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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means is a popular and efficient data clustering method that only uses intra-cluster distance to establish a valid 

index with a previously fixed number of clusters. K-means is useless without a suitable number of clusters for un-

supervised data. This paper aimsto propose the Group Search Optimization (GSO) using Silhouette to find the optimal 

data clustering solution with a number of clusters for unsupervised data. Silhouette can be used as valid index to 

decide the number of clusters and optimal solution by simultaneously considering intra- and inter-cluster distances. 

The performance of GSO using Silhouette is validated through several experiment and analysis of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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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

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등 수익 창출을 

한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 

많은 데이터 분석 기법이 꾸 히 연구  용되어 

왔으며 데이터클러스터링 한 그 다. K-means

는 데이터클러스터링에서 가장 리 사용되어온 알고

리즘으로써 효과 인 방법이다. 그러나 K-means

는 효과 인 방법인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 이 

존재한다. 첫째, K-means는 기값에 민감하고 지

역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18]. 둘째, 사 에 데이

터 정보가 있어(supervised data) 클러스터 수 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고 가 고정된 상태에서 사

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클러스터링 해 평가기 으

로 클러스터 내의 거리만을 고려할 수 있으며 클러

스터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못한다. 

복잡한 최 화 문제에 하여 기값에 민감하고 

지역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개미군 최 화 

방법 등 다양한 휴리스틱알고리즘이 용될 수 있고

[1, 2], 이와 유사한 K-means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은 기존 연구가 수행되었다. Hruschka 

[7]는 NP-hard 그룹핑 문제인 데이터클러스터링 문

제에 효율 인 진화알고리즘 등 휴리스틱알고리즘 

용 필요성을 주장하 다. Kao[9]는 K-means, Nelder- 

Mead와 티클 군집최 화(Particle Swarm Opti-

mization, PSO)를 혼합한 방법을 제안하 다. DW 

van der Merwe[5]는 k-means로 구한 해를 PSO 

방법의 기 해 에 하나로 사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 인공벌군집(artificial bee colony, ABC) 방법

[8], 그룹탐색 최 화(Group Search Optimization, 

GSO) 방법[13] 등이 제안되어 K-means의 지역해 

탐색의 문제 을 개선하려 하 으나 이들 연구에서

는 평가기 으로 클러스터 내의 유클리드 거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지 못

하고 클러스터 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최 화 방법을 

제안하 다. Pacifico[14]는 실루엣 평가기 이 아닌 

다른 3가지 클러스터 평가기 을 사용하여 GSO 방

법을 제안하 으나 최 의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지 

못하 다.

한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기 해서는 이를 

한 한 평가기 (Valid index) 선택이 필요하

다. 이수  외 2명[3]은 경 사례를 이용한 군집화 

유효성 지수의 성능을 비교하 다. 데이터클러스터

링 해를 평가하기 해 Arbelaitz et al.[4]는 30개

의 평가기 (validity index)을 20가지의 UCI 데이

터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 는데, 평가기   실

루엣(Silhouette)이 반 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

하 다. Rousseeuw[16]가 제안한 실루엣은 데이

터클러스터링 할 때 각 클러스터 내에서 데이터들

이 얼마나 조 하게 모여 있는지 한 클러스터 사

이가 얼마나 뚜렷하게 구분되는지 평가하는 기 으

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실루엣 평가기 을 사용

하기 해 본 논문 제 2장에서 구체 으로 설명하

다. Xu et al.[20]는 티클군집 최 화(PSO) 방

법을 다양한 평가기 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 고 

실루엣 평가기 이 반 으로 가장 안정 이고 신

뢰성이 높다고 분석하 다. Ng[12]는 클러스터 분석

을 할 때 클러스터 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문제라고 설명하고 이들이 클러스터링 방법을 

개발 시 클러스터 수를 선택할 때 휴리스틱 방법을 

용하 다. Lleti[11]는 데이터클러스터링을 할 때 

가장 요한 라미터는 그룹 수이고 K-means 클

러스터링 분석을 하기 해 데이터의 그룹 수를 미

리 정하고자 했다. 이를 해 유 자 알고리즘으로 

최 해를 찾고자 하 다.

본 논문의 목 과 기여는 데이터에 한 사  정보

가 없을 때, 실루엣 평가기 을 용하여 한 클러

스터 수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최 의 데이터클러스

터링 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룹탐색 최 화(Group 

Search Optimization, GSO)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다. 즉, 해를 평가할 때, 클러스터 내와 클러스터 간

의 거리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실루엣을 용하

여 실루엣 값이 1에 가까운 최 해( 한 클러스터 

수와 데이터클러스터링 해)를 탐색한다. 제 2장에서

는 데이터클러스터링 문제와 한 클러스터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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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있는 실루엣 평가기 에 하여 설명한

다. 제 3장에서는 실루엣을 사용하여 한 클러스

터 수와 역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는 그룹탐색 최

화(GSO)을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GSO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해 실험분석 

한다.

2. 데이터클러스터링 문제와 해 평가

데이터클러스터링 문제(즉, 개의 데이터를 개

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 하는 문제)를 식 (1)～식 

(6)과 같이 수리 으로 정립화할 수 있다[10, 16]. 각

각의 데이터는 {     ⋯ }이라 하고 개의 

데이터 집합으로 구성된다. 각 데이터  는 차

원(특징, feature)으로 구성되는데 는 데이터 의 

특징데이터 의 값을 표 한 것이다.

    ⋯ 이고     ⋯ 라 하고, 만약 가 

클러스터 에 포함되었을 경우 를 1로 표시하

고 그 지 않을 경우 0으로 표시하여 식 (1)과 같

이 정의한다. 데이터클러스터링 해 표  매트릭스를 

  
로 나타낼 수 있고 가 하나의 클러스터 

에 포함되는 여부에 따라 식 (2)로 표시하고, 각 

클러스터는 어도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

며 식 (3)으로 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클러

스터링 해를 평가할 때 실루엣 평가기  식 (4)～

식 (6)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데이

터 
에 한 실루엣 

를 계산한다.

 
  데이터 

가 클러스터 에 포함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1)

 ∑  
        ⋯  ∈ 이고, (2)

 ∑  
  ≥     ⋯  (3)

        (4)

          (5)

 
  ∑  

 
 (6)

실루엣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식 (4)～식 (6)의 

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림 1]에서 클러스

터 A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와 클러스터 A

에 속한 다른 데이터들과의 평균 거리를  라 

할 때, 이 값이 작을수록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

이 조 하게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스터 

A와 다른 클러스터 B와 C가 존재하고 클러스터 A

에 속한 데이터 에서 다른 클러스터 B와 C의 각 

데이터들과의 평균거리를 각각 
 와 

 

라 할 때, 
는 데이터 에서 다른 클러스터에 

포함된 데이터간의 평균거리  가장 작은 값을 의

미한다. 만약,  가  보다 작다면     


 가 된다. 

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값이 클수록 클러스터 간의 구별이 뚜

렷하다고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식 (5)와 같이 

 를 계산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  에 하

여 
를 구하여 합한 값 ∑  

 
을 데이터 

수 으로 나 면 평균 실루엣 값 
을 구

할 수 있고 식 (6)으로 나타낸다. 만약, 평균 실루

엣 값이 1에 가까우면 데이터클러스터링이 매우 잘

된 것(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은 조 하게 모여 있

고 각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들은 뚜렷하게 구별된

다는 의미)이고 -1에 가까우면 그 반 이다. 실루

엣 값이 0이면 데이터 클러스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이다[16]. 데이터 분석 시 평균 실루엣 값이 1

에 가장 가까울 때의 데이터 클러스터 수 를 가

장 한 수로 결정한다.

[그림 1] 실루엣 평가과정 설명을 한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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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개의 데이터를 3개의 클러스터에 클러스터링 한 경우의 제

[그림 2]와 같은 제로 실루엣 값 계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0개의 데이터 {
     ⋯  

제에 하여 각각 특징 a1과 a2로 구성된다고 하

고 식 (5)로  ～ 와 식 (6)으로  

를 계산할 수 있다. 클러스터 1에 소속된 데이터 


 , 

 , 
 와 클러스터 2에 소속된 

데이터 
 , 

 , 
 , 

   그리고 

클러스터 3에 소속된 데이터 
 , 

 , 

 와 같이 클러스터 수 를 3으로 결정하여 

클러스터링 할 때,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러

스터 1에 속한 과 같은 클러스터 1의 다른 데이

터들과의 평균 거리 
   1.2071, 클러스터 1에 

속한 데이터 에서 다른 클러스터 2와 클러스터 3의 

각 데이터들과의 평균거리     7.1238, 

   8.7058가 계산되고 식 (4) 
   

    

7.1238, 식 (5) 
   0.8596이 계산된다. 이와 같

이 
   0.8109, 

   0.8154, 
   0.8092, 


   0.8320, 

   0.7999, 
   0.8244, 

    0.7891,     0.8306,     0.8433

가 추가로 계산되어 최종 으로 식 (6)     

0.8214가 계산되어 10개의 데이터클러스터링 해의 

실루엣을 평가하게 된다. 

3. 실루엣을 용한 그룹탐색 최 화 
데이터클러스터링 

본 장에서는 실루엣 평가기 을 그룹탐색 최

화(GSO) 데이터클러스터링 방법에 어떻게 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가장 한 클러스터 수 와 

최  데이터클러스터링 해를 탐색하는지 설명한다. 

제 3.1 에서는 GSO의 일반 인 메커니즘에 하여 

설명하고 제 3.2 에서는 실루엣을 용하여 GSO

를 어떻게 용하여 설계하지 설명한다. 

3.1 그룹탐색 최 화

GSO는 He[6]가 동물의 탐색 행태를 모방하여 개

발하 다. GSO는 Producer, Scrounger  Ranger

의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member)들의 

해로 이루어진다. Producer는 기 해들이 모여 있

는 그룹에서 가장 좋은 구성원의 해를 나타내고 재

의 가장 좋은 해의 이웃 해들을 탐색하고 더 좋은 해

들 탐색하면 그 해를 새로운 로듀서로 업데이트 하

면서 수렴해나간다. Scrounger들은 재 가장 좋은 

해인 로듀서를 닮아 가면서 추종하여 이웃 해를 생

성하고 새로운 해의 평가값에 계없이 새로운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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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하면서 수렴해 나간다. Ranger들은 랜덤

으로 새로운 해들을 생성하여 기존의 지역 해에서 벗

어나 역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룹에서 다양

한 탐색을 한다. 모든 구성원들의 해들의 평가값을 

계산하고 재까지의 가장 좋은 해를 업데이트 한다. 

종료조건을 만족하면 종료하고 그 지 못하면 지

까지 찾아낸 해들  가장 좋은 해를 로듀서로 설

정한 후 기로 돌아가서 GSO를 다시 실행한다.

3.2 실루엣을 용한 GSO 데이터클러스터링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룹탐색 최 화(GSO)는 

실루엣을 평가기 으로 하여 데이터클러스터링 해

(구성원)를 평가하고 역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다. 

[그림 2]의 10개 데이터를 3개의 클러스터에 클러스

터링하는 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설

명할 수 있다. 

[실루엣을 용한 GSO :  [그림 3] 제 참조]

단계 1 :  기 구성원(해) 표 과 해 생성 후 

실루엣 평가

∙클러스터 수  와 데이터 수  의 매트

릭스  
로 해를 표 한다. [그림 3]의 2차

원(3×10) 해로 표 한다(    ⋯ 이고    

  ).

∙모든 데이터 
가 특정 클러스터에 포함되는

지를 표 하는 식 (1)～식 (3)을 고려하여 랜덤

하게 기해 생성 후 식 (4)～식 (6)을 용하

여 실루엣을 계산한다.

단계 2 :  Producer(가장 좋은 해) 선택과 pro-

ducing [그림 3A] 참조

∙ 재까지의 해들  가장 좋은 해를 Producer

로 지정한다. 재의 Producer의 이웃해인 New 

Producer 생성 방법은 (0, 1)사이의 난수를 생

성하여 기  확률(0.3 사용)과 비교하여 각 데

이터의 클러스터 소속을 랜덤하게 변경( 

의 난수 0.1, 0.02, 0.28이 기  확률 0.3보다 

작음)하는 것이다.

∙ 재의 Producer(Old Producer)의 이웃해(New 

Producer)를 확률 으로 생성하고 실루엣을 계

산한다.

∙새로 탐색한 이웃해  가장 좋은 해가 재의 

Producer보다 좋으면 Producer 업데이트, 즉 New 

Producer의 실루엣 값이 좋으면 그것을 새로운 

Producer로 선정한다. 그 지 않으면 재의 Pro-

ducer를 유지한다. 

단계 3 :  Scrounger 선택과 scrounging [그

림 3B] 참조

∙Scrounging은 Scrounger가 재의 Producer를 

추종하여 더 좋은 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재의 Scrounger의 이웃해인 New Scrounger 

생성 방법은 (0, 1)사이의 난수를 생성하여 기  

확률(0.3 사용)과 비교하여 각 데이터의 클러스

터 소속이 Producer을 닮아간다. 

∙ 재의 Scrounger(Old Scrounger)가 Producer

을 닮아가는 형식(   의 난수가 0.25, 

0.12, 0.23, 0.19로 기  확률 0.3보다 작아 Pro-

ducer로부터 (1, 0, 0), (0, 1, 0), (0, 1, 0), (0, 

0, 1)를 복사해 와서 Scrounger는 Producer를 

닮아감)으로 이웃해(New Scrounger)를 생성하

고 실루엣을 계산한다.

단계 4 :  Ranger 선택과 ranging [그림 3C] 

참조

∙(0, 1)사이의 난수를 생성하여 기  확률(0.3 사

용)과 비교하여 각 데이터의 클러스터 소속을 

랜덤하게 변경(
 

 
 의 난수가 0.21, 0.22, 

0.28, 0.22로 기  확률 0.3보다 작기 때문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탐색을 한 새로운 Ranger

를 생성하고 실루엣 평가값을 계산한다.

단계 5 :  모든 해에 하여 실루엣 평가 후 해 

업데이트

∙단계 2～4의 producing, scrounging과 rang-

ing 후 생성된 모든 해들의 실루엣 평가값을 

다시 계산한 후 최 해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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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ducing 제

(B) Scrounging 제

(C) Ranging 제

[그림 3] 10개의 데이터를 사용한 Producing, Scrounging과 Ranging 

단계 6 :  종료 조건 확인 후 최 해 탐색

∙종료 조건(실루엣 값이 수렴 할 때 일정 세 가 

진행되어도 더 이상 추가 으로 수렴되지 않을 때 

는 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간 내)을 만

족하면 GSO를 종료하고 최 해 도출하고, 만족

하지 않으면 단계 2로 돌아가서 다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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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분석

실험은 도우10 로세서 : Intel(R) Core™ i5- 

4590 CPU @ 3.30GHz 3.30GHz 메모리(RAM) : 

4.00GB, 64비트, x64 기반 로세서 운 체제, Visual 

C++ 환경에서 수행하 다. 제안한 실루엣 용 그

룹탐색 최 화(GSO) 데이터클러스터링 방법의 효

용성을 검증하기 해서 기존 연구에서 리 사용

한 Ruspini[17], Iris, Wine, Breast cancer 데이터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21]를 사용하

여 실험 분석하 다. <표 1>은 실험 분석 데이터의 

특징(데이터 수, 각 데이터의 특징 수)와 각 데이터

를 클러스터링 하려는 클러스터 수  , 해 탐색 평균

계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계산시간은 각 데이터의 

실루엣 평가값이 GSO를 용하여 수렴 할 때 일정 

세 가 진행되어도 실루엣 값이 더 이상 추가 으

로 수렴되지 않을 때 종료하고 그 때까지의 소요시

간을 의미한다. 실루엣 값을 계산할 때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한 번씩 계산하고 장한 후 실루엣 계

산 시 필요할 때 재사용하 다[15]. 

본 논문에서 제안한 GSO를 용할 때 기 구성

원(데이터클러스터링 해)은 30개를 랜덤하게 생성

하 고 스크라운 는 30%, 나머지는 인 로 랜

덤하게 선택하 다. 이와 같은 구성원의 비율은 여

러 실험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의 비율을 선택한 

것인데 일반 GSO보다 인 의 비율이 커진 것은 

<표 1>의 데이터의 실루엣 값이 매우 복잡하고 지

역해가 많이 존재하여 보다 많은 비율의 인 의 

역할을 통하여 다양한 해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는 각 데이터의 실루엣 평가 수렴 경향

을 나타낸 것이다. 각 데이터에 하여 클러스터 수 

3개를 선택( 를 들어 Ruspini데이터의 경우 클러

스터 수 를 데이터의 이름 뒤에 붙여 Ruspini_3, 

Ruspini_4, Ruspini_5와 같이 표 )하여 비교하

다. Ruspini, Iris, Wine 데이터는 각각 다른 에 

따라 모두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렴 속도와 

최종 수렴 값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Breast cancer는 가 2일 때 수렴 경

향이 강하게, 가 3일 때는 수렴 경향이 약하게 

나타났고 가 4일 때는 수렴 경향이 나타나지 않

았다.

<표 2>는 각 데이터의 20회 실험 후 실루엣 평

가값의 평균, 표 편차, 최 해를 비교 분석한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실루엣 용 GSO 방법은 

유 자 알고리즘, 시뮬 이티드어닐링 등 기존 휴

리스틱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역 최 해를 목표

로 탐색하지만 역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다는 보

장은 없다. <표 2>의 최 해는 최선해(best solu-

tion)이고 이는 역 최 해이거나 는 역 최

해의 근사해가 될 수 있다.

<표 1> 실험 분석 상 데이터(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Ruspini Iris Wine
Breast
cancer

데이터 수 75 150 178 683

특징 수 2 4 13 9

클러스터 수 K 3, 4, 5 2, 3, 4 2, 3, 4 2, 3, 4

평균 계산시간 16.12sec 49.63sec 76.89sec 6687.24sec

<표 2> 실루엣 평가값 실험 결과(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클러스터 수 2 3 4 5

Ruspini

평균 N/A 0.569368 0.686717 0.463924

표
편차

N/A 0.086715 0.314109 0.314109

최 해 N/A 0.641392 0.737657 0.695847

Iris

평균 0.686232 0.621266 0.128177 N/A

표
편차

0 0.016069 0.258531 N/A

최 해 0.686232 0.630200 0.568458 N/A

Wine

평균 0.660087 0.573892 0.046863 N/A

표
편차

0 0.161261 0.154076 N/A

최 해 0.660087 0.636046 0.382772 N/A

Breast 
cancer

평균 0.595527 0.111444 -0.007181 N/A

표
편차

0 0.236443 0.000477 N/A

최 해 0.595527 0.574211 -0.006089 N/A



 

 

[그림 4] Ruspini, Iris, Wine, Breast Cancer 데이터 실루엣 평가값 수렴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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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12]와 Struyf[19]가 제시한 실루엣 값 해석

에 따르면 Ruspini 경우 클러스터 수 가 4일 때 

실루엣 값 평균 0.686717이 0.7에 가까워 클러스

터링이 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최 해는 가 

4일 때 0.737657로 Rousseeuw[16]이 제시한 0.74

와 일치한다. Iris 경우 가 2인 경우 실루엣 값 

평균이 0.686232로 0.7에 가까워 클러스터링이 강

하게 되었고, 가 3일 때도 실루엣 값 평균이 

0.621266으로 클러스터링이 히 되었음을 의미

한다. Wine 경우는 가 2, 3일 때 실루엣 값 평

균이 0.660087과 0.573892로 클러스터링이 히 

되었음을 의미한다. Breast cancer 경우는 가 2

일 때 실루엣 값 평균이 0.595527로 클러스터링이 

히 되었으며 가 3과 4일 때는 실루엣 값이 

0에 가까워 클러스터링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5. 결  론

효율 인 데이터클러스터링 방법인 K-means는 

기값에 민감하고 지역해에 머무를 수 있다는 문

제 이 있다. 한, 해 평가기 으로 클러스터 내의 

유클리드 거리만을 고려하여 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 에 클러스터 수 에 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

을 경우, 한 를 결정할 수 없고 K-means를 

사용하기 치 않다. 그러나, 실루엣 평가기 은 

클러스터 내의 거리와 클러스터간의 거리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고 한 클러스터 수와 데이터클러

스터링 최 해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

 정보가 없어 클러스터의 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실루엣으로 해를 평가하여 가장 한 클러스터 수

와 지역해가 아닌 역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는 그

룹탐색 최 화(GSO) 방법을 제안하 다. UCI 데이

터를 사용하여 실루엣 용 GSO 방법으로 한 

클러스터 수가 고려된 최 해를 탐색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 분석하 다. 추후 연구 방향은 빅데이터 

분석 시 실루엣 평가를 사용할 때 계산 부담을 이

면서 한 클러스터 수와 최 해를 더 효율 으로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클러스터링 해 탐색 방법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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