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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약약약약    

    

진화 연산의 확률적 모델인 베이지안 진화 알고리즘이 개체군의 크기를 1로 제한하고 고정

된 차원의 탐색 공간을 갖는 경우,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이 이전 연구[2]를 통해 증명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군의 크기가 2이상인 경우의 베이지안 진화 알고리즘을 개체군 자체를 

하나의 상태로 보는 단일 체인의 베이지안 입자 필터(particle filter)로 변환하여, 입자 필터의 

수렴 특성을 이용하여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을 증명한다. 

 

1.1.1.1.    서론서론서론서론    
    

  베이지안 진화 알고리즘 (Bayesian Evolutionary  

Algorithm, 이하 BEA)[3]은 진화 연산의 확률적 모

델로 사전(prior) 확률분포로부터 얻어진 개체군으로 

시작하여 부모 개체들의 사후(posterior) 적합도

(fitness) 분포를 평가한 후 그 분포로부터 변형

(variation)과 선택 연산자들을 사용하여 자손 개체

들을 샘플링 해 나간다. 기본적인 진화 알고리즘이 

단순히 존재하는 개체들의 변이나 교배 등의 재결합

으로부터 자손들을 생성하는 것에 반하여  BEA는 

개체들의 확률분포로부터 자손들을 생성하므로 탐색 

공간의 탐험(exploration)에 유리하고 에러에도 강하

다(robust)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반의 방법과는 달리 탐색이 개체군 단위로 진행됨

으로써  보다 효율적임이 실험적으로 보여졌다. 따라

서 BEA는 단순 진화 알고리즘과 MCMC (Monte 

Carlo Markov Chain)방법의 결합으로 인해 탐색 공

간의 효율적인 탐험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연구[2]에서는 개체군의 크기를 1로 제한하고 

고정된 차원의 탐색 공간을 갖는 BEA에 대해 수렴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BEA가 단일 체인 MCMC

로 변환됨을 보여 수렴 결과를 얻었다. 온도에 대한 

스케쥴링을 갖는 고정된 데이터 집합에 대하여 BEA 

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과 같은 수렴 특성을 가진다.  

 

 

 

 

또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면 온도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

은 효과가 있어 온도를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BEA가 

수렴함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군의 크기가 2이상인 canonical 

BEA[2]의 수렴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개체군 자체를 하

나의 상태로 하는 단일 체인의 베이지안 입자 필터로  변

환하여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을 증명한다 .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간략히 진화

알고리즘에서의 베이지안 틀(framework)과 canonical 

BEA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입자 필터에 대해 살펴

본다. 또한 canonical BEA의 수렴 특성을 고려하는데 사

용되어질 입자 필터의 수렴 특성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canonical BEA의 입자 필터 버전인 베이지안 입자 필터를 

제안하고 제한한 알고리즘이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을 보

인다.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한다. 

 

2. 2. 2. 2. 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    진화진화진화진화    연산연산연산연산    

    
 진화 연산의 베이지안 확률 모델[3]에서는 개체들의  사

후 확률분포를 평가한 후 그 분포로부터 자손들을 샘플링 

해 나간다. 탐색 공간 Θ의 각 개체 θ 에 대하여 )(θπ
를 사전 확률분포라 하고 )|( θDf 를  데이터 D 에 대한 
가능도 라고 할 때 각 개체 θ 의 적합도를 사후 확률분포 

)|( Dθπ 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

여 매 세대마다 평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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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ical BEA의 기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2.1 (Canonical BEA) 2.1 (Canonical BEA) 2.1 (Canonical BEA) 2.1 (Canonical BEA)    

    

1. (1. (1. (1. (초기화초기화초기화초기화)))) 초기 개체 },,{ 00
1

0
Mθθ=Θ 를  

사전 확률분포 )(0 θπ 로 부터 생성한다. 데이 

터의 크기 0N 와 온도 0T 를 초기화 한다. 세대 
계수 0←t . 

2. (2. (2. (2. (단계단계단계단계----D)D)D)D) 크기 tN 인 데이터 tD 를 생성하고 

가능도 )|( t
i

tDf θ 를 계산한다.   

3. (3. (3. (3. (단계단계단계단계----P)P)P)P) 사후 확률분포 )|( tt
it Dθπ 를 평가한

다. 최적의 개체  t
bestθ 를 선정한다. 

4. (4. (4. (4. (단계단계단계단계----V)V)V)V) )(θπ t 로 부터 샘플링하여 L 개의 변
형 },,{ 1 Lθθ ′′=Θ ′ 를 생성한다. 

5. (5. (5. (5. (단계단계단계단계----S)S)S)S) 가능도 )|( t
i

tDf θ 에 의해 Θ ′로  
부터 M 개의 개체들을 선택, 1

1
1 { ++ =Θ tt θ  

},, 1+t
Mθ 를  구성한다. 

6. (6. (6. (6. (단계단계단계단계----R)R)R)R) 사전 확률분포 )(θπ t 를 재고(revise)

한다. 온도 tT 를 갱신한다.  
7. (7. (7. (7. (루프루프루프루프)))) 만약 종료조건을 만나면 중단, 그렇지 않으

면 단계 2로 간다.  1+← tt  

 

 알고리즘은 실제적으로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계 D (데이터), P (사후 확률), V (변형), S (선택) , 

R (재고)이다.  단계 R, D, P에서는 사전 확률 분포, 

가능도, 사후 확률 분포를 각각 계산한다. 단계 V와 

단계 S에서는 사후 확률 분포로부터의 샘플링을 구

현한다.   

    

3. 3. 3. 3. 입자입자입자입자    필터필터필터필터(Particle Filter)(Particle Filter)(Particle Filter)(Particle Filter) 
 

 필터링(filtering)이란 시스템의 상태 (state)를 평가

하는 문제로 시스템의 상태를 샘플들을 사용한 확률

분포로 근사하는 샘플 기반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입자 필터는 2단계의 Markov 프로 

세스로 구성된다. 시간 t 에서 다음 상태로의 전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첫 단계에서 시간 t 에서의 입자 필터  tΘ  

),,( 1
t
N

t θθ= 는 N 개의 입자들로 구성되며 각 

입자 t
iθ 에  가중치 t

iw 를 할당한다. 할당된 가중

치에 비례하여 각 입자는 자신을 복사하여 자손들을 

생성하며 가중치 0을 가지는 입자는 소멸되기도 하 

 

 

여 새로운 입자 필터 tΘ 를 얻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샘플들의 다양성이 퇴화되는 경향이 크므로 두 번째 단계

에서 각 입자들은 시스템의 역학(dynamics)에 의한 

Markov 전이 확률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전이하여 다

음 단계의 입자 필터 
1+Θt
를 얻고 입자들의 가중치를 재

조정한다. 입자 필터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 상태의 

입자들의 사후 확률 ),( tt Dp θ  를 시간 t 에서의 데이터
tD 를 관찰하며 근사한다. 이러한 입자들은 시간에 따라 

진화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개체들의 사후 확률을 진

화 시켜 나가는 canonical BEA와 유사하다. 

사후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하여 얻은 가중치를 갖는 

입자 필터의 샘플들로 적분을 이산 합으로 근사 할 수 있

다. 즉 },,1;{ Nit
i =θ 를 사후 확률 분포로부터 얻은 

임의의 샘플들이라 하고 }{ tD 를 관측, )( ⋅dδ 는 Dirac 

delta 함수라고 할 때 사후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은 경험

적 추정치 (empirical estimate)에 의해 근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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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래 식으로 근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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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후 확률 분포로부터 직접 샘플링 하는 것이 실제

적으로 어려우므로 샘플링 하기가 용이한 중요도 제안 

(importance proposal) 함수 )|( Dq θ 를 사용한다. 이

러한 입자 필터의 수렴 특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잘 증

명되어 있다[4]. )( nB ℜ 을 
nℜ 상에서 정의된 상하한

을 갖는 Borel-measurable 함수들의 공간이라 하고 

|)(|sup xff nx ℜ∈
≈  라고 표시할 때, 정리 3.1은 

[4]의 Theorem1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정리정리정리정리 3.1 [4 : Theorem1] 3.1 [4 : Theorem1] 3.1 [4 : Theorem1] 3.1 [4 : Theorem1]    

만약 중요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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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떠한 ),( 1 tt D−θ 에 대해서도 상한을 갖고, 중요도 

가중치에 비례하여 자손들을 생성한다면, 모든 0≥t 에 

대하여 N 과는 독립적인 tc 가 존재하여 임의의 

)( )1( +×ℜ∈ tn
t

xBf 에 대해서도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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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    입자입자입자입자    필터와필터와필터와필터와    수렴수렴수렴수렴    특성특성특성특성 
 

먼저 canonical BEA가  입자 필터로 변환됨을 보

인 후 입자 필터의 수렴 성질을 이용하여 경험적 추

정치가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을 증명한다.  

Canonical BEA와는 달리 온도 스케쥴링이나 데이

터의 점진적인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안하는 베

이지안 입자 필터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

다.  

 

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알고리즘 4.1 ( 4.1 ( 4.1 ( 4.1 (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베이지안    입자입자입자입자    필터필터필터필터))))    

    

1. (1. (1. (1. (초기화초기화초기화초기화)))) 초기 입자들  },,{ 00
1

0
Mθθ=Θ 를 

사전 확률 분포 )(0 θπ 로 부터 샘플링한 임의의 

M 개의 샘플들로 초기화하고 가중치를 M/1 로 

할당한다. 세대 계수 0←t . 

2. (2. (2. (2. (단계단계단계단계----D)D)D)D)    데이터 tD 를 관찰하여 가능도 )|( t
i

tDf θ  
를 계산한다. 

3. (3. (3. (3. (단계단계단계단계----P)P)P)P) 적합도 사후 확률 분포 )|( tt
i Dθπ 를 평

가 한다.  

4444----1.1.1.1. ( ( ( (단계단계단계단계----V1)V1)V1)V1) L개의 새로운 변형 입자들 =Θ′  

},,{ 1 Lθθ ′′ 을 생성한다. 즉  
tΘ 의  입자 

t
iθ  는 

t
im 개의 복사본을 생성한다. 여기서 

t
i

t
i Lwm = 이

고 가중치  
t
iw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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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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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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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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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 (2. (2. (2. (단계단계단계단계----V2)V2)V2)V2)    각 입자들은 시스템의 역학에 따른 
Markov 전이 확률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전이

한다. 

5. (5. (5. (5. (단계단계단계단계----S) S) S) S) 새로운 입자 필터를 얻기 위해 M 개의 
입자들을 선택한다.   

6. (6. (6. (6. (단계단계단계단계----R)R)R)R) 사전 확률분포를 재고한다. 새로운 입자

들의 가중치를 조정한다.   

7. (7. (7. (7. (루프루프루프루프)))) ,1+← tt  단계 D로 이동. 

 

베이지안 입자 필터의 1, 2, 3단계는 초기화, 가능

도 및 사후 확률에 대한 계산을 포함한다. Canonical 

BEA의 단계 V에서는 가우스 분포로 가정한 사후 확

률 분포로 부터 샘플링을 하여 L 개의 변형 입자들
을  생성한다.  반면 베이지안 입자 필터의 단계 V

는 2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단계 V1에서 각 입자 
t
iθ 은 단계 P에서 평가된 사후 확률에 의해 정의된 

가중치에 비례하는 t
im 개 만큼 복사된다. 즉 적합도

가 낮은 입자들의 소멸로 인한 자리를 적합도가 높

은 입자들로 대치하는 것이다. 단계 V2에서는 

Markov 체인의 전이 확률에 따라 각 입자들은 전이

한다. 단계 S에서는 각 입자의 가능도에 근거하여 

M 개의 입자들을 선택한다. 단계 R에서는 단계 V1
에서의 가중치가 Markov 체인 전이 후의 가중치를 

반영한 임의의 입자가 되도록 가중치를 재조정한다.   

 

 

정리정리정리정리 4.1  
알고리즘 4.1을 통해 얻은 베이지안 입자 필터의 경험적 

추정치는 입자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이 갈 때 목표 확률 

분포에 수렴한다. 

    

((((증명증명증명증명))))    

우리는 단계 P에서 경험적 사후 확률 )(θπ t 로 부터 직

접 샘플링을 하였으므로 정리 3.1의 제안함수는 다음과 같

다. 

),|(),|( :11:0:11:0 tttttt DpDq −− = θθθθ  

따라서 중요도 가중치의 분산을 최소화하며 중요도 가중치 

tw 는 상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정리 3.1에 의해 독립적

인 임의의 샘플들인 입자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이 갈 때 

입자들이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5. 5. 5. 5.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입자 필터를 제안하고 개체군의 

크기가 1이 아닌 canonical BEA를 개체군 자체를 하나의 

상태로 보는 단일 체인의 베이지안  입자 필터로 변환하여 

개체군 기반의 canonical BEA가 목표 확률분포에 수렴함

을 보였다. 향 후 과제로  직접 사후 확률분포로부터 샘플

링 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요도 비율 (importance ratio)의 

분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안 (proposal)분포로부터 샘

플링하고 또한 문제 상태의 차원을 감소 시켜 고차원 샘플

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베이지안 진화 알고리즘으로  확

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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