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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삼 역 PIFA

최  설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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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study on an optimal design of a triple-band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 of 433 

MHz, 912 MHz and 2.45 GHz by using evolution strategy. Generally, the resonant frequency of the PIFA is determined 

by the width and length of a U-type slot used. However the resonant frequencies of the multiple U slots are varied by 

the mutual effect of the slots. Thus the optimal width and length of U-type slots are determined by using an optimal 

design program based on the evolution strategy. To achieve this, an interface program between a commercial EM 

analysis tool and the optimal design program is constructed for implementing the evolution strategy technique that seeks 

a global optimum of the objective function through the iterative design process consisting of variation and reproduction. 

The resonant frequencies of initial model are 439.5 MHz, 981.5 MHz and 2.563 GHz. However, the resonant frequencies of 

the triple-band PIFA yielded by the optimal design program are 430.5 MHz, 907 MHz and 2.4515 GHz. Measured 

resonant frequencies are 433.5 MHz, 905.5 MHz and 2.454GHz, which show a good agreement with the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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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무선통신 서비스는 안테나, 필터, 증폭기, 믹서 등과 같은 

RF 소자 기술의 발 에 따라 빠르게 발 하고 있고 있다. 

무선 통신 부품  하나인 안테나는 소형화  다  역 

등의 다양한 기술에 한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

근 다  역  소형 안테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평면형 안테나 에서 PIFA (Planar Inverted-F 

Antenna)는 패치 길이가 반 장의 1/4 정도로 크기를 소형

화 할 수 있어 소형 안테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 으로 PIFA의 다 역 기법으로는 기생소자를 이용

하는 방법과 슬릿(slit)을 이용하는 방법[1][2]  L형이나 U

형 슬롯(slot)을 이용하는 방법[3][4] 등이 있다.

U형 슬롯 방법에서 공진주 수는 U형 슬롯의 넓이와 길

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다  역 PIFA 설계에서 U형 

슬롯을 포함한 패치의 설계는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U

형 슬롯은 목표 공진 주 수에 따라 기본 길이를 계산한다

[5]. 그러나 설계 목표 주 수에서 정확한 공진을 하기 해

서는 정확한 U형 슬롯의 길이를 찾아야 한다. 이때 많은 경

우 설계자의 직 과 경험에 의존하는 시행착오를 통해 설계 

변수 값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자의 노하우에 의존

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조에서도 새로운 역의 안테나 설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구조의 안테나 설계 과정마다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존 설계 기

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최근에 안테나 설계에서 기존

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설계 시간을 단축하기 한 최 화 

기법이 소개되고 있다[6][7][8].

본 논문에서는 진화 알고리즘(evolution strategy) 기법[9]

을 통한 PIFA 최  설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진화 

알고리즘 기법은 설계 변수와 돌연변이 요소를 이용하여 최

의 설계 변수 값을 찾아가는 기법이다. 상용 자장 해석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명령어(script command)를 

이용하여 진화 알고리즘과 자장 해석 로그램과 연동하

는 최  설계 로그램을 엑셀(Excel)과 비주얼 베이직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구 하고 U형 슬롯의 최  설계 

변수 값을 구하여 구 하 다.

2. 본  론

2.1  삼  역 PIFA 구조 설계

U형 슬롯을 갖는 PIFA 구조의 삼 역 안테나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다. 설계된 안테나는 유 이 4.4이고 두께가 

1.6 mm인 기 에 사각형의 기본 패치와 2개의 U형 슬롯으

로 구성하여 433 MHz와 912 MHz  2.45 GHz에서 공진 

주 수를 갖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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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도 

  (a) Top view

(b) 측면도

  (b) Side view

그림 1  설계한 삼 역 PIFA 구조.

Fig. 1  Structure of designed Triple-band PIFA.

기본 패치의 PIFA 구조에서 공진 주 수는 단락 의 넓

이에 많은 향을 받는다[10]. 단락 이 넓을수록 역폭과 

공진 주 수는 증가한다. 

단락 과 패치의 크기에 따른 공진 주 수는 식(2)와 같

이 계산할 수 있다[10].

  


(1.1)

   


(1.2)

 











∙ ∙   ≦

 ∙ 
∙   

(2)

여기서 는 빛의 속도이고    , 이다. 

한 과 는 패치의 길이와 패치와 지 과의 간격이다. 

은 패치의 넓이이며 는 단락 의 넓이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2)를 통해 공진 주 수가 설계 목표의 

첫 번째 공진 주 수()가 433 MHz 역에서 공진 할 수 

있도록 PIFA의 설계 변수를    과   

 로 설정하 다. 이 때  로 설계하 다. 

그림 2는 단락 의 넓이가 4~10mm의 변화에 따른 반사

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때 다른 설계 변수는 기 설정 

값을 유지 시켰다. 단락 의 넓이가 증가할수록 공진 주

수의 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 SW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2 Variation of S11 vs. SW.

기본 패치에 의한 공진 주 수보다 높은 공진 주 수를 

형성하기 한 U형 슬롯의 넓이()와 길이()는 식(3)

의 공진 주 수 계식에 의해 결정된다[11].

   


   (3)

두 개의 U형 슬롯이 있는 삼 역 안테나 설계 과정은 

식(2)와 식(3)을 이용하여 낮은 주 수()에 기본 패치 크

기를 결정하고 간 주 수()는 슬롯1에 의해 결정되며 

높은 주 수()는 슬롯2에 의해 결정하는 순서로 설계한

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U형 슬롯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공진 주 수는 낮아지기 때문에 은 목표 주 수인 433 

MHz 보다 높게 설계해야 한다. 85✕85 mm의 기본 패치에  
   인 슬롯1을 삽입하여 는 498.5 MHz에서 

445 MHz로 낮아진다. 한,    인 슬롯2에 의

해 는 439.5 MHz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가 1005 

MHz에서 981.5 MHz로 낮아진다. 기본 패치 내부에 슬롯1

과 슬롯2가 추가됨에 따라 공진 주 수가 낮아지는 것을 그

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U형 슬롯 수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3 Variation of S11 vs. U-slo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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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A의 다  공진 주 수를 형성하기 한 두 개의 슬롯

의 설계 변수는 서로 다른 공진 주 수에 향을 다. 그

림 4~7은 슬롯 1과 슬롯 2의 설계 변수인  ,  ,  , 의 

변화에 따른 공진 주 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4와 5에서 슬롯1의 설계 변수인 와 가 각각 

36~46 mm의 변화에 따라 의 치가 변화는 것은 물론 

의 반사계수가 변화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가 변할 때 와    은 각각 41mm와 15mm  

15mm로 일정한 값을 주어 확인 하 다. 그림 5는 의 변

화에 따른 반사계수를 확인 것으로 는 41mm이고 와 

은 15mm이다.

그림 4  W2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4  Variation of S11 vs. W2.

그림 5  L2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5  Variation of S11 vs. L2.

그림 4와 5에서 슬롯1의 와 가 변화는 의 공진 

치 변화에는 향이 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보

다는 가 의 변화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6과 7에서는 슬롯2의 와 이 각각 12~18mm의 

변화에 따른 안테나의 반사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의 

특성 변화와 함께 의 공진 치가 변화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그림 6은 슬롯1과 슬롯2의 은 각각 

41mm와 15mm로 일정하게 하 으며 그림 7은 슬롯1과 슬

롯2의 의 값을 각각 41mm와 15mm로 고정하여 의 변

화에 따른 반사계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그림 6  W3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6  Variation of S11 vs. W3.

그림 7  L3에 따른 반사계수(S11) 변화.

Fig. 7  Variation of S11 vs. L3.

U형 슬롯의 설계 변수에 따라 와 의 특성 변화가 

있음을 그림 4~7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와 의 변

화보다는 와 가 공진 주 수 변화에 많은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은   뿐만 아니라 에도 

향을 미치는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슬롯1의 

와 를 식(3)에 의해 결정하여도 슬롯2의 와 에 의해 

공진 주 수가 변화기 때문에 슬롯1과 슬롯2의 설계 변수값

을 조 해야 한다. 

기존의 시행착오에 의한 설계 방식으로는 설계 목표 주

수인 433 MHz와 912 MHz  2.45 GHz의 공진 주 수를 

자는 PIFA를 설계하기 해서는 슬롯1과 슬롯2의 모든 설

계 변수 값을 조 하면서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형 슬롯 변수인  ,  ,  , 에 해 진

화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한 최  설계에 해 연구를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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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화 알고리즘( Evolution Strategy)  기 법

비결정론  최 화 기법  하나인 진화 알고리즘의 기본 

순서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진화 알고리즘.

Fig. 8  Evolution strategy.

진화 알고리즘은 기 설정한 설계 변수 집합인 개의 

부모 개체군( )으로부터 일정한 범  내에서 확률변수를 

발생시켜 식(4)와 같이 개의 차기 개체군(′)은 생성 시
킨다. 

′    (4)

여기서 는 세 를 의미하며   ⋯로 은 설계 변

수의 수이다. 은 평균이 0인 균등 분포를 갖는 확률

도 함수에 의해 발생되는 난수이며  는 변화 가능폭

(step width)이다. 

부모 개체군과 차기 개체군 체를 통해 원하는 설계 목

표에 가장 근 한 변수 집합을 택하여 식(5)와 같이 다음 

부모 개체군을 구성한다.

   











′   ′≦ 
    ′  

(5)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의 목
함수 값이다. 이런 과정을 변이와 재생산 과정이라 한다.

변이 변화폭은  세 로부터 이  10세  동안 재생산 

과정에서 차기 개체군이 부모 개체군으로 변이가 일어난 횟

수를 계산하여 식(6)과 같이 변화 시킨다.

′ 










    변이횟수
 ×  변이횟수

(6)

변이와 재생산 과정의 결과에 따라 변이 변화폭을 조 하

며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최 의 설계 변수 값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부모 개체와 하나의 차기 개체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1+1) 진화 략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목표 주 수가 433 MHz와 912 MHz  2.45 GHz로 목 함

수와 공진 주 수에서의 반사 계수(S11)를 구속조건으로 식

(7)과 같이 설정하 다.

목 함수 
  



  


구속조건   ≦

(7)

여기서 는 가 치이고 는 자장 해석 결과의 공진 

주 수이며 는 설계 목표 주 수이다.

2.3 PIFA 최  설계

반복 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안테나 설계 과정에서 진화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 자장 해석 로그램과 최 화 

로그램간의 연동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 할 필요가 있다. 

자장 해석 로그램인 CST의 스크립트 명령어를 활용하

여 최  설계의 자동화 로그램 환경을 그림 9에 나타내었

다. 그림 9에서 나타낸 자동화 로그램 환경 하에서 목표 

주 수  안테나의 설계 변수 값을 입력하여 안테나 모델

링  자장 해석을 수행한다.  

그림 9  통합화된 로그램 구조.

Fig. 9  Integrated program architecture.

부모 개체군에서 차기 개체군을 생성하기 한 식(4)에서 

기 설계 변수치와 변이 가능폭을 표 1과 같이 설정하 고 

목 함수의 가 치와 수렴 허용 오차를 10으로 설정하여 수

렴도가 10이하에서 로그램이 정지하도록 설정하 다.

변수
변이 가능폭( ) 가 치()

      

설정값 1 1 0.5 0.5 0.6 0.3 0.1

표  1  기 변이 가능폭  가 치

Table 1  Initial of step width and weighting factor

설계 변수의 기치는 식(2)를 이용하여 슬롯1과 슬롯2의 

넓이와 길이 합이 각각 81mm와 30mm로 계산하여 U형 슬

롯의 넓이와 길이가 같게 설정하 다. 

그림 10에는 안테나 설계의 목 함수 수렴도를 나타내었

다. 80회 이상에서 목 함수 값이 안정 으로 형성되면서 

총 176회의 자장 해석을 통해 제작 가능한 PIFA의 최종 

설계 변수 값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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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  목 함수 수렴도.

Fig. 1 0  Convergence of the objective function.

구 한 최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PIFA의 최

 설계를 표 2와 그림 11에 기 설계와 비교 제시하 다. 

그림 1 1  기 설계와 최  설계 반사계수 변화.

Fig. 1 1 S11 variation between the initial and optimal design.

변수 단 기 설계 최  설계



mm

41 50.2

 41 43.2

 15 12.9

 15 16.1

주 수 MHz 439.5 981.5 2563 430.5 907 2451.5

S11 dB -25.15 -15.9 -7.13 -35.42 -27.48 -15.98

표   2 기 설계와 최  설계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initial and optimal design.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 삼 역 PIFA의 최  설계 결과 

슬롯1의 와   합이 93.4mm로 13.9% 증가하는 반면 슬

롯2의 와   합이 29mm로 3.33%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

었다. 한 슬롯1의 는 증가하는 반면 슬롯2의 은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기 설계의 자장 해석 결과를 통해 설계 목표 주 수

인 433 MHz와 912 MHz  2450 MHz에서 각각 1.5%와 

7.62%  4.61%의 오차가 발생하 지만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설계 결과 시 각각의 설계 목표 주 수에서 

0.58%와 0.55%  0.06%의 오차를 갖는 430 MHz와 907 

MHz  2451.5 MHz의 공진주 수와 -15 dB 이하의 반사

계수를 갖는 삼  역 PIFA를 설계하 다.

2.4  PIFA 제작  측 정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종 설계 값으로 제작한 삼  

역 PIFA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ADVNTEST Network 

Anlayzer R3767CG를 사용하여 제작한 PIFA를 측정하여 그

림 13에 시뮬 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 제시하 다. 

측정 결과 공진 주 수는 각각 433.5 MHz, 905.5 MHz  

2.454 GHz로 시뮬 이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a) 정면도 

  (a) Top view

(b) 측면도

  (b) Side view

그림 1 2 설계한 삼 역 PIFA 구조.

Fig. 1 2 Structure of designed Triple-band PIFA.

그림 1 3 시뮬 이션과 측정 결과 비교.

Fig. 1 3 Comparison of result between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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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U형 슬롯을 포함하는 삼 역 

PIFA를 설계  제작하 다. 두 개의 U형 슬롯의 설계 변

수 값에 따라 세 개의 공진 주 수가 변화함에 따라 변이와 

재생산 과정을 통해 최 의 값을 찾아가는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삼  역 PIFA를 설계하 다. 안테나의 반복 인 

자장 해석과 결과 분석 과정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그램

을 구 하여 최 의 U형 슬롯의 설계 값을 구하 다. 구

된 자동화 로그램을 이용하여 PIFA의 설계 변수를 찾은 

결과 430.5 MHz, 907 MHz  2.451 GHz의 공진 주 수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  측정

한 결과 433.5 MHz, 905.5 MHz  2.454 GHz의 공진 주

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진화 알고리즘의 목 함수 

수렴도 허용오차를 임으로써 보다 목표 주 수에 근 한 

PIFA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진화 알고리즘

을 이용한 최  설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다양한 주

수 역의 안테나  다양한 구조의 안테나에 한 설계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진화 알고리즘 이외의 결

정론  최 화 기법을 용하여 보다 효율 인 안테나 설계

에 한 연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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