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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하고, 개선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망 학습 효과를 살펴 본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경
망 학습은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모의 자료를 통하여 수행하고 학습 수렴의 정도와 학
습 속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실험 결과를 일반 신경망 학습 결과와 함께 제시한다. 모의실험
의 결과로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경망 제어기가 일반 신경망 학습 결과보다 수렴 정확도 
및 학습 속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1. 서론 

시간 지연이 있는 비선형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산
업 공정처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
는 정교한 수학모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
이 많을 정도로 복잡하여 전통적인 제어이론을 비선
형 모형으로 적합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 오늘날의 
신경망 학습은 일반적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수행
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복잡한 비선형 함수와 패턴
인식 그리고 자가 학습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학습
이 수렴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시
계열 분석, 전산응용 관련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연구 과제로 대두되어 오
고 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

장 넓게 이용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단점들로 인하여 
주요 학습 알고리즘으로써의 극복할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 [1]. 여기에는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이 
수렴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릴 뿐만 아니라 지역 최소
값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 격자감소법을 이용하는 
교사 학습 알고리즘의 일종이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
을 수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윈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에 근거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이용한 계산 
모형(computational model)으로써 매우 강력하며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2,3,4,5,6]. 유전자 알고리즘의 주요 특성으로는 단순
히 전형적인 역전파 알고리즘에서 주로 이용하는 격
자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모집단과 그 탐색전략에
서의 개별적인 정보전달에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
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에 해결하지 못했던 복
잡한 비선형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경우에 유전자 알
고리즘은 문제해결에 보다 적합하며, 단순하거나 또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력한 응용문제의 적용에 많은 특
성들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5,7,8,9].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신경망 학습방법에 유전자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한다. 이를 통하여 개선된 유
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
용한 신경망 학습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두 
가지 학습 결과를 비교한다. 특히 개선된 유전자 알고
리즘을 이용한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신경망의 가
중값들을 최적화시킨다. 모형 기반의 제어기는 수학적 
모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사 학습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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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적용하는 신경망 모형
은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갖게 된다. 더욱이 시간 지연
이 큰 비선형 시스템에서의 최적 제어문제에 큰 역할
을 할 수 있다. 

 
 

2. 신경망 제어기의 설계 

이 논문에서 고려하는 개선된 신경망 제어기의 구
조는 그림 1 과 같다. 다층 신경망은 신경망 제어기를 
구성하며 네트워크의 가중값들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화 된다. 

 

 
그림 1. 신경망 제어기의 구조 
 

2.1 유전자 알고리즘의 최적화 
간단한 구조의 전형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은 지금까

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지만 전역 최소값으로의 수
렴과 최적해로의 탐색에서 정교한 적합능력에 좋은 
효율을 보이지 않고 있다 [8,9,10].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몇 가지의 개선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
다. 
 
(1) 초기 모집단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주요 개체들 중의 하나인 신

경망의 초기 가중값(initial weight)들은 구간 -1 과 1 사
이의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로부터 확률난수 발
생을 통하여 얻는다. 개선된 방법은 수렴 속도를 증가
시키면서 최적 해의 범위를 증가시키면서 찾아간다. 
 
(2) 선택 
선택(selectio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다. 
먼저 부모 세대로부터 몇 가지 개체를 룰렛 휠

(roulette wheel)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선택한다. 다시말
하여 각 세대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재 모집단을 각각의 개체가 자신의 적합도에 비

례하는 공간을 차지하는 룰렛 휠로의 사상(mapping)으
로서 각 세대를 생성시키는 과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 롤렛 휠을 계속 돌려서 개체 교체를 
위한 확률적 샘플링을 사용하여 각 개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유전과정을 통하여 중간 계의 자식 세대를 생
성한다. 생성된 부모와 자식 세대를 이용하여 각 세대
간의 유전 염색체 지도형 자료구조를 정렬한다. 정렬
된 결과에 따라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염색체 지도
를 제 3 세대에 복사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더 좋은 값으로 수렴될 수 있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생성해 나간다. 

 
(3) 유전교차율과 돌연변이율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인자들은 유

전교차율(crossover rate, cP )과 돌연변이율(mutation rate, 

mP )이다. 이들 인자들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에서 보다 효과적인 탐색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여기서 간단한 유전자 알고리즘과 유전교
차율 그리고 돌연변이율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의 경
험적인 학습 결과에 의하여 주어지게 된다. 이 연구에
서 각 인자들에 적용시킨 확률은 cP  = 0.5 ~ 1, mP  = 
0.001 ~ 0.5 구간의 상수이다 [3]. 여기서 두 인자들을 
서로 다른 구간의 값으로 선택한 이유는 알고리즘의 
탐색 효율에 대하여 연구자의 경험적인 탐색 영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유전교차
율은 다음 식 1과 같이 자동 적응조절 알고리즘을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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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cf 은 유전자 교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모

가 갖고 있는 값이다. f 는 모집단의 평균값이고 

maxf 는 모집단의 최대값이다. 그리고 11 =k , 5.03 =k
이다. 돌연변이율은 1 점 교차와 2 점 교차 후에 얻어
지는 고정된 상수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 준비 단계에서는 2 점 교차를 이
용한다. 그리고 그룹에서 최대 적합 가능 값이 다른 
어떤 값보다 더 클 때에는 1 점 교차를 적용한다. 이
와 같이 개선하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탐색에
서 더 높은 속도 효율을 볼 수가 있다. 
 
2.2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 
다층 신경망의 네트워크 가중값들을 최적화하기 위

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각각의 신경망 학습 단
계는 다음과 같다 [5,9]. 

 
단계 1. 입력자료/출력자료 설정:  

dp uu , np ,,2,1= , .,,2,1 nd =  

단계 2. 유전자 알고리즘의 모수 초기화. 
단계 3. 주어진 모집단 개수 n에 대한 모집단 초기화. 
단계 4. 모집단의 유전자 연결 개수 및 길이 그리고 

강도를 설정하기 위한 신경망의 초기 가중값 
생성. 

단계 5. 모집단의 각 유전자 연결을 해석하고, n개 그
룹의 네트워크 입력값들 jpy )( , nj ,,2,1= 의 

각 가중값에 일치하는 n 개 그룹의 네트워크 
출력값들을 계산한다. 

단계 6. 신경망의 목적함수를 정의하고 그 결과를 유
전자 알고리즘에 적합하도록 변경시킨다. 

단계 7. 유전자 알고리즘 공간 내에서 선택 실행. 
단계 8. 선택된 유전교차, 돌연변이, 모수들의 계산. 
단계 9. 주어진 효율이 만족될 때까지 단계 5 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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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 까지를 반복하여 최적의 가중값 그룹을 
구한다. 

 
3. 모의실험 

모의실험에 이용하는 구조는 입력층-은닉층-출력층
으로 구성되는 3 층 신경망 구조이다. 먼저 다음과 같
은 비선형 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고 하자. 

 
)10sin()( )]5.0(9.1[ ueuf u+−= ,                 (2) 

22 )1()1()( +−−− += xx eexf , ]5.2,5.2[−∈x .      (3) 
 

먼저, 식 2 를 이용할 때 20 개의 학습자료 )( 1uf 과 
검정자료 )( 2uf 가 각각 1u 에 대한 구간 [-0.5, 0.45]와 

2u 에 대한 구간 [-0.48, 0.47]에서 0.05 간격에 따라 생
성된다. 또한 식 3 에서는 11 개의 모의 학습자료 x 는 
구간 [-2.5, 2.5]의 균등분포에서 발생되며, 발생된 목표
값 )(xf 는 평균 0, 분산 0.005 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모의실험을 위한 주요 실행 단계는 다음
과 같다. 
 
단계 1. 네트워크 구조는 한 개의 입력값과 그에 대응

하는 한 개의 출력값 그리고 4 개의 은닉노드
로 이루어진 1-4-1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입력
과 출력노드는 선형이며 은닉층에 적용한 변
환함수는 다음과 같다. 
 

vv

vv

ee
ee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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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 

 
초기 가중값은 균등분포 )1,0(U 를 따르는 확
률난수(RND)를 이용한 식 )5.0(20 −× RND 에

서 발생시킨다. 
단계 2. 위에서 적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가중값의 개

수는 8이고 각 가중값의 강도는 10비트이다. 
따라서 각 유전자 연결의 길이는 L = 10×8 = 
80비트이다. 

단계 3.  부모 모집단의 개수는 50 이다. 그리고 돌연
변이율은 mP =0.03 이다. 채택한 값이 1.3 보다 
작은 경우에 2 점 돌연변이를 이용한다. 채택
한 값이 1.3 보다 큰 경우는 1 점 돌연변이를 
이용한다. 

단계 4. 신경망 학습에서 오차 최적화를 위한 적합 식
은 다음과 같이 최소제곱법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목표값과 신경망 출력값과의 최적의 탐
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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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는 목적함수이고 y 는 네트워크의 
출력값이다. d는 목표값이다   

단계 5. 유전자 알고리즘의 실행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된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처리한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의 비선형함수를 이

용한 신경망 학습의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이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개선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은 모의실험에서 이용한 두 가지의 인위적인 
비선형 함수에 거의 접근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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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f 를 이용한 학습결과: 사각 점은 목표값이

며 삼각 점은 검정자료룰 이용한 실제 네트워크 출력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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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f 를 이용한 학습 결과: 사각 점은 목표값이

다. 삼각 점은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 네트워
크 출력값이고 가위표시는 일반 신경망 출력값이다. 
그림 2. 비선형함수의 학습결과 
 
그림 2(a)에서 )(uf 의 MSE 는 0.07188 로서 )( 2uf

가 )( 1uf 을 거의 접근시키고 있다. 이 경우의 학습량
은 210 회이다. 그리고 목적함수 J 는 0.1 이다. 그림 
2(b)에서는 목표값 )(xf 에 대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신경망 학습 결과인 )( 1zf 과 일반 신경망 
학습결과인 )( 2zf 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서 )( 1zf 의 MSE 는 0.00792 이고 )( 2zf 의 MS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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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47 이다. 이 경우의 학습량은 173 회이고 목적함
수 J는 0.05를 만족한다.  
즉 모의실험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생성시킨 비선형 

표본자료를 학습시킬 때 그 비선형 규칙은 전형적인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보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시에 더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선
된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은 수렴속도와 학
습량 그리고 학습의 정도에서 일반 신경망 학습 결과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선시킨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선형 함수를 따르는 
모의자료를 이용한 신경망 학습의 효과를 살펴 보았
다. 모의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는 제시
한 개선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격자감소
법을 사용하는 일반 신경망 학습에서의 수렴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보다 좋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유전
자 알고리즘 기반의 신경망 제어기의 구조는 보다 단
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신경망 학습 능력과 더불어 
유전자 알고리즘의 보다 빠른 수렴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단순한 비선형 문제에 적용한 학습 결과
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이
용한 제어문제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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