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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50년대와 1960년대 많은 컴퓨터 공학자들은 생물

학적 진화과정을 공학적인 문제인 최적합 해를 찾는 문

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

한 생물학적 진화과정의 아이디어는 자연의 유전적 변

화와 선택등과 같은 현상을 수학적 연산을 이용하여 주

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화된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

러한 알고리즘 중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은 1960년대 John Holland를 주축으로 그의 학생들과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John Holland에 의해 처음

창안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은 공학적

문제의 특별한 해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적응 현상을 연구하고 자연적응의 메커니즘

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해 보기위한 노력으로 개발

되었다[1][2][3]. 현재 컴퓨터 공학에서는 머신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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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레이저 시스템 최적화

Laser system Optimization by Genetic Algorithm

이진호*

Jinho Lee*

요 약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토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적응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처음 소개된 유전자 알고리즘

은 일반적으로 변수가 많아 기존의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를 찾기 힘든 수학적인 최적화된 해를 찾는데 사용되

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물리적인 최적화된 실험값을 얻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먼저

몇 개의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 값을 찾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구현 하였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레이

저 시스템에 연결하여 최대 펄스 폭과 의 최대 출력을 갖는 레이저 펄스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유전

자 알고리즘을 레이저 시스템에 적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레이저 펄스를 얻는데 사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유전자 알고리즘, 레이저 시스템

Abstract Genetic algorithm was first introduced to study adaption phenomena occurring in nature based on 
Darwin’s theory of survival of the fittest. It has been used when analytical approach is not possible because of 
a large number of variables. In this paper, we demonstrated that genetic algorithm could be used to obtain 
physically optimized experimental values. We programmed a genetic algorithm that uses a few Gaussian 
functions to find a given function value and the same algorithm was connected to the laser system to obtain 
laser pulses of  of maximum pulse width and  of maximum output power. This study shows that 
genetic algorithm can be applied to laser systems to obtain the optimized laser pulses.

Key words :  Genetic algorithm, Las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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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learning)의 신경망 구조를 결정하는 최적의

시스템 변수를 찾기 위해 유전자 알고리즘이 폭 넓게

사용된다[4][5][6]. 이 외에도 고해상도 NMR에 의한 복

잡한 분자의 분석과 영상화에 있어서도 유전자 알고리

즘이 활용되고 있다[7][8]. 일반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

아 함수의 해를 찾기 불가능한 경우 수치 해석적 최적

합 방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용된다. 우리는 먼저

수학적인 해를 찾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이

를 레이저 시스템에 연결하여 펄스폭이 작고 출력이 높

은 레이저를 얻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유

전자 알고리즘이 수학적인 해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실

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실험 파라메터를 결정하는데 사

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II. 연구방법

공학적인 관점에서 최적화 과정은 원하는 결과물을

최대화 또는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에

서 가장 효과적이거나 달성 가능한 해를 찾는 과정이

다.

유전자 알고리즘의 구조는 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서

로 섞여 자식세대로 넘어가고 여러 세대에 전달된 유전

자 정보 중 우성인 정보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적자생

존의 이론을 최적화 알고리즘에 적용 시킨 것이다.

표 1. 생물학적 용어와 유전자 알고리즘 용어
Table 1. Terminologies of biology and genetic
algorithm

생물학 용어 특징
유전자
알고리즘Ⅰ

유전자(Gene)
유전체 DNA의
특정 부위에

위치하는 정보서열
매개변수

염색체
(Chromosome)

유전정보 변수배열

특정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

하기 위해 먼저 해를 유전자 형식의 배열로 표현해야

하고 이렇게 찾은 해가 얼마나 적합한지 알기위해 적합

도함수(cost function)가 정의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합

도 함수란 생명체의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유전적 특성

이 특정 환경에 대해 얼마나 잘 살아남느냐는 것과 비

교될 수 있다.

표 1은 생물학적 용어에 대한 비유적인 유전자 알고

리즘의 용어를 나타내준다.

그림 1. 1,2,3,4의 유전정보를갖는 개체와 A,B,C,D의 유전정
보를 갖는 개체의 교배

Figure 1. Crossover between two different chromosomes

먼저 유전자 알고리즘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염색체 내 유전자 형식을 정의한다. 초기에는 염색체의

모집단의 수를 랜덤하게 생성한다. 각 염색체의 길이인

유전자(매개변수)의 개수는 특정한 길이를 갖지만 처음

모집단의 염색체의 배열도 랜덤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이러한 염색체를 서로 조합함으로써 다음 세대

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의 수학적 연산을 교배

(Crossover)에 비유 할 수 있다. 그림 1은 1,2,3,4란 유

전정보를 갖는 개체와 A, B, C, D의 유전정보를 갖는

개체의 교배에 의해 서로간의 유전정보를 교환하는 방

법을 모식도를 이용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교배에 의해 만들어진 세대 중 전 세대의 우수한 특

성을 물려받은 적합도가 높은 개제만이 살아남을 확률

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러한 개체들이 그 세대에 선택되

어진다. 선택된 개체들의 우수한 유전 정보가 다시 교

배에 의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결과적으로 생존환

경에 적합한 유전정보를 계속 물려줌으로서 최적 해에

점차 가까워지게 된다. 우수한 정보를 가진 개체가 교

배에 의해 자신의 유전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적합도가 떨어져 살아남을 확률이 적은 개체

도 돌연변이(mutation)에 의해 유전 정보가 바뀜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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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유전자의 유전정보를 다음 세대

로 전달하게 된다.

그림 2. 주어진 함수 값(흰색점선 )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얻은(붉은 실선)결과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results obtained using given
function values(white dotted line) and genetic
algorithm (solid red line)

우리는 먼저 몇 개의 가우시안(Gaussian function)함

수를 이용하여 주어진 함수 값을(그림 2의 흰색선)찾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주어진 함수 값을 타겟

함수(Target function))로 정의하고 이 타겟함수 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National instrument 의 Labview [9]

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자 알고리즘의 적합선(붉은 실선)이 주어진

함수(흰색)와 일치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염색체의 유전정보에는 가우시

안 함수의 크기, 중간 파장 값 그리고 함수 폭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게 된다. 시작을 10개의 가우시안 함수

를 이용하여 적합선을 찾는다면 30개의 유전정보가 들

어 있게 된다.

그림 3.는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처음 렌덤하게 생성

된 유전정보를 갖는개체를 parent 라는 변수명으로 설정

하고 이러한 parent들의 유전 정보를 섞어 다음 세대인

Children을 생성한다. children 변수를 만드는 연산 작용

을교배 (reproduction and crossover)라는 연산자명으로

정의 하고 찾는 해가 지엽적인 최솟값(local minimum)에

빠지지 않도록 주어진 백분율(%)에 따라 유전자변위

(mutation)를 주도록 설정 하였다. 우리는 적합도 함수

를 다음과 같이 제곱평균제곱으로 정의한다.

 



  



 
 (1)

따라서 적합한 개체란 가 최소가 되게 만드는 해

이다. 적합도 함수의 와  는 각각 유전자 알고리즘

에 의한 값과 타겟함수의 값이다.

그림 3. 유전자 알고리즘 흐름도
Figure 3. Flowchart of genetic algorithm

이렇게 해서 가장 적합한 children이 살아남아 다시

parent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함수에 가까워지게

된다. 우리는 동일한 방식의 유전자 알고리즘을 레이저

시스템에 옮겨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최적화된 레이저

펄스를 얻는데 이용하였다. 보통의 유전자 알고리즘은

최적합한 해나 함수 값을 찾는 경우에 주로 쓰일 수 있

지만 우리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레이저 시스템에 적용

하여 물리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실험값을 변경 해 주는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III. 실험 및 결과

펨토초 레이저란 펄스 폭(pulse duration)이 1ps

(    ) 이하 즉 펨토초 영역( )의 광

학 펄스를 방출하는 레이저로 안과계열 수술[10]이나

레이저 가공을 이용한 산업[11] 및 여러 다양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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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사용되고 있다. 좀 더 폭 넓은 활용을 위해 현재

펄스폭을 낮추고 레이저 출력을 높게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

그림 4.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의 구조
Figure 4. Schematic structure of femtosecond laser

system

펨토초 레이저의 구조는 그림4와 같다. 먼저 오실레

이터(oscillator)에서 펄스폭이 ∼정도 되는

∼ 정도의 저출력 레이저 펄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증폭기(amplifier)를 통과하여 정도의 고출

력 레이저 펄스로 증폭된다. 저출력 레이저를 바로 증

폭기를 이용하여 증폭 시키면 레이저의 짧은 펄스폭 때

문에 순간적인 펄스의 최대 에너지가 너무 커 증폭기의

광학 시스템을 쉽게 파손시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림 4에 나온 것처럼 증폭기 사이에 stretcher를 두고

∼ 펄스를 펄스로 1,0000 배 정도 펄

스폭을 늘려 펄스의 최대 출력을 낮춘다. 이렇게 최대

출력을 낮춘 상태에서 증폭기로 들어온 레이저는 광학

시스템에 손상 없이 증폭되고 증폭기를 빠져나온 레이

저 펄스는 compressor를 거쳐 원래 펄스폭

(∼  )으로 돌아가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증폭

기는 출력은 최대한 높게 만들고 compressor를 통과한

레이저의 펄스폭은 가장 작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림4의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에서 Stretcher와 증폭기

사이에 광학 변조기 [12]를 이용하여 이러한 요구 조건

을 만족시키는 피드백 알고리즘(feedback)인 유전자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5. 광학 변조기를 이용한 레이저 시스템의 유전자
알고리즘 구현

Figure 5. Implementation of genetic algorithm for laser
system using acousto-optic modulator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트레처에서 나온 레

이저 펄스를 광학 변조기를 이용하여 펄스의 모양을 바

꾼 후 증폭기로 보낸다. 이렇게 증폭된 펄스는 컴프레

서를 거쳐 측정기를 통과하여 펄스 모양이 자동으로

측정된다. 측정된 펄스를 식 (1)의 적합도 함수에 넣어

우리가 원하는 타겟함수와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해들

의 유전적 교배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해가 광학변

조기의 파라메터 값들로 사용된다. 즉 이렇게 살아남은

파라메터 값들이 새로운 parents가 되고 새로운

parents간의 유전조합에 의해 children을 만들고 이 값

들이 광학변조기의 파라메터 값들로 다시 사용되어지

며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적의 광학변조기 내 파

라메터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서 수행

한 몇 개의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하여 원하는 함수에

가장 가까운 함수를 알아내는 유전자 알고리즘과 동일

한 과정이 레이저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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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변조기의 파라메터 값 혹은 유전자정보는 가우

시안 함수 대신 식(2)의 슈퍼가우시안(super Gaussian)

을 사용 하였다. 슈퍼 가우시안의 크기(), 중앙 위치

( ) 그리고 폭()을 광학 변조기에 보내면 광학 변조

기는 이러한 정보를 읽어내고 몇 개의 슈퍼 가우시안의

합을 만들어 스트레저에서 들어온 레이저 펄스와 슈퍼

가우시안의 합으로 구성된 정보가 변조기를 통해 레이

저 펄스의 모양을 바꾸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

리는 10개의 슈퍼가우시안을 사용하여 30개의 파라메

터를 바꾸어 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타겟함수는 가장

짧은 펄스를 얻기 위해 이와는 역관계인 가장 폭이 넓

은 스펙트럼을 최적화 함수로하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림 6. 오실레이터의 스펙트럼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최적화 된 후 증폭기를 거쳐 나온 레이
저의 스펙트럼

Figure 6. Spectrums of laser right after oscillator and
amplifier optimized using genetic algorithm

그림 6은 이렇게 구성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사용

한 증폭된 레이저 펄스의 스펙트럼이다. 오실레이터에

서나온 의 펄스 폭과 의 출력을 갖는 펄스

가 증폭기를 거쳐 의 최대 출력을 갖는 펄스로 증

폭되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최대 을 갖는

펄스를 얻을 수 있었다. 정확한 펄스폭을 측정하기 위

해 주파수 분해 광학 게이트(Frequency Resolved

Optical Gate)를 사용 하였다. 수학의 함수 값을 찾는

최적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재 실험 장비들의 변수 값

을 바꾸어 주면서 측정을 동시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Labview를 이용하여 측정기를 포함한 각 장비에 연결

하였다. 그림 6의 최적화된 펄스를 얻기 위해 우리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5~6시간 정도 수행하였다. 오실레이

터에서 나온 펄스보다 증폭기를 통해 나온 펄스의 폭이

높은 이유는 증폭기 안의 물질 내에서 일어나는 비선형

광학 작용에 기인한다.

ⅤI. 결 론

최적화 해를 찾는데 사용되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각

실험 장비에 연결하여 우리가 목표로 하는 펄스의 함수

를 찾는데 사용 할 수 있었다. 주위 환경에 민감한 레

이저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펄스폭과 에너지

를 갖는 레이저를 얻기 위해 광학 변조기를 레이저 시

스템 사이에 넣어 유전자 알고리즘을 실행시킴으로써

동일한 레이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출력 레

이저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에도 안전한 레이저 공진

기를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구조를 설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장비에 연결시켜 최적화된 실험값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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