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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usefulness of Kriging Dimension Reduction Method(KDRM), which is 

to construc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response function in the presence of the physical uncertainty of 

input variables. DRM has recently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due to its sensitivity-free nature and 

efficiency that considerable accuracy is obtained with only a few number of analyses. However, the 

DRM has a number of drawbacks such as instability and inaccuracy for functions with increased 

nonlinearity. As a remedy, Kriging interpolation technique is incorporated which is known as more 

accurate for nonlinear functions. The KDRM is applied and compared with MCS methods in a 

compression coil spring design problem.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is method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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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설계자는 어떤 제품, 는 공학 인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해석할 때 항상 불확실성에 해 인식하고 있어

야 한다. 공학 설계에 있어서 통 인 근법에서는 경험 인 지식에서 얻어진 안  계수의 사용을 통해 불

확실한 라미터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단순화 시킨다. 안  계수의 사용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토

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라미터들이 제품의 성능이나 내구성에 얼마만큼 향

을 끼치는지에 한 정보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안 을 확실히 보장하기 해선 재료의 사

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요소를 다른 시스템에 용할 때 그 라미터에 

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경험 인 안  계수를 얻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비용에서 설계 문제를 매

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공학 설계에서는 보통 안 , 는 내구성을 최 화 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해 각각의 라미터들을 확률, 통계 인 기법을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시스템의 실

패확률(failure probability)을 측하여 제품의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신뢰성 기반 설계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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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제품의 품질을 실패 확률로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크

게 추출법(Simulation)과 속 확률 분법(Fast Probability Integration)이 있다. 추출법에는 몬테카를로 추

출법, 요도 추출법이 있고 속 확률 분법에는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SORM(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 등이 있다. (Haldar A., 1999) 가장 쉬운 방법은 몬테카를로 추출법(Monte Carlo 

Simulation, MCS)이지만 만족할만한 정확도를 얻기 해서는 시행횟수를 크게 잡아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

진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응답함수의 실패확률을 계산하기 해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설계

에 활용한 방법은 FORM이다. 이 방법은 응답함수의 MPP 치를 탐색하기 해 최 화 기법을 사용하고, 

이로부터 신뢰도지수(Reliablity Index)를 계산하며 이로부터 근사 으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응답 함수의 통계  모멘트 값들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확률분포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근법이 등장

하 는데 이를 차원감소법(Dimension Reduction Method, DRM)이라 한다.(Rahman, 2004) 확률분포를 구하

고 나면 이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실패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 은 은 시행 횟수로 몬테카를

로 추출법과 같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며, 최 화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효율을 하시키는 민감도

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한편 DRM이 이러한 장 을 가지는 반면 일부 비선형성이 큰 응답함수의 경우에는 

모멘트 계산을 해 수치 분공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렴에 실패하거나 정확도가 하되는 문제가 발견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Kriging 보간법과 Axial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응답함수를 근사화하여 

DRM을 개선한 방법을 사용하 다.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Kriging Dimension Reduction Method, KDRM)

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몬테카를로 추출법과 비교하 고 스 링 설계 문제에 용하여 유용성을 확인

하 다.

2.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 (KDRM)

2.1. 가법분해방법(Additive decomposition methods)을 이용한 차원갑소법

일반 인 시스템 응답함수의 차 통계  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계산된다.

 
∞

∞

∙     (1)

하지만  식에서 다 분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차원감소법에서는 가법분해방법 

을 사용하여 다 분을 다 변수 일차 분으로 바꾼다. 가법분해방법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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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를 식(1)에 입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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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의 분을 수행하면 차 통계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2.2. Axial 실험계획법

Kriging 근사화를 하기 해서 선정하는 2N+1, 4N+1개의 샘 의 치에 따라서 생성된 메타모델의 정

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샘 의 치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변수의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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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일 때는 ± 에 해당하는 치를 선정하 고   일 때는 

± 에 해당하는 치를 선정하 다. 

2.3. Kriging 보간법

Kriging방법은 랑스의 지질수학자인 Georges Matheron이 1950년  남아 리카의 채 학자 D.G.krige가 

용했던 경첨 인 방법을 수학 으로 정립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지질 통계학분야에서 출발한 

Krigign모델이 공학분야에 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Sacks등이 컴류터 실험에 함하도록 수정하여 

용하면서 부터이다. Sacks는 지질 통계학에서 Kriging이 variogram을 사용해 국부 인 부분을 묘사하던 것

을 공분산 함수 (covariance function)로 표시하 다. 일반 인 Kriging모델은 역모델과 국소변형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역모델는 일반 으로 상수항으로 처리되며,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의 공분산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5)

은 random process의 분산을 의미하고 은 임의의 두    사이의 상 함수

(correlation function)이다. R은 상 행렬(correlation matrix)로서 상 함수 값을 열성분으로 하는 각성분이 

1인 칭행렬이다. 상 함수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근사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6)

여기서 

        
 
        

이다. 

3. KDRM을 이용한 스 링 설계 문제에서의 신뢰성 해석

본 연구에서는 KDRM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한 용 제로 스 링 설계 문제에 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다. 스 링이 원하는 성능과 내구성을 갖기 하여 가장 기본 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인자로는 스

링 상수와 최 단응력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 링은 Del Llano-Vizcaya(2006) 등에 의해 연구되었

던 스 링 모델의 치수  물성치를 따르고 있다. 이 스 링 모델에 하여 스 링 상수  최 단응력을 

구하는 이론 인 수식을 구하고, KDRM을 이용하여 스 링 상수의 확률 분포  최 단응력이 단항복

응력을 과할 실패확률을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MCS로 검증하 다. 한 보다 정확한 스 링 성능을 

측하기 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스 링 상수의 확률 분포  실패확률 계산을 하 으며 상용 신뢰성 

해석 소 트웨어인 NESSUS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 다.

3.1. 이론 인 수식을 이용한 신뢰성 해석

그림 1과 같이 축방향 힘 F가 작용하고 있는 원형 단면 압축 코일 스 링을 고려하자. 여기서 D는 코일

의 평균 지름이며, d는 와이어의 지름이다. 이때 스 링 단면에 작용하는 최  응력은 직 인 단응력과 

비틀림 응력을 첩하여 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스 링의 최  단응력은 식(7)과 같이 나타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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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방향 힘이 작용하고 있는 압축 코일 스 링 그림 2 스 링 상수의 확률 도함수

표 1 스 링 상수의 통계  모멘트 비교

Method
Statistical moments

mean stdev skew kurt

KDRM 17.1793 1.7489 0.1214 3.0148

MCS 17.1667 1.7549 0.2918 3.1549

ratio 100.07 99.66 41.60 95.56

식(7)에서            을 입하면 식(8)을 얻는다.

 







(8)

한 Castigliano의 정리를 이용하여 변 를 구하고 이로부터 힘 사이의 계를 정리하면 식(9)와 같이 스

링 상수를 구할 수 있다.

 
 


(9)

여기서 N은 스 링의 유효 감김수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식(8), 식(9)를 KDRM에 용하여 스 링 상수

의 확률 분포  실패확률을 계산하 고 MCS를 통해 이를 검증하 다.

3.1.1 스 링 상수

식(9)를 이용하여 스 링 상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 다. N은 6으로 정하고 나머지 세 개의 변수를 확률변수

로 고려하 으며, 이들은 모두 COV가 2%인 정규분포로 가정하 다. 즉, d = N(5.7mm, 0.114mm), D = 

N(44.4, 0.888), G = N(68GPa, 1360MPa)이다. 그림 2  표 1에서 KDRM 과 MCS 방법을 이용한 스 링 

상수의 확률 분포  통계  모멘트를 비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DRM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에서 skewness 의 정확도가 다른 모멘트에 비해 좋지 않으나  크기가 작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F 곡선이 매우 일치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림 3은 각 변수를 확정 인 

값으로 두었을 때의 스 링 상수와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스 링 상수 값을 비교하여 각 

변수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불확정성을 고려할 경우 안 을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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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수가 확정 인 값을 갖는 스 링 상수와 

KDRM으로 구한 ±구간의 스 링 상수

그림 4 최 단응력의 확률 도함수

그림 5 KDRM 용을 한 스 링 유한요소 모델 그림 6 스 링 유한요소 해석과 함께 KDRM을 이

용하여 얻은 확률 도함수 그래

평균 는 확정값 신 필요에 따라 +3σ 는 -3σ 값으로 해야 한다.

3.1.2 최 단응력

식(8)을 이용하여 825N의 하 이 작용하고 있는 스 링의 실패확률을 구하 다. 각 변수의 분포는 3.1.1

과 동일하고 단항복응력값은 615MPa이라 하 다. 이 값은 Del Llano-Vizcaya(2006)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스 링 재료의 항복응력값을 기 으로 선정하 다. 그림 4는 최 단응력의 확률 도함수를 나타낸 그래

로 KDRM과 MCS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입력변수가 확정 이라 한다면 최 단응력은 536MPa로써 

단항복응력을 넘어서지 않지만 확률분포를 갖는 변수일 경우 그림 4와 같이 최 단응력이 단항복응력 

보다 클 확률, 즉 실패확률이 KDRM 경우 1.5%로, MCS의 경우 1.4% 로 나타나, KDRM이 은 응답함수 

계산만으로도 우수한 정확도를 구 하 다.

3.2. FEM을 이용한 신뢰성 해석

스 링의 실제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측하기 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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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링의 거동을 정확하게 측하기 해서는 변형을 고려한 해석과 함께 그림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하부 seat와 스 링 코일 간 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6은 유한요소 해석과 함께 

KDRM을 이용하여 스 링 최 단응력의 확률분포를 구한 것이다. 이로부터 항복응력을 과할 실패확률

을 계산하 으며, 그 값은 2.89%이다. 한편 이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하여 상용 신뢰성 해석 소 트웨

어인 NESSUS를 사용하 고 신뢰성 해석을 해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FORM 방법을 이용하 는데, 그 

결과는 2.87%로서 KDRM결과가 이 값과 거의 동일하 다. 그러나 NESSUS의 경우 이 값을 구하기 해 유

한요소해석을 12회 수행한 반면 KDRM은 5회 수행하여 계산 시간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한 

NESSUS는 응답함수의 확률분포커 를 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항복응력 값을 과할 확률만을 계산한 반면 

KDRM은 확률분포를 직  구한 것으로서 만일 NESSUS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지

과 같은 계산을 일정 구간에 걸쳐 반복해야 하므로 매우 많은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KDRM은 이

게 은 계산 횟수로 확률 도함수의 형상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 링 설계 문제의 신뢰도 해석을 하여 크리깅 기반 차원감소법(KDRM)을 사용하 다. 

스 링 상수와 최 단응력을 구하는 이론 인 수식을 KDRM 용 제로 사용하여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고 MCS를 통해 이를 검증하 다. MCS와 비교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KDRM의 유용성을 증명하기 해 스 링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 해석으로 나온 신뢰

도 값을 검증하기 하여 상용 신뢰성 해석 소 트웨어인 NESSUS를 사용하 고 KDRM의 결과가 매우 정

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DRM은 스 링과 같이 변형과  비선형까지 고려하여 많은 해석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은 계산 횟수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뿐만 아니라 확률 도함수의 

형상까지도 얻을 수 있어 그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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