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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 PSO의 문제 으로 지 되는 Local minimum에의 고착을 해결하여 평균 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기존에는 하나의 Best Value만을 향해서 이동하는 것에

서 벗어나, 각 Particle들을 Cluster로 나 고 각각의 Best Value를 심으로 이동하며, 각 Cluster Leader
들은 다른 Cluster Leader와 통신하며 순 에 따라 이동한다. 제안 방법으로 수렴속도와 Local minimum
회피에 해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 방법이 Local minimum 회피에서 성능 

향상이 있음을 고찰하 다.

1. 서론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는 1995년 Kennedy

와 Eberhart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새 떼나 물고기 무리 

등의 사회  행동양식에 한 규칙성을 증명하는 것

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1]. PSO는  Holland가  개발

한  GA(Genetic Algorithm)[2]와 유사하게 집단을 토 로 

한 최 화 기법으로 기 해집단을 무작 로 생성하여 최

을 탐색하지만, 그 방법에서 유  알고리즘의 교배나 

돌연변이 연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입자(Particle)의 

치가 입자의 최 과 집단 체의 최 의 두가지 요

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방향으로 탐색 공간을 비는 개념

을 사용했다. 때문에 PSO는 GA를 사용하 을 때와 거의 

동일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Local minimum에 빠지기 쉽다는 단  한 있다[3].

   본 논문에서는 PSO의 Local minimum을 피하고 성능

향상을 하여, Particle들의 Clustering 기법과 Cluster 

Leader 간 Rank에 따른 치 이동 기법을 제안한다. 

2. 배경지식

2.1 Particle Swarm Optimization[3]

   PSO에서 하나의 해는 입자(Particle) 하나로 표 된다. 

기에 각 입자는 랜덤하게 생성되며, 이 게 생성된 입자

는 합도(Fitness)함수에 의해 평가된 합도 값을 가지

며, 탐색을 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때 각 입자의 속

도는 두 가지의 재 최 (,)에 의해 결정된

다. (Particle-best)는 각 입자가 재와 과거를 통틀

어서 발견한 해당 입자의 최 이며, (Global-best)

는 모든 입자들을 통틀어서 재의 최 을 말한다. 각 

입자의 속도는 다음의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1)

   여기서 는 이  속도에 한 성 가 치, ,는 

계 상수,  ,은 0에서 1 사이의 난수이다. 이 게 결정

된 속도에 의해 각 입자는 다음 수식과 같이 이동한다.

    (2)

   이 게 와 를 찾아 속도를 결정하고, 각 입

자의 새로운 치를 찾는 과정을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

여 최 을 찾을 수 있다.

2.2 Rank-based Clustering PSO

   PSO의 Local minimum에 빠지기 쉽다는 단 을 극복

하여 평균 인 성능향상을 꾀하기 한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PSO는 Best Value를 곧바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탐색이 이루어지지만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Clustering을 

통해서 search space를 일정하게 나 어서 각 Cluster안에

서 best값을 향해 Local search를 한다. 그리고 각 Cluster 

Leader(best값을 가지는 Particle)는 모든 Cluster Leader

들과 순 를 정하여 자신의 순 보다 한단계 높은 Cluster 

Leader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기존의 PSO에 비해 더 넓

은 역을 탐색하면서도 최 에 쉽게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때, 각 Cluster 안에서의 Local search는 다음의 수

식에 의해 각 particle의 속도가 정해진다.

     (3)

   각 Cluster Leader들의 경우는 서로 정해진 순 에 따

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다음의 수식에 의해 속도가 정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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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r은 랭킹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높은 순 의 

Cluster Leader를 의미한다.

   이를 알고리즘화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

   initialize

   evaluate

   do

      begin

         find Pbest and Gbest

         clustering

         find cluster-best(cluster leader)

         do Cluster Local Search

           begin

             calculate new velocity vector

             move

             evaluate

         while(predetermined local search condition)

         calculate velocity vector for cluster leaders

         move cluster leaders

         evaluate

   while(not termination condition)

end   

3. 실험 결과  분석

3.1 실험 문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5)

   Griewank 함수를 사용하 으며, 기존의 PSO 알고리즘

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을 용하여 0과 얼마나 

가까운 Fitness Value를 찾을 수 있는지와 Local 

minimum에 빠지지 않는지를 살핀다.

 

3.2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언어는 C++이며 실험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 개체수 : 200

- 반복수 : 1000

- 속도 성 가 치() : 0.9

-     

- sub local search : 2 (제안된 PSO 알고리즘)

   기존 PSO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Rank-based 

Clustering PSO를 용하여 20회씩 실험한 결과, 약 

x=±3.14E-11, y=±4.44E-10에서 더 나은 Fitness Value를 

계산하지 못하고 Global minimum을 찾아내었다. 하지만 

기존 PSO를 용하 을 때, 실험횟수 20회  5회는 1000

번의 세 반복에도 Local minimum에 빠져 Global 

minimum을 찾지 못하 다. <표 1>은 Local minimum의 

value값과 x, y 좌표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 Rank-based 

Clustering PSO의 경우 단 한차례도 Local minimum에 

빠지지 않고 Global minimum의 좌표를 찾아내었다.

<표 1> 기존 PSO의 Local minimum 고착

Fitness Value x y

1 4.22E-07 -3.14227 -4.442

2 0.000805738 -6.2505 -8.91873

3 0.00537614 -0.0744652 -8.98801

4 0.000672148 -6.30299 -8.92941

5 0.00217586 -0.06592 -8.8818

<표 2> PSO와 Rank-based Clustering PSO를

이용해 400번째 반복 에서 찾은 Best value의 비교

PSO
Rank-based

Clustering PSO

평균값 1.22E-03 3.97E-11

최 값 5.98E-03 2.45E-10

최소값 1.11E-16 6.77E-13

   <표 2>는 20회씩 실행하여 Global minimum을 찾기 

인 400번째 반복에서의 Best value의 평균과 최 , 최소

값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기존 PSO의 경우 최 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커서 평균 으로 best 값을 잘 찾지 못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PSO가 Local minimum에 

빠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하지만 Rank-based 

Clustering PSO의 경우 최 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크지 

않고, 평균값도 기존 PSO에 비해 훨씬 좋은 값을 찾아내

어 그만큼 안정 인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SO 알고리즘의 문제 을 고찰

하고 이를 보완하기 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PSO에서

는 하나의 Best Value만을 목표로 각 particle들이 이동하

기 때문에 Local minimum에 빠질 험이 크다. 그러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지역을 나 고 

각 리더들끼리 통신하게 함으로써 더욱 넓은 지역을 

search할 수 있게 하 다. 본 논문의 실험의 결과 값에서 

볼 수 있듯이, Rank-based Clustering PSO는 Local 

minimum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 다. 차원성이 더욱 

높은 함수에 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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