기 을 용하여 유용한 근사해를 구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의 간단한 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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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형연립방정식은 비가해(inconsistent) 문제이다. 

최소자승법(the least square method)으로 근사해를 구하

면   이다[16]. 

만약 허용 모수들을(tolerance parameters) 다음과 같

이 설정하면 식 (15)의 문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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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이 문제의 해는   ,

 


 


      이다.

즉, (14)의 근사해는
 

   이 된

다. 최소자승해와 비교하면 주 이다. 그 지만 허용 

모수 값들을 제약식의 상  요도에 따라 히 조

함으로써 최소자승해보다 유용한 근사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퍼지 등식 제약식을 갖는 퍼지 선형계

획법 문제의 해를 구하는 차를 제시하 다. 특히 등식 

제약식의 사다리꼴 소속 함수들을 칭 선형 모형으로 

바꾸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다. 최 -최소 의사 결정

기 에 의해 선택되는 퍼지 해는 이 칭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일반 선형계획법 문제를 풀어서 구하게 된다. 

제약식의 소속 함수를 도입하기 해 설정되는 모수

들은 의사결정자에 의해 자의 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제약 조건의 요성에 따라 허용 모수를 조정하여 융통

성 있게 여러 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고 불

확실한 실성을 극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한 비가

해 선형 문제에 본 연구의 근법을 용하면 유용한 근

사해 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약식의 소속 함수를 좀 더 일반 인 함수로 

확장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다리꼴에 

을 맞추었는데 오목 부분 선형식(concave piecewise 

linear) 는 이차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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