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1.

자기구성 지도는 비교사 학습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

로 학습시키고 지도의 구조가 위상을 보존하는 특성이 있,

다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분야에서 자기 구성 지도가 이용.

되고 있지만 위상은 실험을 통한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

을 고려할 경우에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다 그러므로 자기. ,

구성 지도는 학습이 되기 전에 미리 위상을 고정 시켜야

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

고 또한 자기구성 지도와 유전자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1],

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이 결합[2, 3, 4].

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염색체의. ,

구조를 결정할 때 가중치들을 염색체로 암호화하는 방법,

이 있고 위상 구조를 염색체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다[4],

이 방법들 중 가중치를 염색체로 암호화하는 방법[2, 3]. ,

을 이용하여 위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노드의 효,

과적으로 가중치 초기화하고자 하였다.

전 연구에서 우리는 동적으로 노드가 분화되어 가는 구

조를 가지는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 모델을 제안하였

다 그리고 의 교사 학습 방법을 학습 방법에 결합[1]. LVQ

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구조 적응형 자기.

구성 지도 모델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화된 자

식 노드들의 가중치 값을 염색체로 암호화하여 진화시켜서

학습 속도나 인식률에서의 향상을 꾀하였다.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2.

이 방법은 각각 지도 초기화 및 초기 학습 단계 노드 분,

화 단계 분화된 노드 학습 단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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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는 일반적으로 자기구성 지도의 구조가 초기에 결정되어 학습이 끝날 때

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의 구조를 학습 중에 적절하게 변경시

킨다 이때 변화된 구조의 가중치를 어떻게 초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 , .

서는 기존의 비교사 학습방법에 알고리즘을 이용한 교사 학습방법을 결합한 구조 적응형 자기구LVQ

성 지도 모델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화된 노드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학습되었고 인식률 면에서도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자기구성 지도의 특성인 위상 보존도 잘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필, .

기 숫자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



다 여기서 두 가지 학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SOM ,

교사 학습 방법을 혼합한 방식의 학습이다LVQ

.

지도 초기화 및 초기 학습 단계2.1

이 단계에서는 지도의 크기를 임의로 설정하여 초기화하

고 코호넨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시킨다 지도는 의. 4×4

크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의 식으로 학습된다.

)}()({)()()()1( tmtxtnttmtm iciii −××+=+ α (1)

여기서 는 학습률을 나타내는 함수(t) ,α nci(t 는 이웃)

함수, mi(t 는 노드의 가중치) , x(t 는 입력 벡터값이다) [4].

nci(t 에서) c는 승리자 노드의 인덱스인데 승리자는 다음의,

수식으로 얻을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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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분화 단계2.2

이 단계는 초기화된 지도를 토대로 분화되어야 할 노드

를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분화되어야 할 노드를 찾아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도의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최.

상의 매칭 클래스를 구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하나 이상의. ,

최상의 매칭 클래스를 가지는 노드가 발생할 것이다 노드.

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클래스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드들을 찾아서 분화시킨다. .

이 모델에서는 분화되어야 할 노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값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번째 노드에서 빈도수hit ratio , i

가 가장 높게 매칭되는 클래스의 빈도수를 번째 노드에 매i

칭되는 클래스들의 빈도수 합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 이하를 나타내는 노드들을, hit ratio 99%

찾아서 분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때 분화 조건을. ,

로 한 이유는 학습데이터에 대해서 과도하게 학습되는99%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분화되어야 할 노드들은 의. 2×2

노드로 분화시킨다 이때 분화된 하위 노드들의 가중치는. ,

분화되기 전 부모 노드의 가중치 값을 기반으로 이웃한 노

드들의 가중치 값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산출된

다.

S

NP
C

c∑+×
=

)2(

(3)

여기서, C는 자식 노드의 가중치, P는 부모 노드의 가중

치, Nc는 자식 노드의 이웃 노드의 가중치, S는 (Nc의 개

수 를 나타낸다 즉+2) . , C는 이웃노드와 부모 노드의 평균

값으로 결정된다.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림 에서1 : , 1 P‧ 4 노

드가 분화 될 경우를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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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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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화된 노드의 가중치 결정 경우1. ( 1)

.

경우 이웃 노드의 수가 경우 보다 작은 경우이다2 : 2 .‧
그림 에서 자식 노드2 C1의 경우 오른쪽에 노드가 없으므,

로 이웃 노드로 고려해야 할 노드는, P1 밖에 없다 그러므.

로 C1의 값은 {(P4×2)+P1 이 된다 그리고}/3 . C3 노드의

경우 이웃 노드로 고려해야 할 노드가 없으므로, , C3의 값

은 {(P4 가 된다 즉 부모 노드의 가중치와 같은 값×2)}/2 . ,

을 가지게 된다.

경우 이웃 노드의 수가 경우 보다 많은 경우이다3 : 1 .‧
그림 의 노드3 P4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자식 노드.

C1은 위쪽 방향으로

개의 이웃 노드를 가지고 오른 쪽 방향으로 개의 이1 , 3

웃 노드를 가진다 이때 노드 의 가중치는 부모 노드의. , ②

가중치의 두 배의 합에 모든 이웃 노드의 가중치의 합을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이 된다 이렇듯 이웃 노드의 분화. ,

된 정도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이웃 노드의 숫자는 달라지

게 되는 데 정확한 초기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이웃,

노드들을 찾아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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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화된 노드의 가중치 결정 경우2. ( 2)

분화된 노드 학습 단계2.3



일단 분화가 일어나면 그 노드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

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학습은 순수한 코호넨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을 결합한 형태의 교사 학습 형태를 가진다LVQ .

학습식은 다음와 같다.

P4

C1

그림 분화된 노드의 가중치 결정 경우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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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hci(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hci(t) = 1, if x(t 와) mi(t 가같은 클래스에 속할경우)

hci(t) = 0, if x(t 와) mi(t 가다른 클래스에 속할경우)

원래 알고리즘은 최상 매칭 클래스에 대해서는 가LVQ

중치를 증가시키고 그 이외에는 가중치 값을 오히려 감소,

시켜서 즉( , hci(t 학습이 빠르게 진행 되도록 하였) = -1),

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최적한 해를 나타내지 못하[5]. ,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패배 노드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키지 않았다 또한 기존.

의 알고리즘에서는 이웃 함수LVQ (nci(t 가 없이 전체의))

지도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웃. ,

함수를 사용하여 가까이 있는 최상 매칭 클래스들에 대해

서 학습을 시켰는 데 이것은 자기구성 지도의 특성인 위상,

보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과도한 노드 분화를 막고 학습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드가 상한 임계치 이상의 깊이 만큼은 분화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가중치 결정3.

이 방법은 기존의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의 노드 분

화 단계와 분화된 노드 학습 단계사이에 분화된 노드의 진

화 단계를 추가하여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학습 방법은.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와 동일하다 알고리즘의 내용.

은 표 과 같다1 .

일단 분화가 일어나면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하여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진화 정도는 적합도 평가 함수에 임계치를.

따로 주어 않았고 특정 세대 만큼항상 진화가 수행 되도,

록 하였다 진화는 각각 분화된 노드들의 자식들만이 참여.

하여 이루어진다.

지도를 크기로 초기화한다4×4 .①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킨다SOM .②

지도의 노드들 중 여러 클래스의 데이터가 섞인 노드를③

찾는다.

찾아낸 노드들을 크기의 노드로 분화시킨다2×2 .④

분화된 노드들의 초기 가중치 값을 유전자 알고리즘으로⑤

구한다.

분화된 노드들을 알고리즘으로 학습시킨다LVQ .⑥

의 과정을 종료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⑦ ③～⑥

표 알고리즘1.

염색체의 구조3.1

염색체는 2×2로 분화된 자식 노드들의 가중치 값으로

인코딩 된다 인코딩 예는 그림 와 같다 자식 노드들의. 4 .

가중치 값은 n 차원을 가지는 실수들의 값이다 그러므로. ,

염색체의 각 세그먼트는 자식 노드 가중치의 실수 세그먼

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 n 차원인 자식 노드의 가

중치에 대해서 염색체의 크기는, 4×n 의 실수가 된다.

각각의 염색체에 대해서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데 초기,

화는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임의로 모든 집단의 염

색체를 초기화하지 않았다 자기구성 지도의 특징인 위상.

보존을 파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염색체를,

선택하여 앞 단계의 노드 분화 단계에서 초기화된 개의4

가중치 값들을 인코딩 하였다 즉 부모 노드와 부모 노드. ,

들의 이웃 노드의 가중치 값이 반영된 값을 개체로 초기화

한 것이다 그리고 개의 가중치 값의 각 세그먼트의 최대. , 4

값과 최소 값을 구하여 나머지 집단들의 염색체를 초기화,

하는 데 이용하였다 각 세그먼트의 값이 세그먼트 단위의.

최소 값과 최대 값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임의로 값을 초

기화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염색체와 값의 변화를 줄여. ,

빠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 .....

자식 노드 1의

가중치

자식 노드 2의

가중치

자식 노드 3의

가중치

자식 노드 4의

가중치

그림 염색체의 구조4.

유전자 연산자3.2.

유전자 연산자는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에서처럼 선

{



택 연산자 교착 연산자 돌연변이 연산자를 수행한다 먼, , .

저 선택 연산자의 경우 적합도 정도가 높은 개체들을 계속,

해서 살려나가는 형태의 선택을 수행하였다 즉 집단들 중. ,

에서 상위 적합도 값을 가지는 절반의 개체들을 우선적으

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개체들은 선택된 상위 개체들의 값,

을 그대로 복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교착 연산자의 경우 일점 교착을 사용하였고 교, ,

착률은 으로 하였다 돌연변이 연산자의 경우 돌연변이0.3 . ,

률이 이 되도록 하였다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 발생0.01 . ,

한 세그먼트 값을 초기화 단계에서 구한 최소 값과 최대

값 사이의 임의의 값으로 할당하였다.

적합도 평가 함수3.3

적합도 평가 함수는 양자화 오류 함수(quantization

값을 사용하였다 즉 부모 노드에 할당된 데이터 벡error) . ,

터들을 따로 모아서 염색체의 개의 가중치와의 유클리드, 4

거리를 구하여 합을 구하였다 함수 값이 클수록 적합도가.

낮게 된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 −= 2)( ic vmF (5)

여기서 mc 는 염색체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vi 는 노드에

할당된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4.

실험은 대학의 필기숫자 데이터 중Concordia A(2000

개 와 개 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C(2000 ) Kirsh .

학습 횟수는 번 학습률은 로 하여 코호넨 알고10000 , 0.02

리즘과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리고 분화 정도는 레벨 까지 되도록 하였다 그리. 5 .

고 유전자 알고리즘에서는 집단의 크기를 으로 하였고, 20 ,

최대 세대는 으로 고정하였다 실험은 기존의 구조 적1000 .

응형 자기구성 지도 와 유전자 알고리즘과 결합(SASOM)

된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 에 대해 수행(HGSASOM)

하였다 각각의 실험 결과는 표 와 같다. 2 .

먼저 분화 회수를 비교 해 볼 경우 이 훨씬, HGSASOM

작게 일어남을 알수 있는 데 이것은 이 배, HGSASOM 1.3

가량 빨리 학습됨을 나타낸다 또한 노드 수의 경우 각각. ,

개와 개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 분화 회246 269 . SASOM

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유용하지 않은 노드를 계속 분화

해서 분화된 노드들이 실제 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그만큼 의 학습 정도가 낮다는 것을. SASOM

반영한다.

인식률에 대한 실험 결과는 그림 와 그림 와 같이 나5 6

타났다 인식률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HGSASOM

를 이 를 나타냈다 학습 데이터에91.05% , SASOM 89.75% .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인식률을 보였는데 그림 에서 보, 2

듯이 이 전체적으로 편차 없는 인식률을 보이HGSASOM

고 있다 즉 특정 숫자에 대해서 편중되어 학습되지 않았. ,

다 그리고 테스터 데이터는 이 를. HGSASOM 86.4% ,

이 를 나타내었다 테스터 데이터에 대해서SASOM 84.4% .

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역시 숫자 별로 편차,

없이 높은 인식률을 나타 내었다.

HGSASOM SASOM

실험 환경
최대 세대 : 1000

집단 크기: 20

학습 회수: 10000

학습률 : 0.02

인

식

률

학습

데이터
91.05 % 89.75 %

테스트

데이터
86.4 % 84.4%

분화 회수 101 132

표 실험 결과2.

그림 은 하나의 노드에 대한 적합도 평가 함수의 값의7

변화를 나타낸다 초기의 세대에서의 적합도 평가 함수의. 0

값은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초기화된 가중치에 대

한 값이고 세대에서의 값이 최종적으로 학습에 참여한, 999

가중치값을 나타낸다.

그림 은 방법의 위상 보존을 나타내는 그8 HGSASOM

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의로 집단의 가중치값을 할당. ,

하였어도 단계 에서의 가중치 값을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 2

에 위상 보존 역시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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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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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테스터 데이터에 대한 인식률6.

적합도 평가 함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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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적합도 평가 함수 값의 변화7.

그림 학습중의 위상8.

결론 및 토의5.

본 논문에서는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분화된 노드의 가중

치값을 효과적으로 초기화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은 기존의 알고, HGSASOM

리즘보다 근소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고 학습되는 시간이,

배 가량 빨라졌고 학습 편차도 많이 낮아 졌음을 알 수1.3 ,

있다 또한 자기구성 지도의 특성인 위상 보존이 잘 지켜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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