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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Storn 과 Price에 의해 제안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실수 문제를 위한 알고리즘이므로 외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수 키 표현법을 

적용한다. OR Library의 표준 외판원 문제에 적용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외판원 문제 해결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I. 서론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1997년 실수 최적화 문제를 위해 

개발된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이다[1]. 대표적인 메타휴리

스틱 알고리즘인 유전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집단을 토대

로 한 최적화 기법으로 초기 해집단을 무작위로 생성한 후 

유전연산을 거쳐 자식을 생성한 후 자식이 부모보다 우수

하면 대체하여 진화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유전 알고

리즘과 다른 점은 연속 공간 탐색을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표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인 외판원 

문제에 차분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속 공간 탐색을 불연속 공간 탐색

으로 변환하기 위해 난수 표현법을 사용한다 [2].  

Ⅱ. 차분진화 알고리즘

  차분진화 알고리즘은 비선형이고 미분 불가능한 연속 

공간 합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방법은 집단 

크기의 목적변수 벡터를 사용하는 탐색 기법으로 개체 벡

터의 거리와 방향 정보를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구조와 

연산이 대단히 단순하지만 수렴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알고리즘 제어 파라메타가 적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병

렬처리에도 적합하다. 표 1은 차분진화 알고리즘의 슈도코

드를 보여준다.

표 1. 차분진화 알고리즘 슈도코드

- 초기해 생성

- 해 평가

- 반복문 (종료조건에 이를때까지)

    부모해와 해집단에서 랜덤하게 2개 해를 뽑아 식(1)  

         연산을 통해 후보해 생성

     이면 부모로부터 받고  ≥  
         이 되면 후보해로부터 받아 자식해 생성

    자식해 평가

    자식해가 부모해보다 우수하면 부모를 자식으로 

         대체

  후보해는 아래 식(1)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다.

 후보해 부모해×해해       (1)

Ⅲ. 난수 표현법

  난수 표현볍을 사용하면 조합 공간 탐색을 연속 공간 탐

색으로 변환할 수 있다. 탐색 공간은 도시의 숫자만큼의 

차원을 가진 벡터 공간이며, 구간은 (0, 1)이다. 초기 해는 

난수를 발생시켜 생성하며, 해석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

다 [3].

▶▶ 그림 1. TSP 난수 표현법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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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외판원 문제에 난수 표현볍을 사용한 차분진화 알고리

즘을 적용하였다. 외판원 문제에 대한 차분진화 알고리즘

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외판원 문제 중 상대적으로 크

기가 작은 bruma14 문제를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4]. 

bruma14 문제는 표 2와 같다.

표 2. bruma14 문제

도시 1 2 3 4 5 6 7

X좌표 16.47 16.47 20.09 22.39 25.23 22.00 20.47

Y좌표 96.10 94.44 92.54 93.37 97.24 96.05 97.02

도시 8 9 10 11 12 13 14

X좌표 17.20 16.30 14.05 16.53 21.52 19.41 20.09

Y좌표 96.29 97.38 98.12 97.38 95.59 97.13 94.55

  개체수 = 100, 반복수 = 1000, CF = 0.8, f = 0.5 로 

변수 값을 정하여 실험한 결과 최적 경로 값 30.8785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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