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Price와 Storn이 제안한 Differential evolution (DE)
은 복잡하지 않고 강력한 휴리스틱 최적화 알고리
즘이다[1]. 최근 DE는 텍스트 분류[2], 차량 경로 
계획[3], 선형 순서 문제[4]와 같은 최적화 문제의 
다양한 영역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다양한 연구 결과, MUDE(Uniform Local Search)
를 이용한 다중-인구 차분 진화 알고리즘인 새로운 
다중-인구 DE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MUDE에서 
전체 모집단은 확률적 방법을 통해 여러 하위 모
집단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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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전 연구

DE는 연속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인구 기반 최
적화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제어 매개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DE를 개선하기 
위해 돌연변이 작업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략과 
매개변수의 앙상블이 탐색되었다. 다양한 전략과 
매개변수가 하나의 풀로 결합되고, 이전 경험에 따
라 차세대 진화에 적합한 방식이 선택된다. 섬 모
델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화 알고리즘에 도
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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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돌연변이 전략을 인식하기 위해 MUDE (Uniform Local Search)를 사용한 다중 
인구 차등 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MUDE에서 집단은 진화 비율(DE/rand/1 및 DE/current-to-rand/1)
에 따라 서로 다른 돌연변이 전략을 수행하는 다른 집단 크기를 가진 여러 하위 집단으로 나뉜다. 인구
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는 소프트 아일랜드 모델에 의해 하위 인구 간에 마이그레이션된다.

ABSTRACT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population differential evolutionary algorithm using MUDE (Uniform Local Search) 
to recognize various mutation strategies. In MUDE, a population is divided into several subpopulations with different 
population sizes that perform different mut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evolutionary ratios (DE/rand/1 and 
DE/current-to-rand/1). To improve population diversity, information is migrated between subpopulations by a soft island 
model.

키워드

multi-population differential evolutionary, MUDE, evolutionary ratios, soft island model

 549 



Ⅲ. 제안 알고리즘

이 섹션에서는 진화 비율에 따라 각 하위 개체
군에 차등 전략을 적용하고 SIM을 사용하여 하위 
개체군 간에 정보를 이동하는 새로운 다중 개체군 
DE 알고리즘인 MUDE를 제안한다. 각 하위 모집
단이 실행된 후 균일한 로컬 검색이 수행되어 로
컬 활용을 향상시킨다.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는 진화 비율에 따라 섬에 
차등 돌연변이 전략을 구현하는 새로운 다중 섬 
기반 DE 변형 알고리즘, 즉 MUDE를 제안했다. 섬 
간의 정보는 SIM에 따라 교환되며, 현지 탐사는 
ULS가 수행한다. MUDE 의사 코드는 알고리즘 1
에 나와 있다.

Algorithm 1: MUDE algorithm

Input: NP, D, f
Output: The population’s best solution: fitbest
1. Generate the population p by the equations (1);
2. Calculate the individual function values fit;
3. Strategy pool Sp={Sp1, Sp2, …, Spn}, set uCRi=0.5, uFi=0.5 fi=0, 
Fesi=0 for each strategy;
4. FES=NP;
5. while FES<=MaxFes
6.    The population p is randomly divided k subpopulation, p={p1, p2, 
…, pk};
7.    Calculate Fi and Cri for each subpopulation;
8.    Pick a Spi for each subpopulation according to evolutionary ratio;
9.    Perform strategy Spi for pi;
10.   Migrate individual between subpopulation by SIM;
11.   Perform the local exploration from each p by ULS;
12. end while
13. Return fitbest.

Ⅳ. 실  험

사전 분석과 함께 모든 함수에 대한 실험 결과
에 대해 Wilcoxon의 검정과 Friedman의 부호 있는 
순위 검정을 수행했습니다. 5가지 알고리즘의 평균 
순위는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Friedman의 통계 결
과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따라서 MUDE는 5개의 DE 변형 알고리즘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표 1. 프리드먼 테스트에 따른 평균 순위

Algorithm CoDE JADE jDE SaDE MUDE
Ranking 2.84 2.84 3.54 3.36 2.24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섬과의 이동을 통해 인구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MUDE(Uniform Local Search)
를 사용한 다중 인구 차등 진화 알고리즘인 새로
운 다중 섬 차등 진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진화 
과정에서 전체 인구는 무작위로 많은 하위 섬으로 

나뉘며 각 하위 섬은 진화 비율에 따라 다른 전략
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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