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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차분 진화 알고리즘의 최적해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렬 처리 

기법을 적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개체군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하도록 하여 일정한 확률에 의해서 각 그룹

이 다른 그룹의 Best individual들을 변이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존 차분 진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지역해 수렴 문제를 해결

하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된 차분 진화 알고리즘(P-DE)의 

탐색 능력을 비교 및 분석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차분 진화 알고리즘(P-DE)

이 지역해 수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1. 서  론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Price와 Storm 에 의해 각 개

체간의 벡터 차이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으로써 현재 널

리 사용되는 휴리스틱 탐색법인 유전 알고리즘과 유사

한 알고리즘으로써 초기 개체군을 생성하고 이들을 교

배, 변이 선택 과정을 거쳐 적합도가 개선되는 새로운 

개체들을 추출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유전 알고리즘은 표현형을 유전형으로 바꾸는 코딩과정

이 필요한 반면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개체를 벡터로 표

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으며 새로운 개체

를 생성할 때 산술적 연산을 통해서 생성한다는 차이점

이 있다[1],[2],[3]. 

따라서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 보다 적

은 수의 제어인자가 필요하며 비교적 적은 계산 시간을 

소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분 진화 알고

리즘은 탐색이 수행 되는 동안 지역해에 수렴하게 되는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지역해로 수렴하게 될 경우 벗어

나지 못하고 머무는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분 

진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감소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병렬 처리 기법을 통

해서 해결 하고자 한다. 병렬 처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프로세서를 진행 하면서 결과를 얻는 방식이다 병렬 처

리는 많은 분야들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기존 알고리

즘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3],[4],[6],[8]. 본 논문은 이러한 병렬 처리를 통해서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다수의 best individual들을 생성

함으로써 지역해에 수렴하게 되는 상황을 감소 시키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차분 진화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와 

제안된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

된 최적화 함수와 실험에 대해 고찰 한 후, 4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본  론 

 

2-1. 차분 진화 알고리즘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진화 알고리즘과 기본적인 연

산은 같다. 초기 개체군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변이, 교

배, 선택을 통하여 적합도가 개선되는 개체들을 추출한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분 진화 알고리즘

은 개체들을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진화 알고리즘이 

가지 있는 코딩과정이 불필요하며 이들의 산술적인 연

산을 통해 새로운 개체를 생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5], [12],[13]. 

차분 진화 알고리즘에서의 초기 개체군의 각 개체들

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 … . . , ,,,  =  1, 2, … , NP    (1) 
 

이때 NP 는, 최적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체군의 수를 
나타내며, 이 값은 탐색과정에서 언제나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져 있다. D 는 벡터의 차원으로 목적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체들이 모여서 다음 과 같이 개체군이 생성 
된다[1],[4],[5]. 

 [( ) ≤ ,, ≤ (ℎ ℎ)]    =  1, 2, … . ,    (2) 
 

초기 개체군을 생성한 이후 다음 3가지의 기본적인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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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이 연산자 (Mutation operator)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두 개체간 벡터의 차이를 임의

의 개체에 더함으로써 새로운 개체의 벡터를 생성한다. 

이 벡터를 새로운 시행 벡터라고 한다. 이러한 시행 벡

터를 생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본 논문

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행 벡터를 사용한다. 
 

     (3)  
  

여기에서 xr1,G, xr2,G는 G번째 세대에서 임의의 두 개체

의 벡터이고, xbest,G 는 G 번째 세대에서 목적함수에서 가

장 적합한 개체의 벡터이다. f 는 가중치로서 벡터의 차

이(xr1,G – xr2,G) 의 비중을 결정하는 제어상수로 0과 1 사

의 값으로 목적함수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한다. 차분 진

화 알고리즘은 시행 벡터를 생성하는 규칙에 따라서 서

로 다른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5],[10],[11],[14]. 

 

2) 교배 연산자 (Crossover operator) 

변이 과정에서 생성된 시행 벡터를 현재의 벡터와 교

배되어서 새로운 시행 벡터가 생성된다. 이 때 CR은 교

배확률을 결정하는 상수로 0과 1 사이에 위치하며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의 벡터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지게 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균등하게 교배하기 위

해서 0.5의 확률로 설정하였다[5], [10],[11],[14]. 
 ,, =   ,,     () < ,,         ℎ                  
 

3) 선택 연산자 (Selection operator) 

 

변이와 교배를 통해서 생성된 시행 벡터를 현재의 벡

터와 비교하여 목적 함수에 더욱 적합한 개체의 벡터를 

사용한다. 
 ,, =  ,    , <  (,),     ℎ                     

 

만약 생성된 개체가 현재의 개체보다 적합도가 떨어

지게 되면 기존 개체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생성된 

개체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게 되면 현재의 개체를 생성

된 개체로 대체한다[5],[10],[11],[14]. 

 

앞서 언급한 3가지의 연산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

로써 보다 우수한 개체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차분 진

화 알고리즘은 수행된다. 이때 변이 연산자는 차분 진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연산자로서의 

시행 벡터의 생성 방식에 따라서 차분 진화 알고리즘의 

성능의 달라지게 된다. 시행 벡터에 사용되는 임의 개체

가 모두 임의 개체들로만 사용될 경우 탐색 공간을 좀

더 넓게 탐색이 가능하여 최적해 발견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되지만, 높은 탐색 수행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 

가장 적합한 개체를 사용하여 시행 벡터를 만들게 되면 

탐색 수행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탐색 공간을 Best 

individual에 주로 의존해서 탐색하기 때문에 최적해 발

견 확률이 감소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분 

진화 알고리즘의 탐색 수행 시간 단축과 최적화 성능 

향상을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2. 제안 알고리즘(P-DE)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개체간의 벡터 차이를 이용하

는 알고리즘으로써 알고리즘이 수행 되면서 개체들이 

지역해에 수렴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 하게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렬 처리 방식을 

통해서 독립적인 탐색 공간을 생성하여 각 공간마다 개

체들이 일정 확률로 개체들이 속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다른 탐색 공간에서의 best value들을 참조하여 현재의 

탐색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주면서 지역해

로 수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하게 한 지점으로 

개체들이 모이는 현상을 완화 시킴과 동시에 공간 탐색

을 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제안된 차분 진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된

다. 

 

1. 초기 개체군 설정 

2. N개의 그룹으로 구분 

3. 일정 확률에 의하여 변이 연산자에서 사용하는 참조       

   개체를 다른 그룹에서의 개체를 이용할지를 결정 

4. 각 그룹마다 독립적인 연산을 수행. (변이 교배 평가) 

5. 반복적으로 앞의 3번과 4번 연산들을 정해진 진화 

   세대 까지 반복하여 수행  

 

3. 실험 및 결과 
 

3-1. 실  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본적인 차분 진화 알고리즘

과 제안 알고리즘(P-DE)을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비교

하였다. 두 알고리즘은 계산 시간(즉, 전체 적합도 함수 

평가 회수) 측면에서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고, 각 알고

리즘의 최적화 정도를 비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변수

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개체 수: 20 ~ 200 

벡터의 차원 수: 30 

최대 목적함수 계산 횟수: 100000 

제안 알고리즘의 그룹 수: 5 

교배 확률 : 0.5 

참조 확률 : 0.2 

가중치  f  : 0.95 

 

개체군 수는 최소 20에서 200까지 10씩 차이를 두어

서 실험 하였으면 이때 각 개체수마다 최대 목적함수 

계산 횟수를 100000으로 설정하여 계산 회수를 초과시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그 때까지 발견한 최종해를 비교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P-DE)의 그룹 수는 5개로 정

하였으며 이는 함수에 따라 최적 값이 다르다. 각 개체 

수 마다 목적 함수에 사용되는 벡터의 차원 수는 30으

로 설정하였으며, 차원이 높을수록 최적해를 찾기 어려

)( ,2,1,1, GrGrGbestGi xxfxv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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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진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종류의 최

적화 문제를 사용하였다: Sphere function, Rosenbrock’s 

saddle function, Shifted Rotated Ackley’s Function, 

Rastigrin’s function, Griewangk’s Function. 

 
1) Sphere  function    

å
=

=
D

i ixxf
1

2)(  

 

Sphere function 은 단일 모드로 이뤄진 매우 단순한 

최소화 문제이다. 최적해는 f(0,...0)=0 이다. 

 
2) Rosenbrock’s saddle function 
 

å
=

+ -+-=
D

i
iii xxxxf

1

222
1 ])1()(100[)(   

Rosenbrock’s saddle function은 비선형 함수로서 최
적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대
표적인 함수이다. 이 함수는 함수 값의 변화가 급격하고 
최적해 주위라 하더라도 최적 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적해로는 f(1,...1)=0 이다. 

3) Rastigrin’s function 
 

(8)    ,5.12]-[ 12.5     
 

Rastigrin’s function 역시 많은 지역해가 전역 

최적해를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최적해는 

f(0,...0)=0 이다.  

 
4) Shifted Rotated Ackley’s Function  
 

ex
D

x
D

xf
D

i
i

D

i
i ++---= åå

==

20)2cos1exp()12.0exp(20)(
11

2 p (9)  ,32]-[ 32  
 

Shifted Rotated Ackley’s Function은 수많은 지역 최

적해를 가지고 있으며 전역 최적해가 봉우리 형태로 솟

아 올라있는 형태이다. 최적해는 f (0,...0)=0 이다.

  
5) Griewangk’s Function 
 

å Õ
= =

+-=
D

i

i
D

i
i i

xxxf
1 1

2 1)cos(
4000

1)(   (10)   ,600]-[ 600  

 

Griewangk’s function이 적합도 함수로 사용되었다. 

이 함수 역시 최적화 문제를 테스트 하는 목적으로 널

리 쓰이고 있는 함수로, 지역 최적해들이 전역 최적 해

를 둘러싸고 있다. 최적해는 f (0,...0)=0 이다. 
 

 

3-2.  실험 결과 

기존의 차분 진화 알고리즘과 제안된 차분 진화 알고

리즘(P-DE)의 성능은 앞의 5가지 최적화 문제들을 통

하여 비교, 분석되었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기존의 

차분 진화 알고리즘과 제안된 차분 진화 알고리즘(P-

DE)의 결과는 그림 1 –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Sphere function에서의 성능 비교 

 

 

 
그림 2 Rosenbrock’s function에서의 성능 비교 

 

 
 

그림 3 Rastigrin’s function에서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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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hifted Rotated Ackley’s Function에서의 성능 비교 

 
� �  5 Griewangk’s Function 에서의 성능 비교 

 

실험 결과, Rosenbrock’s saddle function을 제외한 

모든 함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Rosenbrock’s 

saddle function 역시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제안 알고리즘

(P-DE)에서는 객채수가 많아질수록 그 성능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개체수가 적어질수록 제안 알고리즘(P-DE)에서 보다 우

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1은 Sphere function의 결과로서 100개 이상의 

개체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제안된 알고리즘(P-DE)이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지만 100개 

이하의 개체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성능

이 제안된 알고리즘(P-DE)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Rosenbrock’s saddle function의 결과를 나

타내며 전체적으로 기존 알고리즘보다 제안된 알고리즘

(P-DE)이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일

부 구간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림 3은 Rastigrin’s function의 결과를 나타내며, 제

안 알고리즘(P-DE)이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하

지만, 개체수가 적은 상태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반

면 50 근처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Rastigrin’s function 에서 

사용되는 개체수 50개 부근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 하

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그룹

수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할 것이라

고 보인다. 

 그림 4는 Shifted Rotated Ackley’s Function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지만 그 

변동폭이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체수가 40인 부분에서 기존 알고리즘

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5는 Griewank’s Function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

프로서 개채수가 160이하인 지점에서 제안된 알고리즘

(P-DE)의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제안된 알고리즘(P-DE)의 성능이 기존 알

고리즘의 성능에 비해서 우수하게 결과가 나왔다. 또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기존 알고리즘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 하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특히 지역 최적해들이 

다수 분포하여 전역 최적해를 감싸는 형태의 목적함수

(3)(4)(5)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 하는 것을 볼 때 지

역해 수렴 문제에서 강한 성능을 발휘 하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표 1은 각 목적 함수 마다 최적해들의 값과 

이때 사용된 개채수의 값이다. 

  

표 1 실험 결과 

 DE P-DE 

function NP Value NP Value 

f1 20 3.08E-30 20 7.6347E-55 

f2 20 14.87377 20 15.7958207 

f3 40 0.0002818 60 1.502474 

f4 50 2.931E-05 40 1.52E-018 

f5 40 4.19207 70 1.0098532 

 

4.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차분 진화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지역해 수렴 문제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해결하여 좀 

더 빠른 수렴 속도와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법을 제

안 하였다. 

기존의 차분진화 알고리즘에서는 최적화 과정에서 지

역해 수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 최적해 주변에

서 값들이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다수의 best value의 생성을 

통해서 더 넓은 공간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가

지의 최적화 문제를 통해서 기존 알고리즘 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지역 최

적해들이 전역 최적해를 감싸는 형태의 문제들에서 그 

성능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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