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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 휴리스틱 방법론인 PSO 알고려즘의 조기수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수정된 형태의 pso 알고려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PSO 알고리즘 

에서는 모든 군체 (swarml가 해당 반복단계까지의 군체 최적해 및 전체 최적해의 방향으로 위치 

를 이동하므로 조기수렴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P2S0(Particle 2-

Swarm Optimizationl 알고리즘은 군체를 positíve와 negatíve의 두 종류로 나누어 pOSl t!ve 군체 

는 기존 PSO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반면에 negative 군체는 해의 다양성 

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해의 이통을 유도하여 조기수렵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법 

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몇가지 비선형 함수들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 P2S0 

의 우수성을확인하였다 

1. Introduction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l은 1995년 Kcnnedy2} Eberhart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다 (lJ PSO는 1975년 Holland가 개발한 유전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집단플 토대로 한 최적 

화 기법으로 초기 해집단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최적해를 탐색한다 (2) 유전 얄고려즘이 자연선택 

의 진화 메커니즘을 모방한 반면 PSO는 새떼와 물고기떼와 같은 생체군집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l • 



*톨률빼fØ훌훌 

바탕으로 하고 있다 PSO에서 개별해는 particle로， 해집단은 swarm으로 표현된다 각 particle 

은 최적의 해를 얻기 위해 다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며’， 그들 자신과 그들 이웃의 경험에 대한 정보 

를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로 이동해 간다. 

기본적인 PSO 알고리즘은 해의 수렴과정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모든 particle이 국소 최적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조기 수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uzzy PSO (3) , Hybrid PSO (4). Intelligent PSO (5) 등의 변형된 PSO 기법이 소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SO의 조기수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P2S0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I , Basic PSO Algorithm 

POS의 기본 아이디어는 새나 물고기 등이 천적에 대한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군체를 이루어 행 

동하거나， 또는 벌이나 개미 등이 음식물을 찾기 위해 떼를 이루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행 

동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l 렇게 군집을 이루게 되면 개별 개체들은 서로간의 협동을 통해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PSO는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러한 생물 

체들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PSO에서는 개별 잠재해를 입자(particle)로 나타낸다 즉， 결정변수의 개수가 m이라면 PSO 

에서의 탐색공간은 m"'r왼의 실수 공간이 되고 t시점에서의 j번째 입자， Xj( t)는 Xj(t)=(Xjl(t) , 

Xj2(t) , ... , Xjm(t)) 의 실수벡터로 나타난다 Swarm은 이러한 입자들의 집합이다 n개의 업자를 

운용한다면 t시점에서의 swarm , S(t) 는 S(t)=(Xl(t) , X2(t) “ . , Xn(t))T로 나타낼 수 있다 

개별 입자틀은 위치’와 ’속도’라는 속성을 갖는다 반복과정에서 입자들은 다차원 탐색공간을 옮 

겨다니며 적합도 함수에 의해 평가된 적합도 함수값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합도 함수값 

이 높은 위치로 이통한다 이때 입자들은 두 가지 최적 위치를 잠고 삼아 다음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각 입자가 반복을 통해 발견한 최적해 (pbest) 와 모든 엽자의 반복을 통해 발견된 전체 

최적해 (gbest) 가 그것이다 t시간의 j번째 입자의 속도는 아래식에 의해 결정된다 

V/t+ 1) = W(I)'VJ(I)+C, 끼 • (pbeslJ (1) - x/t)) + 

Cz ' η . (gbest(t) - x/!)) .... … ...... …·“ ”’ ................. (1) 

여기서， w(t)는 이전속도에 대한 관성하중， C1. C2는 가속상수， f 1. r2는 (0 ，1)의 난수이다 속도의 

값이 너무 클 때는 입자가 최적해의 위치들 지나칠 수 있고， 속도가 너무 작을 때는 해공간을 

충분히 탑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척절한 값의 선택이 요구된다 관성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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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는 현재시점의 속도에 대한 기존 속도의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큰 w(t)는 전역탑색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작은 w(t)는 지역탐색능력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탐색 초기에는 큰 w(t)를 

갖고 탐색후반에는 작은 w(t)값을 갖도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w(t)를 식 2의 

형태와 같은 지수적 감소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식 3과 같은 Wmax와 Wmin사이의 션형감소 함 

수를사용할수도있다 

w(t) = aw(t -1), a 는 1에 가까운 감소상수 .. … ........................... ……·… ............ (2) 

w_ ... -w w(t) = wmæ‘ 
부a."( mm xt 

iterræx 
’ itermax 는 총 generation 수 ‘ (3) 

관성하중값과 속도값이 계산되면 입자는 아래 식 4를 사용하여 현재위치에서 다음세대의 위치 

로이동한다 

XJ (t) = v/ t) + xJ (t -1) . (4) 

위 과정을 대략적인 순서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초기화 
• 조기 swarm random 생성 
• swarm내의 입자 숙도 random 생성 [.v"". v"..] 
• 조기 swarm 업자중 best톨 pbest와 gbest로 둠 

적합도평가 
• 주어진 목적암수톨 이용， 입자들을 쟁가 
• 이전 pbest2‘ gbest와 비교하여 pbes않I gbest톨 재설정 

관성하중및속도계산 
• 식 2 or 3에 따라관성하중 계산 
·식 l에 따라육도얘산 

위치이동 
·식 4에따라위치이용 

결과 
• 죄종쩍인 gbest는 죄적혜이다 

〈그림 1) Basic PSO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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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2S0 Algorithm 

유전자 알고리즘 (GA ‘ Genetic AIgorithm)이나 Nearest Neighborhood Search (NNS). 

Simulated Annealing (SA). Tabu Search (TS) 등의 메타 휴리스틱들은 사용하는 연산이나 

파라메터 값의 조정에 따라 국소최척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가령. GA와 같은 경우는 톨 

연변이율을 높인다던지 선별압력이 높지 않은 교배연산을 사용함으로써 모집단의 다양성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소최적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PSO의 경우는 해공간상에 초기 위치 

시키는 입자들의 고른 배치， 큰 관성상수 값， 가속상수에 부가되는 임의성. swarm의 크기 등을 

통해 국소최적에 빠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PSO는 해(입자)의 개선 방향이 조금씩 다른 해들 

을 집단 운용(swarm) 하므로 완전한 greedy hill-climbing 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 입자 

들은 pbest와 gbest의 방향으로 해들을 개선시켜가되 난수를 통한 임의성을 가미하기는 하냐， 한 

번 개략적인 해의 이동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세대가 진행될수록 해집단의 다양성은 떨어지게 되고 

국소최적에 빠질 위험성이 알고리즘 자체에 내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PSO의 조기수렴을 해결하기 위해 swarm을 positive와 negative의 2 

개로 나누고 positive swarm은 기본적인 PSO의 방향으로 해를 개선하되 negative swarm은 

pbest와 gbest의 반대방향으로 해의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는 bidirectional reposi tioning 전략 

을 사용하였다. Positive swarm에 속한 입자들은 기존 PSO에서의 업자들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세대를 거듭하며 pbest 및 gbest를 추종하여 해를 개선시켜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 방향 

으로 움직이는 negative swarm에 속한 입자들은 특정 시점(세대) 이전까지는 positive swarm 

과 통일한 방향 및 속도로 움직이다가 특정시점이 되면 pbest 및 gbest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 

기 시작해서 전체 swarm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특정시점을 폭파시점 이라 

고 하며 negative swarmol gbest를 중심으로 다차왼 공간상에서 방사상으로 고르게 퍼지게 하 

기 위해서는 해의 개선이 몇세대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같이 어느 정도 국소최적에 이르렀 

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을 폭파시점으로 삼는것이 적절하다 

폭파시점 이후에는 매 세대 진행과정에서 positive swarm과 negative swarm의 평가를 통해 

negative swarm의 개체가 positive swarm의 개체보다 평가값이 높다면 두 개체의 위치를 교 

환하는 교환연산을 수행한다 

위 설명을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t) = PS(t) + NS(t) 

= [x, (1), x2 (t) , ... , Xr "(' 씨(I)， Xr씨 씨+， (t) ， ... ,X. (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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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0에서는 위 식 5와 같이 전체 swarm을 positive swarm , P8와 negative swarm , N8 

로 구분한다 전체 swarm의 수를 181 =n 이라고 하면， P8의 개수는 IP81 = 1 nx (l -a)l 이고 

N8의 개수는 INSI=LnxaJ 이 된다 주어진 문제에 국소최적의 몇이 많다면 0값을 높여서 

negative swarm의 크기를 키워야 할 것이다. 

P2S0에서의 속도계산식은 다음 식 6과 같다 

r w, (t)끼 (t) + C, 'Ij . (pbes씨)-x/t)) κ j <1 nX(I-a)l 

I +c,' 진 . (gbest (t) - x j (t)), 
v/t+1)= • I w,(t)'v/ t) +coef 'c,' η . (pbest/ t) - x/t)) otherwise 

I +coξ(.c， . η (gbest(t) - x j (t)) 

coκ =~ 1 ift<exp1osion_time .................... (6) 
J 1-1 otherwise 

N. Experiments 

P2S0의 국소최적 탈출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함수는 아래 

TI-T3의 3개 함수를 사용하였다 PSO와 P2S0의 비교를 위해 두 방법 모두 동일한 조건 - 초 

기해의 분포 . 변수 범위내에서 일양분포， 가속상수 2.0 , 관성하중 1.0 , 반복횟수 30회， 

swarm 크기 9 • 를 부여하였다 

Tl. Bimodal function 

(Global Min value 

f(x) = ix, -4)(x, -6)(x, -14)(x, -202+(x, -20)' , 0$ x"x, $ 30 
100 

13.6416 at (X l, X2) = (1 7.6779 , 20) , 1 local min) 

f(x)= L샤， -2$ x, $ 2 
T2. De Jong’s functlon r 

{Global Min value : 0 at (X l, X2) = (O , 0) , no local min) 

T3. 8ix-hump camelback function 

f(x) = (4- 2.1x,' +씀)x，' +x,x, +4(셔 l)x" - 2 $ x, 션2 

{2 Global Min value: -1.0316 at (X I.l(2) = (-O .0898 , 0.7126) , (0.0898 , -0 .7126) , 410cal m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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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1 함수는 최소화문제일 때 x=4.9125. y=20.0000에서 국소최척해=-1. 3606값을 갖 

고. x=17.6779. y=20.0000에서 전체최적해 =-13.6416을 갖는다 목적함수식의 개략적인 형 

태는 〈그립 2>와 같다‘ 

'<l '<l 

때
 
m 

때
 뼈
 뼈
 

'00 

.1 00) 

〈그림 2> Tl 항수으13차원 미。t 

아래 〈그림 3>은 T1함수 문제를 PSO와 P2S0의 두 알고리즘에 대해서 풀었을 때 각 세대별 

swarm의 이동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Swarm의 。l 동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초기 swarm의 위치 

를 (0.0) 근방으로 하고 swarm의 크기를 49로 하였다 

Basic-PSO P2S0 

(iteration 0) 
1‘ 

" 
I 

6 

" 

0 
...... ’ 

0 ，。

’‘ 
，。 '" ‘ l 

n ’” " m s m 

〈그림 3> Basic-PSO와 P2S0의 해의 이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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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PSO P2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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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asic-PS。와 P2S0의 해의 이동 비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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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PSO P2S0 

(i teration 30) ., 
s 

% 。

a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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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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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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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그림 3) Basic-PSO와 P2S。의 해의 이동 비교 (계속) 

위 〈그립 3)에서 볼 수 있듯이 PSO는 전체 입자들이 국소최적혜의 위치로 수렴되었으나， 

P2S0에서는 negative-swarm의 폭발 이후 전체최척해의 위치로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Tl -T3의 3개 함수에 대해서 초기해의 위치를 변수 범위내에서 균둥하게 난 

수로 발생시켜 10회 반복 수행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Basic-PSO와 P2S0의 실험결과 

Basic-PSO P2S0 
Test function 

(x'. y') Obj' (x'. y') 。이. 

Tl: Bimodal function 4요객a 펴요잃효 수요빽a 17.6770 20.0007 13.6416 
17.6769 20.0002 -13.6416 17.6796 20.0277 13.6408 
17.678 19.9999 13.6416 17.6938 19.9920 13.6411 
17.678 19.9998 -13.6416 17.6812 19.9971 -13.6416 

17.6783 19.9999 -13.6416 17.6809 20.0013 • 13.6416 
4요잭a 200000 노쩍06 17.6780 20.0009 13.6416 

17.6781 20.0009 -13.6416 17.6798 20.0009 13.6416 
17.6779 20.0019 -13.6416 17.6738 19.9947 13.6415 
17.6774 19.9979 -13.6416 17.6825 19.9533 13.6394 
쇼요μI ~ 수핵llli 17.6791 19.9964 -13.6416 

T2: De Jong’s function -2.80E-06 -7.76E-06 6.80E-11 2.85E-05 2.15E-05 l.28E-09 
-3.35E-06 1.61E一05 2.71E-I0 -1.37E-05 -1. 84E-05 5.27E-I0 
-9.93E-07 -1.44E-05 2.09E-I0 -3.25E-05 1.53E-04 2.44E-08 
7.71E-05 -3.50E-05 7.17E-09 7.43E-05 -1.30E-04 2.25E-08 
4.52E-06 -1.80E-05 3.43E-I0 -4 .42E-05 -5.11E-07 1. 96E-09 
l.30E-05 3.19E-05 1.19E-09 3.47E-05 1. 94E-04 3.90E-08 
l.78E-05 2.21E-06 3.21E-I0 938E-07 9.60E-05 9.21E-09 
l.37E-05 7.64E-06 2.47E-I0 3.23E-06 1. 65E-06 l.31E-ll 

-6.96E-05 3.58E-05 6.12E-09 -1. 47E-05 -2. 54E-05 8.63E-I0 
2.01E-05 l.33E-05 5.83E-I0 4.06E-06 -5.32E-05 2.85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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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asic-PSO와 P2S0의 실험결과 (계속) 

Basic-PSO P2S0 
Test function 

(x‘, y') O비’ (x' , y') Obj' 

T3 SlX hump | -17없g íL1많I 파요퍼효 -0 ,0898 0,7124 •1. 0316 
camelback function 0,0893 0,7130 -1. 0316 -0 ,0897 0,7127 1.0316 

0,0898 0,7127 1.0316 0,0898 0,7127 1.0316 
0,0899 0,7123 -1. 0316 • 0,0899 0,7127 1. 0316 
0,0897 -0 ,7127 -1. 0316 -0 ,0899 0,7127 1.0316 
0,0898 0,7126 1.0316 0 ,0893 0,7125 1.0316 
0,0898 0,7124 •1. 0316 -0 ,0899 0,7126 -1. 0316 
0,0898 0,7126 1.0316 0,0898 0,7123 -1.0316 
0,0939 0,7128 -1. 0316 -0 ,0898 07126 -1. 0316 

-0 ,0898 0,7127 -1. 0316 -0 ,0901 0,7125 •1. 0316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2와 같은 단봉함수에서는 PSO나 P2S0나 모두 전체최적을 잘 

찾아가고 있으나 Tl과 같은 썽봉함수의 경우 PSO는 총 10회 시행중 3번 국소최적에 빠지게 되 

었고， 전최최적과 국소최적 위치가 총 6개있는 T3 함수에 대해서도 1회 국소최적에 빠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P2S0의 경우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도 모두 전체최척을 잘 찾고 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P2S0 얄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PSO는 국소최적에 빠지기 쉬운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P2S0에서는 positive와 negatJ ve의 2-swarm을 운용하고， bidirectional repositioning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소최척을 탈출하고 보다 광범위한 탐색을 위해 ‘폭파시점’을 설정하여 

폭파이후에는 negatíve-swarm이 방사상으로 고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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