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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턴 인식 문제를 푸는데 있어 특징 선택을 해주는 것은 패턴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 2 가지를 선택하여 특징 선택 문

제에 적용하여 보고,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특징을 줄여주는 기능과 패턴 인식 성능

의 향상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이 특징 선택 문제에 효과

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두 방법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본다. 

 

1. 서론 

특징 선택 (Feature Subset Selection) 은 패턴 인식 문

제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

터에서 패턴 인식에 필요한 주요 속성들을 골라내어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주게 되며, 이로 인해 패턴 인식

기의 수행 시간과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 이러한 특징 

선택 방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

되어 왔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되

고 있다.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들의 행동 습성 등을 관찰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으로, 

유전자의 변이, 진화에서 아이디어를 빌린 유전자 알

고리즘, 개미의 습성을 알고리즘화 한 개미 군집 최적

화 알고리즘, 새떼 등의 이동 모습에서 착안한 미립자 

집단 최적화 알고리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을 특징 

선택 문제에 적용하여 그 성능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한다. 유전자 알고리즘과 미립자 집단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특징 선

택을 수행한 뒤 그에 따른 분류 성능 변화에 대해 관

찰하고, 두 방법간의 성능 차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징 선택 

실험을 위해 사용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미립자 집단 최적화 알고리즘의 두 가지

이며, 각각의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방법들을 특

징 선택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 알고리즘 (GA)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 은 생물체의 

유전자가 변이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알고리즘화 한 

것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염색

체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더 좋은 해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택

(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등의 

연산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매 세

대 마다 유전체가 어느 정도나 좋은 해인지 평가하는 

적합도 함수 (Fitness Function)를 적용하여 가장 적합

도가 높은 유전체를 다음 세대에 남겨두어 사용하게 

한다.  

특징 선택 문제에 GA 를 적용할 때는 하나의 염색체

가 하나의 가능한 특징들의 조합이 된다. 염색체는 전

체 특징 수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이진 비트 문자열로 

구성되며 문자열의 각 자리에 해당하는 특징이 포함

되었을 때는 1,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0 의 값을 가진

다.  

 

(2) 미립자 집단 최적화 (PSO) 

미립자 집단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는 새, 벌 등의 군집 생활을 하는 생물체들의 이동 모

습과 그 원리를 알고리즘화 한 것이다. 집단은 여러 

개의 미립자 (Particle)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미

립자들의 위치 (Position) 는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각각의 해가 된다. 각각의 미립자들은 매번 반

복하여 자신의 위치, 즉 해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미립자들의 위치 중에 가장 좋았던, 즉 

적합도가 높았던 위치 (Global Best Position) 와 각 미

립자들의 위치변화 중 가장 적합도가 높았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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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Best Position) 를 고려하여 위치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적합도가 높아지는 

위치로 미립자들은 이동하게 된다. 즉 해가 점점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쪽으로 변화되게 된다.  

특징 선택 문제에 PSO 를 적용할 때에는 GA 와 비슷

한 방법으로 각 미립자의 위치는 각각 하나의 가능한 

특징 조합이 된다. 즉 미립자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은 

특징의 조합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3. 실험 

(1) 데이터 

실험을 위해 총 5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모든 데

이터는 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 에 있는 실제 

데이터들이다. 각 데이터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

표 1> 에 요약되어있다. 

 

<표 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요약 

 

 

(2) 적합도 함수 설정 

GA 와 PSO 모두 적합도 함수 (Fitness Function)을 설

정하여 해의 적합도를 판별하게 된다. 이 실험에서는 

각각 염색체와 미립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조합대로 

재구성된 데이터를 분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그 분

류 정확도를 해당 염색체나 미립자의 적합도로 사용

하였다.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베이즈 결정 이론을 기

반으로 한 Naïve Bayes 방법이 사용되었고, 10 겹 교차 

검증 (10-fold Cross-Validation) 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

도를 측정하였다. 

 

4. 결과 분석 

먼저, 특징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모든 특징이 

포함된 상태에서 각 데이터의 정확도를 GA 와 PSO 의 

적합도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Naïve Bayes, 10-fold 

Cross-Validation) 측정하였다. 그리고 GA 와 PSO 두 

방법을 통해 나온 가장 적합도가 높은 염색체 혹은 

미립자의 특징 수와 그 때의 적합도를 구해 비교하였

다.  

 

(1) 선택된 특징의 수 

두 방법 모두 실험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전

체 데이터의 특징 수 보다 더 적은 수의 특징을 선택

해 주는 것을 <표 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방법이 모두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 주는 역할은 

문제없이 잘 수행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이다. 특히 PSO 방법에 비해 GA 방법이 약간 

더 적은 수의 특징을 선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GA 와 PSO 를 통해 선택된 특징 수 비교 

특징 수 

데이터  
전체 GA PSO 

Arrhythmia 277 103 118 

Image Segmentation 19 9 12 

Waveform 21 16 16 

Sonar 60 21 22 

Ionosphere 34 15 18 

 

(2) 분류 정확도의 비교 

(그림 1) 을 통해 모든 특징이 선택되었을 때의 데이

터와 GA 와 PSO 를 통해 나온 가장 적합도가 높은 특

징 조합을 가지는 데이터의 Naïve-bayes 분류 정확도

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1) 분류정확도 비교 (Naïve-bayes) 

 

GA 와 PSO 의 두 특징 선택 방법 다 모든 데이터에대

해 모든 특징을 포함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분류 정

확도를 보여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서 두 방법 

모두 특징 선택에 적용하였을 때 충분히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방법이 많은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의 데이터, 특히 Arrhythmia 와 Sonar 데이터에 대

해서는 PSO 방법이 GA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선택된 특징 수 비교 결과

와 함께 생각하였을 때, PSO 가 GA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특징을 선택하였지만 분류 성능은 더 나은 것을 

보아 PSO 가 좀더 분류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특징들

을 더 잘 골라내 준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대표적인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인 유전자 

알고리즘 (GA) 과 미립자 집단 최적화 알고리즘 

(PSO) 을 특징 선택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선택되는 

특징의 수와 분류 정확도 향상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

다. 두 방법 모두 특징 선택을 통해 특징의 수를 줄이

고 정확도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방법간의 성능 비교에서 PSO 가 GA 보다는 

분류 성능에 있어 약간 더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보

였다. 그러나 PSO 와 GA 모두 실행에 있어 사전에 설

정되어야 하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변수의 설

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GA 와 PSO 는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 중 대표적으로 

 특징 수 샘플 수 클래스 수

Arrhythmia 277 452 16 

Image Segmentation 19 2310 7 

Waveform 21 5000 3 

Sonar 60 208 2 

Ionosphere 34 3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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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일부 알고리즘들이다. 차후에는 이 두 가지 방

법 외에 다른 다양한 생태계 모방 알고리즘, 예를 들

면 개미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 등의 방법을 더 추가

하여 마찬가지로 특징 선택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기

존의 두 방법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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