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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 패치 안테나의 최적설계를 위한 
PSO와 APSO 알고리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SO and APSO Algorithms for the Optimal Design of 
Planar Patch Antennas

김 군 태*․김 형 석†

(Koon-Tae Kim․Hyeong-Seok Kim)

Abstract  –  In this paper, stochastic optimization algorithms of PSO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nd  APSO 

(Adaptive Particle Swam Optimization) a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revealed that the APSO provides faster 

convergence and better search efficiency than the conventional PSO when they are adopted to find the global minimum 

of a two-dimensional function. The advantages of the APSO comes from the  ability to control the inertia weight, and 

acceleration coefficients. To verify that the APSO is working better than the standard PSO, the design of a 10GHz 

microstrip patch as one of the elements of a high frequency array antenna is taken as a test-case and shows the 

optimized result with 5 iterations in the APSO and 28 iterations in th 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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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항공기의 이착륙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

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활주로 진입하는 항공

기의 진입경로를 유도하는 지상 제진입방식의 이더 시스

템이 있다. 진입유도 시스템은 계기 착륙 장비를 갖추지 않

은 항공기 는 련 장비가 고장난 항공기의 제에 리 

사용된다. 재 군용 비행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김해, 주, 포항, 구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다. 진입유도 

시스템에서 항공기의 진입유도에 필요한 정도의 정 한 

치 측을 하여 10GHz의 를 사용하고 있다[1].

이러한 정 한 치 측에 사용되는 이더 시스템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안테나 소자이다. 안테나 소자는 소형

화 되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부분의 복잡한 구

조 소자 설계는 설계자의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 인 방법으

로 설계되고 있어 정교하고 체계 인 설계가 어렵다. 최근 

이를 해결하고 설계시간의 단축의 효과를 얻기 해서 최

화 알고리즘을 용하여 부품소자 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7]. 

최 화 알고리즘에는 크게 결정론  방법과 확률론 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정론  방법은 목 함수의 설

계변수에 한 미분 정보를 이용하여 설계 하는 방법으로 

빠른 수렴속도의 장 을 가지고 있으나 국부최소 이 있는 

경우 역최소 을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확률론  방법은 자연계의 생태 상이나 움직임을 모방한 

알고리즘으로 구 이 쉽고 역최소 을 찾을 가능성이 높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8].

확률론  방법에서 PSO 알고리즘은 곤충의 집단이 서로

의 정보를 공유하여 집단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

목 함수의 최 화에 용성이 우수한 솔루션으로 보고되고 

있다[9]. 그러나 PSO 알고리즘도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 가

속도 상수와 가 치 상수를 결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PSO의 단 을 보안하고 장 을 극 화하려는 변형 알고리

즘 개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5]. 변형 

알고리즘 에서 재 상태의 상황을 단하여 가 치 상수

와 가속도 상수를 변화 시키는 APSO 알고리즘이 최근에 

연구되었다[16].

안테나 최 화 설계는 자장 해석 로그램과 최 화 알

고리즘이 결합하여 설계가 된다. 따라서 자장 해석 로

그램의 해석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만 설계 시간의 단

축을 할 수 있다. 이는 최 화 알고리즘의 수렴속도가 좌우

하게 된다. 따라서 최 화 알고리즘의 수렴속도 비교는 매

우 요한 성능비교 항목이 된다.

본 논문은 확률론  방법인 PSO 알고리즘과 APSO 알고

리즘을 구 하고 성능비교를 통해 안테나 최 설계에 합

한 알고리즘을 결정하 다. 한 구 된 알고리즘을 자장 

해석 로그램과 연계하여 항공기 진입유도 시스템에 사용

되는 10GHz의 이더용 평면형 패치 안테나를 최 설계 하

여 알고리즘 성능 비교를 검증하 다.

2. 최 화 알고리즘

2.1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PSO 알고리즘은 벌이나 개미와 같은 곤충 집단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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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로부터 발달이 되었다. 각 집단이 꽃의 꿀과 

같은 먹이에 한 정보를 집단 체에 공유하고 공유된 정

보를 기 로 집단의 개체가 움직인다는 개념을 최 화 알고

리즘으로 변형한 것이다[9].

PSO 알고리즘에서 각 개체를 particle이라 하고 각 

particle의 치에서의 문제의 해를 구하여 최 의 해를 찾는

다. 각 particle은 최 의 해에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particle의 최 의 해 장소로 모

여든다. PSO 알고리즘의 구 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은 APSO 알고리즘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PSO 알고리즘 순서도

Fig. 1 The flow chart of PSO

1) 정의  변수

PSO 알고리즘에서 설계 변수 집합인 각각의 particle은 

개별 으로 이동하지만, 이동하는 자신과 다른 particle의 정

보를 공유한다. 각 particle은 주어진 목  함수 F에서 가장 

좋은 결과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때 각 particle은 자신의 이

동 경로 에서 최고의 해를 Pbest라고 정의 한다. 그리고 모

든 particle의 무리 에서 최고의 해를 갖는 particle의 치

를 Gbest라고 정의한다.

Pbest와 Gbest는 최 화의 반복과정에서 계속하여 업데이트 

되며, 각 particle의 이동은 Gbestbestbest의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

게 된다. n개의 particle이 있다면, 비교하는 해의 개수는 n

이고, m 설계 변수가 있는 경우, 입자의 치의 크기가 m의 

벡터로 표 이 된다. 반복의 정지 기 은 모든 입자의 솔루

션의 최소 표  편차가 주어진 값보다 작을 경우이다.

2) 기화

해석 공간에서 최 의 치에 한 검색을 시작하려면 각 

particle은 무작 의 기속도로 가지고 임의의 장소에서 시

작된다. 기에 시작되는 각 particle의 치는 유일한 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particle의 치는 Pbest가 된다. 

그럼 다음 기 치의 정보 에서 첫 Gbest가 결정 된다.

3) 속도 업데이트

재의 치 정보  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Pbest와 Gbest

의 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속도가 업데이트 된다. 

particle의 속도는 Pbest와 Gbest의 상  치에 따라 변경된

다. 식 3을 이용하여 다음 속도를 얻을 수가 있다.

 ⋅ 

⋅⋅  
⋅⋅  

(1)

여기서  는 각 입자의 속도이고    는 각 입자의 

치 크기 m에서의 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기속

도 가 치이며 과 는 각 입자가 Pbest와 Gbest로 향하는 

확률 인 가속의 가 치를 표 한다. 과 는 각각 0과 1

사이의 랜덤변수이다. 과거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는 

0.729, 과 는 1.49로 설정 하 을 경우 가장 좋은 수렴도

를 보여주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이 설정 하 다.

4) 치 업데이트

갱신된 속도를 바탕으로 재 치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된다. 식 4를 이용하여 다음 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2)


min ≦ ≦max

이후 업데이트 된 치 정보에서의 문제의 해를 계산하고 

2)의 과정에서 다시 시작하여 반복 수행하게 된다. 최종 

으로 Gbest의 결과가 목표로 하는 문제의 해에 만족하거나 

일정 수렴조건 이내에 만족했을 경우 최 화 과정이 끝나게 

된다.

2.2 Adaptiv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PSO)

그림 2 APSO 알고리즘 순서도

Fig. 2 The flow chart of APSO

APSO는 PSO 알고리즘에서 변형된 알고리즘으로 빠른 

수렴속도를 얻기 해서 개발된 알고리즘이다. 기본 인 알

고리즘 흐름  치 업데이트 방식은 동일하지만  PSO 알

고리즘에 각 particle의 치에 따른 탐험(exploration), 개발

(exploitation), 수렴(convergence), 도약(jumping out) 의 4

가지 경우의 조건을 추가한 알고리즘이다. 각 추가된 경우

에 따라서 속도 업데이트 과정의 가속도 계수를 변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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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수렴속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그림 2는 APSO 알

고리즘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16].

1) 거리 인자 계산

우선 각 particle과 Gbest 치의 거리를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큰 거리 차와 가장 근소한 거리 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재 Gbest가 치한 곳의 정보를 구분한다. 이를 거리 인자

로 하고 식 3에 의해 결정된다.

 max min
 min

                  (3)

2) 가속도 상수 제어

식 3에 의해 결정된 거리 인자를 바탕으로 재 상태를 

구분하게 된다. 상태는 탐험, 개발, 수렴, 도약의 4가지로 구

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가속도 상수를 증가, 감소(0.1)

와 약간증가, 약간감소(0.05) 하게 된다.

① 탐험 : 가속도 상수   증가,   감소

 











×

×


≤≤
≤≤
≤≤
≤≤
≤≤

  (4)

② 개발 : 가속도 상수   약간증가,   약간감소

 











×

×


≤≤
≤≤
≤≤
≤≤
≤≤

  (5)

③ 수렴 : 가속도 상수   약간증가,   약간증가

 









×


≤≤
≤≤
≤≤

  (6)

④ 도약 : 가속도 상수   감소,   증가

 









×


≤≤
≤≤
≤≤

            (7)

3) 가 치 상수 제어

1)에서 계산된 거리 인자를 이용하여 가 치 상수도 업데

이트를 달리한다. 응형 가 치 상수 계산은 식 8에 의해 

계산된다.

  
 ∈            (8)

와 같이 개선된 가속도 상수와 가 치 상수를 이용하여 

식 1의 속도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다음 particle

의 치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후 일련의 과정은 기본

인 PSO와 동일하다.

2.3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

앞에서 언 한 각 확률론  방법의 최 화 알고리즘은 서

로 장단 을 가지고 있어 비교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향후 자장 해석 로그램과 연계한 부품 최  

설계를 해서 보다 빠른 수렴속도의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따라서 알고리즘의 계산속도  수렴속도, 계산량 등의 다양 

한 알고리즘 특성 에서 수렴속도로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 다.

최 화에 사용된 개체 수는 50개 이며 설계변수는 2차원

으로 수행하 다. 검색 역은 [20, –20]으로 하고 기 수

렴속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최  반복 계산은 50으로 

설정하 다. 한 상 인 비교를 해서 기 발생하는 

무작  개체는 동일하게 하 다.

1) Sphere :    
 

그림 3 2차원의 Sphere 함수

Fig. 3 The sphere function of 2-dimension

그림 4 Sphere 함수의 역최소

Fig. 4 The global minimum of sphere function

Sphere 함수는 (0,0)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최 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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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는 2.88e-6, APSO는 1.73e-8으로 수렴하여 APSO가  

최소값에 근사한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역 최소 의 업데이트 과정이 APSO가 PSO보다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그림 4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Sinc :   sin×sin

그림 5 2차원의 Sinc 함수

Fig. 5 The sinc function of 2-dimension

그림 6 Sinc 함수의 역최소

Fig. 6 The global minimum of sinc function

Sinc 함수는 (0,0)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 이 의 함수

와는 달리 Sinc 함수는 지역 최소 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 

본 함수를 통해서 지역 최소 으로 빠지지 않고 역 최소

으로 얼마나 빠르게 수렴하는지를 비교하 다. 최 화 결

과 PSO는 –9.99e-1, APSO는 –1.00으로 수렴하 다. 그림 

6에서 최종 수렴은 APSO가 잘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도 역시 이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빠른 수렴

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체 개체들의 평균을 구한 그

림 5의 그래  결과를 보면 PSO가 APSO보다 더 빠르게 

모여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2개의 함수에 한 PSO와 APSO의 최 화 결과를 비

교한 결과 체 으로 APSO가 빠른 수렴속도를 가지고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3. 평면형 패치 안테나 최  설계

3.1 평면형 패치 안테나 설계

본 논문에서는 10GHz의 공진주 수를 갖는 평면형 패치 

안테나를 설계하 다. 설계에 사용된 기 은 유 율 2.2, 두

께 0.775mm의 RT/Duroid 5880을 사용하 다. 

그림 7 평면형 패치 안테나의 구조

Fig. 7 The structure of planar patch antenna

먼  패치 안테나의 크기는 공진 주 수 에 따라 패치

의 폭과 길이를 식 9~12에 따라 계산한다.


 


 


 (9)

 


∆    (10)

∆× 
 



(11)

 

 


  
 

 

      (12)

기본 인 패치 안테나의 경우 임피던스 정합을 해 트랜

스포머가 추가된다. 패치 안테나의 임피던스와 입력 포트의 

50ohm의 임피던스 정합을 한 트랜스포머를 계산하고 마

이크로스트립 라인의 폭과 길이 계산에 따라 설계 변수를 

표 1과 같이 결정하 다. 

설계변수 기 설계

W 11.86 mm

L 9.63 mm

feed_w 0.59 mm

feed_l 5.65 mm

port_w 2.39 mm

표   1  평면형 패치 안테나의 설계 변수

Table 1 The design parameter of planar patch antenna

3.2 패치 안테나 최  설계

평면형 패치 안테나의 폭과 길이의 계산식 (5)~(8)을 통해 

설계된 안테나는 이상 인 경우에서의 계산결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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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필드의 결과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실제 

필드분포와 3D 구조물의 경우 등을 고려한 자장 해석 

로그램 통해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계변수에 따라 안테나 특성의 변화는 비선형

이며 설계목표에 맞게 설계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구 되고 비교 연구한 PSO와 APSO 알고리즘을 

통해 최 설계를 수행하고 두 알고리즘의 성능 비교를 통해 

검증하 다. 안테나는 사용 목 의 공진주 수로 설계되어

야하기 때문에 설계 목 함수를 식 13과 같이 정의하 다.

    
              (13)

여기서 는 목표 공진주 수로 10GHz이며, 는 반복계

산 결과의 공진주 수이다. 

식 13과 같은 목 함수를 바탕으로 PSO와 APSO를 MS 

excel의 Visual Basic으로 구 하고 상용 자장 해석 로

그램 HFSS와 연계하여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최 화에 

사용된 PSO와 APSO의 particles의 개수는 총 10개 이며 5

개의 설계변수를 최  설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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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목 함수의 수렴도

Fig. 8 The convergence of objective function

8 9 10 11 12
-40

-30

-20

-10

0

R
et

ur
n 

Lo
ss

 [d
B

]

Frequency [GHz]

 Initial
 APSO
 PSO

그림 9 안테나 공진주 수 결과

Fig. 9 The result of resonance frequency

최 설계 결과 PSO는 총 28번의 반복계산 결과 그림 8에

서와 같이 목 함수가 1이하로 수렴하 으며 최  설계된 

안테나의 공진주 수는 10.01GHz에서 –32.905dB의 반사손

실로 목표에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APSO

는 총 5번의 반복계산 결과 목 함수가 0으로서 수렴하 으

며 최종 결과의 공진주 수는 10GHz에서 –30.398dB의 반사

손실을 나타내어 목표값에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평면형 패치 안테나의 최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

차원 함수에서와 유사하게 수렴도 특성에서 APSO가 PSO

보다 빠른 수렴속도를 보 으며 최 설계 결과도 두 알고리

즘 모두 목표설정 값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O 알고리즘과 APSO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역최소  탐색의 성능을 비교하 다. 5가지의 함

수에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하 다. 역최소  탐색 

 수렴속도가 PSO보다 APSO가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

다. 지역최소 의 존재하는 함수에서도 APSO가 지역최소

으로 빠지지 않고 역최소 을 빠르게 찾아 가는 것을 확

인하 다. 기본 알고리즘에서 가 치 상수  가속도 상수 

제어가 빠른 수렴속도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요한 요소이

며 변형 알고리즘 개발에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향후 변

형 알고리즘 개발은 가 치 상수와 가속도 상수 제어 방법 

 정보 수집 방법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한 PSO와 APSO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진입유도 

시스템에 사용되는 10GHz의 평면형 패치 안테나에 한 최

설계를 수행하 다. PSO는 28번, APSO는 5번의 계산 결

과 수렴을 하 다. 두 알고리즘 모두 최 설계에서 목표값

을 모두 만족을 하 으나 수렴도에서 APSO가 빠르게 수렴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을 통해 설계된 평면형 

패치 안테나는 항공기 진입유도 이더설계에 유용하게 쓰

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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