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자연과학 및 공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최적화 문제들은 

고도로 비선형화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약조건
들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미적분학에 기반한 전통적
인 최적화 알고리즘들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미적분학에 기반
한 알고리즘들은 미분가능성, 초기조건에 대한 민감성 및 
대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휴리스틱  알고리즘 
(Heuristic Algoirthm)들이 개발되었다. Swarm 
Intelligence, Tabu Search, Simulated Annealing, 
유전 알고리즘, 유전 프로그래밍  및 Neural Network 
등을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에 기반하여 주
어진 최적화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예측 가능한 시간 내
에 정답에 가까운 근사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특징을 갖
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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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호적 회귀분석 (Symbolic Regression)은 회귀분석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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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고정된 모델로부터 매개변수들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다른 회귀분석 알고리즘들에 비하여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직접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Coarse grained 병렬 모델에 기반한 
Parellel Genetic Programming 을 이용한 symbolic regression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제시된 알고리즘을 PMLB 
데이타에 적용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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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bolic regression is an analysis method that directly generates a function that can explain 
the relationsip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for a given data in regression analysis. 
Genetic Programming is the leading technology of research in this fiel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irectly derive a model that can be interpreted compared to other regression analysis 
algorithms that seek to optimize parameters from a fixed model. In this study, we propse a symbolic 
regression algorithm using parallel genetic programming based on a coarse grained parallel model, and 
apply the proposed algorithm to PMLB data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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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 알고리즘들 중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은 1975 년 John Holland [1] 에 의하
여 최초로 제시된 알고리즘으로서 본 분야의 알고리즘들 
중 최적화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
고리즘으로 알려져있다. GA는 진화의 핵심적인 원리인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및 유전자 (chromosome) 
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선택 (selection), 교배 
(crossover) 및 돌연변이 (mutation) 들을 기본 연산자로 
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반면에 유전자 프로그래밍 
(Genetic Programming, GP) 은 Koza [2] 에 의하여 
최초로 제시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서 GA 와 매우 유
사하지만 유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GA, GP 등은 또한 진화론적 알고리즘
(Evolutionary Algorithm, EA) 으로 분류 된다.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매개변수 모델
(parametric model)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변수들 사
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주로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적용되는 기법이
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만을 변화시킬 때 종속변수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를 찾을 때, 또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이라 하고,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
러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 한다. 선형회
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회귀분석은 분석에 사용된 통계모
델이 주어진 상태에서 모델에 포함된 모수들의 최적화를 
통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분석방법이지만 주
어진 데이터에 대한 가장 적합한 통계모델을 선택하는 
과정 및 선택된 모델의 모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어려
움이 따른다. 반면에 기호적 회귀분석 (Symbolic 
Regression, SR)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적 모델을 직접 생성하는 분석방법으로서 GP가 본 분야
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6]
    ∈ 를 n 개 독립변수라 

하고 Y =  을 X 에 대응하는 종속변수라 
하면 SR 의 목적은 주어진 xi 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
는 yi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함수 (모델) 
f(x): X → Y 를 계산하는 것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라면 함수 f는 Linear 
regression (LR)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으며 만
일 이들의 관계가 비선형이라면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등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GP 를 이용하여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함수 f 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목
적이다. LR 및 ANN 등은 고정된 함수 f로부터 f 에 
포함된 계수들의 최적화를 통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지
만 최종적으로 생성된 모델 자체를 이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SR은 함수 f 자체를 생성하
기 때문에 LR 및 ANN 등이 갖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Parellel Genetic Programming (PGP) 는 GP 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알고리즘이며 이는 
단순히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GA/GP 
처럼 해집단 (population)을 운용하는 EA 알고리즘에서 
해집단들 사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PGP는 master-slave, Cellular GP 등 다양한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Coarse grained GP 모
델을 기반으로하며 제시되는 PGP 모델을 Penn 
Machine Learning Benchmark (PMLB) 데이터에 적
용하여 해당 모델의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
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시
되는 PGP 모델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PMBL 데이터에 대한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대
한 결론을 4장에서 제시한다.

2. 병렬 유전 프로그래밍
정점집합 (Node set) V 및 간선집합 (Edge set) E로 

구성되는 트리 (Tree) T = (V, E)는 임의의 두 개 node 
vi 및 vj (vi, vj ∈ V) 들 사이에 유일한 경로 (path)가 존
재하는 그래프 (graph) 또는 사이클(cycle)이 없는 그래
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계층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node 
(∈ V)를 루트(root), 그리고 최하위에 있는 정점들을 말
단정점 (leaf node) 이라 한다. Root 를 제외한 트리내 
모든 node들은 유일한 부모정점 (parent node)을 갖으
며 v ∈ V 에 대하여 v의 자식정점 (child node) 개수를 
v의 arity 라 한다. v (≠ root) ∈ V에 대하여 parent(v) 
를 v 의 부모정점이라 하자. Root 의 level 은 0 으로 정
의하며 node v (≠ root)에 대하여 level(v) = 
level(parent(v)) + 1 로 정의한다. 트리의 깊이(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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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트리내 level 의 최대값으로 정의한다. 트리 T 및 v 
∈ V에 대하여 Tv는 v 를 root 로하는 subtree 를 나타
낸다. binaryOp = {+, −, x, /}, unaryOp = {sin, cos, 
sq} (sq = square root) 및 terminal = {1.0, 2.0, π} 이
라 하자. GP의 트리 내 node v는 label(v) 값을 가지며 
label(v) ∈ binaryOp ∪ unaryOp ∪ terminal 이다. 
label(v) ∈ binaryOp ∪ unaryOp 라면 v를 function 
node 라 하고 lavel(v) ∈ terminal 이라면 v를 
terminal node 라 한다. 

GP는 GA와 유사하게 chromosome 들의 집합인 해
집단 (population)에 대하여 선택 (selection), 교배 
(crossover) 및 돌연변이 (mutation) 연산자들을 적용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chromosome 을 표현하는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SR을 위한 GP는 수식트리
(expression tree)를 chromosome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예를 들어, Fig. 2.1(a)의 
expression tree 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
며 다음 식에서 들은 주어진 데이터의 독립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 sin )( )( , ) x x
x

f x x + -= 1 2

3
1 2

3 2 4

Expression tree T의 내부정점들은 function node 
인 반면에 말단정점들은 terminal node 이며 prefix, 
postfix 등을 이용하여 T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
이다.

한 개 population에 대하여 유전 연산자들을 적용하
는 GP를 SGP (Simple GP)라 한다면 PGP (Parallel 
GP)는 복수개의 population 들을 동시에 운용하면서 
이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모델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컴퓨터들은 한 개 CPU 내에 복수개의 core 들을 장착하
는 multicore computer 들이므로 PGP 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활성화가 되어있다. PGP는 운용방식
에 따라 master-slave, fine grained parallel  GP 
(Cellular GP) 등 다양한 모델들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
에서는 Coarse grained GP (Distributed GP) 모델을 
적용하였다. Coarse grained GP는 population 을 
deme (subpopulation) 이라 불리우는 복수 개의 독립
된 부 해집단들로 구성한 후 각 deme에 서로 다른 
selection, crossover 및 mutation 연산자들을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각 deme 들은 일정회수의 
반복연산이 종료된 후 이웃한 deme에게 자신이 발견한 

우월한 chromosome 들을 교환하는 migration 
operation을 실시한 후 다시 연산을 재개함으로서 해집
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는 모델이다. 따라서, 
SGP는 PGP로부터 deme 의 개수를 1 개로 제한한 GP
이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Coarse grained 
PGP 알고리즘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Let D be a array of P demes
for i = 0 to P−1 do // 
initialization
  initialize D[i]
end for
for i = 1 to maxGeneration do
 for j = 1 to maxIteration do in parallel
   evaluate and select chromosomes by  
   fitness
    crossover
    mutation
  end parallel for
  for j = 0 to P−1 do        // migration 
operation
    send K best chromosomes from D[j] 
to D[(j+1) mod P]
    replace K worst chromosomes by K 
chromosomes received from 
neighboring deme
  end for
end for

Fig. 1. Coarse grained GP algorithm

GP의 초기 population은 Ramped half-and-half 
[2] 를 이용하여 생성되며 모든 트리들의 depth는 
maxDepth 파라메타에 의하여 제한된다. 트리들의 
depth가 너무 커지면 평가함수를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과적합 (overfitting) 문제 등이 발생
하므로 crossover, mutation 등으로 생성되는 트리의 
depth 가 maxDepth 를 초과하면 prune operation 
을 이용하여 모든 트리의 depth를 maxDepth 이내로 
제한한다. prune operation은 v ∈ T 에 대하여 
level(v) ＞ maxDepth 라면 label(v)를 Tv를 계산한 한 
개 실수값으로 대체하는 operation 이다.

GP의 crossover operation은 population 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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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selection operator를 통하여 선택된 2개 트리들로
부터 각각 1개씩 임의의 node를 선택한 후 (선택된 
node들을 pos1, pos2라 하고 이를 crossover point 
라 하자) Tpos1 및 Tpos2를 교환 (swap)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를 classic crossover
라 한다. Fig. 2.1(a), (b)의 2 개 트리 T1, T2를 classic 
crossover를 위한 부모트리들이라 하고, pos1 및 pos2
를 각각 T1, T2의 crossover point라 하면 Fig. 2.2(a), 
(b)는 이들로부터 생성된 2개 자식트리 (offspring) 들인 
O1 및 O2 들을 보여준다. 

Fig. 2.2. Offsprings generated from general crossover 

GA에서 uniform crossover [7]는 chromosome 들
이 동일한 길이의 이진수로 표현되었을 때 가장 널리 적
용되는 operator들 중 하나이지만 트리를 기반으로하는 
GP의 경우 트리들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GA의 
uniform crossover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Riccardo Poli 및 W.B. Langdon [8] 은 서로 다른 
crossover operator들이 GP 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GP에 적용이 가능한 uniform 
crossover operator를 제시하였다. P1, P2를 2 개 부모
트리라 하면 GP의 uniform crossover 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2개 자식트리 O1, O2를 생성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P1 및 P2의root 부터 시작하여 최
대한 공통되는 형태의subtree를 추출하여 이들의 공통
영역 (common region) 및 boundary node들을 계산
한다. 이는 P1, P2의 root 부터 시작하여 각 정점들을 재
귀적으로 방문하면서 해당 node의 arity가 동일하다면 
해당 정점들을 공통영역으로 표기하되 arity가 서로 다

르다면 더 이상의 재귀적 방문을 중지하며 본 과정에서 
방문된 모든 정점들을 P1, P2의 공통영역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Fig. 2.3의 2 개 트리들을 P1, P2라 하면 Fig. 
2.4의 (a), (b)는 이들의 공통영역을 나타낸다. 
Boundary node는 공통영역 내 말단정점들을 나타낸다. 
따라서, Fig. 2.3에서 정점 5, 6, 7, 8 및 9는 boundary 
node들이다. 

Fig. 2.3. Parent trees for Uniform crossover 

Fig. 2.4. Common regions for trees in Fig. 2.1

Fig. 2.5는 P1, P2의 공통영역을 계산한 후 uniform 
crossover의 두 번째 단계를 보여준다. 본 알고리즘에서 
rand() 를 [0,1) 범위 내 한 개 균등한 난수실수를 발생하
는 함수라하고, 정점 v에 대하여 isBoundary(v) 및 
isFunction(v)는 각각 v가 boundary 정점인지의 여부 
및 함수를 저장한 정점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함수이다. 
swap_subtree()는 subtree인 및를 
교환하는 함수인 반면에 swap_label( ,)는 정점 
v1, v2의 label 만을 교환하는 함수이다. S를 
의 공통영역 내 정점이라 하고 v ∈ S라 하자. 만일 
rand() < α라면 v에 상응하는 내 정점 v1, v2
를 crossover point 라 하며 v1, v2들 중 하나라도 
boundary node이면서 또한 function node라면
를 교환하지만 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v1, v2의 label 만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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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nodes in common region}
while S ≠ Ø do
  v ← S
  if rand() < α then

    Let v1, v2 be the nodes in  
correspond to node v

    if (isBoundary(v1) or isBoundary(v2)) 
then

      if (isFunction(v1) or isFunction(v2))
swap_subtree()

    else
      swap_label(v1, v2) 
  S ← S \ v
end while

Fig. 2.5. 2nd step of Uniform crossover

Fig. 2.6은 Fig. 2.3의 두 개 트리인 로부터 
정점 2, 5, 6이 crossover point 로 선정된 결과로 나
타나는 두 개 자식트리들을 보여준다. 

Fig. 2.6. Offspring trees from Uniform crossover

Mutation은 population의 조기수렴을 방지하기 위
한 operator로서 매우 작은 개수의 chromosome들에 
다소 과격한 변화를 주는 operator이다. 그러나, GP의 
crossover 는 GA의 crossover에 비하여 이미 
chromosome들에 충분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Koza [2]는 GP 에서 mutation operator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반면에 O'Reilly [9]는 GP에서도 
mutation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서로 상반된 의
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확률 
(mutationRate)로 트리 내 특정 node v에 mutation 
을 적용할 때 v에 트리의 maxDepth를 넘지않는 새로운 
subtree를 생성하도록 구성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SGP 및 PGP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은 Penn 

Machine Learning Benchmark (PMBL) [10]의 자료
들을 이용하였다. PMLB는 회귀분석을 위한 120 개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상의 데이터가 아닌 
실제적인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들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PMBL데이터들 중 데이터의 크기가 5,000 
개 이하인 35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
든 데이터들은 실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수(모델) 의 
개수는 2 ~ 124개이다. Java 언어는 언어 자체가 병렬연
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PGP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언어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제안된 PGP모델을 Java 언어의 
Thread class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험은 8개 
core로 구성된 데스트탑 PC (3.0 GHz)를 기반으로 실
시하였다.

SGP, PGP 모두 unaryOp = {sin, cos, ln, sq}, 
binaryOp = {+, x, /, −} 및 terminal = {1.0, 2.0, π}를 
적용하였다. Crossover 및 mutation을 적용할 확률을 
각각 crossoverRate 및 mutationRate라 하고 
population 의 크기를 popSize라 하자. SGP의 파라메
타는 popSize = 12,000, crossoverRate = 0.85, 
mutationRate = 0.01 및 maxIteration = 5를 적용하
였으며 crossover는 uniform crossover를 적용하였다. 
PGP 의 경우 popSize = 3,000으로 하는 8개 deme 으
로 구성하였으며 각 deme에 classic crossover 또는 
uniform crossover를 적용하였다. 또한 개개 deme의 
crossoverRate는 0.6 ~ 0.9 범위 내 값들을 
mutationRate는 0.001 ~ 0.01 범위 내 값들을 적용하
였다. PGP의 maxIteration은 3 또는 4를 적용하였으며 
maxGeneration은 5를 적용하였다. SGP의 총 
popSize 는 12,000인 반면에 PGP의 총 popSize는 
3,000 x 8 = 24,000이므로 비교실험에서 SGP가 불리하
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과적합 (overfitting) 문제로 인하
여 단순히 popSize 가 크거나 또는 반복연산 회수가 많
다고 하여 더욱 우월한 예측 성능을 갖지는 못하므로 
SGP 및 PGP 사이에 popSize크기나 반복연산회수의 차
이에 따르는 비교실험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SGP 
의 maxDepth = 13 으로 정의한 반면에 PGP 의 
maxDepth는 각 deme에 대하여 7 ~ 14 범위 내 값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Tournament selection은 
population으로부터 tournamentSize개 chromosome
들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 이들 중 가장 우월한 c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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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me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selection operator로
서 GP 의 경우 GA의 전통적인 roulette wheel 
selection 보다는 tournament selection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ounamentSize가 커지면 더욱 우월
한 chromosome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population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population이 조기에 수렴하는 단점을 갖는다. 
Selection은 SGP, PGP 및 모두 tournament selection
을 적용하였으며 SGP의 경우 tournamentSize = 20을 

적용하였으며 PGP의 경우 tournamentSize는 각 
deme에 2 ~ 20 범위내 값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전체 
population의 다양성을 높이려 노력하였다. Fitness 
function은SGP 및 PGP 모두 Mean Square Error 
(MSE)를 적용하였다.

Table 3.1은 실험결과를 보여주며 표의 'size'열에서 
n x m 은 PMLB 데이타의 크기를 나타내며, n은 데이타 
개수를 m은 변수(모델) 개수를 나타낸다. 각 PMLB 데이
터에 대하여 처음 70% 의 데이터를 훈련자료로 사용하

SGP PGP
Data set size best ave worst best ave worst

1027_ESL 488x4 0.39 0.49 0.54 0.39 0.41 0.43
1029_LEV 1000x4 0.53 0.55 0.57 0.47 0.49 0.51
1030_ERA 1000x4 1.2 1.25 1.28 1.16 1.19 1.22
1089_USCrime 47x13 20.08 25.89 29.1 14.75 21.78 27.82
1096_FacultySalaries 50x4 1.2 1.34 1.57 1.05 1.3 1.86
192_vineyard 52x2 2.31 2.8 3.84 2.32 2.95 3.38
195_auto_price 159x15 1367.62 1985.79 2515.07 1252.55 1618.84 1908.46
207_autoPrice 159x15 1699.25 2211.53 2612.18 1208.08 1769.23 2541.20
210_cloud 103x5 0.31 0.35 0.5 0.3 0.35 0.49
228_elusage 55x2 8.23 14.34 24.46 8.49 10.72 13.18
229_pwLinear 200x10 1.86 2.18 2.37 1.22 1.48 1.78
230_machine_cpu 209x6 51.15 67.05 126.14 47.57 66.15 78.81
485_analcatdata_vehicle 48x4 170.18 194.64 223.24 127.62 149.43 201.44
519_vinnie 380x2 1.25 1.26 1.29 1.22 1.25 1.33
505_tecator 240x124 5.73 10.41 24.57 3.62 5.52 6.85
522_pm10 500x7 0.6 0.62 0.64 0.56 0.6 0.61
523_analcatdata_neavote 100x2 0.6 0.63 0.71 0.62 0.68 0.93
527_analcatdata_election2000 67x14 894 2590.35 8745.18 0.51 583.12 1519.99
529_pollen 3848x4 1.83 1.85 1.86 1.18 1.33 1.84
542_pollution 60x15 48.65 64.72 93.39 40.84 54.7 68.29
547_no2 500x7 0.51 0.53 0.56 0.44 0.46 0.49
556_analcatdata_apnea2 475x3 343.99 590.79 886 330.94 425.7 598.6
557_analcatdata_apneal 475x3 427.35 820.76 1646.02 386.23 485.62 586.8
560_bodyfat 252x14 4.03 5.15 5.92 2.39 3.87 5.3
561_cpu 209x7 55.09 83.66 173.01 38.95 70.08 141.85
659_sleuth_ex1714 47x7 965.56 2322.41 3988.01 831.97 1581.83 5310.55
663_rabe_266 120x2 12.48 17.44 22.82 9.52 15.86 19.29
665_sleuth_case2002 147x6 5.27 5.56 7.11 5.15 5.75 7.77
666_rmftsa_ladata 508x10 1.19 1.46 1.81 1.24 1.45 1.99
678_visualizing_environmental 111x3 2.36 2.69 2.9 1.97 2.56 4.08
687_sleuth_ex1605 62x5 6.38 8.52 13.5 7.56 8.60 10.0
690_visualizing_galaxy 323x4 54.35 107.08 280.05 24.18 42.6 75.24
695_chatfield_4 235x12 12.02 12.44 14.23 13.25 14.03 17.34
706_sleuth_case1202 93x6 30.52 41.12 47.37 29.88 39.74 52.56
712_chscase_geyser1 222x2 4.61 4.84 5.57 4.48 4.71 5.06

Table 3.1. Results of SGP and PGP for the PMLB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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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GP/PGP를 훈련시킨 후 나머지 30% 의 데이터를 
검증자료로 사용하여 이들의 예측성능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총 10번을 반복실행한 후 이들의 최선, 평균 및 
최악의 결과를 'best', 'ave' 및 'worst'열에 표기하였다. 

실험결과를 보면 35개 데이타들 중 30개의 데이타에 
대하여 PGP 의 예측 평균성능(ave)이 우월하며 이로부
터 약 86%의 확률로 PGP의 예측 평균성능이 SGP의 예
측 평균성능보다 우월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전체적
으로 PGP의 성능은 SGP 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1은 561_cpu 데이터에 대하여 PGP의 예측성능
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 (3.1)은 PGP가 561_cpu 데이터
에 대하여 생성한 함수 f 를 보여준다.

식 (3.1)

식 (3.1)로부터 561_cpu 데이터는  등 
7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2개 변수   및 들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GP 는 변수
선택 (variable selection)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3.1. Prediction graph for 561_cpu data

4. 결론
Genetic Programming을 이용한 Symbolic 

regression은 ANN 알고리즘들 보다는 파라메타 선택에
서 다소 자유롭지만 GP 또한 과적합 문제를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도 popSize의 크기 또는 반복연산의 회
수 증가 등이 성능 증가에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GP에서 intron [5]은 트리 내 의미없는 subtree들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1 + 1, 1 / 1등으로 표현되는 
subtree 들을 intron 이라하며 이러한 intron들이 다량
으로 트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을 code bloat 
[11-15]라 한다. Intron 및 code bloat는 GP 의 과적
합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므로 향후에는 
제시된 PGP에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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