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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정칙 이진 행렬을 이용하여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메타 유전 알고리즘
을 설계한다. 정칙 이진 행렬은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이진 인코딩에서의 기저 변환에 중요하게 쓰
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칙 이진 행렬의 기저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정칙 이진 행렬의 표
현과 재조합 연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연구들을 소개하고, 메타 유전 알고리즘을 위한 변이와 초
기 해집단 생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1. 서  론
  행렬 가 ∈ ×   를 만족하면, 는 이진 행렬
(binary matrix)이라고 한다. 이진 행렬은  벡터 공간 
위의 그래프의 컷(cut) 부분 공간이나 사이클(cycle) 부
분 공간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또한,   벡터 공간 상에서 조합 문제의 기저 변경 표
현에 사용할 수 있다. 이진 인코딩을 하는 기존의 접근 방
식은 일반적으로 고유한 표준 기저를 사용한다. 다른 기저
를 고려할 경우, 문제 공간의 기저 원소와 결합 구조의 견
고함은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진 인코딩의 기저 변환에 쓰이는 정칙
(nonsingular) 이진 행렬,   을 조사하는 아이디어
를 제안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이진 인
코딩 시 기저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유전 알고리즘을 위
한 표현과 재조합을   에서 설계한 연구들을 소개한
다.
  3절은 2절에서 소개된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아이디어들
을 제안하고, 4절에서는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
시한다.

2. 이전 연구
2.1 기저 변환 (change of basis)
  Kim과 Yoon은 이진 인코딩(binary encoding)에서 기
저 변환(change of basis)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1].
  임의의 벡터가 기저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때, 차원 벡터 공간의 기저는 개 벡터의 수열
이다. 벡터 공간에서는 종종 하나 이상의 기저를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하기에, 하나의 기저에 대한 벡터의 좌표 
표현을 가역 선형 변환을 이용하여 다른 기저에 대한 동
등한 표현형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변환을 기저 변환이라고 한다. 아래 정리는 
선형 대수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정리 1. 과 가 

의 기저라고 하자. 기저 에 
관한 의 표현형을 라 할 때, 임의의 ∈ 

에 대하
여, 

 
를 만족하는 정칙 행렬 ∈ ×   

가 존재한다.

  정리 1의 행렬 를 기저 으로부터 로의 좌표 변
환(coordinate-change) 행렬이라고 한다. 
     …    … 는 번째 위치만 1이고, 나머지
는 모두 0인 

의 원소라 할 때, 
의 표준 기저 는 

  …  이다. 정칙 행렬 ∈  ×   가 주어질  
때, 행렬 는 표준 기저로부터 와 관계있는 또 다른 
표준 기저 로의 좌표 변환 행렬로 여겨질 수 있다. 임
의의 ∈ 

에 대하여, 
 

 이 성립하고, 그러
면     …  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저를 
찾는 문제는 적당한 정칙 이진 행렬(nonsingular binary 
matrix, NBM)을 찾는 문제와 같다.
  유전자 재배치(gene reordering)는 기저 변환에서의 
특별한 경우로 고려된다. 만약 가 치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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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utation matrix)일 뿐이라면, 기저 변환의 의미는 
인코딩 상에서의 유전자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기저를 변경하는 아이디어는 유전자의 재배치에 
대한 것보다 일반적이나, 이미 연구된 내용은 이진 인코
딩을 이용하는 문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몇 가지 제안
이 필요하다[1].
  논문[1]에서는 이진 변수의 차원 함수를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함수는 Kuffman의   지형에 최적화 및 
단순화 되어 있다. Kuffman은 비트의 함수에 대해 각 
비트의 적합도는 자신과 이웃하는 개의 비트에 의존한
다고 정의했다. 
    지형은 종종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s)
의 성능을 테스트할 때 사용된다. 논문[1]에서 테스트에 
사용한 3개의 함수는 각각     의 값을 가지고, 
각 변수의 적합도는 다른  변수들에 의존한다. 
  모든 테스트 함수는 정칙 이진 행렬을 통해 각각의 테
스트 함수에 대한 기저 변환 행렬을 선택할 수 있다[1]. 
기저 변환 행렬을 라고 한다면, 이의 역행렬인   는 
가우스 소거법(Gaussian elimination)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기저 변환 전과 후의 테스트 함수에 대해 실험한 결
과, 3개의 테스트 함수 모두 기저 변환 후의 모양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1]. 즉, 표준 기저보다 실험에 
사용한 새로운 기저가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이
다. 이로써 기저 변환의 이점을 알 수 있었다.
  논문[1]에서 제시한 이진 표현에서의 기저 변환은 단
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다. 이진 인코딩에서 기저 변
환의 중요성을 설립한 최초의 논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기저를 찾는 방법이 더욱 연구가 되어야 하고, 정
규 선형 그룹과 같은 정칙 이진 행렬에 대한 조사가 시
작되어야 한다. 몇몇의 문제들은 기저 변환으로 성능이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정칙 이진 행렬을 찾는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정칙 이진 행렬의 재조합과 표현
  Kim과 Yoon은 유전 알고리즘을 위한 표현과 재조합 
연산을   에서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 
이진 행렬의 정의와 유용성은 2.1절에서 충분히 언급하
였다.
  정칙 이진 행렬에 관한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2차원의 ×  이진 인코딩이다. 또는 더욱 간단

하게   길이의 이진 선형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다.
  Cohoon과 Paris[3], Anderson 등[4] 여러 사람들이 2
차원 교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주장했다. 또한 2차원 
인코딩에서 새로운 스키마(schema) 창조의 힘이 선형 
인코딩 교차에서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 교차
의 방법이 제안되면서 2차원 표현과 지역적 교차의 결합
으로 정보 손실의 감소와 새로운 스키마 창조의 힘 모두
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의 피할 수 없는 단점은 타당
성(feasibility) 검사와 구조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례로, 각각 가역적인 두 부모해로부터 
비가역적인 자식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2]. 
구조의 수정을 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최대의 독
립적인 열(또는 행)을 찾는 방법이지만, 이는 가우스-조
르당 소거법(Gauss-Jordan elimination)에 의해 처리되
어야 하므로  의 시간 복잡도를 가져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일반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모든 가역행렬은 
기본 행렬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기
본 행렬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의 기본 행렬을 소개하기 전에, 기본 행 연
산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의 1. 행렬 가  ∊  ×   를 만족한다고 하자. 
의 어떠한 행이 다음 두 연산을 따르면, 기본행 연산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정의한다.
   의 어떠한 두 행을 교환하고,
   의 한 행을 다른 행에 더한다.

  기본 행렬은 기본 행 연산 수행이  또는 를 따
르는지에 따라 타입 1이나 타입 2로 불리며, 이는 연산
에 의존적이다. 이 연산으로 각각의 기본 행렬 에 대해 
   임을 쉽게 보일 수 있다.
  논문[2]에서 번째 행과 번째 행을 서로 교환한 타입 
1의 기본 행렬을 

로 정의하고, 번째 행을 번째 행
에 더한 타입 2의 기본 행렬을 

로 정의한다[2].
  모든 가역 행렬은 기본 행렬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5]. 그러므로    상에서 기본 
행렬 곱으로 해를 표현할 수 있다면, 타당성 유지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기본 행렬을 사용할 때, 기본 행렬의 각 원소를 가변 
길이 선형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고[2], 이로 인해 새로
운 인코딩이 주어진다. 가변 길이 문자열에 대한 어떤 
재조합도 이 인코딩에 관한 재조합 연산자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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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렬 크기 에 따른 확률    [2]

있다. 재조합 연산자 중 순차 정렬로 인한 기하학적 교
차는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된다. 순차 정렬로 인한 기하
학적 교차는 자식해가 부모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변 길이 문자열을 위한 거리로서, 편집 거리(edit 
distance)가 일반적이다. 이는 단일 기본 행렬의 삽입, 
삭제, 대체의 최소 숫자로 하나의 문자열을 다른 것으로 
변환한다. 이 거리와 연상되는 기하학적 교차를 상동 기
하 교차(homologous geometric crossover)라고 한다.
  두 개의 문자열은 재조합 전에 최적의 상태로 정렬된
다. 여기서 정렬은 부모해 문자열이 서로 잘 일치하도록 
쭉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해 문자열의 
길이가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부모해에 형식적으로 ‘-’를 문자열의 임의의 자리에 끼
워 넣어 길이를 확장시켜 해밍(Hamming) 거리가 최소
가 되게 하고, 이 문자열들을 이용해 다수의 선형 문자
열을 생성하는 것이다[2].
  기본 행렬에 대한 표현을 기본 행렬의 순서로 고려할 
때, 행렬에 대한 표현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2]. 게
다가 정칙 행렬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동등한 표현이 존재
하는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논문[2]에서 몇몇의 동
치 관계를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 제안했다.
    는 

 
 

이라고 하자.  ∊    ,
 ∊    이고,   ∩   ∅이면, 
  이다. 의 크기가 작으면 교환 가능한 경우
가 드문 것처럼 보이지만[2], 큰 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선택하는 기본 행렬 과 에 대하여, 
  일 확률은 다음과 같다.

    







 
  

   

  ≤  

  그림 1은 행렬 크기 에 따른   의 확률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 충분히 크면    이 1
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 경
우가 이 커지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 동치 관계를 기반으로, 논문[2]에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의 노드를 기본 행
렬로 사용하여 가환 행렬을 표현했다. 각 에지(edge)는 
양 클래스 간의 비호환성을 의미한다.

     ⋯  ∊   일 때, 다음을 따르는 의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가정해보자.

  그러면,  ⋯  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상의 위
상 순서가 된다. 다음의 내용 역시 방향성 비순환 그래
프 상의 또 다른 위상 순서이다.

  정칙 이진 행렬에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표현을 사용
할 때,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재조합과 같이 알려진 것
을 적용하거나 동질성을 기반으로 기하학적인 연산자들
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표현과 단순한 재조합을 
이용하여, 부모해의 가변 길이 문자열을 기반으로 생성
된 자식해보다 더 부모해의 고유한 성질을 잘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좀 더 정교한 동치 관계들을 발견
할 수 있었다[2].
  논문[2]에서 다룬 정칙 이진 행렬   은 표준 이
진 인코딩의 기저 변환에 이용되어 중요하다. 논문[2]는 
타당성을 유지하는 이점을 갖는 기본 행렬을 이용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가변 길이 선형 문자열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기본 행렬 곱으로 이해할 수 있
는 각 정칙 이진 행렬 표현으로 제안되었다. 자명한 동
치 관계만으로는 하나의 행렬이 서로 다른 기본 행렬 곱
의 표현으로 종종 나타날 수 있어서, 자명하지 않은 동
치 관계를 더 발견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시도하
였다.

  본 논문은 논문[2]의 결과를 토대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진 인코딩의 좋은 기저를 찾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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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문제 해결 과정

3. 메타 유전 알고리즘 (meta genetic algorithm)
  어떤 문제에 대한 해를 찾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
용할 때,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
는 상위의 유전 알고리즘을 메타 유전 알고리즘(meta 

genetic algorithm, meta GA)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좋은 기저를 찾기 위해 정칙 이진 행렬을 조
사하는 메타 유전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하여 유전 알고
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저 변환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제안한다. 그림 2(a)는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을, 
그림 2(b)는 제안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
화한 것이다.

  2.1절에서는 기저 변환이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
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2절에서는 정칙 이진 행
렬을 찾는 메타 유전 알고리즘의 아이디어 중 교차 연산
과 인코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 절에서는 정
칙 이진 행렬을 조사하는 메타 유전 알고리즘의 연산 중 
자명하지 않으면서 논문[2]에서 언급되지 않은 변이
(mutation) 연산과 초기 해 집단 생성(population 
initialization), 평가(evalu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다.

3.1 변이 (mutation)
  논문[2]에서의 연구 내용을 통해 교차 연산이 일어나
면 자식해는 두 부모해의 고유한 특성을 물려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부모해의 유전자들을 좋은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해에 없는 유전자를 도입
하기는 힘들다. 변이 연산은 부모해에 없는 속성을 자식
해에 도입하는 역할을 한다[6].
  두 부모해로부터 얻어진 자식해를 행렬  ∊   

라고 하고, 를 구성하는 기본 행렬들을       …

 라고 하자. 그러면 기본 행렬의 각 원소를 
가변 길이 선형 문자열로 표현할 수 있다[2]. 즉, 
   ⋯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교차 연산으로 인해 부모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에 대한 변이 연산은 삭제와 변경, 추가의 3가지 타입으
로 분류 가능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타입 1.    ⋯ 일 때, 각각의 는 의 확률 
로 삭제할 수 있다(최대 개).
  타입 2. 각 에 대하여, 의 확률로  를 
 개1)의 기본 행렬 중 임의로 선택한  로 바
꿀 수 있다(최대 개).
  타입 3. 곱해진 각 기본 행렬의 앞과 뒤의 위치에 인
덱스를 주어 이를   …  라고 하자. 각 의 위치
에는 의 확률로  개의 기본 행렬 중 임의로 
선택한  이 삽입될 수 있다(최대  개).

  그림 3은  ∊   에 대한  개의 기본 
행렬 중 임의의 기본 행렬  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사 
코드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a)는 주어진 행렬  ⋯    ⋯ 에 
대하여, 의 확률로  가 삭제되는 타입 1, 그림 4(b)
는 의 확률로 가  로 바뀌는 타입 2, 그리고 그림 
4(c)는 번째 위치에  이 추가되는 타입 3에 대한 예
를 보여준다.

1)  ≤  ≤   ≤  ≤ 이고   인 두  로 생성할 수 있는 


는 와 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기본 행렬의 꼴을 갖는
다. 따라서   개까지 생성될 수 있다. 

는 와 
의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기본 행렬이 된다. 즉, 

개만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의 정칙 이진 행렬 
 ∊ 의 생성 가능한 기본 행렬의 개수는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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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변이 연산의 각 타입에 대한 예

그림 3. 기본 행렬  을 임의로 선택하는 의사 코드

3.2 초기 해집단 생성 (population initialization)
  자식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해가 존재해야 한
다. 부모해 역시 가변 길이 선형 문자열로 나타낼 수 있

어야 하므로, 초기해를 생성하는 방법은 길이를 고정하
는 타입 1과 고정시키지 않는 타입 2로 분류할 수 있다.
  타입 1. 행렬  ∊   에는  개의 기본 
행렬   …    이 존재하고, 부모해는 개의 

기본 행렬의 곱으로 그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자. 개
의 기본 행렬은 각각  ≤  ≤  , 
   …  을 만족하는 확률 상수 를 갖는다고 할 
때, 번째로 생성되는 부모해   


⋯ 

와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 인 임의의 와 에 대
해    (  ≤  ≤   ≤  ≤ )가 성립할 수도 있다. 
즉, 어떤 기본 행렬  이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다.
  타입 2. 부모해  의 선형 문자열 길이가 정해져 있
지 않다고 하자. 는 ≤ ≤  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중 하나의 값을 임의로 선택하
여 로 정한다.
  그러면,  의 길이는 로 정해지므로, 타입 1의 방법
으로 부모해를 생성하도록 한다.

3.3 평가 (evaluation)
  3.2절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성된 부모해에 2.2절
과 3.1절에서 제안한 연산을 통해 얻어진 자식해를 행렬 
라고 하고, 그 모양은    ⋯ 와 같다고 가정
한다. 그러면 는 정칙 이진 행렬이므로, 기저 변환을 
하여 새로운 이진 인코딩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한
다. 행렬 가 좋은 기저라고 판단되면 2.1절에서 제시되
었던 기저 변환을 거친 후, 새로운 이진 인코딩으로 유
전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보다 성
능이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이를 각 단계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단계 1. 3.2절의 방법으로 초기 해집단을 생성한다.
  단계 2. 두 부모해  를 선택한다.
  단계 3. 2.2절의 교차연산으로 자식해 를 얻고, 3.1
절의 변이 연산을 거친다.
  단계 4. 정칙 이진 행렬인 로부터 기저 변환 를 
구한다.
  단계 5. 에 의한 이진 인코딩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기존의 기저보다 더 좋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단계 6. 행렬 가 좋은 기저로 평가되었다면, 2.1절에
서 제안하였던 아이디어로 기저 변환한다.
  단계 7. 이진 인코딩으로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보다 
성능이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정칙 이진 행렬을 이용하여 유전 알고리즘
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 유전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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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칙 이진 행렬을 통해 기저 변환한 이진 인코딩으로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사하고, 유전 알고리즘의 성
능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 내용을 통해 
보여졌다[1]. 논문은 기저 변환에 쓰이는 임의의 정칙 
이진 행렬을 조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는데,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기본 행렬을 이용한 해의 표현과 그에 따른 교차 연산
은 이미 연구되었으나[2], 초기 해집단의 생성과 변이 
연산,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본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했다.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강력하게 사용될 
정칙 이진 행렬을 찾는 메타 유전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
하다. 향후 연구 과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들
을 토대로 실험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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