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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학문입니다. 한때는 인간의 지능에 턱없이 모자라고, 범용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

가 있다 하여 인기가 사그라진 적이 있긴 해도, 연구자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

지 않고 묵묵히 인공지능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하

여 기술이 축적되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들이 개선되면서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서자 점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용화되어 제2

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SIRI’, 아마존의 ‘ALEXA’, 마이

크로소프트웨어의 ‘CORTANA’처럼 음성인식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

하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으며, 수십 년이 지나도 컴퓨터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 프로기사에게 완승을 거둔 ‘알파고’, 의

학 분야에서 전문가 이상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이비엠의 ‘왓슨’, 자율주행 자

동차나 무인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로봇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로봇의 기능과 성

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

옮긴이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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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그러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나 지능적 시스템이 어

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법에 의해 그런 지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세부 기법들을 강의할 때마다 조금 더 쉽고 재미있

게 설명된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전공 분

야로 삼기 위한 학생들이라면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적의 수학적, 

전산학적 내용을 잘 이해해야겠지만, 컴퓨터 관련 전공의 일반 학생들이 인공지능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

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4월에 발간된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현대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법만을 잘 간추려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기법의 동작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이 책만의 장점이자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독특한 점에 매료되어, 이 책을 번역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며, 일반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좀 더 친해질 수 있

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독

자라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요와 인공지능이 고도로 실현될 경우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부터 10장까지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법 9가지를 다

루고 있으며, 모든 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심 있는 장만 발췌하여 읽어

도 무방합니다. 11장, 12장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컴

퓨터 언어 두 가지를 다루므로 일반 독자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옮긴이 머리말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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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이펍 장

성두 대표님과 담당자 이슬 님께 감사드리며, 편집과 교정에 도움을 주신 장혜지 

님, 배규호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늘 아빠를 응원해 주는 아들 현준이, 범준이에게도 고맙다는 말

을 전합니다.

2017년 2월

우영운

옮긴이 머리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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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에 왠지 모를 기대와 두려움을 가진 독자 여

러분에게 인공지능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11개의 엑셀 

시뮬레이션을 통해 좀 더 쉽게 그 본질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귀찮은 조사나 

갖가지 생각을 대신해 줘서 편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년 후

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생활의 결정권을 갖게 되어 우리 스스로 생각

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경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 일부를 강

화하고 인간 두뇌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마치 인간의 팔만으로는 힘에 

한계가 있어 중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기억력, 정확도, 판단의 

민첩성 등과 같은 두뇌 활동을 인공지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실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또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이며, 기본

적인 기술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보통의 프로그램은 작성

된 대로만 수행되는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학습이나 연상, 애매함 등의 독특

머리말 xi

엑셀.indb   11 2017. 2. 20.   오후 9:36



한 기술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 이상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인공지능

을 인간의 두뇌 활동을 능가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적 또는 윤리적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 의외로 인공

지능의 기본을 다루는 정보는 부족하다. 전자석으로 모터의 원리를 이해한다거나, 

광석 라디오로 전파의 존재를 납득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초보적인 기술을 다룸

으로써 인공지능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연구자의 의도와 사람들의 희망 또는 불안 등을 기술적 측면

에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몇 가지 기술을 선정하여 그 기본적인 개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한다. 여기서 선정한 주제는 인공지능의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이미 

실용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의 새로운 연구 주제로도 이어지며, 인공지능 연구

의 기초로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내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입문서로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장은 

독립적이므로 어디부터 읽어도 관계없다. 시뮬레이션은 액셀 프로그램이므로 간

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술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 

제대로 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아니므로 실제 기술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

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 두 개의 장은 예전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 사용되어 온 Lisp와 Prolog

에 관해 설명한다. 이 언어들의 존재 의의를 배울 기회가 적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

른 서적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문법에 대해

서는 다른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목적은 인공지능 연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독자들이 결국은 그것이 컴퓨

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실감

케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독자가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적 활동을 보완하는 믿음

머리말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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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기술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지기를 바란다.

이 책의 집필에 있어서, 누마즈(沼津)공업고등전문학교의 아오키 유스케(青木悠祐), 

우시마루 신지(牛丸真司), 나가사와 마사시(長澤正氏) 교수님이 로봇 제작을 통한 

학생 지도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이에 감사를 전한다.

아사이 노보루(淺井 登)

머리말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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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마이크로소프트 MVP)

인공지능은 신경망 이론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그리고 딥 러닝의 고안으로 

획기적인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단숨에 따

라잡거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정수를 단번에 꿰뚫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공지능 알고리

즘에 대한 응용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엑셀을 이용해 체험하는 이 책이 다른 어떤 

문서나 코드보다 쉽고 친절할 것입니다.

  김인숙(가비아)

엑셀로 인공지능을 배운다니,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보고 나면 엑셀로 배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인공

지능의 개념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김지언(Eastern Michigan University)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주제는 단순히 설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와 원리를 온

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엑셀 파일로 각 

주제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 본 것이 해당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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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이 흥미롭게 다가올 것입

니다.

  송영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막

연하게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다양한 곳에 적용되며, 그 모습을 엑셀을 통해 실제

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Lisp와 Prolog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여 이 책만

으로 그 언어들의 진가를 알긴 어려웠습니다.

  이보라(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셜컨텐츠에디터)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교과서를 펼치는 일반인들은 어려운 개념 위주의 설명에 지

쳐 책을 내려놓거나 실습 환경을 구축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엑셀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환경 설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인공지능 배우기를 포기하

려는 일반인에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곤(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소속 마이크로소프트 MVP) 

이 책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인공지능 책은 수학 공식과 알고리즘 코드로 구성되어 있어 실

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엑셀을 사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고, 테스트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처음 공부하는 분에

게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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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애매함을 
기계로 처리하기 

= 퍼지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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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Fuzzy)는 fuzz(보풀)의 형용사로 ‘보풀이 인’, ‘희미한’ 

등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애매함 

공학’이라고 한다.

현상의 애매함을 처리하는 공학이지만 확률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확률은 ‘현상 자체는 명확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같은 문제를 다룬

다. 반면에, 퍼지는 현상 자체가 애매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많이 있다. 우

리는 일일이 수치화하지 않고 적당히 판단하여 행동하므로 이 퍼지에 둘러싸여 있

다고 볼 수 있다. 더우니까 조금 식히려 한다, 커브를 돌기 위해 운전대를 조금 돌

리려 한다, 손으로 쓴 지저분한 글씨, 단어의 의미 등등 우리 주위에는 퍼지로 가

득 차 있다.

퍼지의 개념은 자데(Lotfi Zadeh, 1965)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처음에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10년 정도 후에 맘다니(E. H. Mamdani, 1975)에 의

해 규칙형 퍼지 추론이 고안되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금은 자동 제어와 가전에도 응용이 진행되어 ‘인공지능 탑재’라는 글귀의 주역이

기도 하다.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는 퍼지는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카오스 이론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퍼지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퍼지 추론과 퍼지 제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동일한 예제를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아닌 인간의 감각적 표현만으로 처리되는 퍼지 기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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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제어에 대한 퍼지 추론 시뮬레이션이다. 온도, 습도, 방의 밀폐 정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그것들의 측정값을 기초로 적절한 에어컨 제어값을 구하는 문제

다.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수치 계산으로 엄격히 제어하려면, 각 요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패턴 조합에 상응하는 제어를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그러나 퍼지 추론이라면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낮다는 감각적인 표현만

으로 적절한 에어컨 제어값을 나타낼 수 있다.

다만, 높거나 낮다고 하는 애매한 표현은 모두 실제 측정값과의 관계를 소속

(Membership) 함수라고 하는 형태로 미리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자연 언어를 처리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애매함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보면 된다. 밀폐 정도와 이에 따른 에이컨 제어값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시뮬레이

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간단히 정의하고 있다. 하지

만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실적인 감각으로 소속 함수를 정의하고 있다.

엑셀 시트 설명

Fuzzy 추론 시트: 에어컨 제어에 관한 퍼지 추론 시뮬레이션

실행 순서

❶ Fuzzy 추론 시트를 연다. 온도, 습도, 밀폐 정도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른다.

❷  퍼지 추론 결과로서 에어컨 제어값이 표시된다.

❸ 추론 과정은 표와 그래프로 표시된다.

‘약간 높은 듯/약간 낮은 듯’하게  

에어컨 제어하기
퍼지 추론에 의한 에어컨 제어

체ㆍ험ㆍ해ㆍ봅ㆍ시ㆍ다

73체ㆍ험ㆍ해ㆍ봅ㆍ시ㆍ다 ‘약간 높은 듯/약간 낮은 듯’하게 에어컨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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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규

칙 결론부 소속 함수의 수평 절단과 합집합 형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 흥미가 생

길 것이다. 또한, 시트 상부의 소속 함수 표를 바꿔 넣음으로써 그래프 형태를 간

단히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에 맞는 퍼지 추론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의 사항

 ▶ 엑셀 시트의 2~48행은 소속 함수를 그래프화하기 위한 표와 그래프다.

 ▶ 엑셀 시트의 중간 49~67행이 퍼지 추론 부분이다. 온도, 습도, 밀폐 정도의 측정값을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퍼지 추론이 실행되며 에어컨 제어값이 표시된다.

 ▶ 추론 과정은 각 규칙의 소속 함수를 수평으로 절단한 결과의 합집합(MAX)이 Fuzzy 추론 과정에 표시된다.

 ▶ 엑셀 시트의 71~134행은 퍼지 추론 과정에 표시되는 규칙 및 합집합의 소속 함수 그래프다. 최종적으로는 

제일 밑에 있는 MAX 그래프에 대해 무게중심법(Centroid)을 적용한 에어컨 제어값을 구하는 것이지만, 여기

서는 간소화된 비퍼지화 매크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래프 면적이 반이 되는 X축상의 값을 구한다.

체ㆍ험ㆍ해ㆍ봅ㆍ시ㆍ다 ‘약간 높은 듯/약간 낮은 듯’하게 에어컨 제어하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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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온도 ℃ 에어컨 제어값

R2

R3  --  습도 ％

R4  --   

R5 밀폐 정도

R6

(각 규칙의 MIN에 의한 제어값의 절단 결과)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R1 0.0 0.2 0.3 0.3 0.3 0.3 0.3 0.3 0.3 0.3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2 0.3 0.3 0.3 0.3 0.3 0.3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3 0.0 0.2 0.4 0.5 0.5 0.5 0.5 0.5 0.5 0.4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R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3 0.3 0.4 0.5 0.5 0.5 0.5 0.5 0.5 0.4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성 함수(MAX)의 중심법에 의해 제어값 p를 구하는 방법

① 합성 함수의 제어값 -10∼10의 범위 면적=S

② 제어값 -10부터 +방향으로 합성 함수의 값을 누적

　 S/2가 되는 ( 또는 넘는) 위치의 제어값 ->ｐ　

※ Y축 방향은 무관하므로 정확한 중심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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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함수

퍼지 규칙 퍼지 추론 온도, 습도, 밀폐 정도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른다.

퍼지 추론 과정

R1~R6의 소속 함수의 합성 함수(MAX)

Sub defuzzy()
   Dim i, s, x, p As Integer
   s = 0
   For i = 0 To 20
      s = s + Cells(66, i + 12).Value * L66-AF66
   Next i
   s = s / 2 * 합성 함수 면적의 반
   x = 0
   For i = 0 To 20
      x = x + Cells(66, i + 12).Value * 다시 합산
      If x >= s Then                                
        Exit For
      End If
   Next i
   Cells(52, 29).Value = Cells(59, i + 12).Value 
　　　  * 결과 표시 영역 AC52  <- 제어값 L59-AF59
End Sub

실행

각 개념의 소속 함수(표는 설명에서 숨김)

①-❶ 측정값을 입력

퍼지 규칙

③-❶ 각 규칙 조건부의  
최솟값(MIN)

①-❷ [실행] 버튼을 누름

③-❷ 각 규칙 결론부의  
절단 결과

② 퍼지 추론 결과

③-❸ 합집합(MAX)

비퍼지화를 위한  
간이중심법

③-❹ MAX 그래프
(규칙별 그래프는  
설명에서 숨김)

다운로드 파일    Ex3_퍼지 추론.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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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추론을 더욱 효율화하는 제어 규칙표에 기초한 퍼지 제어 시뮬레이션이다. 

여기에서는 제어 대상이 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정하지 않으나, 예를 든다면 

온도 조절도 좋고, 막대 세우기도 좋고, 또는 정해진 선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도 

좋다. 퍼지 제어에서 처리하는 사례는 수치 제어와는 달리, 감각적인 보정을 가정

하고 있다. 편차(목푯값과의 차이)와 편차의 변동을 세로, 가로로 배열한 행렬인 제어 

규칙표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이런 어림짐작 같은 제어에서도 안정적인 목푯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각화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목푯값에 수렴하는 편차 그래프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

히 진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엑셀 시트 설명

Fuzzy 제어 시트: 제어 규칙표에 기초한 퍼지 제어 시뮬레이션

실행 순서

❶  Fuzzy 제어 시트를 열고 제어 규칙표를 설정한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제어 규칙표 

버튼을 눌러 표준 값을 자동 설정한다.

❷  간이 구분표, 간이 제어값, 편차와 그 변동의 초깃값, 허용 오차, 관측 횟수를 설정한다. 사

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초기화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설정한다.

❸  시작 버튼을 눌러 퍼지 제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다. 퍼지 제어 상태가 아랫부분 그래프에 

표시된다. 그래프 아래의 큰 표는 그래프 작성을 위한 데이터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

하다.

주의 사항

체ㆍ험ㆍ해ㆍ봅ㆍ시ㆍ다

애매한 조건으로  

목푯값 유지하기
퍼지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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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규칙표 

초기화

시작

①-❷ 표준 제어 규칙표 설정

③-❷ 퍼지 제어 결과
허용 오차(ε) 내이면 성공

제어 규칙표의 해석

③-❸ 그래프용 데이터(신경 쓰지 않아도 됨)

①-❶ 제어 규칙표
엔트리 기호 변경 가능

②-❷ [초기화] 버튼으로 각종 
파라미터 표준 설정

③-❶ [시작] 버튼으로 
퍼지 제어 시작

다운로드 파일    퍼지 제어.xlsm

②-❶ 각 규칙 조건부의 
최솟값(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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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 규칙표: 보통은 가로, 세로의 ZO에 따른 십자 부분만 정의해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한 시뮬레이션

을 실행하기 위해 전체 칸을 채우고 있다. 이것은 바꿔 넣을 수도 있다.

 ▶ 간이 구분표: 개념 기호로는 본문에서 설명하는 PB ~ ZO ~ NB를 사용하지만, 원래 소속 함수에 따라 규정

된 것을 여기에서는 겹치지 않는 분리된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그 경계를 간이 구분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바꿔 넣을 수 있으며 경계 설정에 따라 수렴 정도가 제법 달라진다.

 ▶ 간이 제어값: 제어 규칙표의 각 항목에 기입된 제어값에 관한 개념도 PB ~ NB로 나타내지만, 이것도 원래의 

소속 함수가 아니고 간단히 편차 변동의 증감을 나타낸다. 이 증감량은 편차에 대한 비율이지만 이것도 바꿔 

넣을 수 있다.

 ▶ 초깃값: 편차와 편차의 변동에 대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시작 시에 값을 설정한다. 이 값은 임의로 설정하지만 

간이 구분표에 지정된 개념 경계 값과의 정합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 허용 오차: 편차는 0이 바람직하지만 보통은 허용 오차가 있다. 이것은 초기 편차에 대한 비율로서 지정한다. 

이 값은 퍼지 제어 자체에는 영향이 없지만 제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 관측 횟수: 편차와 그 변동을 관측할 때마다 제어 규칙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횟수를 지정한다.

 ▶ 시트 하단의 그래프와 표: 퍼지 제어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가 물결치며 허용 오차 내로 수렴해 가는 상태

를 알 수 있다. 간이 구분표와 간이 제어값의 설정에 따라 허용 오차 범위 밖으로 수렴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것은 퍼지 제어에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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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퍼지의 개념

이 절에서는 퍼지(Fuzzy)의 기본 개념으로 퍼지 집합, 소속 함수, 퍼지 척도에 대하

여 설명한다.

3.1.1 퍼지 집합의 개념

퍼지에서는 현상 자체의 애매성과 주관적인 표현을 다루기 위하여 집합을 확장해

서 생각한다.

일반 집합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수

식화된다.

A ＝ { x￨x 에 대한 조건 }
 짝수의 집합 B ＝ { x￨mod(x,2) ＝ 0 }
 홀수의 집합 C ＝ { x￨mod(x,2) ＝ 1 }

집합의 요소는 이산적인 것도 있고 연속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집합

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 한 요소는 반드시 둘 중의 하나(포함, 포함되지 

않음)로만 결정된다. 포함되는 경우에는 1,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나타내

며, 집합 A는 요소 x에 대하여 식 3-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XA(x)는 인수 

x가 집합 A의 요소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돌려주는 함수다.

A = { x￨XA(x) = 1 }

XA(x) → {0,1}*1   XA(x) = 1 (x ∈ A)   or   XA(x) = 0 (x  A)

식 3 - 1

이런 집합은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크리스프(crisp) 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식 3-1에서 억지로 0과 1 사이의 값도 취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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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 이것은 경계가 모호한 집합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값이 

1에 가까우면 집합의 안쪽에 가깝고, 0에 가까우면 바깥쪽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경계가 모호한 집합을 정의한 것이 퍼지 집합이다(그림 3-1).

소속 함수 

(Membership Function)

소속 함수 0 ≦ μA(x) ≦1
퍼지 집합 A의 정의 A ＝ { x￨μA(x) → [0,1] }
퍼지 척도의 단조성 m(φ) ＝ 0, m(V) ＝ 1, A ⊆ B ⊆ Ｖ라면 m(A) ≦ m(B)

참고   확률과의 차이점

주사위 던지기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다.

m(2의 배수) + m(3의 배수) 2 m(2와 3의 배수) = 1/2 + 1/3 2 1/6 = 2/3

퍼지의 경우에는 2의 배수나 3의 배수 중 어느 쪽이 될까?

가능성이 높은 쪽(max)으로 한다면 2의 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퍼지 집합(Fuzzy Set)  퍼지 집합은 경계가 애매하여 ‘완전히 안쪽’과 ‘완전히 바깥쪽’과의 경계 폭이 존재한다. 

이 폭을 0~1 사이의 값을 취하는 소속 함수로 보완한다. 

소속 함수의 값은 집합의 안쪽일수록 1에 가깝다.

그림 3 - 1   퍼지 집합(Fuzzy Set)

3.1.2 소속 함수

퍼지 집합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 즉 어떤 요소가 그 집합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지 그 소속도를 나타내기 위해 소속 함수(Membership Function)를 도입한다. 소속 함

수는 집합의 안쪽을 1, 바깥쪽을 0으로 하고 경계에서는 그 사이 값을 취하여 안

쪽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소속 함수는 퍼지 집합의 경계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그림 3-1).

퍼지 집합은 소속 함수 μ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HAPTER 3 인간의 애매함을 기계로 처리하기 = 퍼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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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x￨μA(x) ＝ y, y > 0 }

μA(x) → [0,1]*2   0 < μA(x) ≦ 1 (x ∈ A)   or   μA(x) ＝ 0 (x  A)

식 3 - 2

3.1.3 퍼지 척도

일반 집합에서는 크기*3를 표현하기 위해 척도*4를 생각할 수 있다. 집합 전체

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면 된다. 척도는 가법성

(additivity)*5을 따른다. 퍼지 집합에서도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퍼지 척도라고 부

른다.

퍼지 집합은 경계가 모호하여 요소의 개수를 셀 수는 없다. 또한, 면적도 정확히 정

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m(φ) ＝ 0, m(V) ＝ 1, A ⊆ B ⊆Ｖ이면 m(A) ≦ m(B) 

m은 퍼지 척도, V는 전체 집합, φ는 공집합

식 3 - 3

이것을 단조성이라 한다. 즉, 퍼지 척도는 일반 척도의 가법성을 완화시켜 단조성

을 유지하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라면 요소의 개수를 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

도 어느 쪽이 큰지를 판단할 수 있다.

3.1.4 퍼지 집합과 퍼지 척도의 예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집합을 생각해 보자(그림 3-2).

A: 성인의 집합 A ＝ { x￨μA(x) ＝ 나이가 대략 20세 이상 } 
B: 젊은이의 집합 A ＝ { x￨μB(x) ＝ 나이가 대략 15~40세 }
C: 노인의 집합 A ＝ { x￨μC(x) ＝ 나이가 대략 65세 이상 }
V: 전체 집합 A ＝ { x￨ 모든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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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함수

성인이 아님 성인

젊은이

노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1

그림 3 - 2   퍼지 집합 예

이 경우 나이가 18세인 사람이 어느 집합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헷갈린다. 이처

럼 A와 B의 나이 하한 값은 애매하지만, 적어도 C는 A에 포함되고 B와 C는 공통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소속 함수의 포함 관계*6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퍼지 척도다.

앞에서 설명한 퍼지 집합의 퍼지 척도를 각각 m(A), m(B), m(C), m(V)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m(C) < m(A) … C ⊂ A ⊂ V이므로

m(V) = 1 … V는 전체 집합이므로

m(B ∩ C) = 0 … B ∩ C = φ(공집합)이므로(∩는 교집합을 나타냄)

m(B) < m(A)는 불분명 … B ⊂ A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퍼지 집합은 아니고 ‘성인=연령 20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같은 크리스프 집

합으로 생각해 보면 가법성까지 포함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퍼지 집합에서는 그렇

지 않다. 또한, 퍼지 집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다. D가 다음과 같을 때,

D: 성인이 아닌 집합    D ＝ { x￨μD(x) ≠ 나이가 대략 20세 이상 }

A와 D를 합하면 V가 되므로,

m(A ∪ D) = 1      ※ ∪는 합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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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다’라는 소속 

함수는 ‘성인’의 반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μD(x) = 1 − μA(x)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μA와 μD를 합쳐도 15세 근처가 움푹 꺼져서 (μV＝1)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합으로 보면 ‘A: 성인’과 ‘D: 성인이 아님’을 합치면 ‘V: 전체집합’이 될 것 같은

데, 척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A와 D를 합쳐도 V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법성

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이로 인해 다른 재미있는 특징들도 나타

난다.

3.1.5 퍼지 척도의 특징

퍼지 척도는 단조성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척도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준가법성(sub-additivity)

 ● 초가법성(super-additivity) 

이것은 우리 주위에 보통 있는 규칙을 서술한 것으로, 매우 편리하다. 즉, 준가법

성은 ‘최저 OO까지 보장’, ‘많이 사면 할인’ 등의 의미이고, 초가법성은 ‘OO보다 

높은 것 기대’, ‘OO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치 상승’, ‘조직에서 개개인의 힘 이상의 

성과를 올리다’ 등의 의미다.

3.1.6 퍼지 집합의 연산

크리스프 집합의 연산에는 합집합, 교집합(공통 부분), 여집합(차집합)과 각종 연산 

규칙*7이 정의된다. 그러나 퍼지 집합에 동일한 연산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3.1 퍼지의 개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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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양쪽에 포함되는지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속 함수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합집합 A∪B＝{ x¦ max(μA(x), μB(x)) → [0,1] }　　… 값이 큰 쪽

식 3 - 4

교집합 A∩B＝{ x¦ min(μA(x), μB(x)) → [0,1] }　　…값이 작은 쪽

식 3 - 5

여집합　～A＝ { x¦ (1−μA(x)) → [0,1] }

식 3 - 6

퍼지 집합의 경우에도 연산 규칙으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 등이 성립한다. 즉, 다음 식에서 양변의 퍼지 척도는 동등하다.

 ● 교환 법칙: Ａ∪Ｂ ＝ Ｂ∪Ａ, Ａ∩Ｂ ＝ Ｂ∩Ａ

 ● 결합 법칙: Ａ∪(Ｂ∪Ｃ) = (Ａ∪Ｂ)∪Ｃ, Ａ∩(Ｂ∩Ｃ) ＝ (Ａ∩Ｂ)∩Ｃ

 ● 분배 법칙: Ａ∪(Ｂ∩Ｃ) ＝ (Ａ∪Ｂ)∩(Ａ∪Ｃ), Ａ∩(Ｂ∪Ｃ) ＝ (Ａ∩Ｂ)∪(Ａ∩Ｃ)

 ● 이중 부정: A ＝ ~~Ａ

 ● 드모르간 법칙(그림 3-3): ~(Ａ∪Ｂ) ＝ ~Ａ∩~Ｂ, ~(Ａ∩Ｂ) ＝ ~Ａ∪~Ｂ

A

B

A∪B

~(A∪B)

~A

~B

~A∩~B

그림 3 - 3   드모르간 법칙

그러나 일반 집합과는 달리, 배중 법칙과 모순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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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중 법칙: Ａ∪~Ａ≠V(전체집합)  m(Ａ∪~Ａ)≠1

 ● 모순 법칙: Ａ∩~Ａ≠φ(공집합)  m(Ａ∩~Ａ)≠0

이것은 소속 함수의 큰 쪽, 또는 작은 쪽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배중 법칙에서는 

움푹 꺼지는 부분이, 모순 법칙에서는 불룩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그림 3-4, 

그림 3-5).

A

A∪~A A∩~A

~A

배중 법칙 모순 법칙

그림 3 - 4   배중 법칙과 모순 법칙

퍼지 집합 연산

소속 함수의 합성: max(합집합), min(교집합), 차(여집합)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성립(크리스프 집합 연산과 동등. 즉, 퍼지 척도가 같음)

배중 법칙, 모순 법칙은 성립하지 않음. 즉, m(A∪～A)≠1, m(A∩～A)≠0

A

~A

배중 법칙

모순 법칙

가법성 선형





선형

×

×

초가법성

×

×

준가법성

×

×

그림 3 - 5   퍼지 집합 연산

3.2 퍼지 추론

3.2.1 퍼지 추론의 개념

추론이라고 말하면 삼단논법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위 판

정만을 위한 이진논리 추론*8은 현실 문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현실 문제는 ‘~에 

3.2 퍼지 추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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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처럼 보이다’ 등과 같이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퍼지 추론은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최초에 고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

서 맘다니 추론이라고도 한다. 개념은 이진 논리 추론의 긍정식(Modus Ponens)을 

다음과 같이 확장한 형태다.

((p→q) & p') →q'　　（p에 가까우면 q에 가깝다)

식 3 - 7

p→q 부분을 퍼지 규칙이라고 하며 p와 q는 모두 퍼지 집합(또는 애매한 용어)을 나

타낸다. p'는 현실의 관측 값 또는 퍼지 집합도 될 수 있다. q'는 결론을 나타내는 

퍼지 집합으로 최종 결과는 하나의 수치 값으로 변환된다.

3.2.2 퍼지 추론의 순서

퍼지 추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행된다.

❶  퍼지 규칙을 정의한다. 형식: IF (조건부) THEN (결론부)

❷  규칙에 나타나는 개념(애매한 용어)의 소속 함수를 정의한다.

❸  각 규칙의 조건부에 대한 각 개념의 관측값에 대해 각 개념의 교집합을 구한다(각 개념 

척도의 최솟값).

❹  결론부의 개념에 상응하는 소속 함수에 대하여 조건부 척도의 최솟값으로 수평 절단 

기법*9을 수행한다.

❺  ❷의 각 규칙에 대하여 ❸, ❹를 수행하여 각 규칙 결론부의 잘려진 소속 함수 결과의 

합집합(최댓값)을 구한다.

❻  ❺가 결과의 척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소속 함수가 되며, 이 함수의 무게 중심으로 비퍼

지화*10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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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퍼지 추론의 구체적 예

시뮬레이션에서 체험한 에어컨 제어의 예를 자세히 살펴보자(그림 3-6). 

퍼지 규칙은 ‘몹시 추우면 많이 따뜻하게 하라’, ‘무더우면 약간 차게 하라’와 같은 

직감적인 표현으로 서술한다. 여기서는 조건부에 ‘온도가 높다/낮다’, ‘습도가 높

다/낮다’, ‘방의 밀폐 정도가 높다/낮다’의 3가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각 파라미

터에는 ‘높다/낮다’라는 표현에 대하여 소속 함수를 정의한다. 또 결론부에는 에

어컨 제어에 대한 표현으로 ‘강냉(強冷)／약냉(弱冷)／약난(弱暖)／강난(強暖)’이라는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각각에 대한 에어컨 제어값을 x축으로 하여 소속 함수를 

정의한다.

퍼지 추론

①  각 규칙 조건부의 소속 함수에 대한 ∧(Min)으로부터 결론부 소속 함수들의 수평 절단을 수행한다.

②  모든 규칙의 결론부에 대한 소속 함수 수평 절단을 수행한 후, 그 결과의 ∨(Max)에 따라 합성한다.

③  합성 결과의 중심을 구하고, 그 중심의 수평 좌표 위치를 구한다(비퍼지화).

m n
∨Action-i (∧Cond−ij)
i=1 j=1

퍼지 규칙

IF (Cond-11, Cond-12, … , Cond-1j, Cond-1n) THEN Action-1
     :
IF (Cond-i1, Cond-i2, … , Cond-ij, Cond-in) THEN Action-i
     :
IF (Cond-m1, Cond-m2, … , Cond-mj, Cond-mn) THEN Action-m

조건부 결론부

개념적으로는

에어컨 제어 퍼지 규칙

R1: IF(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고, 방의 밀폐 정도가 높다) THEN 약냉

R2: IF(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고, 방의 밀폐 정도가 낮다) THEN 강냉

R3: IF(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는 밀폐 정도에 관계없다) THEN 약냉

R4: IF(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는 밀폐 정도에 관계없다) THEN 약난

R5: IF(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고, 방의 밀폐 정도가 높다) THEN 약난

R6: IF(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고, 방의 밀폐 정도가 낮다) THEN 강난

1.0

0
-10

강냉 약냉 약난 강난

-2 0 +10

소속 함수

1.01.0 1.0 1.0

00 0 0
-1020 30 3 030도 60% 6 10

온도

낮다 높다

습도

낮다 높다

밀폐 정도

낮다 높다

에어컨 제어 값

강냉 약냉 약난 강난

+10

그림 3 - 6   퍼지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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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추론

온도 28도, 습도 50%, 밀폐 정도 5의 경우

온도

높다

습도

높다

밀폐 정도

낮다
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강냉

R2: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고, 방의 밀폐 정도가 낮을 때에는 ‘강냉’

온도

높다

습도

낮다

밀폐 정도

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약냉

R3: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에는 밀폐 정도에 관계없이 ‘약냉’

온도

낮다

습도

높다

밀폐 정도

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약난

R4: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때에는 밀폐 정도에 관계없이 ‘약난’

온도

낮다

습도

낮다

밀폐 정도

낮다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강난

R6: 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고, 방의 밀폐 정도가 낮을 때에는 ‘강난’

R5: 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고, 방의 밀폐 정도가 높을 때에는 ‘약난’

온도

낮다

습도

낮다

밀폐 정도

높다
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약난

R1: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고, 방의 밀폐 정도가 높을 때에는 ‘약냉’

온도

높다

습도

높다

밀폐 정도

높다
1.0

0
20 30도

1.0

0
30 60%

1.0

0
3 6 10 +10

1.0

0
-10 -0

에어컨 제어 값

약냉

그림 3 - 6   퍼지 추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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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추론은 온도, 습도 밀폐 정도의 관측값에 근거하여 각 퍼지 규칙 조건부의 

최소 척도를 구하고, 그 값으로 결론부의 소속 함수의 수평 절단을 수행하여 6개

의 잘려진 소속 함수들의 합집합을 도출한다. 여기서는 온도 28℃, 습도 50%, 밀

폐 정도 5의 경우에 대하여 퍼지 추론을 실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비퍼지화에 

따라 ‘에어컨 제어값을 2도 낮춤으로 하라’는 결론을 얻는다.

3.3 퍼지 제어

2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체험한 제어 규칙표에 기초한 퍼지 제어를 자세히 살펴본다.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제어 문제에 퍼지를 적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퍼지 추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퍼지 규칙에 대하여 소속 함수를 계산해야 하

기 때문에 실시간 응답성*11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어 문제의 특징을 살려 편차*12 e 및 변화율*13 ⊿e로부터 제어 응답 규칙

을 규칙화하여 제어 규칙표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시간 응답성이 뛰

어난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3.3.1 퍼지 제어의 개념

퍼지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다.

IF (측정값이 기댓값보다 매우 작고, 변화율이 0인 경우)

THEN 제어 값을 양의 방향으로 크게 설정한다.

IF (측정값이 기댓값보다 약간 크고, 변화율이 증가하는 경우)

THEN 제어 값을 음의 방향으로 작게 설정한다.

규칙에서는 ‘매우 작다, 약간 작다, 매우 크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나타나므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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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ositive(양의 방향)

N: Negative(음의 방향)

B: Big(크다)

M: Medium(중간)

S: Small(작다)

ZO: Zero(0)

이 기호들은 각 소속 함수를 갖는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IF (e＝NB & ⊿e＝ZO) THEN action(PB) …  그림 3-7의 ❶, action은 제어 수행을 

나타낸다.

IF (e＝NS & ⊿e＝ZO) THEN action(PS) … 그림 3-7의 ⓯

측정값이 기댓값(일정)이 되도록 제어 응답

편차 e ＝ 측정값 − 기댓값

편차의 변동: ⊿et ＝ et − et−1

제어 응답을 위한 퍼지 제어 규칙

 

 

 

 

   

 

   

❶

❷

❹

❺

❻ ❽

❼

❾

❿ ⓬

⓫

⓭
⓮

⓯

❸

편차 e
+

0

−

시간 t

그림 3 - 7   퍼지 제어

3.3.2 제어 규칙표에 기초한 퍼지 제어

시계열상에서 각 측정값(e, ⊿e)에 대하여 제어 규칙표(그림 3-8)에 해당하는 요소*14

를 제어 규칙표로부터 얻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작업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실행하지만 일반적인 퍼지 추론과 같은 번거로움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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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e와 ⊿e의 측정값을 구한다.

❷  제어 규칙표에서 세로축, 가로축의 측정값 위치를 결정한다. 소속 함수의 합성은 필요 

없다.

❸ 그 위치에 있는 요소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이것도 소속 함수의 합성은 필요 없다.

이 방법은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제어 규칙표는 가로세

로 모두 ZO 기준의 십자 모양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어 규칙표  제어 규칙표 제어 응답으로는 제어 규칙표에 기초하여 e와 ⊿e로부터 제어 값 결정. 

서서히 ZO에 접근하여 안정됨. ❶~⓮는 그림 3-7의 번호, ⓯는 ⓫과 같음.

P: Positive
N: Negative
B: Big
M: Medium
S: Small
ZO: Zero

NB NM NS ZO PS PM PB

PB ❹ NB

PM ❺ NM ❾ NM ❸ NM

PS ⓭ NS

ZO ❻ PB ❿ PM ⓮ PS ZO ⓬ NS ❽ NM ❷ NB

NS ⓫ PS

NM ❼ PM

NB ❶ PB

⊿e
e

그림 3 - 8   제어 규칙표

3.4 퍼지 관계

지금까지 1 변수의 퍼지 집합을 봐 왔지만, 2 변수 이상으로 확대하여 변수 사이

의 관계에 대한 애매함에 주목한다. 부부 관계는 크리스프이지만 연인 관계는 퍼

지라고 할 수 있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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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프 관계

부부라면 1, 그렇지 않으면 0

X Y Z

A 1 0 0

B 0 1 0

C 0 0 1

퍼지 관계

연인 정도

X Y Z

A 1.0 0.1 0

B 1.0 0.8 0

C 0.5 1.0 0.1

그림 3 - 9   크리스프 관계와 퍼지 관계

3.4.1 퍼지 관계의 개념

2 변수가 각각 이산적*15인 경우를 생각한다. 즉, 두 가지 현상의 요소를 각각 세

로, 가로로 두고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을 행렬 형태로 나열한다. 각 값

은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상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속 함수를 가정하

여 해당하는 값을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행렬을 퍼지 행렬이라고 하

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퍼지 행렬　Ｒ ＝ [μ(xi,yj)−> [0,1]]

(xi,yj) ∈ X×Y (직적*16 공간)

식 3 - 8

이와 같이 생각하면 연인 관계의 퍼지 행렬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X는 A와도 B와도 깊은 관계, C와는 어설픈 관계

 ● Z는 A와도 B와도 무관한 사이지만 C와는 약간 관계가 있음

3.4.2 퍼지 행렬의 합성과 추론

퍼지 관계를 퍼지 행렬로 표현함으로써 맘다니 추론과 같은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행렬 연산과 유사한 합성 연산만으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다.

2개의 퍼지 행렬 R, S에 대하여 합성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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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rik∧skj)]ij

R ＝ [rik], S＝[skj], 행렬곱의 +를 ∨(max), ×를 ∧(min)으로 치환

식 3 - 9

퍼지 관계의 추론은 관계를 정의한 퍼지 행렬 R, 원인을 나타내는 퍼지 행렬 A, 

결과를 나타내는 퍼지 행렬 B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합성 연산에 따라 수행된다.

A ＝ B◦R  또는  B ＝ R◦A

R: 퍼지 행렬, A: 원인, B: 결과(측정값)

식 3 - 10

이에 따라 기존에 알고 있는 R과 A로부터 결과 B를 예측하거나, R과 측정값 B로

부터 원인 A를 추론할 수 있다.

3.4.3 퍼지 관계 추론의 구체적 예

과일의 그림자를 보고 어떤 과일인지 맞춰 보자.

 ● 과일(A) = [사과, 귤, 수박, 바나나]

 ● 그림자 형태(B) = [둥글다, 가늘고 길다, 평평하다, 크다, 작다]

 ● A와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퍼지 행렬 R(표 3-1)

이와 같을 때, 식 3-10을 사용하여 그림자로부터 과일을 추론해 보자.

퍼지 행렬 R

사과 귤 수박 바나나

둥글다 0.6 0.5 1.0 0

가늘고 길다 0 0 0 1.0

평평하다 0.4 1.0 0 0

크다 0.4 0.2 1.0 0.2

작다 0.7 1.0 0.2 0.2

표 3 - 1   과일과 형태의 퍼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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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본 느낌이 다음의 B와 같았다고 하자. 요소는 ‘둥글다’, ‘가늘고 길다’, ‘평

평하다’, ‘크다’, ‘작다’의 순서로 아래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Case 1 　 B ＝ [0.7  0  0  0.8  0]이라면 A ＝ B◦R ＝ [0.6  0.5  0.8  0.2] 
⇒ 수박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Case 2 　 B ＝ [0.5  0.3  0.6  0  0.9]이라면 A ＝ B◦R ＝ [0.7  0.9  0.5  0.3]  
⇒ 귤

Case 3 　 B ＝ [0  0.8  0  0.3  0.5]이라면 A ＝ B◦R ＝ [0.5  0.5  0.3  0.8]  
⇒ 바나나

Case 4 　 반대로 바나나의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 

A ＝ [0  0  0  1.0] 이라면 B ＝ R◦A ＝ [0  1.0  0  0.2  0.2] 

Case 5 　 귤의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 

A ＝ [0  1.0  0  0]이라면 B ＝ R◦A ＝ [0.5  0  1.0  0.2  1.0] 
반대로 다시 계산하면 A＝B◦R＝[0.7  1.0  0.5  0.2]로 귤이 된다.

CHAPTER 3  미주

*1	  { }로 둘러싸인 경우는 요소가 이산적임을 나타낸다. x가 이산적이든 연속적이든 XA(x)는 0 또는 1로만 

나타나며 중간 값은 가지지 않는다.

*2	 [ ]로 둘러싸인 경우는 요소가 연속적임을 나타낸다. 즉, 척도 μA(x)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3	  유한으로 이산적인 집합(유한가산집합)이라면 요소의 개수를 셀 수 있지만 무한으로 이산적인 집합(자

연수의 집합 등)과 무한으로 연속적인 집합(실수의 집합 등)도 있어, ℵ(알레프)라고 하는 집합의 밀도

를 나타내는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유한가산집합만을 고려한다.

*4	  척도(measure): 사물을 정량적이고 통일적으로 다루기 위한 측정 기준으로, 전체를 1,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으로 나타낸다.

*5	  가법성(additivity): m(φ)＝0, m(V)＝1, A,B⊆Ｖ이고 A∩B＝φ이면 m(A∪B)＝m(A)＋m(B). m은 척도, 

V는 전체집합, φ는 공집합

*6	  엄밀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소속 함수의 적분(면적)을 퍼지 척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7	  집합의 연산 규칙에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르간 법칙, 배중 법칙, 모순 법칙 등이 있다.

*8	  이진논리 추론: 긍정식(Modus Ponens) ((p→q) & p) → q, 부정식(Modus Tollens) ((p→q) & ~q) → 

~p, 삼단논법 ((p→q) & (q→r)) → (p→r)

*9	  수평 절단 방법: 결론부 소속 함수의 상단을 조건부 척도 최솟값으로 잘라 내는 방법. 소속 함수의 형

태를 유지하며 그대로 짓눌러 y축 최댓값을 조건부 척도의 최솟값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다.

*10	  비퍼지화: 중심으로부터 x축에 수직인 x축 값을 최종적인 결과 값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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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시간 응답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간적으로 필요한 응답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 문제에서

는 이 순간적인 응답을 연속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추론할 틈이 없다.

*12	  편차: 측정값과 기댓값의 차이

*13	  변화율: 편차의 변동. 엄밀히는 측정값 변동의 미분이지만 여기서는 이산적인 시계열에서 다루므로 편

차의 차이로 충분하다.

*14	  요소는 PB, PS, NB, NS 등의 기호로서 이 개념들은 거의 이산적(discrete)이다. 조건부의 min 연산을 

수행할 때 어느 하나만 고려하면 된다. 엄밀히 말하면 Medium이라는 개념은 Big 또는 Small과 겹치므

로 완전히 이산적이지는 않지만 제어 규칙표의 요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5	  연속적인 경우에는 식 3-8에서 μ의 인수가 연속적이므로 행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적분 이미지로 확장

할 수 있다. 다변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16	  2개의 벡터 X, Y를 세로 행, 가로 열로 두고, X와 Y의 각 요소가 교차하는 곳에 요소 간의 연산 결과

를 배치한 행렬을 ‘직적(直積)’이라고 하며 X × Y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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