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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통신 및 광학 장비들이 

소형화 되고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효율을 높이려

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하지만 높은 주

파수 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들의 소형화에 

따른 가용 전력의 제한 속에서 최대 효율을 발생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초고주파 영역의 효

율과 관련된 설계 목적 함수는 그 비선형성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구조 문제와 비교하여 민감도

를 계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감

도 계산이 요구되지 않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여 850nm 의 파장을 사용하는 

나노개구 격자(nano-aperture grating)의 투과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다. 

나노개구에 관한 연구에서Park(1) 등은 bowtie형 

나노개구를 배열로 형성하여 투과율을 높이고자 

하였고 Shi(2) 등은 C형 나노개구를 도입하여 근접

장에서 투과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유전 알고리즘과 ON/OFF 기법을(3) 적용한 

Key Words: Genetic Algorithm(유전 알고리즘), ON/OFF Method(ON/OFF 방법), Nano-Aperture Grating(나노개

구 격자), Poynting Vector(포인팅 벡터) 
 

초록: 유전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를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변화율(gradient)을 기

반으로 하는 방법들과 달리 민감도 해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민감도 해석이 어려운 초고주파 영역에서

의 설계 문제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개구 격자의 위상화적화를 유전 알고리즘과 ON/OFF 방법

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나노개구 격자의 측정영역에서 투과효율을 최대화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해석 및 최적화 과정은 COMSOL 프로그램과 Matlab 프로그램의 연동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최종 제시된 설계는 기본 모델 대비 약 21%의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genetic algorithm (GA)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ways for determining a global solution. Because it 

does not require calculating the design sensitivity differently from the ordinary gradient-based method, it is appropriate 

for the design problem in the ultra-high frequency range; the ordinary gradient-based method has difficulty in 

calculating the sensitivity in this range. This paper deals with nano-aperture grating topology optimization based on the 

GA and the ON/OFF metho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the transmittance in the measuring area. The 

simulation and optimization processes are carried out by using the commercial package COMSOL associated with 

Matlab programming. The final optimal design gives around 21% performance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initi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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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최적화의 연구에 있어서는 magnetic actuator

의 구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yoke 부분의 설계에 

대한 연구,(4) armature 부분과 yoke 부분 형상의 위

상최적화를 통하여 고유진동수와 구동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5) 수행되었다. 이러한 GA 

기반의 위상최적화 기법은 컴플라이언스 패턴 기

반 설계 및 고주파수 영역의 patch antenna의 설계

에도 적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6,7) 

2. 유전 알고리즘 

2.1 유전 알고리즘의 개요  

유전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를 

찾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감도 해석이 요구되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초고주파 영역과 같은 비선형성에 의해 민

감도 해석이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여 최적해를 찾

기에 적합하다.  

유전 알고리즘 수행에 앞서 모집단(population)과 

이들을 평가하게 되는 적합함수(fitness function)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집단은 적합함수에 

의해 각각 평가되고 선택(selection)과정을 거쳐 가

장 우수한 해들이 선별된다.  

선택 과정을 위해 RWS(Roulette Wheel Selection)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교배(crossover) 과정을 위해

서는 2차원 교배 방법이 사용되었다. RWS방법은 

높은 적합함수 값을 갖는 해를 조금 더 높은 확률

로 선택하여 교배 및 변이(mutation) 과정을 거치

도록 한다. 또한 2차원 교배 방법은 선택된 해들

을 짝수와 홀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가져온 유전 정보를 합하여 새로운 해를 창출한다. 

이러한 해들은 변이 과정을 거쳐 세대를 거듭할 

수록 더욱 우수한 해로 진화하게 된다.(8) 

본 연구에서는 10 개의 해들로 하나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50 세대 동안의 유전 알고리즘을 거쳐 

최적해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2 ON/OFF 방법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에 

ON/OFF 방법을 수행하여 추가적인 성능의 향상

을  도모하였다 .  ON/OFF 방법에서는  각  요소

(element)의 존재 유무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게 된다. 변화율(gradient)을 기반으로 민감도

를 평가하는 다른 알고리즘들과 달리, 이 방법은 

요소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가 1일 경우 0으로 전

환하여 적합함수를 평가하고 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요소의 유전 정보를 선택하게 되며 그  

 

Fig. 1 Conceptual representation of the ON/OFF method 

 

역도 성립한다. Fig. 1은 설계 영역의 각 요소의 영

향을 순차적으로 평가하는 On/OFF 방법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ON/OFF 방법은 적용하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

게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다. 설계 영역 전체에 

대해서 ON/OFF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 알고리즘 수행 시간 단축을 위하여 형상의 

경계부분을 이루는 요소에서만 적용하거나,(4,5) 혹

은 설계 영역의 크기가 작고 요소의 수가 많지 않

을 경우에는 설계 영역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ON/OFF 방법은 

변화율 기반의 민감도 해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요

소의 민감도를 평가하지만, 확률적 방법에 기반을 

둔 유전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요소가 형상에 미치

는 영향을 기반으로 최적해를 찾기 때문에 결과값

의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GA 기반의 위

상최적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의 향상이 이

루어진 단계에서 ON/OFF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GA의 오랜 반복 과정에 따

른 계산량의 증가를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설계 영역은 한 층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단일 구조이고 56개의 적은 수의 요소들

로 설계 영역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모든 요소들

을 대상으로 ON/OFF 방법을 적용하였다.  

3. 나노 개구 격자 

근접장에서 정보저장 기술을 다루는 광 저장매

체에서는 고투과율에 의한 정보저장 효율을 높이

고자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9)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는 측면 발광 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는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의 투과

율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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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나노 개구의 형상이나 크

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개구를 통과한 빛의 투과

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나노 개구를 이루는 Ag 박판의 격자 패

턴을 GA와 ON/OFF 방법을 이용한 구조 최적설계

의 방법을 통하여 개구를 통과한 빛이 유전체에서 

효율적으로 집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초기모델의 해석 및 목적 함수의 설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근적외선

(near infra-red) 영역의 파장이 850nm 인 빛이 공기

층을 지난 후 Ag 박판에 뚫린 개구를 통과하여 

유전체인 a-Si(amorphous silicon)층에 집적 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Fig. 2(a)와 같이 길이200nm의 

개구와 두께 100nm의 Ag 박판으로 구성된 시스템

을 설계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축 대칭 모델(axis-symmetric model)을 사용하

였으며 각 재료의 상대 유전율(Relative permittivity)

은 Table 1에 표기된 값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

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transverse 

magnetic(TM) 모드에 대한 Maxwell 방정식으로 표

시된다. 
 

2

2 2

1 1

r c tε

∂
∇⋅ ∇ =

∂
H H             

(1) 

 

여기서 εr은 상대 유전율(relative permittivity), H는 

자기장세기(magnetic field strength), c는 광속을 나타

내며, 연속성을 고려한 Dirchlet 경계조건이 적용되

었다. 

Fig. 2(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 영역은 

100nm 두께의 Ag 박판 중 아래의 75nm 두께 부

분으로 설정하였다. 유전 알고리즘과 ON/OFF 설

계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의 최적화된 격자 구조

를 설계 하고자 한다. Fig. 2(a)의 나노개구 아래 부

분의 측정 영역(measuring domain)에서는 Ag 박판

의 개구를 통과하는 빛의 세기를 다음의 식 (2)와 

같이 Poyning vector 값을 이용하여 측정한다.(11) 
 

*
( ) Re( )P Poynting vector = ×E H

       
(2)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구조를 대상으로 해석-설

계 과정을 수행하므로 TM 모드에 의한 Poynting 

vector는 다음의 식 (3)과 같다.  
 

0

* *

where  

x y z y z x z

x y z

z x y

i j k

E E E E H i E H j

H H H

E H H= = =

= −

     

(3) 

Table 1 Relative permittivity of the materials  

Material Relative permittivity 

Air 1 

Ag -32.222+1.728i 

a-Si 14.621+0.496i 

 
 

 

(a) 

 

 

(b) 

 
Fig. 2 Schematic model of a nano-aperture system; (a) 

initial nano-aperture symmetric model and (b) 
design domain for the optimization process 

 
여기서 *

zH 는 zH 의 complex conjugate를 의미한다. 

또한 H-field값을 input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유도된 

Poynting vector식에 존재하는 E-field 부분들을 H-

field와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하여 Maxwell 방정식 중 일부인 Ampere 법

칙을 의미하는 식 (4)를 식 (3)에 대입하여 식 (5)

와 같이 Poynting vector 값을 도출하였다. 

 

 ,    

      

      

y xz z
x y

y x
z

j

H HH H
j E j E

y z z x

H H
j E

x y

ωε

ωε ωε

ωε

→

∇× =

∂ ∂∂ ∂
− = − =

∂ ∂ ∂ ∂

∂ ∂
− =

∂ ∂

H 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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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ˆ ˆRe

*
ˆ ˆRe

z z
z z

z z z

P Poynting vector

H H
H i H j

j x j y

H H H
i j

j x y

ωε ωε

ωε

∂ ∂
= − ⋅ − ⋅

∂ ∂

∂ ∂
= − ⋅ + ⋅

∂ ∂

 
 
 

  
         

(5) 

 

여기서 ω는 들어오는 빛의 파장, ε는 a-Si의 유전

율 값을 나타낸다.  

Fig. 3(a)는 개구를 통과한 빛이 a-Si층을 진행하고 

있는 H field의 초기 모델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초기 모델은 Fig. 3(b)와 같이 격자

가 없는 Ag 박막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본 해석

은 빛의 파장이 고정된 정상 상태(steady state)에서 

이루어지며 공기 층에 나타나는 불규칙적인 파형

은 입사된 빛의 성분 중 개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Ag 박판에서 반사되는 빛과 입사되는 빛의 중첩

되는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정상 상태 해석에서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측정 영역에서 계산된 Poynting vector 

값은 초기모델에서 5.675849e-38W/m2의 값으로 도

출되었으며 5A/m의 입사빔이 1500nm 길이의 윗

면에 조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값으로 도출된 Poynting 

vector 값을 정규화(normalization) 하여 이 값을 

output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초기 모델에서 

output 값은 1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고려한 설계  

 

 
 (a) 

 

 (b) 

Fig. 3 Analysis result of the initial model; (a) analysis 
result of the initial model and (b) its Ag layer 
shape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Maximize (output in the measuring domain)    (6) 

 
3.2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 

설계 영역에서 각 요소들은 1 또는 0의 유전자 

정보를 갖게 되고, 1을 가지게 되는 경우 Ag의 물

성치를 의미하며 그 요소는 나노 개구의 격자 구

조를 형성하게 된다. 반대로 0일 경우 a-Si의 물성

치를 의미하며 그 요소는 개구 아래 부분의 유전

체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해들로 하나의 모집단을 

구성하여 50세대 동안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 하였

으며 Fig. 4는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초기 모

집단과 각각의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다. 초기 모

집단은 유전 알고리즘 상에서 임의로 형성되며, 

세대를 거듭하면서 선택, 교배, 변이 과정을 반복

적으로 수행하여 가장 좋은 결과값을 도출하는 해

의 순서대로 배열 되게 된다.  

나노 개구 격자의 구조 설계에서는 식 (7)과 같

이 Poyting vector 를 적합함수로 설정하고 각 해들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Re( )fitness function = ×E H
        

(7) 

 

임의로 형성된 10개의 모집단 해를 이용하여 50

세대 동안의 유전 알고리즘의 과정을 거친 후 Fig.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피 

제한 조건(volume constraint)이 50%로 설정되어 

GA에 의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수행되었다. 왼쪽 

상단부터 가장 높은 output 값을 갖는 모양이 차

례로 나열 되어 있다. 각 격자의 형상은 서로 비

슷한 형상을 갖지만 격자의 배치나 너비 등이 서

로 다른 형상들이며 Fig. 5의 첫 번째 형상인 가장 

높은 성능의 격자 구조를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Fig. 4 Initial population for nano-aperture grat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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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by the GA optimization process 

 

 
(a) 

 

(b) 

 

(c) 

Fig. 6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after the GA 
process; (a) optimized Ag layer shape, (b)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and (c) its 
convergence history 

 
정규화된 output 값이 1.1739 로 초기모델에 비하

여  17% 정도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  Fig. 

6(a)~(c)는 유전 알고리즘에 의해 최적화된 최종  

Table 2 Results comparison of the nano-aperture grating 
structure design 

Model Output Improvement 

Initial Model 1 - 

GA Model 1.1739 17% 

ON/OFF Model 1.2137 21% 

 

 
(a) 

 
 (b)  

 
(c) 

Fig. 7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after the 
ON/OFF process; (a) optimized Ag layer shape, 
(b) analysis result of the optimal model and (c) its 
convergence history 

 
격자의 모양과 그에 따른 해석 결과, 수렴이력

(convergence history)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3.3 ON/OFF방법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유전 알고리즘과 달리 요소가 형상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 민감도를 평가하여 최적의 형상을 결정

하는 ON/OFF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ON/OFF 방법은 초기 형상에 매우 민감한 알고리

즘이기 때문에 초기 형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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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50 세대를 

거친 후에 도출된 Fig. 6(a)의 형상을 ON/OFF 방법

의 초기 형상으로 설정하여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

였다. 

Fig. 7은 ON/OFF 방법을 통해 도출된 최적 형상

과 그것을 적용한 해석 결과, 수렴이력을 나타내

고 있다. 최종 도출된 형상의 경우, 유전 알고리즘

의 결과와 모양이 흡사하지만 서로 다른 격자의 

배열과 너비를 가지고 있다. 최적 형상을 적용한 

결과 output 값이 1.2137로 초기 모델이나 유전 알

고리즘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여 21% 정도 향상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과 ON/OFF 방법

을 적용하여 나노 개구에 형성되는 격자 구조의 

최적화된 형상을 도출하였다. 

Table 2는 측정 영역에서 계산된 Poynting vector 

값을 비교 하였으며 결과는 초기 모델의 결과값에 

대하여 정규화된 값으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Table 2 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전 알고리즘만을 

적용하였을 때 초기모델에 비하여 output 값이

17 %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초기 형상에 매우 민 

감한 ON/OFF 방법의 경우 유전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형상을 초기 형상으로 설정하여 최적화 과

정을 수행하였고 그 때의 output 값은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21%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유전 알고리즘과 ON/OFF 방법

을 결합한 구조 형상의 최적화 과정이 초고주파수 

대역의 구조물의 설계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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