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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기기기 최적 설계 시, 일반적으로 전역 최적해를 찾

기 위해서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주로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은 알

고리즘 내에 확률 요소가 있으며 전역 최적해로 수렴이

가능하다.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들 중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알고리즘은, 소수의 파라미터들로 실행 가능

하고 프로세스가 간단하여 전역 최적해를 탐색하는데 유

용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국부 최적

해를 갖는 Multi-modal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서, PSO 알

고리즘은 국부 최적해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고 탐색 시간

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해군의 작전 중 하나인 대잠작전의 개념과 절차를 모사한

새로운 개념의 PSO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대잠작전이란 아군의 작전요소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색하고 격파하는 작전을 말한다. 실제 대잠작전에서는

효과적인 적 잠수함 탐색을 위해 해역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속도와 은밀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

지는 3가지 작전요소(잠수함, 수상함, 항공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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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특징들을 기존

PSO 알고리즘에 접목하였다. 속도가 서로 다른 3가지 군

집들로 개체들을 구성하여 실제 대잠작전 절차에서 착안

한 탐색 전략들에 따라 전역 최적해을 찾아가도록 모사하

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 정확성, 신뢰성은 시험함수와

함께 실제 전동기 설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기존 PSO 알

고리즘보다 문제영역을 빠르고 넓게 탐색할 수 있으며 정

확한 해를 찾을 수 있었다.

최적 설계에 적용한 전동기는 선박 자세 안정성 향상을

위한 Anti-heeling system 펌프용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이다.

최적 설계의 목표이자 목적함수는 전동기의 출력 토크

손실 최소화와 코깅토크 저감이며 다중목적함수를 사용하

였다. 설계변수는 노치(Notch)와 치단(Tooth tip)의 높이,

슬롯 개구폭(Slot opening)이다. 코깅토크 저감을 위해 노

치를 적용하였고, 노치 적용으로 인한 출력토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치단의 높이와 슬롯 개구폭을 조절하였다.

설계한계치를 고려한 설계변수의 제한조건과 목적함수,

설계변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동기 최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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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결과와 함께 기존 PSO 알고리즘과 최근의 최적화 기

법들을 적용한 전동기 최적설계 결과들을 비교하여, 수행

시간과 정확성 측면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코깅토크(Cogging Torque), 최적설계(Optimal

Design)

학 번 : 2016-20940

이 름 : 윤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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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요가 상승하고 가스연료 수요 상승에 따른 LNG 운반선의 발

주량 증가와 기술력을 앞세운 친환경ㆍ고효율 고부가가치선의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선

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1]-[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조선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가치선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조 및 운용비용 절감 등의 수익구조 개선과 함

께 차세대 고부가가치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3].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다수의 인원이 탑승하는 크루즈선, 위험

성이 높은 LNG 운반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함과 같은 고부가

가치선은 다른 종류의 선박들과 달리, 사고 시 수많은 인명과 막

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하므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강풍과 급격한

회전, 그리고 고르지 않은 화물 적재로 인한 선박의 횡동요는 물

적 손실과 함께 승선자의 안전성과 거주성, 작업능률을 저하시키

는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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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횡동요 방지 시스템 설계를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되고 있다[4],[5].

상용화된 횡동요 방지 장치 중, Anti Heeling System은 선적

작업 중 선박의 Ballast tank를 이용하여 선체 횡동요를 방지하

는 장치이다. 화물 적재와 하역에 따른 선체의 경사각을 자동적

으로 감지하고 선박의 좌우측 Ballast tank 내의 물을 선박이 기

우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이동시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한다

[7]-[9]. 그림 1.1.(a)는 Anti Heeling system의 원리를 나타낸다.

(b)

(a) (c)

그림 1.1. Anti Heeling System

(a) Anti Heeling System의 원리

(b) Anti Heeling pump (Outside motor type)

(c) Anti Heeling pump (Inside motor type)

Fig. 1.1. Anti He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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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으로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횡경사 보정을 위해서

멈추는 시간 없이 적재 및 하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

을 절약할 수 있으며 횡동요를 방지하여 과도한 적재로 인한 전복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Anti Heeling System을 선박에 적용하면, 정지 중에서도

횡동요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선박의 안전한 접안과 선적시의

자세 안정성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화물을 선적하는 컨

테이너선, 시추선 LNG 운반선, 승객의 안락성을 중요시 하는 크

루즈선, 탄약 적하역과 유류운반, 인원 수송을 위한 군수지원함

과 상륙함과 같은 군함 등의 고부가가치선에 많이 적용되고 있

다[8]-[10].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Anti Heeling System용 펌프는 그림

1.1.(b)와 같은 Pump의 유량, 유속 및 속응성, 능동적 제어를 하

지 않는 단순한 양방향 프로펠러 펌프로써, 단순한 on-off 제어

에 의한 선박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동기를 펌프와 수직

으로 설치하며 베벨기어를 통해 운동을 변환하기 때문에 설치공

간을 많이 차지하고 효율이 낮다. 따라서 최근에는 선박 내 펌프

설치공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림 1.1(c)와 같이 전동

기를 펌프 내에 삽입하는 추세이다[8]-[11]

본 논문에서는 그림 1.1(c)와 같은 Inside motor type의 전동

기를 설계에 적용하였다. 전동기의 유형은 유량, 유속의 증가와

능동적인 제어를 통해 선박의 안정성을 신속히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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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 IPMSM)를 사용하였

다[8]-[10]. 설계목표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코깅토크

를 저감하고 출력토크의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원심력으로 인한 자석의 비산

을 예방할수 있으며, 약자속 제어가 가능하므로 넓은 동작영역에

서 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d축

에서 영구자석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극이 발생하므로 d축에 비

해 q축의 인덕턴스가 크다. 따라서 d-q축 인덕턴스 차이에 의한

돌극성으로 인해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que) 성분이 생

성된다. 그러므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영구자석에 의

한 마그네틱 토크 성분과, 추가적으로 생성된 자기저항 토크 성

분을 사용하므로 토크밀도가 높다. 또한 계자 자속이 외부 전원

과 관계없이 영구자석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효율과 출력밀도

가 다른 전동기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장점들

로 인해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고출력, 고효율이 요구되

는 선박추진용, 차량 구동용 전동기 등의 산업 여러분야에 사용

되고 있다[12]-[16].

그러나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는 영구자석과 고정자의

치와 슬롯 형상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코깅토크(Cogging

torque)가 큰 편이다. 코깅토크는 영구자석과 고정자 슬롯의 상

대적 위치에 따른 릴럭턴스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이며

전동기의 동작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계적 진

동, 소음을 발생시키며 전동기의 출력토크 리플의 주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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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이유로 코깅토크를 저감하기 위한 설계가 필수적이

다[17].

선박에서의 진동과 소음은, 선박 내부의 각종 기기들의 성능

을 저하시키고, 선체의 피로파괴 등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승무

원들과 탑승객들의 건강과 위험 감지 등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군함, 잠수함의 경우, 소리를 감지하여 공격하는

음향기뢰나 어뢰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코깅토

크를 저감하는 방법에는 극수, 슬롯수 조합을 적절히 설정하거나

스큐를 적용하는 방법, 회전자의 형상을 비대칭으로 적용하는 방

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코깅토크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에 노치(notch)를 적용하고, 고정자의 치 형상

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코깅토크를 저감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기기기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기 설계 및 기기 해석 시 주로 유

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FEM)이 사용된다. 유한요소

법은 전자장의 지배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 전기기기 내

의 자기장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기기의 여러 특성

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유한요소법을 통해 전기기기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나, 유한

요소법의 특성상 하나의 형상에 대해 많은 해석 시간이 요구된

다. 그리고 전기기기는 복잡한 형상 때문에 설계변수가 많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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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 특징 때문에 각각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라 성능의 변화

또한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인 설계를 통

해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전기기기 형상을 도

출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를 얻

기 위해서는 다양한 설계변수 조합을 적용한 전기기기의 해석

결과가 필요하므로 많은 해석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 변수가 허용되는 제한 조건(constraints

condition) 하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최적의 설계변수를

최소한의 계산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이 전기기기 설계에 적용된다. 즉, 최적화 기법이란 주어

진 범위내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목적값을 만드는 설계변수들의 조합을 찾는 방법이다.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 중 PSO 알고리즘(Particle Swarm

Optimization)은 대표적인 최적화 기법이다. PSO는 수행과정이

간단하고 몇가지 파라미터들만 가지고 적용하기 쉬우며 고효율

의 유연한 탐색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어 다양한 최적화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8],[19]. 하지만 Multi-modal과 Multi-variable과 같은 최적

화 문제에서는 탐색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국부 최적해에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SO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잠작전의 개념과 절차를 모사한 개선된

PSO를 제안하였다. 대잠작전은 적 잠수함을 탐지하여 격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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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작전이다. 이 알고리즘을 Anti-Submarine Operation PSO

(ASOPSO)라 명명하였다. ASOPSO는 적 잠수함을 찾기 위해

항공기(Aircraft), 수상함(Surface vessels)과 잠수함(Submarines)

으로써 해역을 탐색하는 상황을 모사한 알고리즘이다. 다르게 표

현하자면, ASOPSO는 개체들을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는 세 그

룹으로 나누어 최적해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이 제안된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최적해 탐색 시 개체들은

한층 새롭고 다양한 영역들을 탐색하게 되고 기존 PSO보다 해

석시간이 빠르며, 정확하게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 ASOPSO의

효용성과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학적 시험함수를

이용하여 기존 PSO와 최근의 최적화 기법들을 비교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ASOPSO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Anti Heeling

System 용 100kW급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고, 설계 및 해석과정에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그

리고 여러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실제 전동기 최적설계를 통해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ASOPSO의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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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잠작전 개념이 적

용된 개선된 PSO 알고리즘의 제안과 그에 따른 설계효과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각 장의 연구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연구배경과 그 내

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2장에서는 기본모델이 되는 선박 자세 안정성 향상을 위한

Anti Heeling System 구동용 100kW급 IPMSM의 구조 및 설계

사양과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기존 PSO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하고, PSO 알고리

즘의 단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개념의 PSO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개선된 PSO 알고리즘의 탐색 전략들을 설명하고, 시험함수들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유용성과 장점들을 검증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제 전동기 설계에 적용한다.

전동기의 설계변수 및 제한조건, 목적함수를 선정한다. 그 다음

최적 설계를 수행하여 제안한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을 서로

비교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5장은 논문의 결과와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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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특성

2.1 전동기의 구조 및 설계사양

본 논문에서 최적 설계에 적용한 전동기는 선박 자세 안정성

향상을 위한 Anti Heeling system 펌프용 100kW급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전동기(IPMSM)이다. 최적설계의 기본모델이 되는 전

동기의 형상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IPMSM의 형상

Fig. 2.1. Configuration of the IP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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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SM은 고정자 코일에 3상 교류를 인가하여 발생되는 연속

적인 회전자계의 속도와, 영구자석이 매입되어 있는 회전자의 속

도가 항상 동일한 속도로 동기되어 회전하면서 토크를 발생시키

는 전동기이다. 또한, 동기전동기의 계자부분을 고성능의 영구자

석으로 사용하므로, 계자자속이 외부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정류

를 위한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아 성능과 효율, 안전성 등이 향상

된 브러시리스 전동기이다.

IPMSM에서 영구자석은 회전자 코어 내에 N극, S극이 번갈

아 배치되어 매입되어 있고 영구자석에 의한 자화방향은 자석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자화되어 있으며 회전자 중심으로부터의 반

경방향과 같다.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 방향을 고려하여, 영구자석의 중심축을

d축, d축으로부터 전기각으로 90도 떨어져 있는 자석 간의 중심

부분을 q축으로 정의한다. d축의 자로는 자석, 공극, 철심으로, q

축 자로는 공극과 철심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희토류나 페라이트 계통의 영구자석의 비투자율1)

은 공기와 비슷하므로 q축 자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d축 자

로의 자석으로 인해 공극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d축의 자기저항이 q축에 비해 자기저항이 크고 q축의 인

덕턴스가 d축에 비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인덕턴스의 차이에 의

하여, 즉 회전자의 돌극성으로 인하여 릴럭턴스 토크가 생성된다.

1) 공기의 비투자율 : 1, 희토류 영구자석 비투자율 : 1.02∼1.05.

페라이트 영구자석 비투자율 : 1.05∼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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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구자석에 의한 마그네틱 토크만을 사용하는 표면부

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SPMSM)와는 달리, IPMSM은 마그네틱

토크와 함께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토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효율, 넓은 가변속 운전이 가능한 특성을 지

닌다. 그리고 SPMSM은 영구자석이 회전자 표면에 부착되기 때

문에 영구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부가적으로 비산 방지를 위

한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IPMSM은 비산의 문제

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조물이 불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8]에서 FEM 해석과 제작실험을 통해 무부하

및 부하 특성이 검증된 전동기 모델을 사용하였다.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을 저감하기 위해 정수슬롯이 아닌 분수슬롯인 8극 12

슬롯 모델을 사용하였다. 영구자석의 재질은 희토류계 NdFeB

자석을 사용하였고 고정자의 외경은 324mm이며 축방향길이는

270mm이다. 따라서 축방향으로 길쭉한 모양의 내전형 전동기이

며 권선은 U’→U→W’→W→V’→V 순서로 감겨있으며 2층권이고

치집중권이다.

슬롯당 턴수는 12턴이고 슬롯 면적 807[mm2]에 전류가 최대

1800[A*turn/slot]가 인가되며, 점적률은 0.3내외이며 전류밀도는

5.26[A/mm2]이다. 전동기의 설계사양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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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전동기의 설계사양

Table. 2.1. Specification of IPMSM

구분 설계값

상수 3상

극수/슬롯수 8극 / 12슬롯

출력 100[kW]

정격토크 477[Nm]

정격전류 150[A]

고정자 외경 324[mm]

고정자 내경 178[mm]

회전자 외경 176[mm]

회전자 내경 60[mm]

슬롯당 턴수 12턴

영구자석 Br=1.2T

공극길이 1[mm]

축방향 길이 270[mm]

자석두께 11[mm]

회전속도 2000[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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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모델의 특성 해석

2.2.1. 역기전력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받아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외부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기이다. 전동기에서 도체가 운동을 하면 기계

적인 동력이 발생될 뿐 아니라 도체가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에

대해 상호운동을 하므로 유도기전력이 발생된다. 이 유도기전력

을 전동기의 운동에 따른 반작용으로 발생되는 전압이라고 하여

역기전력(Back electromotive force)라고 한다[21]. 기본모델이 되

는 전동기의 역기전력의 파형은 그림 2.2와 같다.

2000[rpm]에서 상당 역기전력의 최대값은 327[V]이다.

그림 2.2. 기본모델 역기전력

Fig. 2.2. Back EMF waveform of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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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전력 파형은 U, W, V상 순서로 위상차가 서로 전기각

120°씩 떨어져 나타난다. 전기각 1주기일때의 기계각은 식(2.1)을

이용하여 구할수 있으며 전기각 1주기(360°)일 때 기계각은 90°

이다. 그리고 전동기의 기본 주파수와 주기는 식 (2.2), (2.3)와

같다[22]. 여기서 P는 극수를 의미하며 θse는 전기각, θsm은 기

계각, fse는 주파수이다.

  


∙ (2.1)

 ×





 (2.2)

주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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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코깅토크

코깅토크의 1주기는 식(2.4)과 같으며 전기각 1주기 동안 코깅

토크의 주기는 6회 반복된다[23]. 따라서 코깅토크 1주기의 기계

각은 15°이다.

코깅토크의 Peak to Peak 값은 29.8[Nm]이다. 기본모델의 평

균토크값 500[Nm]의 6%에 해당하는 값이며 비교적 큰 값이므로

낮은 소음과 진동을 필요로 하는 군함, 크루즈 선 등의 고부가가

치선에서의 적용을 고려할 때 허용범위를 넘은 것이라 볼수있다.

주기전기각


×


 deg (2.4)

그림 2.3. 기본모델 코깅토크

Fig. 2.3. Cogging torque waveform of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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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출력토크

고정자 코일에 흐르는 최대전류는 150A이다. 슬롯당 턴수가

12턴이므로, 슬롯당 1800[A*turn]이 흐른다. 입력전류의 파형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입력전류

Fig. 2.4. Input current waveform

입력전류를 고정자 코일에 인가하였을 때, 전기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변환되어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토크가 발생된다. 출력

토크의 파형은 그림 2.5.와 같으며 출력토크의 주기는 식(2.3)과

같이 코깅토크의 주기와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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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토크의 평균은 500[Nm]이며 토크리플은 14.4%이다. 토크

리플은 코깅토크와 함께 소음과 진동의 주요 원인이 된다. 기본

모델의 토크리플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선박 Anti Heeling

system에 사용될 시 제품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선박 제

재들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2.5. 기본모델 출력토크

Fig. 2.5. Output torque waveform of ba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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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선된 PSO 알고리즘

3.1 기존 PSO 알고리즘

Kennedy와 Everhart에 의해 처음 소개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은 새떼와 물고기 떼와 같은 군집

의 움직임과 지능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이다[24].

원래 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이었으나, 공학

에도 많이 응용되어온 최적화 기법이다.

PSO는 군집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기법으로, Swarm 또는

Group이라 하는 군집과 그것을 이루는 Particle이라 하는 개체들

로 구성된다.

PSO에서 최적해의 탐색은 개체들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영역 내에서 개체들은 최적해를 찾기 위해 각자의 속도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개체들의 속도의 결정과 이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개체들의 초기위치는 설계변수의 제한조건으로 정해진 문제영

역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그리고 각 개체들은 최적해를 찾

기 위해 다른 개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영역을 이동하면서

탐색하는데, 2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개체들의 속도가 결정되고

위치가 갱신되어 개체들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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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소는 개체 자신이 탐색했던 위치들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위치인 P best 이며 두 번째 요소는 개체 자신을

포함한 전체 개체들이 탐색했던 위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

를 가지는 위치인 Gbest이다.

개체들은 각자의 P best와 전체 개체들과 함께 공유한 Gbest를

이용하여 탐색한다. 즉, 개체 자신이 이전까지 경험했던 최적의

위치정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면서, 전체 개체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위치로 서서히 이동한다.

개체들의 속도식은 식(3.1)과 같으며, 이 속도를 이용하여 식

(3.2)와 같이 위치를 갱신하여 탐색한다.[24]


  ∙

  ∙∙
 ∙∙ 

  (3.1)


   

 
   (3.2)

식 (3.1)에서 
와 

는 t번째 iteration에서의 i번째 개체의 속

도와 위치를 뜻하며 는 i번째 개체의 P best를 의미하고 는

Gbest를 의미한다. 식 (3.1)과 식 (3.2)를 이용한 개체들의 이동원

리는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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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 PSO 알고리즘의 개체 이동 원리

(a) 위치 이동원리 (b) 1차원 함수에서의 이동원리

Fig. 3.1. Principle for movement of particles in PSO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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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들의 이동은 식 (3.1), 그림 3.1.과 같이 3가지 성분의 벡터

합으로 결정된다. P best 방향으로 탐색하는 속도성분, Gbest 방향

으로 탐색하는 속도성분, 그리고 관성하중 w 를 적용하여 이전

까지 이동 중이었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관성 속도성분의 벡터

합으로 개체들의 속도가 결정되어 이동한다.

식 (3.1)에서 r1, r2 는 [0 1]사이에서 생성된 균일하게 분포된

난수(random number)이다. 이것들로 인해 개체들이 다양한 방향

으로 이동하게 되며 여러 곳을 탐색할 수 있다.

w 는 관성하중(inertia weight)이라고 하며, 현재 속도에 대한

바로 이전의 속도의 영향을 조정하는 파라미터이고 개체들의 전

역탐색 능력과 국부탐색 능력 사이의 관계를 조절한다[25]-[27].

관성하중을 크게 설정하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새로운 영

역을 찾아가는데 더 많은 비중을 가지게 되고 작게 설정하면 국

부적인 탐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따라서 탐색영역 전반

적인 탐색이 필요한 탐색과정 초기에는 주로 관성하중을 크게

설정하고, 최적해 예상위치 주변으로의 국부적인 탐색이 필요한

탐색과정 후기에는 주로 관성하중을 작게 설정한다. 대체로

iteration이 진행됨에 따라 0.9에서 0.4로 서서히 선형적으로 감소

하도록 설정하여 처음에는 전역탐색을 진행하여 넓은 영역을 탐

색하고 나중에는 목적지 주변으로 국부탐색을 하여 최적해를 찾

도록 설정한다[25]-[27]. 관성하중 w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max  max

maxmin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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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3)에서 wmax는 w의 최대값을 뜻하며 보통 0.9로 설정한

다. wmin은 w의 최소값을 뜻하며 주로 0.4로 설정한다. iteration

은 iteration 횟수를 의미하며 iterationmax는 iteration 횟수의 최

대설정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iteration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

로 w값이 감소하게 된다.

식 (3.1)에서 c1, c2 를 가속상수(acceleration constant)라고 하

며, P best와 Gbest 방향으로의 탐색 가중치를 의미한다. c1, c2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Gbest 보다 P best 방향으로 탐색

할지, P best 보다 Gbest 방향으로 탐색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

로 가속상수는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수색할 것인지 결정하

는 중요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가속상수를 작게 설정하면,

개체들의 움직임이 작아지게 되어 개체들이 목적지가 아닌 곳을

떠돌게 만들며, 가속상수를 크게 설정하면 탐색반경이 커지게 되

어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그 주변에서 급격한 방향전환을 유도한

다. 따라서 c1, c2를 적절히 선택해야하는데, c1과 c2의 크기는

 ≤ 가 되도록 설정하며 주로 “2”로 설정한다[25]-[27].

PSO는 확률론적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므로 복잡하고 불확실

한 영역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목적함

수를 이용하므로 미분가능하지 않은 함수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관성하중과 가속상수 값을 조절하여

전역탐색과 국부탐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파라미

터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탐색능력과 수렴성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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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적해 탐색과정이 초기값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탐색공

간의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최적해에 수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론이 간결하여 구현이 용이하고, 간단한 수학 연산자만이 요구

되며 계산을 위한 많은 메모리나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24]-[30].

하지만 PSO는 국부 최적해에 수렴했을 때 벗어나는 성능은

좋지 않다. Multi-modal, Multi-variable 최적화 문제에서 전역

최적해를 찾지 못하고 국부 최적해에 수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탐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31]-[33]. PSO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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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SO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3.2. Flowchart of PSO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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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선된 PSO 알고리즘

3.2.1. 기본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한 ASOPSO는 기존 PSO 알고리즘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군 작전 중 하나인 대잠작전의 절차와 특징을

모사한 알고리즘이다.

해군에서는 대잠작전 시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는 3가지 작전요소를 운용하여 적 잠

수함을 탐색한다. 작전요소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단점을 줄

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합동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한다

[34],[35]. 작전요소의 특징은 표 3. 1과 같다.

표 3.1. 작전요소의 특징

Table. 3.1. Characteristics of platforms

작전요소 장점 단점

잠수함 우수한 은밀성
느린 속도로 인한

좋지 않은 기동성

수상함 좋은 기동성
개방성으로 인한

피격 가능성 존재

항공기
단시간 내 광역탐색이

가능한 우수한 기동성

개방성으로 인한

피격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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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성이 좋은 순으로 세력들을 나열하면 항공기, 수상함, 잠수

함 순이다. 잠수함은 은밀성이 좋으며, 수상함과 항공기는 은밀

성이 좋지 않다. ASOPSO에서는 이렇게 은밀성, 기동성 측면에

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3가지 작전요소들과 함께, 실제 일

반적으로 수행되는 대잠작전의 절차를 모사하였다.

기존 PSO 알고리즘처럼 ASOPSO 알고리즘도 군집과 그것을

이루는 개체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존 PSO 알고리즘과 다르게

그림 3.3과 같이 모든 개체들은 특정 비율로 3가지 군집으로 나

뉘며 군집마다 개체 속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a) (b)

그림 3.3. PSO, ASOPSO 알고리즘의 군집

(a) PSO (b) ASOPSO

Fig. 3.3. Swarms of PSO and ASOPSO

3가지 군집들은 대잠작전에서의 3가지 작전요소를 의미한다.

각 군집은 잠수함, 수상함, 항공기 군집을 의미하며 표 3.1의 작

전요소별 특징에 따라 기동성 순서로 개체 속도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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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군집들은 탐색성향이 서로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군집에 개체들을 1:1:1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탐색성향

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동등하게 최적해를 탐색하도록 설정하

였다.

ASOPSO에서 개체들의 속도방정식은 기존 PSO에서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존 PSO와 다르게, ASOPSO에서는 관성하중

wg의 범위를 각 군집마다 다르게 설정하여 개체의 속도를 결정한다.

ASOPSO에서 i번째 개체의 위치와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

  ∙∙
 ∙∙ 

  (3.4)


   

 
   (3.5)

앞서 기존 PSO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c1, c2 는 가속상수이며

r1, r2 는 [0 1] 사이에서 생성된 균일하게 분포된 난수이다. 는

i번째 개체가 탐색하였던 위치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위

치 P best 이고 는 i번째 개체가 속한 군집내의 전체 개체들이

탐색하였던 위치들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위치 Grbest

이다.

개체들의 속도는 2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결정되고, 속도를 이

용하여 개체들이 이동하면서 위치가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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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소는 P best이며 두 번째 요소는 Grbest이다. 개체들은

각자의 P best 와 군집내의 다른 개체들과 정보를 교환하여 함께

공유한 Grbest를 이용하여 탐색한다. 기존 PSO와 비슷한 탐색 개

념이지만, 전체 개체들을 이용한 Gbest가 아닌 각 군집의 개체들

을 이용한 Grbest를 사용한 점이 다르다. 개체들은 자신이 이전까

지 경험했던 최적 위치의 정보와, 자신의 군집 내의 모든 개체들

의 경험에 의한 최적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최적 위치로 이동

해 간다.

각 군집을 A, B, C 군집이라고 한다면 가장 느린 속도를 가지

는 군집 A는 잠수함 군집, 중간 속도를 가지는 군집 B는 수상함

군집,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는 군집 C는 항공기 군집을 의미한

다. 각 군집의 개체 속도는 관성하중 wg 로 조절된다. 각 군집의

wg은 각각 wA, wB, wC 로 정의한다. wg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wg의 수식은 식 (3.6)과 같다. 식 (3.6)에서 rand는 [0 1] 사이

의 난수이며 wgmax는 wg의 최대값, wgmin은 wg의 최소값을 뜻

한다. 따라서 군집들의 wg는 군집마다 설정한 관성하중 범위 내

에서 결정되고, 군집들의 개체 속도가 서로 달라진다.

  ∙maxminmi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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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정한 wg의 범위는 표 3.2와 같다. 각 군집의 관

성하중의 범위 안에서 개체의 관성하중이 무작위로 정해져 속도

가 제각기 다르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표 3.2. 관성하중 ‘wg’의 설정 범위

Table. 3.2. Setting range of inertia weight ‘wg’

 max min

 0.35 0.2

 0.55 0.4

 0.75 0.6

기존 PSO에서는 iteration이 진행되면서 관성하중값을 점차적

으로 0.9에서 0.4로 선형적으로 서서히 감소한다. Inertia weight

가 감소하게 되면, 개체는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능력을 점점

잃게 된다. 이로써 처음에는 모든 개체들이 전역탐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최적해가 예상되는 위치인 Gbest 주변으로 국부적인

탐색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개체가 점차적으로 Gbest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엔 한 곳으로만 수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부 최적해가 많

은 경우엔, 전역 최적해에 수렴하지 못하고 국부 최적해에 수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ASOPSO는 군집의 관성하중 범위 내에서 관성하중이

무작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iteration이 진행됨에 따라 개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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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PSO와 같이 감소되지 않고 무작위로 결정되는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개체의 속도가 감소하지

않게 되어 광역탐색과 함께 미세영역을 탐색할 수 있으므로 국

부 최적해에 수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3가지 군집으로 최적해를 탐색

하고 개체들이 자신의 군집의 Grbest 방향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만 수렴해버리는 기존 PSO 알고리즘보다 문제영역을

광범위로 탐색 가능하다. 따라서 전역 최적해를 찾는데 상대적으

로 유리하다.

기존 PSO에서는 관성하중의 범위를 0.4∼0.9로 설정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세 군집들을 통틀어 전체적인 관성하중 값을 0.2

∼0.75 사이에 결정되도록 설정하였다.

ASOPSO의 관성하중 범위를 PSO보다 낮게 0.2∼0.75로 설정

함으로써, PSO보다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탐색 능력과 개체의 수

렴성을 높였다. 또한, 각 군집의 관성하중 범위를 0.15씩 동등하

게 부여하여 전체적인 탐색성향이 한 군집 쪽으로 치우치지 않

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탐색능력을 높이고 수렴성을 높이게 되면

탐색과정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높여

주기 위해 속도가 서로 다른 3개의 군집 탐색을 수행함으로써

다양성과 수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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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탐색 전략

ASOPSO에서의 개체들의 탐색 전략들은 실제 대잠작전에서

착안한 탐색 전략이며 개체들의 최적해 탐색과정에 다양성을 부

여하고 개체들의 수렴성을 강화하는 전략들이다. 윗 장에서 설명

한 개체들의 탐색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문제영역에서 개

체들이 수렴되는 정도에 따라 탐색 전략들이 선택되어 최적해를

수색한다. 그림 3.4는 ASOPSO의 탐색 전략을 나타낸 그림이다.

탐색 전략들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3.4. ASOPSO의 탐색전략

Fig. 3.4. Searching strategies of ASO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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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 : 군집별 기동을 통한 탐색

전략 1은 개체들이 최적해를 찾아가는 기본적인 전략이며, 앞

서 설명한 최적해 탐색 기본개념과 같다. 모든 개체들은 P best와

자신이 속한 군집의 Grbest를 이용하여 문제영역을 탐색하여 최

적해를 찾는다. 기존 PSO에서는 전체 개체들이 탐색한 위치 가

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위치인 Gbest만을 이용하여 탐

색하므로 국부 최적해에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3.5. 군집별 기동을 통한 탐색(전략 1)

Fig. 3.5. Searching by maneuvering each group (Strategy 1)



- 33 -

하지만 ASOPSO에서는 각 군집의 Grbest를 이용하여 탐색하므

로 기존 PSO보다 문제영역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

며 전역 최적해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전략 1은 전체 개체들이

문제영역의 1/2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모이기 전까지 수행된

다. 다시 말해, 모든 개체들 중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먼 두 개

체가 문제영역의 1/2 범위 내에 존재하기 전까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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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 회피 기동을 통한 탐색

실제 대잠작전에서는 작전요소들이 적 잠수함으로부터의 탐지

와 공격을 피하면서 원활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작전요소들은 기동방향을 적 잠수함이 예상치 못하

는 방향으로 자주 바꾸어가면서 이동한다. 이것을 회피 기동2)

(Evasion Steering)이라 한다. 회피 기동을 알고리즘으로 모사하

기 위해 모든 군집들이 서로 다른 군집의 Grbest를 이용하여 최

적해를 탐색하도록 설정한다. 따라서 각 군집의 개체들은 서서히

다른 군집의 Grbest 방향으로 이동해가면서 최적해를 탐색하게

된다.

그림 3.6. 회피 기동을 통한 탐색(전략 2)

Fig. 3.6. Exploring problem area by evasive maneuvering (Strategy 2)

2) “회피 기동,”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국방기술품질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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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군집 A는 군집 B의 Grbest를, 군집 B는 군집 C

의 Grbest를, 군집 C는 군집 A의 Grbest를 이용하여 개체들이 이

동하도록 설정하였다. (A→B, B→C, C→A) 이 전략은 다른 군집

의 Grbest를 이용하므로 전략 1에 비해 국부 최적해 수렴 방지

효과가 크며 광역탐색이 가능하게 한다. 이 전략은 모든 개체들

중 서로간의 거리가 가장 먼 두 개체가 문제영역의 1/2∼1/4 범

위 내에 존재할 때 수행된다. 즉,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

1/4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모일 때 이 전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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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 협동 기동을 통한 탐색

이 전략은 실제 대잠작전 중 작전요소들이 적 잠수함이 있는

곳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탐지했을 때, 그 주변을 탐색하는 상황

을 모사한 전략이다.

모든 개체들 중 서로간의 거리가 가장 먼 두 개체가 문제영역

의 1/4 범위 내에 존재할 때, 모든 개체들은, 지금까지 탐색하였

던 위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위치인 Gbest를 이

용하여 탐색한다. 즉,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4 크기에 해당하

는 구역 내에 모였을 때 이 전략이 수행된다.

그림 3.7. 협동 기동을 통한 탐색(전략 3)

Fig. 3.7. Collaborate maneuvering to find enemy submarines (Strateg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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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체들은 점차 Gbest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최적해가

예상되는 구역 주변을 집중 탐색하게 된다.

이 전략은 최적해 예상위치 주변에서 군집 간 정보교환 후

Gbest 방향으로 탐색하여 개체들의 수렴성을 상승시켜 최적해를

찾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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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4 : 탐색구역 재분배

실제 대잠작전 중에 작전요소들의 적 잠수함 탐색시간이 길어

지는 경우, 작전요소들은 적 잠수함 예상위치 주변을 면밀히 탐

색하고 그 외곽을 넓게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탐색시간이 길어져 적 잠수함의 위치

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기동성이 좋은 항공기는 광역탐색을 위해

적 잠수함 예상위치로부터 최외곽을 수색하게 하고, 은밀성이 좋

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낮은 잠수함은 적 잠수함 예상위치 주변

을 수색하며, 개방성이 높아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수상함은

중간지역에서 수색하도록 작전요소들의 탐색구역을 조정한다.

그림 3.8. 탐색구역 재분배 (전략 4)

Fig. 3.8. Reset a searcing area of each group (Strateg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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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탐색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더라도 적 잠수함 예상위치

주변을 잠수함으로 정밀히 탐색할 수 있으며, 그 외곽에는 기동

성이 좋은 수상함, 항공기로 수색하여 다양한 구역을 탐색하여

탐색과정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상황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장시간

개체들이 최적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내에 모이

지 않는 상황이 10회 이상 반복될 때 이 전략이 수행되도록 설

정하였다.

즉, 모든 개체들 중에서 서로간의 거리가 가장 먼 두 개체가

문제영역 1/2 범위 밖에 존재하는 상황이 10회 연속으로 반복할

때, 모든 개체들을 Gbest 에서 거리를 측정후, 가까운 순서대로

A, B, C 군집으로 재분배를 한다. 여기서 A, B, C 군집내의 개

체들 수는 임의의 비율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Gbest에 가까운 순으로 A, B, C 군집이 재편성되고, 재

편성된 군집의 탐색과정으로 Gbest 주변은 정밀히 탐색되고, 외곽

에는 광역 탐색을 하게 된다. 개체들이 장시간 수렴되지 않을 때

간헐적으로 이 전략을 수행하여, 개체들의 역할을 재분배하여 탐

색속도를 높이고, 탐색과정의 다양성을 높여 최적해 탐색 가능성

을 향상시키고 국부 최적해 수렴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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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SOPSO의 탐색전략 수행 시기

Table. 3.3. When to perform searching strategies of ASOPSO

탐색전략 수행 시기

1 군집별 기동
전체 개체가 문제영역 1/2 크기의

영역 내에 모이기 전까지

2 회피 기동
전체 개체가 문제영역 1/2∼1/4 크기의

영역 내에 모였을 때

3 협동 기동
전체 개체가 문제영역 1/4 크기의

영역 내에 모였을 때

4
탐색구역

재분배

전체 개체가 문제영역 1/2 크기의 영역 내에

모이지 않는 상황이 10회 연속 반복될 때

앞서 설명한 탐색전략들은, 표 3.3과 같이 개체들이 수렴하는

정도에 따라 각기 수행된다. 전략 1∼3을 통해서 기존 PSO보다

문제영역을 빠르고 넓게 탐색할 수 있다. 전략 4를 통해서 개체

들이 Gbest 주변을 정밀하게 탐색하여 수렴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역탐색을 통한 다양성도 높일 수 있게 되어 정확한 해를 찾을

수 있다. 그림 3.9는 ASOPSO의 순서도이며 제안된 알고리즘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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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SOPSO 알고리즘의 순서도

Fig. 3.9. Flowchart of ASOPSO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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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초기 개체 수를 정하고, 그룹과 관성하중을 정한다.

2단계. 각 그룹별로 개체를 분배한다.

3단계. 각 개체들의 적합도를 계산한다.

4단계. 개체들의 적합도를 바탕으로 Pbest, Grbest, Gbest를 갱신한다.

5단계.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내

에 수렴하기 전까지, 개체 자신의 군집 Grbest를 이용하여 개체의

속도를 계산한다. (Strategy 1)

6단계.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1/4 크기에 해당하는 영

역 내에존재할 때, 서로 다른 군집의 Grbest를 이용하여 개체의

속도를 계산한다.(Strategy 2)

7단계.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4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내

에 모여있을 때, Gbest를 이용하여 개체의 속도를 계산한다

(Strategy 3).

8단계. 계산된 속도를 바탕으로 개체들의 위치를 갱신한다.

9단계. 수렴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시, 모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내에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10회 이상 연속으

로 반복되었는지 확인한다. 이 상황이 10회 연속으로 반복되었다면

Gbest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개체들을 나누어 각각 A, B, C 군집에

재분배한다. (Strategy 4) 그 다음 3단계로 돌아가서 재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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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수렴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시, 든 개체들이 문제영역

1/2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내에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10회 이상

연속으로 반복되지 않았다면, 3단계로 돌아가서 재실행한다.

11단계. 수렴조건에 만족할 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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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험함수 적용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PSO 알고리즘과 같이

집단의 지능적 행동을 모사하는 최적화 기법들 중에 최근에 소개

된 Bird Mating Optimizer (BMO), Social Spider Optimization

(SSO)을 ASOPSO, 기존 PSO와 함께 3가지의 시험함수를 이용

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BMO는 새들의 짝짓기과정이 최적화 과정과 유사한 것에 영감

을 얻어, 그 과정을 모사한 알고리즘으로, 일부일처, 일부다처 등

짝짓기 전략을 통해 좋은 자손, 즉 전역 최적해를 찾아가는 최적

화 기법이다.[36]

SSO는 거미의 종류 중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거미들의

집단행동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기법으로써, 거미들 간 짝짓기

가능성과 먹잇감 등의 정보를 거미줄을 통해 교환하며 협동행동

을 하는 것에 영감을 받아 전역 최적해를 탐색하는 최적화 기법

이다.[37]

최적화 알고리즘들의 성능은 3가지 시험함수에 2가지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가지 시험 모두 공통적으로 시험횟수를 100

회 실시하였고 알고리즘의 개체들의 개수는 50개, ASOPSO의

각 군집별 개체들의 비율은 1:1:1로 설정하였다. ASOPSO와 기

존 PSO의 가속상수 c1, c2 는 1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시험(시험 1)은 알고리즘의 정확성과 수행시간을 비교

하는 시험으로써, 100회의 시험으로 얻은 최적 목적함수 값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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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함수 호출 횟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

증하였다. iteration의 최대 횟수는 1000회로 설정하여 iteration

이 1000회를 넘어갈 경우 시험을 종료하게 하였고, 이와 함께 개

체들 중 적합도 상위 20%의 평균과, 바로 5세대 전의 적합도 상

위 20% 평균을 비교하여 개선률이 0.1% 미만시 시험이 종료하

도록 종료조건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시험(시험 2)은 알고리즘들의 수렴성을 비교하는 시험

이다. 최적화 기법마다 100회의 시험을 통해 얻은 iteration에 따

른 평균 최적 목적 함수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iteration의 최대횟수를 100회로 설정하여, iteration 100회 이후

종료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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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함수 1

식 (3.6)은 시험함수 1의 수식이며 시험함수 1의 형태는 그림

3.10과 같다. 시험함수 1의 탐색영역과 최적해, 최적함수값은 표

3.4와 같다.

  coscos (3.6)

그림 3.10. 시험함수 1

Fig. 3.10. Test function 1

표 3.4. 시험함수 1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Table. 3.4. Search area, optimal solution and function value of test function 1

시험함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No.1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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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1에서 100회의 반복된 시험으로

도출된 알고리즘 별 평균 목적 함수값과 평균 함수 호출 횟수는

표 3.5와 같다.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정확성과 짧은 수행시간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시험함수 1에서의 알고리즘 성능 비교 결과(시험 1)

Table. 3.5. Results of algorithm performance comparison in test function 1

결과값 ASOPSO PSO BMO SSO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01 1.06 1.08 1.07

평균 함수호출횟수 1633.5 4746 1996.2 2264.5

두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1에서 100회의 시험으로 도출된

iteration에 따른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의 그래프는 그림 3.11과

같다. 이 그래프는 알고리즘들의 수렴성을 나타낸다.

모든 알고리즘들이 최종 iteration에서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

에 수렴하였는데, 그래프를 통해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최

적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OPSO가 타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수렴성과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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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시험함수 1에서 알고리즘 수렴성 비교(시험 2)

Fig. 3.11.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lgorithms in Test fu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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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함수 2

식 (3.7)은 시험함수 2의 수식이며 시험함수 2의 형태는 그림

3.12과 같다. 시험함수 2의 탐색영역과 최적해, 최적함수값은 표

3.6과 같다.

   (3.7)

그림 3.12. 시험함수 2

Fig. 3.12. Test function 2

표 3.6. 시험함수 2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Table. 3.6. Searching area, optimal solution and function value of test function 2

시험함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No.2 ≤ ≤  ≤ ≤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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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2에서 100회의 반복된 시험으로

도출된 알고리즘 별 평균 목적 함수값과 평균 함수 호출 횟수는

표 3.7과 같다.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정확성과 짧은 수행시간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시험함수 2에서의 알고리즘 성능 비교 결과(시험 1)

Table. 3.7. Results of algorithm performance comparison in test function 1

결과값 ASOPSO PSO BMO SSO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00 1.02 1.01 1.01

평균 함수호출횟수 1972.5 5049 2468.4 2785

두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2에서 100회의 시험으로 도출된

iteration에 따른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의 그래프는 그림 3.13과

같다. 이 그래프는 알고리즘들의 수렴성을 나타낸다.

모든 알고리즘들이 최종 iteration에서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

에 수렴하였는데, 그래프를 통해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최

적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OPSO가 타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수렴성과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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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시험함수 2에서 알고리즘 수렴성 비교(시험 2)

Fig. 3.13.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lgorithms in Test function 1



- 52 -

❑ 시험함수 3

식 (3.8)은 시험함수 3의 수식이며 시험함수 3의 형태는 그림

3.14과 같다. 시험함수 3의 탐색영역과 최적해, 최적함수값은 표

3.8과 같다.

 exp expcoscos (3.8)

그림 3.14. 시험함수 3

Fig. 3.14. Test function 3

표 3.8. 시험함수 3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Table. 3.8. Searching area, optimal solution and function value of test function 3

시험함수 탐색영역 최적해 최적함수값

No.3 ≤ ≤  ≤ ≤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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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3에서 100회의 반복된 시험으로

도출된 알고리즘 별 평균 목적 함수값과 평균 함수 호출 횟수는

표 3.9과 같다.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정확성과

짧은 수행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시험함수 3에서의 알고리즘 성능 비교 결과(시험 1)

Table. 3.9. Results of algorithm performance comparison in test function 1

결과값 ASOPSO PSO BMO SSO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00 1.0004 1.0001 1.0279

평균 함수호출횟수 1216 5896 1442 1737

두 번째 시험결과, 시험함수 3에서 100회의 시험으로 도출된

iteration에 따른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의 그래프는 그림 3.15와

같다. 이 그래프는 알고리즘들의 수렴성을 나타낸다.

모든 알고리즘들이 최종 iteration에서 평균 최적 목적함수값 1

에 수렴하였는데, 그래프를 통해 ASOPSO가 타 알고리즘보다 최

적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SOPSO가 타

알고리즘에 비해 좋은 수렴성과 정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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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험함수 3에서 알고리즘 수렴성 비교(시험 2)

Fig. 3.15. Convergenc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lgorithms in Test fu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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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설계

4.1 설계변수 및 제한조건

코깅토크는 무부하 시 회전자가 회전할 때 전동기 내부에서 일

어나는 에너지 변화에 의해 생성된다. 다시 말하자면, 고정자 슬롯

에 의한 공극 퍼미언스의 고조파와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의한 기

자력의 고조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코깅토크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며, W 는 공극 내에 저장된 자기에너지이며, θ 는

고정자와 회전자의 상대위치, 즉 회전자의 회전각을 의미한다.




(4.1)

회전각 θ 에 따라 공극의 자기저항이 달라지므로 자기에너지 W

가 변화하며, 코깅토크는 자기에너지를 회전각 θ로 편미분한 값으

로 나타낸다. 자기에너지 W 가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므로, 코깅토

크는 맥동하며 기기에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킨다[38],[39],[41]. 따

라서 저감하기 위한 설계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코깅토크를 저감할 수 있다[38],[40].

(1) 노치를 포함한, 슬롯 수와 자극 수의 조합

(2) 슬롯 개구폭, 치폭, 치단, 공극길이, 자석두께

(3) 자석 극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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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석 배치를 이용한 자극의 자화분포 변화

(5) 스큐

본 논문에서는 코깅토크 저감을 위해 회전자에 노치(Notch)를

적용하고, 출력토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고정자의 슬롯 개구폭

과 치단의 높이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전자의 노치를

적용하면, 반경방향의 공극자속밀도의 분포 형상을 변화시켜 코

깅토크를 상쇄시키는 고조파 성분이 발생되게 한다[42]-[44]. 하

지만, 공극자속밀도의 기본파가 감소하므로 출력토크가 감소되며

역기전력 왜곡으로 인해 토크리플이 증가하게 된다[43]. 따라서

슬롯 누설자속과 주 자속의 양을 가감하여 출력토크의 손실을

억제하고 코깅토크를 저감하고자 추가적으로 고정자의 슬롯 개

구폭(Slot opening)과 치단(Tooth tip)의 높이를 조절하였다

[45],[46]. 결과적으로 출력토크를 함께 고려한 코깅토크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여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설계변수는 그림 4. 1의 노치의 깊이()와 너비(), 고정자의

슬롯길이(), 치단의 높이()이며 설계 한계치를 고려한 설계

변수의 제한조건은 식 (4. 2)와 같다.

≤ ≤, ≤ deg ≤

≤ deg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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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PMSM의 형상과 설계변수

Fig. 4.1. Configuration of the IPMSM and design variables.

기본모델은 노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본모델의 ∼의

값은 아래와 같다.

   ,  deg  

 deg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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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적함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의 코깅토크 저감

과 함께 평균토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중목적함수를 사

용하였고 목적함수값의 최소값을 탐색하는 것으로 최적설계에 적

용하였다.

목적함수의 식은 식 (4.4)과 같다.

 ×




×


 (4.4)

코깅토크가 저감되지만, 평균토크도 함께 감소되므로 이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적설계를 하기 위해 w 를 이용하여 두가지

항목을 균형있게 충족시키는 가중치법을 사용하였다[47].

목적함수를 구하기 위해 가중치 w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최적설계 시 달성하려는 목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출력 토크의 평균은 기본모델 평균토크의 95% 이상을 유

지하고, 코깅토크는 기본모델의 70% 이상 저감되도록 목표 값을

정하였다.

기본모델의 평균토크는 500[Nm]이며 코깅토크는 29.8[Nm]이다.

따라서 평균토크의 95%는 475[Nm]이며 코깅토크의 30%는

8.94[Nm]이다. 가중치 w를 구하기 위해선 식 (4.5)와 같이 목표값

을 대입한 목적함수값이 기본모델의 평균토크와 코깅토크를 대입

한 목적함수값보다 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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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계산결과, 목표 값을 만족시키는 w의 조건은 w<0.93이다. 본

논문에서는 설정한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평균토크의 변화율

보다 코깅토크의 변화율이 크다.

따라서,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코깅토크의 변화율을 줄이고

평균토크 변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중치 w의 값을 0.8로 설정하

여 목적함수 f 의 최소값을 찾는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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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적화 결과

4.3.1.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

본 논문에서 제안한 ASOPSO 알고리즘과 함께 기존 PSO,

BMO, SSO를 적용하여 전동기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목적함수,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은 윗장에서 설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시험함수를 이용한 검증과 같이 iteration의 최대 횟수는 1000회

로 설정하여 iteration이 1000회를 넘어갈 경우 시험을 종료하게

하였고, 이와 함께 개체들 중 적합도 상위 20%의 평균과, 바로 5

세대 전의 적합도 상위 20% 평균을 비교하여 개선률이 0.1% 미

만시 시험이 종료하도록 종료조건을 설정하였다. 최적화 기법들

의 개체 개수는 50개, ASOPSO의 각 군집별 개체들의 비율은

1:1:1로 설정하였다. ASOPSO와 기존 PSO의 가속상수 c1, c2 는

1로 설정하였다. 관성하중 wg의 범위 또한 표 3. 2와 같다. FEM

해석을 진행한 컴퓨터의 CPU 성능은 2.79GHz∼2.80GHz이며 설

치된 메모리(RAM)는 14GB이고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

각 최적화 알고리즘을 최적설계에 적용한 결과는 표 4.1, 표

4.2, 표 4.3과 같다. 표 4.1은 최적설계로써 얻은 알고리즘 별 최

적해와 최적 목적함수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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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최적해 및 최적 목적함수값

Table. 4.1. Optimal solution and objective function value

알고리즘
최적

목적함수값
최적해

   deg  deg  

ASOPSO 0.85323 (0.36, 3.04, 14.66, 2.01)

PSO 0.85525 (0.31, 3, 14.67, 2)

BMO 0.85602 (0.439, 3.03, 14.68, 2.2)

SSO 0.85565 (0.4, 2.93, 14.66, 2.04)

표 4.2. FEM 해석횟수 및 계산시간

Table. 4.2. FEM call No. and computation time

결과값 ASOPSO PSO BMO SSO

FEM

해석횟수
950 1190 1110 1981

계산시간 68h 8m 39s 84h 23m 20s 76h 59m 18s 138h 12m12s

표 4.1과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ASOPSO가 다른 알고리즘

에 비해 우수한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찾았으며, 가장 적은

FEM 해석 횟수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2는 알고리즘들의 수렴성을 비교하기 위해 iteration에

따른 최적 목적함수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SOPSO가 타 알

고리즘에 비해 우수한 목적함수값을 찾으며 최적해로 빠르게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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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전동기 최적설계에서 알고리즘의 수렴성 비교

Fig. 4.2. Convergence characteristics comparison of different

algorithms in motor optimal design

최적화 기법 별 최적설계의 결과는 표 4.3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본모델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이며 모두 설계목표인 기본모델

의 평균토크 95% 이상 유지와 코깅토크 70% 이상 저감을 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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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알고리즘 별 최적설계 결과 비교

Table. 4.3. Comparison of optimal design results by different algorithms

알고리즘 코깅토크(Nmpk-pk) 평균토크(Nm) / 토크리플(%)

ASOPSO
5.61

(1.17% of Rated Torque)

489.13 (Reduction rate 2.1%)

/ 8.68

PSO
5.93

(1.24% of Rated Torque)

489.11 (Reduction rate 2.1%)

/ 8.61

BMO
5.46

(1.14% of Rated Torque)

486.91 (Reduction rate 2.6%)

/ 8.27

SSO
5.89

(1.23% of Rated Torque)

488.72 (Reduction rate 2.2%)

/ 8.51

표 4.3에서 나타내듯이 서로 비슷한 결과를 가지지만, 상대적으

로 ASOPSO와 BMO을 적용한 모델들의 결과가 좋은편이다. 두

모델 모두 코깅토크가 각각 정격토크 대비 1.17%, 1.14%로 비슷

하며 토크리플 값도 비슷하다.

그러나 BMO를 적용한 모델의 평균토크가 기본모델의 평균토

크인 500Nm에 비해서 2.6%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ASOPSO을

적용했을 때의 평균토크 2.1%보다 0.5% 더 감소된 값이다.

출력토크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코깅토크를 저감하

는 것이 설계의 목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BMO를 적용한 모델

에 비해 평균토크 손실이 적으며, 코깅토크가 서로 비슷한

ASOPSO를 적용한 전동기 모델이 최적의 모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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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최적형상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동기 최적 설계변수 값은

  ,  deg,  deg,  이며

최적형상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전동기 최적 형상

Fig. 4.3. Shape of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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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특성해석 결과

최적 설계된 전동기의 코깅토크와 기본모델의 코깅토크를 비

교한 결과는 그림 4.4와 같다. 기본모델의 코깅토크는 29.8[Nm]

이며 최적설계 모델의 코깅토크는 5.61[Nm]로 기본모델의 코깅

토크에 비해 81%가 저감되었다. 따라서 목표수준이었던 기본모

델의 코깅토크 70% 이상 저감을 달성하였다.

그림 4.4. 기본모델과 최적 모델의 코깅토크 비교

Fig. 4.4. Cogging torque comparison of base and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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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모델과 기본모델의 출력토크의 그래프는 그림 4.5와 같다.

기본모델의 출력토크의 평균은 500[Nm]이며 토크리플은 14.4%

이다. 최적설계모델의 토크는 489.13[Nm]이며 토크리플은 8.68%

이다. 최적설계모델의 평균토크는 기본모델의 평균토크의 97.8%

이다. 기본모델 평균토크의 95% 이상을 유지하였으므로 설계목

표를 달성하였으며 토크리플도 기본모델에 비해 저감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전동기의 성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적화

전후 전동기의 특성 변화는 표 4.4와 같다.

그림 4.5. 기본모델과 최적 모델의 출력토크 비교

Fig. 4.5. Torque comparison of base and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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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최적화 전후의 특성 변화

Table. 4.4. Characteristic changes after optimization

기본모델 최적 모델 감소량

평균토크 500[Nm] 489.13[Nm] 2.1% 감소

토크리플 14.4% 8.68% 40% 감소

코깅토크 29.8[Nm] 5.61[Nm] 8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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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기존 PSO 알고리즘들의 단점들을 개선하고 우

수한 성능의 새로운 개념의 PSO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효율성 및 신뢰성은 시험함수들을 통해 검증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제 전동기 설계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

하였다.

기존 PSO 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를 찾는데 유용한 방법이지

만 국부 최적해에 수렴할 수 있으며, 전역 최적해에 수렴하기까

지 장시간 소요되고 함수호출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확도가 높고, 새로운 개념의

PSO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해군의 대잠작전을 모사한 알고리즘이며

군집별 기동, 회피기동, 협동기동, 탐색구역 재분배의 4가지 탐색

전략들을 선택적으로 수행하여 전역 최적해를 찾아가는 최적화

기법이다. 다양한 수학적 시험함수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알고리즘의 타당성과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전동기의 최적 설계 문제에 제안한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최적설계를 위한 전동기모델

은 타 논문[8] 에서 FEM 해석과 제작실험을 통해 무부하 및 부

하 특성이 검증된 전동기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동기 모델은 선

박 자세 안정성 향상을 위한 Anti Heeling System 펌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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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급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이다.

목적함수는 다중목적함수로써 출력토크의 손실을 억제하고, 코

깅토크를 저감하는 것이며 두 목적함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

계변수를 찾기 위해 가중치법을 사용하였다. 목표성능을 달성하

기 위해 설계변수는 노치와 치단의 높이, 슬롯 개구폭으로 선정

하였다.

타 알고리즘의 최적설계 결과와 비교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 할 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성이 높은 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동기의 특성 또한 비교적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며

최적화 전의 기본모델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체들을 3가지 군집으로

편성하여 최적해를 탐색하였다. 만약, 3가지 군집이 아닌 4가지,

5가지 군집으로 구성하거나, 관성하중의 범위를 본 논문에서 표

3.2와 같이 설정한 것과 달리 설정하여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군집의 개수와 관성하중의 범위에 대한 최적값 도출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았으나, 차후 연구 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수행한 전동기 최적설계는 FEM 해석 프로

그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므로 실제 제작을 통해 본 논

문의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코깅토크

저감을 위해서 스큐와 자석 극호비와 같은 다른 설계변수를 고

려한 연구를 진행하여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와 비교한다

면 설계변수에 따른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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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with Anti-Submarine

Opera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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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ptimal design of electric machines, 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s are generally used to find global

optimal solutions. 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s, which

usually involve a mathematical modeling of natural

phenomena, contain a probabilistic ele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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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and converge to a global optimal solution.

Among the various stochastic optimization methods,

the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is widely known

as a useful algorithm in finding global optimal solutions

as it can be executed using minimal parameters and

relies on a simple process.

However, in multi-variable and multimodal

optimization problems having many local optimal

solutions, the PSO may converge to a local optimal

solution and require more searching time.

To resolve the above issue, this paper proposed an

improved PSO algorithm. the proposed algorithm

simulates the procedures of an anti-submarine operation.

An anti-submarine operation is a naval operation that

searches for and attacks enemy submarines using naval

platforms. Actual anti-submarine operations use three

platforms(Submarines, Surface vessels, Aircraft) having

different velocities and covertness to allow effective

searching of target submarines.

By integrating the aforementioned characteristics into

the PSO, the proposed algorithm was designed to search

for global optimal solutions using strategie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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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an anti-submarine operation, in three swarms

having different particle velocities.

The usefulness,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were verified through using

mathematical test functions and optimal design of a

practical electric motor. Compared to the PSO, the

proposed algorithm can search a larger problem area at

a faster rate and provide a more accurate solution.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Anti Heeling System pumps, used to improve ship

stability, was employed for the optimal design.

The objective function and purpose of optimal design

is to minimize output torque loss of the motor and to

reduce cogging torque. Therefore, multi-objective

function is used.

The design variables were the height of the notch and

tooth-tips, and slot openings. Notches were applied to

reduce cogging torque, and the height of tooth-tips and

slot openings were adjusted to minimize output torque

loss.

Based on the design variable constraints, objective

function, and design variables, optimal desig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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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with the proposed algorithm.

Lastly, the optimal design results obtained from

applying the proposed algorithm were compared to those

of the PSO and other recently algorithms. The proposed

algorithm was found to be superior to the PSO in terms

of computation time and accuracy.

keywords :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Optimal

design Interior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Cogging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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