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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안된 회전 모드 

시스템[1]-[5]은 동일한 주파수와 동일한 편파를 사용해도 

모드 번호를 이용한 다중화가 가능하다. 이는 직교성을 

가진 다중 모드를 이용해 임의의 전자파 분포를 푸리에 

급수처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의 안정적인 

도파에 사용되는 전자파 모드 중에서 진행 방향(예를 들

면  축)에 대해 방위각 방향(예를 들면  축)으로 회전

하는 전자파 분포를 회전 모드(vortex mode or orbital 

angular momentum mode)라 부른다.  

  회전 모드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수 기법이 있으나, 대

부분 배열 안테나의 위상[3], [4]을 변형하거나 반사판 표

면을 연속적으로 가공[5]하여 회전 모드를 형성한다. 특

히 반사판 구조에서 급전부를 2x2 배열 안테나로 구성하

고, 안테나 복사 특성 개선을 위해 대형 반사판을 사용하

는 구조가 효율적인 회전 모드 시스템 복사부로 많이 연

구된다. 이때 급전부는 다수의 회전 모드를 형성할 수 있

는 2x2 도파관 배열이며, 각 배열 원소는 생성할 회전 모

드에 적합한 위상차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회전 모드를 복사하기 위한 2x2 배열 안테나의 개별 원

소 위상을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 방법을 유전 알

고리즘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Ⅱ. 유전 알고리즘 이용한 자동 설계

  그림 1은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회전 모드 개념을 

보여준다. 회전 모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송신부과 수신부는 동일한 회전 모드를 송신 혹은 수신

할 수 있는 안테나를 가져야 한다. 회전 모드용 안테나는 

장거리 전송을 위해 포물형 반사판 안테나를 주로 선택

한다. 반사판 안테나의 급전부는 회전 모드 생성기를 장

착한 배열 안테나가 주로 쓰인다. 

▶▶ 그림 1. 회전 모드 통신 개념

▶▶ 그림 2. 초고주파 회전 모드 생성기의 구성

  그림 2는 초고주파용 회전 모드 생성기의 일반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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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무선 통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안된 회전 모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인 회전 모드 생성기를 2단계 유전 알

고리즘을 이용해 자동으로 설계했다. 1단계 최적화로 회전 모드 생성기의 필요 부품 개수와 개별 부품 배치를 먼저 결정하고, 2

단계 최적화로 각 부품의 세부 사항을 최적화하였다. 2단계 유전 알고리즘에 의하면 필요 부품 개수는 5개이며,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세부 부품 배치도는 4종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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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여준다. 통상적인 위상 배열 안테나는 개별 안테

나 원소에 감쇄기(attenuator)와 위상 천이기(phase 

shifter)를 각각 부착하여 전체 배열 안테나 빔을 조정한

다. 회전 모드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쓰일 수 있지

만, 사용하는 회전 모드가 많아질수록 감쇄기와 위상 천

이기가 각 배열에 장착되어야 하고 회전 모드 다중화에

도 불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상 천이기, 90도 

하이브리드(quadrature hybrid), 크로스오버(crossover) 

등과 같은 개별 부품을 조합하여 초고주파 회전 모드 생

성기를 구성한다. 회전 모드 생성기용 세부 부품을 최적

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원하

는 회전 모드를 생성하는 모든 가능한 부품 배치를 자동

으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자동 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자

는 현재 규격에 적합한 회전 모드 생성기를 설계할 수 

있다.

  

▶▶ 그림 3. 유전 알고리즘 절차   

  이를 위해 그림 3과 같은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제안한다. 그림 2와 같은 회전 모드 생

성기 구조 설계에서 위상 천이기, 90도 하이브리드, 크로

스오버는 여러 번 사용될 수 있고, 각 부품이 사용되는 

배치도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GA는 자동

화된 구조 설계에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2단계 GA 최적화를 적용한다. 1단계 최적화에서는 

구조 설계에 필요한 부품 개수와 개별 배치를 결정한다. 

2단계 최적화에서는 이미 배치된 부품의 세부 사항을 

GA 기법으로 최적화한다. 2단계 GA를 적용한 결과를 보

면, 4개 부품으로는 원하는 회전 모드를 생성할 수 없었

고, 5개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야 회전 모드를 생성할 수 

있었다. 2단계 GA를 이용해 회전 모드 규격을 만족하는 

세부 부품 배치도는 총 4종류를 얻었다. 해당 규격에  적

용할 수 있는 설계도가 4종류이므로, 설계자는 시스템 제

한 사항에 따라 4종류 중 하나를 회전 모드 생성기 설계

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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