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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용 원형편파 안테나의 설계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인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알고리즘과 Adaptive Particle Swam Optimization(APSO)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성능비교를 통해 안테나 최적설계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결정하였다. PSO는 41번, APSO는 27번의 
계산 결과 수렴을 하였다. 두 알고리즘 모두 최적설계에서 목표값을 모두 만족을 하였으나 수렴도에
서 APSO가 빠르게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n improved designed of the circularly polarization antenna for sensor node. 

Stochastic optimization algorithms of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and  Adaptive Particle 

Swam Optimization(APSO) are studied and compared. To verify that the APSO is working better 

than the standard PSO, the design of a circularly polarization antenna is shows the optimized 

result with 27 iterations in the APSO and 41 iterations in th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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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센서 네
트워크 시스템 등 센서 노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센서 네
트워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센서노드들은 항시 
센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상위 통합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센서노드에서 일반적인 평면형 패
치 안테나의 경우 설계 변수가 매우 단순하여 설
계가 용이하다. 하지만 센서노드들은 상위 서버에
서 선형편파로 전송되어 오는 전파 신호를 어느 

방향에서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원형 편파 안테나 
설계가 필요하다. 원형편파 안테나 설계는 안테나 
설계변수의 증가와 설계의 복잡성을 갖게 된다
[1]. 다양한 설계변수로 구성된 안테나의 설계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계하기 위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적 설계가 필요하다[2]. 

최적화 알고리즘 중에서 확률론적 방법은 자연
계의 생태 현상이나 움직임을 모방한 알고리즘으
로 구현이 쉽고 전역최소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 그중에서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알고리즘은 곤충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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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목적함수의 최적화에 적용성
이 우수한 솔루션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나 
PSO 알고리즘도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 가속도 
상수와 가중치 상수를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PSO의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변
형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5]~[6]. 변형 알고리즘 중에서 현재 상태
의 상황을 판단하여 가중치 상수와 가속도 상수
를 변화 시키는 Adaptive PSO(APSO) 알고리즘
이 최근에 연구되었다[7].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에 활용할 수 있는 원
형편파 안테나의 설계하였다. 확률론적 방법인 
PSO 알고리즘과 APSO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성
능비교를 통해 안테나 최적설계에 적합한 알고리
즘을 결정하였다. 또한 구현된 알고리즘을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테나를 최적설계 알
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검증하였다.

Ⅱ. Adaptiv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그림 1. APSO 알고리즘 순서도

APSO는 PSO 알고리즘에서 변형된 알고리즘으
로 빠른 수렴속도를 얻기 위해서 개발된 알고리
즘이다. 기본적인 알고리즘 흐름 및 위치 업데이
트 방식은 동일하지만 PSO 알고리즘에 각 
particle의 위치에 따른 탐험(exploration), 개발
(exploitation), 수렴(convergence), 도약(jumping 

out) 의 4가지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 알고리즘이
다. 각 추가된 경우에 따라서 속도 업데이트 과정
의 가속도 계수를 변화를 시켜서 수렴속도를 개
선한 알고리즘이다. 그림 1은 APSO 알고리즘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7].

1) 초기화
해석 공간에서 최적의 위치에 대한 검색을 시

작하려면 각 particle은 무작위의 초기속도로 가지
고 임의의 장소에서 시작된다. 초기에 시작되는 
각 particle의 위치는 유일한 위치 정보를 갖고 있

기 때문에 각 particle의 위치는 Pbest가 된다. 그럼 
다음 초기 위치의 정보 중에서 첫 Gbest가 결정 
된다.

2) 가속도 업데이트
  (2-1) 거리 인자 계산
우선 각 particle과 Gbest 위치의 거리를 계산한

다. 그리고 가장 큰 거리 차와 가장 근소한 거리 
차의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Gbest가 위치한 곳의 
정보를 구분한다. 이를 거리 인자로 하고 식 2에 
의해 결정된다.

 max min
 min

               (1)

  (2-2) 가속도 상수 제어
식 1에 의해 결정된 거리 인자를 바탕으로 현

재 상태를 구분하게 된다. 상태는 탐험, 개발, 수
렴, 도약의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속도 상수를 증가감소(±0.1)와 약간증가감소
(±0.05)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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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중치 상수 제어
(2-1)에서 계산된 거리 인자를 이용하여 가중치 

상수도 업데이트를 달리한다. 적응형 가중치 상수 
계산은 식 6에 의해 계산된다.

  
 ∈         (6)

3) 속도 업데이트
현재의 위치 정보 및 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Gbest와 Pbest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속도가 
업데이트 된다. particle의 속도는 Gbest와 Pbest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변경된다. 식 7을 이용하여 
다음 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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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입자의 속도이고  는 각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초기속도 
가중치이며 과 는 각 입자가 Pbest와 Gbest로 향

하는 확률적인 가속의 가중치를 표현한다. 과 

는 각각 0과 1사이의 랜덤변수이다.

4) 위치 업데이트
갱신된 속도를 바탕으로 현재위치 정보를 업데

이트 하게 된다. 식 8을 이용하여 다음 위치의 정
보를 얻을 수가 있다.

            (8)

           
min ≦ ≦max

이후 업데이트 된 위치 정보에서의 문제의 해
를 계산하고 2)의 과정에서 다시 시작하여 반복 
수행하게 된다. 최종 적으로 Gbest의 결과가 목표
로 하는 문제의 해에 만족하거나 일정 수렴조건 
이내에 만족했을 경우 최적화 과정이 끝나게 된
다.

Ⅲ. 원형편  안테나 최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된 안테나는 원형편파 특성을 
갖으면서 소형화 설계를 하였다. 그림 2는 개발된 
안테나의 초기 모델이다.

그림 2. 원형편파 안테나의 초기설계 모델

TM11 모드로 동작하는 원형 패치 안테나는 안
테나의 공진주파수가 원형 패치의 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면에 링슬롯 형태의 원형 패치 안테
나는 공진주파수가 링슬롯의 원주 길이로 결정되
기 때문에 소형화 설계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안
테나 소형화 설계로 내부 원형 패치에 슬릿을 삽
입하여 링슬롯의 원주길이를 증가시키게 설계하
였다.

원형패치 안테나에 원형편파 특성을 얻기 위해
서 내부 원형패치의 일부를 제거하여 타원형의 
모양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패치면의 일부제거는 
선형편파인 원형패치 안테나를 원형편파를 갖도
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원형편파 안테나의 설계는 3D 구조물의 전자
장 해석 프로그램 통해 해석하고 설계한다. 하지

만 설계변수에 따라 안테나 특성의 변화는 비선
형적이며 설계목표에 맞게 설계하기란 쉽지가 않
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따라서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의 해석 횟수를 최
소화 할 수 있어야만 설계 시간의 단축을 할 수 
있다. 이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속도가 좌우하
게 된다. 따라서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속도 비
교는 매우 중요한 성능비교 항목이 된다.

본 논문에서 일반적인 PSO와 변형 APSO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APSO 알
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안테나는 사용 목적
의 공진주파수로 설계되고 원형 편파 특성을 나
타내야하기 때문에 반사계수와 축비의 특성을 바
탕으로 목적함수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안테나의 설계에서 하나의 공진주파수
를 목표로 설계할 경우 사용 주파수대역을 만족
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대역폭을 기준으
로 하여 함수를 정의하고 최적 설계하는 것이 더
욱 유용하다[8]. 대역폭으로 정의된 함수는 식 9

에 나타내었다.

              (9)

 



  

 if ≧

 



  

 if ≦

    

  

 if  ≧

여기서  ,  , 는 각각 공진대역, 저지대역, 

축비의 목적함수를 나타낸다. 각 대역의 목표값을 
만족할 경우 0으로 정의하고 만족 못할 경우는 
목적함수를 계산하게 된다. 공진대역과 저지대역
의 주파수는 각각   ,   , 

  ,    이고  ,  , 

   이다. 공진대역과 저지대역에서는 

0.01GHz 단위로 샘플링 하였다. 

식 9과 같은 목적함수를 바탕으로 PSO와 
APSO를 MS excel의 Visual Basic으로 구현하고 
상용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 HFSS와 연계하여 최
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화에 사용된 PSO와 
APSO의 particles의 개수는 총 10개 이며 5개의 
설계변수를 최적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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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목적함수의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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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테나 공진주파수 최적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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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안테나 축비 최적설계 결과

표 1. 안테나 설계변수 최적설계 결과

R S1 S2 W1 W2 Wos L

Initial 14 2 0.8 1.5 1 3 4

PSO 14.69 2.49 0.69 1 1 1 2.43

APSO 14.26 2.31 0.5 1 1 2.08 3.2

최적설계 결과 PSO와 APSO는 각각 41번과 27

번의 반복계산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목적함수
가 수렴하였다. 두 알고리즘 모두 목표 공진대역, 

저지대역을 만족하였으며 축비는 2.45dB, 2.28dB

로 원형편파 특성을 나타내는 3dB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그러나 그림 3의 목적함수 결과에서 
보듯이 APSO가 PSO보다 빠른 수렴속도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노드용 원형편파 안테나를 

APS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설계 하였다.  

구현된 알고리즘을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안테나를 최적설계하고 일반 PSO 알고리즘
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였다.

기본 알고리즘에서 가중치 상수 및 가속도 상
수 제어가 빠른 수렴속도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변형 알고리즘 개발에 핵심 요
소라 할 수 있다. 향후 변형 알고리즘 개발은 가
중치 상수와 가속도 상수 제어 방법 및 정보 수
집 방법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PSO는 41번, APSO는 27번의 계산 결과 수렴
을 하였다. 두 알고리즘 모두 최적설계에서 목표
값을 모두 만족을 하였으나 수렴도에서 APSO가 
빠르게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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