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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데이터 마이닝 클러스터링 기술은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를 함께 그룹화하고 여러 특성을 나타내는 개

체를 클러스터로 그룹화 하는데 사용된다. 클러스터링 방법은 하드 클러스터링과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uzzy C-Means 알고리즘(FCM), Fuzzy Possibilistic C-Means 알고리즘(FPCM) 및 Modified Fuzzy Possibilistic C-Means 

알고리즘(MFPCM)과 같은 다양한 퍼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장ㆍ단점을 살펴보고, 시간.공간 복잡도를 수행하고 비교 분석한다. 

또한, 다양한 FCM 알고리즘을 데이터 마이닝, 의학, 이미지, 패턴 감지, 생물 정보학 및 기타 과학 및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과 같

은 대용량의 분야에 확장 응용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Data mining clustering techniques are used to group obje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gether within the same cluster and to group 

objects with multiple characteristics into clusters. Clustering method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hard clustering and soft 

clustering. This paper examin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fuzzy clustering algorithms such as Fuzzy C-Means 

Algorithm (FCM), Fuzzy Possibilistic C-Means Algorithm (FPCM), and Modified Fuzzy Possibilistic C-Means Algorithm (MFPCM). 

Perform, compare and analyze. In addition, the company plans to expand and apply various FCM algorithms to high-volume applications

such as data mining, medicine, imaging, pattern detection, bioinformatics and other scientific and engineer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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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작업이 다소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데이터 마이닝 

작업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이다[1].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

이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석구석 뒤져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 패턴(pattern)을 탐색

하기 위해 적용된다.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되는 클러스터링은 주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패턴 인식(pattern recognition), 

이미지 분석(image analysis) 및 생물 정보학(bioinformatics)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통 기술로 사용되는 

데이터 설명 방법이다[2]. 클러스터링은 객체(object)와 그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이터 내에서 발견된 정보들을 근간으로 데

이터 객체들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같은 그룹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similarity)은 높이고, 다른 그룹의 객체들과의 차이점을 

벌리는 것이 목적이며, 그룹 내 객체 간의 유사성과 그룹 간의 차이점을 높일수록 클러스터링은 점점 뚜렷해진다. 클러스터링은 

동질 그룹에 데이터를 정렬하고 묶는 기술을 사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류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 데이

터 저장소에서 유용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마이닝, 패턴 인식, 의료 분야, 공간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 컴퓨터 비전, DNA 분석, 시장 분석, 웹 통계 등 많은 영역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

이며, 관측 데이터 그룹을 분석하고 그들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분명하고 유용한 방식으로 무결성 데이터

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유사 패턴으로 분할하고 정렬하여 사용자의 의사 결정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2]. FCM은 처음 소개된 이후 원형 그대로 또는 주어진 문제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많은 문제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3].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된 다양한 FCM의 장 · 단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

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다양한 FCM의 장 · 단점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언급한 알고리즘들의 시

간 · 공간 복잡도에 대한 수행평가와 분석을 비교하고, 4장에서는 수행 분석을 통한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다양한 FCM 알고리즘

2.1 Fuzzy C-Means

일반적으로 퍼지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그룹화하기 위한 비교사 학습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데이터로부터 퍼지 규칙(if ∼ 

then ∼)을 생성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4]. FCM 알고리즘은 퍼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알고

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식 (1)과 같이 각 데이터와 클러스터 중심과의 거리를 고려한 유사도를 측정한 후 유사도에 기초한 목적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집합을 분할하는 알고리즘이다[5].

    
  




  




    ∥

  (1)

여기서, 모든 데이터 에 대해 
  



  이다. 은 데이터의 갯수, c는 클러스터의 갯수 그리고 은 퍼지 소속정도를 나타

내는 가중치이다.   ⋯인 데이터 벡터 집합과   ⋯인 클러스터 중심들 사이의 소속 정도를  × 

인 행렬    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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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번째 데이터가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정도를 나타내고, 식 (3)에서  ≤  ≤ 는 번째 클러스

터 중심이다. 여기서 이 1보다 큰 경우에 모든  , 에 대해서  ≠ 를 만족한다면 위의 식을 만족할 때만   가 의 최

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알고리즘은 식 (2)와 식 (3)의 과정을 반복하므로 은 어떤 정해진 값으로 수렴한다. FCM은 처음 소

개된 이후 원형 그대로 또는 주어진 문제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많은 문제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FCM의 변

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FCM이 모든 문제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도

가 아닌 여러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도를 가지므로 다양한 소속값을 표현하지만, 임의의 클러스터 설정의 어려움과 클러스터 

중심의 초기값 설정의 문제점이 있다[6,7].

2.2 Fuzzy Possibilistic C-Means Algorithm 

FCM은 퍼지 클러스터링 방법 중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하나의 점에 대한 소속도의 합이 1이 되도록 함으로서 때때로 직

관적인 분할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잡음에 민감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CM의 제약을 제거한 PCM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PCM은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초기화에 민감하고 때때로 중복된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문제점이 있다[3]. 이러한 FCM의 잡음 민감성과 PCM의 중첩 클러스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확률적 측도 또는 소속도

와 가능성 측도 또는 전형도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FPCM이다[8]. FPCM은 식 (4)의 소속도와 전형

도에 종속된 목적함수를 사용하며, 식 (5,6)의 클러스터 중심 계산을 위해 소속도와 전형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FCM의 잡음 

민감성을 완화하고 PCM의 중첩된 클러스터 문제를 해결한다. 식 (4)의 라그랑지 승수법 필요조건은 식 (7,8)의 계산으로 표현되

고, 식 (9)의 는 데이터 점 에서 까지의 유클리디안 거리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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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의 는 양의 대칭행렬이고, 만약에 가 항등행렬이면 는 데이터 점과 클러스터 중심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나타낸

다. FPCM은 FCM의 잡음 민감성과 PCM의 중첩 클러스터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여전히 목적함수를 구하는데 많은 데이터의 필

요성과 국부 최적해를 생성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6].

2.3 Modified Fuzzy Possibilistic C-Means Algorithm

클러스터링에서 적당한 목적함수의 선정은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러스터링 최적해는 목적함수에 기반하고 있다[9,10]. 적절한 목적함수 선정을 위한 접근 방법은 클러스터와 데이터 점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클러스터간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것이다. 즉, 클러스터 중심들을 가능한 멀리 선정하고 초기 클러스터 

중심들 간의 거리는 최대로 하는 방법이다. MFPCM은 식 (4) FPCM의 목적함수에 가중치 를 추가하여 임의의 데이터가 속하

는 클러스터를 명확히 분류해줄 뿐 아니라 잡음이나 이상치를 제거하여 클러스터링의 소속도를 높여준다. MFPCM 목적함수는 

식 (10)으로 주어지고 식 (10∼13)의 과정을 거쳐 클러스터의 최적해를 찾는다.


 

  




  






  
 

   (10)

  는 퍼지 분할 행렬로 식 (11)로 나타내고, 

  
  









      (11)

  는 퍼지 전형도 행렬로 식 (1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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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는 식 (13)의 클러스터의 중심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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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PCM은 FPCM의 문제점인 중첩 클러스터와 잡음 민감성을 해결하였으나,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한계에 국한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FCM, FPCM, MFPCM 알고리즘의 장 · 단점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Various FCM Algorithm advantages disadvantages Comparison

특징

알고리즘  
장점 단점

FCM

⦁하나의 클러스터 점에 속하는 소속도가 아닌 여러 클러

스터 소속도 값을 가지므로 다양한 소속도 값을 표현

⦁소속 여부의 잡음이나 중첩문제를 해결

⦁임의의 클러스터 갯수 설정의 어려움

⦁거리 사용에 따른 잡음 민감성

⦁중심의 초기값 설정의 문제점

FPCM

⦁잡음 민감성과 PCM의 중첩 클러스터 문제 해결 

⦁직관적이지 못한 소속도 값을 제거하기 위해 소속도 합 

1을 제거

⦁PCM의 중첩 클러스터 문제를 일으킴

⦁구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해공간의 국부 최

적해를 생성 

MFPCM 

⦁데이터 집합은 임의의 클러스터에 대한 가중치가 클러

스터의 명확한 분류가 가능

⦁함수 가중치는 잡음이나 이상치들이 어느 클러스터에

도 소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잡음 민감성 제거

⦁거리를 이용하므로 클러스터 모형이 구형이 아닌 경우 

클러스터 분류에 문제점 발생

⦁함수가 복잡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해를 구하기가 어려움

3. 시간 · 공간 복잡도 비교

Table 2. Various FCM Aalgorithm Time and Space Complexity comparison

복잡도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FCM  

FPCM  

MFPCM  

시간 복잡도는 Fig. 1처럼 FCM, FPCM의 그래프가 xy 평면의 선형그래프를 그리는 반면에 MFPCM는 클러스터 수가 증가할

수록 반선형 그래프로 수행시간이 감소됨을 보였다. 또한, Fig. 2의 공간 복잡도를 분석해보면, MFPCM은 클러스터의 증가에 따

라 일정한 메모리 공간을 차지했으나, FCM, FPCM의 그래프는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할수록 메모리 공간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적함수에서 수행되는 유클리디안 함수의 한계로 국한되며, 클러스터의 중첩문제나 잡음, 이상치 등과 같

은 불명확한 데이터의 제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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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FCM, FPCM and MFPCM Time Ccomplexity of various Clusters

Fig. 2. Comparison of FCM, FPCM and MFPCM Space Complexity of various Clusters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퍼지 클러스터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FCM, FPCM, MFPCM의 알고리즘의 장 · 단점을 살펴보고, 시간 · 공간 

복잡도를 수행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CM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소속도가 아닌 다양한 소속도 값을 표현해서 클러스터

의 소속 여부 잡음이나 중첩문제를 해결했지만 클러스터 초기값 설정문제나 유클리드 거리 사용에 다른 잡음 민감성의 단점이 

있다. FPCM은 FCM과 PCM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FCM보다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했지만, 전형도의 중첩 클러스터 문제나 

컴파일 시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목적함수의 알고리즘 복잡성으로 인해 해공간의 국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MFPCM은 임

의의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클러스터에 소속도의 명확성을 분류했고, 잡음이나 이상치와 같은 불명확한 민감 자료를 

제거해 세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중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시간 복잡도는 FCM, FPCM에 비해 평균 25%의 수행시간의 단축과 

공간 복잡도는 40%의 메모리 절약을 보였다. MFPCM이 FCM, FPCM 알고리즘에 비해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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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형이 구형이 아닌 경우의 클러스터링 문제나 가중치를 부여해 목적함수가 복잡해짐에 따른 안정적인 해를 구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빅데이터 시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분할 기법인 FCM을 데이터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패턴인식 등과 같은 대용량의 빅데이터에 응용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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