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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군 통신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주변 환경의 예

기치 못한 방해신호와 적으로부터 의도적인 재밍신호

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방해신호들로부터 

통신링크를 유지시키기 위한 항재밍 기술에 대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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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 항재밍 기술에는 대표

적으로 배열안테나의 급전크기 및 위상을 조정하여 

주빔의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방해신호의 방향으로 

널(null)을 합성하는 널 패턴합성 기술이 있으며 국내

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2000년대에 들어서 최적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유

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이 수렴속도가 빠르

고 구조가 간단하며 실제 구현이 용이한 특징으로 인

해 배열안테나 분야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2]. 반면 유

Research Paper 정보 ․ 통신 부문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한 널 패턴합성 알고리즘의 
특성 연구

서종우1) ․ 박동철*,2)

1)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
2)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Null Pattern Synthesis Algorithm 
Using 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

Jongwoo Seo1) ․ Dongchul Park*,2)

1) The 2nd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Korea
2) Department of Radio &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Received 12 January 2016 / Revised 30 March 2016 / Accepted 17 June 2016)

ABSTRACT

  Null pattern synthesis method using the 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QEA) is described in this 

study. A 12 × 12 planar array antenna is considered and each element of the array antenna is controlled by 6-bit 

phase shifter. The maximum number of iteration of 500 is used in simulation and the rotation angle for updating 

Q-bit individuals is determined to make the individual converge to the best solution and is summarized in a 

look-up table. In this study we showed that QEA can satisfactorily synthesize the null pattern using smaller 

number of individuals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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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알고리즘은 안테나 배열 소자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위상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지므로 사

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패턴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조기수렴 현상이 일어난다[3]. 이러한 문

제는 해집단(개체군, individuals) 개수를 증가시켜 높

은 탐색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으나, 

개체군 개수의 증가는 전반적인 연산속도를 느리게 하

는 단점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유전알고리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세대 진화알고리

즘의 구조에 양자화 계산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양자화 

진화알고리즘(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 

QEA)[4] 이 대표적인 예이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은 

해집단을 정해진 위상값이 아닌 확률로 다루는 특징

을 가지며 이러한 특징은 위상값 탐색 구간 내에서 

최적 위상값을 탐색할 때, 보다 다양한 구간을 탐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좁은 구간 내에서 잘

못된 해에 수렴된 뒤 다시 개선되지 못하는 조기수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강조한 구조

로 인해 많은 개체군 개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처

리속도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게 되어 컴퓨터 연

산 분야의 최적화 문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위상

배열안테나 구조에서의 널 패턴합성에 적용하였으며, 

개체군 수에 따른 패턴합성 결과를 기존 유전알고리

즘과 비교분석하였다.

2. 양자화 진화알고리즘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은 모든 개체를 확률로 나타내

어 확정된 값을 갖는 개체를 다루는 다른 진화 알고

리즘들에 비해 다양성을 강조시켰다. 확률로 이루어진 

양자 개체군을 통해서 갱신하기 때문에 개체의 다양

성이 유지되어 우수한 수렴도를 보여주고, 단일 개체

에서도 지역 탐색과 전역 탐색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자손 생성을 위해 충분한 개체 수가 필요한 유전 알

고리즘에 비해 처리속도가 개선된 특징을 보였다. 양

자화 진화알고리즘은 매 세대 간 해를 갱신하는 진화 

연산 과정을 양자화 계산(quantum computation)방식을 

통해 수행하며, 양자화 계산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이

용하므로 기존의 진화알고리즘과 해의 표현법에서 많

은 차이를 갖게 된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은 0과 1로 

결정되는 고전적인 이진비트가 아닌 0 과 1로 결정될 

확률 값을 가진 양자 상태의 데이터로 정의 된다. 하

나의 비트는 0과 1 상태의 확률을 의미하는 복소수 

 로 표현되며, 각 비트의 상태는 식 (1)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또한 식 (2)는   각각의 제곱이 비트 

상태 0과 1의 확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확률

의 총합은 항상 1을 만족한다. 따라서 명확한 종료 조

건 설정이 가능하다.

〉〉〉 (1)

    (2)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배열안테나에 적용할 경우, 

하나의 개체는 비트수와 배열소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비트열로 표현되며, 식 (3)은 이러한 비트열을 확

률  로 표현하기 위해 2×비트열 형태의 행렬로 표

현된 양자개체라고 정의한다. 식 (4)는 양자개체의 집

합인 확률 상태의 개체군 즉, 양자 개체군을 보여주고 

있다.


 







 




 









 (3)

         (4)

  식 (5)는 식 (3)에 의해 각 비트열 값들이 결정된 배

열안테나의 위상으로 표현되는 개체를 보여주며, 식 

(6)은 식 (5)에서 결정된 개체로 이루어진 개체군을 보

여준다.

 
      (5)

       (6)

  Fig. 1은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최적화 알고리즘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개체군을 생성하면서 알고리즘이 구동되는데 이때, 식 

(4)와 같이 확률을 가진 양자 개체군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 다음으로 확률로 이루어진 양자 개체군에서 해

당 비트 주소의 확률에 의해 0과 1의 비트 상태가 결

정된 개체군 가 식 (6)과 같이 생성된다. 정해진 



서종우 ․ 박동철

49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9권 제4호(2016년 8월)

값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를 비용함수에 대입하여 

최우수 개체를 선별한 후 나머지 개체들을 최우수 개

체와 비교하여 다음 세대에 나머지 개체들이 최우수 

개체와 같은 값이 나오는 방향으로 확률을 조정하게 

된다. 비용함수는 3장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한다.

 

  Fig. 1. Flowchart of quantum-inspired evolutionary 

algorithm

3.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배열안테나 적용 개념

  Fig. 2 (a)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적응

형 빔형성 및 널패턴 합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한 선형 배열안테나의 개념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면 배열안테나 구조에 급전 위상만을 조정하여 널

패턴을 합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는 Fig. 

2 (b)와 같다.

  이때, 급전 위상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한 식 (5)

에서처럼     를 개체라 정의하고, 이

를 알고리즘에 적용시키게 된다.

(a) Adaptive beam-forming with phase-only adjustment

(b) The geometry of planar array antenna

Fig. 2. Concept of array antenna

  배열안테나 구조에서 패턴합성을 위한 양자화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열안테나의 패턴함

수를 표현하고 최적화 연산을 위한 변수를 정의 하여

야 한다. m×n 평면 배열안테나의 일반적인 패턴함수 

는 식 (7)과 같다[8].

      












sincossinsin  (7)

  본 논문에서는 m×n 평면배열안테나의 각 복사소자에 

서로 다른 위상을 급전하여 개별적인 최적화가 가능

하도록 식 (7)을 식 (8)과 같이 변환하였으며, 이때 각 

소자별 위상차들의 모임을 식 (9)와 같이 정의하였다.












 sincossinsin (8)

    (9)

  식 (10)은 진화알고리즘을 동작시키는 과정에서 개

체 품질의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용함수이다. 이때,  은  번째 간섭신호의 인

가방향을 나타내며, 은 총 간섭신호의 개수를 의미

하고  는 주빔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

함수 구조는 분모 부분에 주빔 방향의 패턴세기를 입

력하고 분자 부분에 널 방향 부분의 패턴세기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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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용함수가 줄어들수록 주빔의 패턴 세기는 유

지되면서 널 방향의 패턴세기는 작아지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그러나 해당 비용함수는 분자 부분의 널 방

향의 패턴세기가 극단적으로 작아질수록 분모 부분의 

주빔 패턴크기가 수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주빔의 

열화가 큰 결과를 보여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10)

  본 논문에서는 해당 비용함수가 분수 형태의 구조

로 인해 주빔 패턴 크기가 수식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하는 주빔의 열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주빔 방향의 

패턴크기와 널 방향 패턴크기를 각각 다른 항으로 분

리한 구조를 갖는 식 (11)과 같은 형태의 비용함수를 

이용하였다.

 




    (11)

4.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배열안테나 적용 결과

  평면 배열안테나에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소자에 인가되는 

전류의 진폭은 균일(uniform)하게 유지시키며, 전류의 

위상만을 6 비트 위상변위기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안테나 개별 소자는 등방성 패턴을 가지도록 설정하

여 배열계수만을 고려하였으며, 주빔의 지향각도는   

= 0°,  = 0°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양자화 진

화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인 확률 회전 각도는 Table 2를 

통해 구하였다.

Table 1. Simulation specification

Parameter Value

Array size 12×12

Element spacing 0.7λ

Phase control bit 6 bit

Population size 16 or 4

Rotation angle for updating Q-bit Table 2 참조

  확률 회전 각도는 현재 개체군과 우수 개체군을 비

트 단위로 비교하여 우수도가 더 높은 상태의 비트값 

출현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회전 각

도가 크면 탐색속도가 빠르지만 탐색 해상도가 떨어

지게 되어 수렴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며, 너무 작은 

값을 갖게 되면 전체적인 탐색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회전 각도의 크기는 수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최적의 값이 결정되며, 문제

마다 다른 최적 값을 갖게 된다.

  Table 2는 양자 개체의 확률이 조정되는 기준을 보

여주고 있다. 는 각 세대에서 최우수 개체가 아닌 

임의의 개체에서 번 째 비트의 값을 의미하며 는 

각 세대의 최우수 개체의 번 째 비트의 값을 의미한

다. 우선 와 를 비교하여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차가 있으면 를 인가하여 확률을 변화시킨다. 확

률을 변화시키는 기준으로, 최우수 개체와 일반 개체

의 비용 값을 확인하여 비용 값이 우수한 개체라고 판

단된 개체의 값에 근접하도록 확률이 조정되게 된다. 

한편, 와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를 0.0025를 

설정하는데, 이는 개체 요소의 다양성을 위해 확률 값

이 정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Table 2. Look-up table

   ≤  

0 0  0.0025

0 1  0.025

1 0  –0.025

1 1  0.0025

  Fig. 3은 모든 소자에 동위상을 인가하였을 때, 즉 

식 (1)에 소자 위상차 식 (2), 식 (3)을 0값으로 대입한 

배열 안테나의  = 0° 단면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방해신호의 방향을 화살표로 도시하였다. Fig. 3의 패

턴에 방해신호가 인가될 때 양자화 진화알고리즘과 

유전알고리즘의 널 합성 패턴을 고찰해 보자.

  첫 번째로, 한 개의 방해신호가 인가 시 개체군 수

에 따른 널 패턴합성 및 알고리즘의 수렴 성능을 비

교하였다. 이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이 매우 적은 개

체를 가질 때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결과를 보여주는 특징[5]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배

열안테나 구조에서도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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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용된 개체군 수는 16개와 4개

로 한정하여 성능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 두 개의 방해신호가 인가되는 부엽으로 

인가되는 경우와 주빔으로 인가되는 경우에 따라 알

고리즘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유전알고리즘의 경우 주요 파라미터인 돌연변이 

확률을 0.5 %로 설정하였으며,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200회씩 반복수행한 패턴 및 비용함수

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3. Antenna array factor of a planar array with 

equal amplitude and phase excitations

4.1 개체군 수에 따른 적용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체군 수에 따른 유전알고

리즘과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성능을 고찰하기 위해 

개체군 수를 16개와 4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성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방해신호는 첫 번째 부엽 방

향으로 한 개가 인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4는 개체군이 16개일 경우 유전알고리즘과 양

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합성된 널 패턴 결과

이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경우 –106.2 dB 이상의 

널 패턴이 생성되었고, 유전알고리즘의 경우 –99.1 dB

의 널 패턴이 생성되어 두 알고리즘의 결과가 유사함

을 확인하였다.

  Fig. 5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비용함수 수렴도를 나

타내었으며, 식 (11)을 이용하였다. 비용함수의 수렴도

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결과가 약간 우수한 결과

를 보이지만,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어 한 개의 널 

패턴을 생성하는 문제의 경우 16개의 개체군일 때 두 

알고리즘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Synthesized null pattern for the population size 

of 16

Fig. 5. Cost function for the population size of 16

  Fig. 6은 개체군이 4개일 경우 유전알고리즘과 양자

화 진화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합성된 널 패턴 결과이

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경우 –101.8 dB 이상의 널 

패턴이 생성되었고, 유전알고리즘의 경우 –89.13 dB의 

널 패턴이 생성되었다. 앞서 개체군수가 16개일 경우

와 비교 시 개체군 크기를 4개로 줄임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유전알고리즘의 성능저하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7에서는 비용함수의 수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전알고리즘의 경우 세대 진행에 따른 수렴 정도가 

눈에 띄게 나빠졌고, 결국 500회를 마친 최종 수렴도 

측면에서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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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ull pattern for the population size of 4

Fig. 7. Cost function for the population size of 4

  4.1절을 통해 개체군의 수가 많을 경우(16개)일 때

는 유전알고리즘과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특성이 매

우 유사하나, 개체군의 수가 작을 경우(4개)일 때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성능이 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절에서는 두 가지 알고리즘의 특성이 유사한 16

개의 개체군일 경우로 한정하여 방해 신호가 두 개일 

경우 방해신호 인가 방향에 따른 각 알고리즘별 널 

패턴 합성 및 수렴도를 비교 분석한다.

4.2 방해신호 수와 입사방향에 따른 적용 결과

  본 절에서는 2개의 방해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에

서 인가되었을 때 유전알고리즘과 양자화 진화알고리

즘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이때 개체군의 수는 

단일 방해 신호 인가 시 두 알고리즘의 성능이 유사

한 16개의 개체군을 적용하였으며 2개의 방해 신호가 

부엽으로 인가되는 경우와 주빔으로 인가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2개의 방해 신호가 부엽 방향으로 입사되는 

경우에 대한 성능분석을 위해 4.1절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해신호는 첫 번째 부엽 방향으로 입사되며, 두 

번째 방해신호는 두 번째 부엽 방향으로 입사되도록 

설정하였다. Fig. 8은 이러한 두 개의 방해신호를 적

용한 유전알고리즘과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경우 –98.43 

dB, -98.24 dB의 널 패턴을 생성하였고, 유전알고리즘

의 경우 –88.04 dB, -87.16 dB의 널 패턴을 생성하여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널 패턴이 더 깊게 생성된 것

을 볼 수 있다.

  Fig. 8. Null pattern for the two interference signals 

injected to the side lobe

Fig. 9. Cost function for the two interference signals 

injected to the side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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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에서는 비용함수의 수렴도를 보여주는데, 유

전알고리즘이 초기 수렴도는 빠른 것에 반해 수렴 초

기부터 조기수렴이 발생하여 최종 수렴도에서는 양자

화 진화알고리즘의 수렴도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부엽으로 인가되는 두 개의 방해신호 문

제보다 더 복잡한 조건에서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주

빔을 향해   = 5°, 7° 방향으로 입사되는 두 개의 방

해신호를 가정하였다. 주빔 방향으로 방해신호가 인가

되는 경우, 위상배열안테나의 널패턴 합성을 위해서는 

매우 크고 규칙적이지 않은 위상변화가 필요하게 된

다. 이는 부엽에 방해신호가 인가되는 경우보다 널패

턴 합성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0은 두 개의 방해신호가 주빔으로 입사되는 

경우에 대한 유전알고리즘과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널패턴 합성 결과를 보여준다.

 Fig. 10. Null pattern for the two interference signals 

injected to the main lobe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경우 –83.75 dB, –90.58 dB의 

널 패턴을 생성하였고, 유전알고리즘의 경우 –76.87 

dB, –79.04 dB의 널 패턴을 생성하였다. 두 알고리즘 

모두 변칙적인 문제에 대해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이 

유전알고리즘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널 패턴을 생성

하였다.

  Fig. 11의 굵은 점들은 Fig. 10에서 보여준 널패턴 

합성을 위한 144개(12×12) 소자들 각각의 최적 위상값

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주빔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 6 비트의 위상변위기의 최상위 비트를 제외

하고 하위 5 비트만을 사용[9]하여 위상을 조정하였으

며 이로 인해 위상값이 –900에서 +900 범위에서 결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Optimum phase value for Fig. 10

  Fig. 12는 각 알고리즘별 비용함수 수렴도를 나타내

고 있으며 모든 구간 동안 유전알고리즘보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 12. Cost function for the two interference signals 

injected to the main lobe

  다음으로, 500회의 iteration 수를 가지는 과정을 200

회 수행하여 평균한 알고리즘 처리시간을  Table 3에 

나타내어 시간 측면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

자화 진화알고리즘이 유전알고리즘에 비해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때 사용된 컴

퓨터의 사양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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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processing time

알고리즘 처리시간 (iteration=500)

QEA 2.4 s

GA 3.26 s

Table 4. Computer specification

CPU Intel(R) Core(TM) i5-3470 CPU @ 3.20 GHz

RAM 8.00 GB

OS Windows 7 (64-bi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2×12 평면 위상배열안테나 구조에 

컴퓨터 연산 분야의 최적화 문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

는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널 패턴을 합성

하는 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의 

가장 큰 장점인 적은 개체군에서의 우수한 연산결과

를 확인하기 위해 위상배열안테나 구조의 널 패턴 합

성에 주로 사용되는 유전알고리즘과의 성능을 비교 분

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개체군수는 16개, 4개로 한정 

비교하였다. 두 가지 알고리즘의 특성 분석 결과, 상

대적으로 개체군수가 많은 16개의 개체군일 때는 기

존의 유전알고리즘과 성능적인 차이가 매우 미약했으

나, 개체군수가 적은 4개의 개체군일 때는 양자화 진

화알고리즘이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기존 진화알고리즘의 조기수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개체군을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연산속도

저하 현상을 양자화 진화알고리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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