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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진화 알고리즘 계산 지능을 이용한 예측 방법이 다목적 최적화 문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러

한 방법들은 많은 근사 파레토 최적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있다. 본 논문은

다목적 최적화 문제에서 서포트 벡터기계를 이용하여 근사 파레토 프런티어를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과 진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것이 파레토 프런티어를 더 잘 근사시킨다는 것과 두 개

혹은 세 개의 목적함수를 가진 의사결정은 제안된 방법으로 파레토 프런티어를 시각화한 것에 근거하

여 더 쉽게 수행된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몇 개의 수치예제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에 대

해보일것이다.

주요용어: 다목적최적화, 서포트벡터기계, 진화연산, 파레토프런티어.

1. 서론

많은 의사결정 문제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MOP)로 공식화

할 수 있다. 모든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적화 시키는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

한 목적이 서로 모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해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일반적으로 많

은 파레토 최적해가 존재하고 이것들은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해들의 후보로 고려된다. 의사

결정자가 파레토 프런티어라 불리는 파레토 최적해들의 집합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를 결정하는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화형 최적화 (interactive optimization)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Nakayama

등, 2009; Palli 등, 1998). 이 방법들은 다음의 두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해들을 찾

는다. 의사결정자의목표수준 (aspiration level)에가장근접한파레토최적해를얻기위한보조최적화

문제를해결하고, 트레이드-오프 (trade-off)분석으로의사결정자의목표수준을수정한다.

하지만 많은 실제 공학 문제에 있어서, 블랙박스 목적함수의 형태들은 설계변수에 의해 정확하게 알

수없으나, 이러한함수값들은표본의실제적으로나계산실험을통하여얻어진값들로써얻어지게된다.

구조분석,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목적함수들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석은 비용이 많이들고 아주 긴 실행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대화형으로 해를 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최근에 진화

연산과 같은 계산 지능을이용한 근사 방법이 MOP를 해결하는데 이용되었다 (Coello Coello 등, 2002;

Deb, 2001). 이러한방법들은많은파레토최적해들을좀더정확하게생성하기위해개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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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MOP들에서 서포트 벡터기계 (Hwang과 Shim, 2012; Schölkopf 등, 2001; Steinwart와

Christmann, 2008)를 이용하여 근사 파레토 프런티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한다. 나아가 제안된 방

법과 진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것이 파레토 프런티어를 더 잘 근사시킨다는 사실과 두 개 또는 세 개의

목적함수를 가지는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쉽게 수행된다는 것을 파레토

프런티어를 시각화한 것에 근거하여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치예제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보인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포트 벡터기계와 MOP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서포트

벡터기계를 이용한 다목적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 후 제안된 방법을 인공적, 실제 예제에 적용시키고 마

지막으로결론을내린다.

2. 서포트 벡터기계

반응변수가 두 개의 범주를 갖는 패턴인식 문제에서 자료가 선형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서포트 벡터

기계는 원 자료를 어떤 비선형 사상에 의해 고차원의 특징공간 (feature space)으로 변환한다. 특징공

간으로 사상된 자료는 선형 분리 가능하고 서포트 벡터기계는 입력 공간에서는 비선형 결정 경계를 가

지는 자료를 최대 마진을 가지고 선형으로 분리하는 초평면을 찾는다. 최근 서포트 벡터기계는 한 범주

를 (혹은 분류되지 않는) 가지는 자료의 경우로 확장될 수 있고, 이 절에서 이와 같은 서포트 벡터기계

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Schölkopf 등, 2001; Seok, 2010). 여기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서포

트 벡터기계를 간단히 SVM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표본자료 x1, . . . ,xℓ ∈ X를 고려하자. 여기서 ℓ

(∈ N)은관측치들의수이고 X는입력공간상의어떤집합이다.

Φ를 실제 입력 공간으로부터 고차원 특징공간으로 비선형 변환 사상이라 하자. 이 때 Φ의 이미지에

서내적은커널을이용하여계산할수있다 (Park 등, 2012; Schölkopf와 Smola, 2002; Vapnik, 1995).

K (xi,xj) ≡ ⟨Φ(xi) · Φ(xj)⟩ .

특히, 가우지안 (Gaussian) 커널함수는

K(xi,xj) = exp

(
−∥xi − xj∥22

2σ2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커널함수를 사용함으로써 특징공간에 엄밀하게 사상시키지 않고도 분리 초평

면을계산하는것이가능하다.

SVM의 개념은 커널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특징공간에 자료를 변환시켜 자료집합이 최대 마진을 가지

도록 선형 분리시키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자료 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나

머지에서는 음수 값을 가지는 함수를 찾는 것이다. 새로운 점 x에 대해서, 특징공간에서 초평면의 어떤

위치에있는지에따라함수 h(x)의값이평가된다.

0

outliers

P

N

Figure 2.1 Geometric interpretation of support vector machines with on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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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문제를해결하는의사결정함수는아래와같이표현될수있다.

h(x) = wTΦ(x)− ρ. (2.1)

특징공간 내에서 원점으로부터 자료를 분리하기 위하여, w, ξi 그리고 ρ에 대하여 아래의 이차계획문

제 (SVM)를해결해야한다:

minimize
w,ξi,ρ

1

2
wTw +

1

νℓ

ℓ∑
i=1

ξi − ρ (SVM)

subject to wTΦ(xi) = ρ− ξi,

ξi = 0, i = 1, . . . , ℓ.

여기서, ν ∈ (0, 1]는 wTw와
∑ℓ

i=1 ξi 사이의트레이드-오프를나타내는모수이다.

의사결정함수 h의 값은 주어진 자료집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표본자료 점 ξ에서는 양의 값이 될 것

이다. 또한 SVM문제의 목적함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ν가 0에 접근하면 오차항
∑ℓ

i=1 ξi의 벌칙

(penalization)은 무한대가 된다. 이것은 모든 자료점들이 P영역에 있다는 결과를 얻는다. 그러므로,

특징공간에서 모든 자료점들을 지지 (supporting)하는 초평면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작은 양의 값 ν를

취할것이다. 예를들면, 이후의모의실험에서소개되는 10−7과같은값이다.

SVM문제에대하여라그랑지안함수를 w, ρ, ξi에대해서미분하면아래와같은식들을얻는다.

w =

ℓ∑
i

αiΦ(xi), (2.2)

αi =
1

νℓ
− βi,

ℓ∑
i=1

αi = 1. (2.3)

식 (2.2)와 (2.3)을이용하면라그랑지안쌍대문제 (SVMD)를얻을수있다 :

maximize
αi

− 1

2

ℓ∑
i,j=1

αiαjK (xi,xj) (SVMD)

subject to

ℓ∑
i=1

αi = 1,

0 5 αi 5
1

νℓ
, i = 1, . . . , ℓ.

α∗는 SVMD에대한최적해라하자. 그러면의사결정함수(2.1)는커널함수를이용하여

h(x) =

ℓ∑
i=1

α∗
iK (xi,x)− ρ∗

으로변환되고, 여기서 0 < α∗
j < 1

νℓ
를가지는임의의 xj에대하여

ρ∗ =

ℓ∑
i=1

α∗
iK (xi,xj)

이다. 여기서자료점 x ∈ {α∗
i > 0 를가지는 xi}를서포트벡터 (support vector)라고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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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포트 벡터기계를 이용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

다음과같은 MOP를고려해보자.

minimize
x

f(x) := (g1(x), . . . , gm(x))T (MOP)

subject to x ∈ S = { x | gj(x) 5 0, j = 1, . . . , n } ,

여기서 x = (x1, . . . , xn)
T는설계변수의벡터이고 S는모든실행가능한해들의집합이라하자.

일반적으로 단목적함수를 가진 전통적인 최적화 문제들과는 달리 MOP에서는 모든 목적함수 gi(x),

i = 1, . . . ,m,를 동시에 최소화시키는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파레토 지배적인 관계

(Pareto domination)에기초한최적해의개념이다음과같이정의되었다.

정의 3.1 (파레토 최적해) 만일 fi(x) 5 fi(x̂), i = 1, . . . ,m 그러나 f(x) ̸= f(x̂)를 만족하는 x ∈
S가 없다면, 점 x̂ ∈ S은 MOP에서 파레토 최적해 (Pareto optimal solution)라고 부른다. 그리고 파

레토최적해의집합을파레토프런티어 (Pareto frontier)라고부른다.

만약 목적함수의 값은 쉽게 얻을 수 있다면 MOP에서 최종해는 예를 들어, 목표수준 방법 (Sawaragi

등, 1985)과같은기존의방법으로파레토최적해들의집합을찾을수있다. 이목적함수의값을평가하

기 위하여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화형 방법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부적합하다. 최근,

유전자 알고리즘을 포함한 진화 알고리즘과 신경망 등의 계산지능 방법은 파레토 최적의 해를 생성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Coello Coello 등, 2002; Deb, 2001; Nakayama 등, 2009; Poles, 2003). 특히 두

개 또는 세 개의 목적함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하여 파레토 프런티어를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근사최적화방법이적합하다.

3.1. 제안된 알고리즘

이제, MOP에서 SVM을 적용하여 파레토 프런티어 생성하고, 잘 근사된 파레토 프런티어를 생성하

기 위해 SVM과 진화 알고리즘 (Yun 등, 2001)을 결합하고자 한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요약된다 :

1 단계 2에서 4를여러번의반복을통하여서포트벡터를축적시킨다 :

1. (초기화)설계변수공간에서임의로표본점 y1, . . . ,yℓ을생성한다.

2. (평가) 자료점들 F (x1), . . . ,F (xℓ)을 갖는 SVMD를 풀어서 결정함수 h를 평가한다. 여기

서, MOP에서 f(x)의확장된목적함수 F (x) := (F1(x), . . . , Fm(x))T는

Fi(x) = fi(x) +

n∑
j=1

pj ×max
{
gj(x), 0

}a
,

로나타내어진다. 여기서, pj는벌칙계수이고 a는벌칙의지수이다. 확장된목적함수를이

용하여, 실행불가능한 (infeasible) 자료 점들을 이용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 자료집합으

로부터효과적으로제거할수있다.

3. (선택) h(F (xi)), i = 1, . . . , ℓ의값을계산하고그값을내림차순해서 ℓ/2개의점을선택한

다. h(F (x))의 작은 값은 모든 자료점이 포함된 지역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

어, h값이 0은 Figure 3.1(b)에서점선상에있는것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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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objective space (b) augmented objective space

Figure 3.1 Geometric interpretation of the proposed method

4. (교차-돌연변이) 3.에서 선택된 점들 중에서 ℓ/2개의 쌍을 임의로 만들고 새로운 집합을 생

성한다. 주어진돌연변이확률에따라돌연변이를시키고 2로간다.

2 단계 1 단계에서 축적된 서포트 벡터 중에서 실행가능한 자료점을 가지고 SVMD를 해결하는 의사결

정함수 h(x)를 계산한다. 즉, Figure 3.1(b)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h(x) = 0)에서

AP1에서 AP2까지의선이근사파레토프런티어가된다.

Figure 3.1(b)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의 특징은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진화 알고리즘의 결합

에 있다. 진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방법인 유전자 알고리즘은 Holland (1975)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Goldberg (1989)에 의하여 유전자 알고리즘은 최적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추가적인 설명은 원래의 참고문헌과 특히, Nakayama 등 (2009)을 참고하여라). 진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실행가능한 자료점들을 만들고 실행 시간에 따라 자료점들은 실제 파레

토 프런티어로 다가간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SVM은 원래 입력 공간에 자료점들을 모두 포락

(envelopment)하는 영역을 제공한다. 각각 알고리즘의 최적을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빠

르게실제파레토프런티어에다가간다.

3.2. 수치예제

다음은, 몇 개의 검정용 예제들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계산지능을 이

용한다목적최적화방법들의대부분의연구는둘혹은세개의목적함수들을가지는문제에서시행되고

있고, 본연구에서는두개의목적함수를가지는검정용문제들을다룬다.

그 이유는 우선, 파레토의 프런티어 근처에서 수렴하는 것과 광범위한 해들을 찾는 두 작업들을 적절

하게 검정할 수 있으며, 둘 째, 네 개 이상의 목적함수들을 가지는 경우에는 파레토 프런티어를 시각화

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검정용문제 1 (Yun 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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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ize f1(x1, x2) := x1

minimize f2(x1, x2) := x2

subject to (x1 − 1)2 + (x2 − 1)2 5 1,

0 5 x1 5 1, 0 5 x2 5 1.

검정용문제 2 (Yun 등, 2001)

minimize f1(x1, x2) := x1

minimize f2(x1, x2) := x2

subject to x3
1 − 3x1 − x2 5 0,

− 1 5 x1 5 1, − 2 5 x2 5 2.

검정용문제 3 (Deb, 2001)

minimize f1(x1, x2) := x1

minimize f2(x1, x2) := 1 + x2
2 − x1 − 0.2 sin(3πx1)

subject to 0 5 x1 5 1, − 2 5 x2 5 2.

검정용문제 4 (Binh 등, 1997)

minimize f1(x1, x2) := 4x2
1 + 4x2

2

minimize f2(x1, x2) := (x1 − 5)2 + (x2 − 5)2

subject to (x1 − 5)2 + x2
2 5 25,

(x1 − 8)2 + (x2 + 3)2 = 7.7,

− 15 5 x1, x2 5 30.

위의 문제들에 대한 결과는 Figure 3.2에서 보여진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은 목적공간에서 실행가

능한 부분이고 검정용 문제 4를 제외하고 점선의 부분은 각 문제에서 근사된 파레토 프런티어를 나타내

고, 진한실선이실제파레토프런티어를나타내고어두운부분은자료점을모두포함한것이다. 검정용

문제들은 Figure 3.2에서보는바와같이다음과같은성질들을가진다.

1. 검정용문제 1, 2 그리고 4는설계변수들의측면제약식뿐만아니라비선형제약식이있다.

2. 검정용 문제 3은 복잡한 제약식들을 가지지는 않지만 파레토 프런티어는 볼록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않다.

3. 검정용문제 1과 2에대하여, 파레토최적해들은실행가능한영역의경계에있다.

4. 검정용문제 2와 4에서실행가능한영역은설계공간에서볼록하지않다.

5. 검정용문제 1의파레토프런티어는볼록하지도오목하지도않다.

6. 검정용 문제 4의 어떤 파레토 최적해는 실행가능한 영역의 경계에 있고 두 번째 목적함수의 약간

의감소가첫번째목적함수의큰증가로연결된다.

MOP들을해결하는데있어서가능한한실제파레토프런티어상에있거나그근방에있고잘분포된해

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지능 특히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위에서 서술한

것들같이다양한특징들이있으므로, 실제파레토프런티어에수렴하고파레토최적해들의다양성을유

지하는어려움들에직면해왔고또한이러한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방법들이시도되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된 방법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으며, 또한 100(자료) × 5(반복)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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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areto frontiers for test problems

표본실험 횟수 내에서 실제 파레토 프런티어와 거의 유사한 파레토 프런티어를 얻을 수 있으나 진화 알

고리즘의경우는 80(자료) × 30(반복)을통해서유사한결과를얻을수있었다.

4. 공학설계문제

이번 절에서 제안된 방법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해 실제 공학 설계문제에서 실험할 것이다. 많은 실제

적인공학문제에서종종설계변수들에의해정확하게알려져있지않은블랙박스목적함수를가지고있

다. 실제의 표본 또는 컴퓨터 실험 (= 표본 자료 점들의 수 × 실행 시간)에 의해 값이 주어지고, 구조

해석, 유체역학 해석 및 열역학적 해석과 같은 여러 종류의 분석의 경우에 목적함수의 값들을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 이러한 분석은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히 비싸다. 게다가 우리는 사전에 계산을 언제 중지

하는지를알수없고, 주어진계산시간과비용의한계때문에상대적으로일찍계산을종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수들에 의해 목적함수의 형태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목적함수들을 가진 최적화 문

제에서가능한적은실험으로잘근사된해를생성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제안

된방법은다음과같은문제를통해바람직한성능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인다.



502 Yeboon Yun · Nayonug Jung · Min Yoon

예제 4.1 : 켄틸레버 기둥 문제

우선 두 개의 설계변수를 가진 켄틸레버 설계문제를 고려하자. Figure 4.1(a)에서 보다시피 Deb

(2000)에서 이용된 직경 (d)와 길이 (l)의 기둥 (beam)은 끝부분의 하중 P를 지탱할 수 있다. 캔틸

레버 설계문제는 설계에서 두 가지 목적함수가 서로 상충한다. 무게 f1의 최소화와 끝부분의 굴절 f2의

최소화, 그리고 두 개의 제약식들 즉, 개발된 최대 응력 σmax은 허용강도 Sy보다 작아야하고 끝부분의

굴절 δ은 지정된 한도 δmax보다 작아야 한다. 설명된 모든 것들을 고려한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이

공식화할수있다.

minimize f1(d, l) := ρ
πd2

4
l

minimize f2(d, l) := δ =
64Pl3

3Eπd4

subject to σmax =
32Pl

πd3
5 Sy,

δ 5 δmax,

10 5 d 5 50, 200 5 l 5 1000,

그리고사용된모수값들은

ρ = 7800 kg/m3, P = 1 kN, E = 207 GPa,

Sy = 300 MPa, δmax = 5 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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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schematic of a Cantilever beam (b) Pareto frontier:100-data points×10-times

Figure 4.1 Cantilever beam design problem

5. 결론

본 논문은 MOP에서 근사 파레토 프런티어를 얻기 위하여 서포트 벡터기계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였고 더 정확하게 근사된 파레토 프런티어를 생성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에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또한, 몇 가지 검정용 문제들 및 실제 문제에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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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의 효율성을 보였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알고리즘들에서 필요한 실험횟수의 1/10에

서 1/2로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공학 설계문제들에서 가능하면 실험의 수는 1000 번(가능하다면

100 번) 이하가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실험의 횟수를 가능한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기계와 진화 알고리즘을 결합한 제안된 방법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목적함수들과 제약식들을 갖는

문제에서잘근사된파레토프런티어를생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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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olutionary algorithms have been applied to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s

by approximation methods using computational intelligence. Those methods have been

improved gradually in order to generate more exactly many approximate Pareto optimal

solutions. The paper introduces a new method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to find an

approximate Pareto frontier i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s. Moreover, this

paper applies an evolutionary algorithm to the proposed method in order to generate

more exactly approximate Pareto frontiers. Then a decision making with two or three

objective functions can be easily performed on the basis of visualized Pareto frontiers by

the proposed method. Finally, a few examples will be demonstrat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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