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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methods of mechanical syst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deterministic methods and stochastic 

methods. In deterministic methods, design parameters are assumed to have fixed values. On the other hand, in 

stochastic methods, design parameters are assumed to be statistically distributed. When a stochastic method is 

employed,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s of design variables are assumed to be known. However, 

very often, it is almost impossible or very expensive to obtain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s. 

Therefore a sample survey method is usually employed for stochastic methods. This paper describes the 

procedure of estimating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s by employing sample data sets. An 

example of AFM micro cantilever beam is employed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dure. 

 

1. 서 론 

오래 전부터 인간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설계방법들을 연구해왔다. 기존의 설계방법

들은 시스템의 설계변수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결정론적 설계방법과 확률론적 설계방

법으로 나뉜다. 결정론적인 설계방법은 시스템의 

설계변수들이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제조 시 

발생하는 공차 및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변형으로 인해 시스템 설계변수는 하나의 수치로 

정해지지 않으며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결정론적 설계방법으로는 시스템의 응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최근에는 설계변수의 통계적인 분포를 

고려한 확률론적 설계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확률

론적 설계방법은 설계변수의 통계적인 분포를 고

려하여 시스템 성능을 해석하고 설계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학 설계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Hartenberg 등(1)은 최초로 공차에 의한 링크기구

의 오차를 고려하였고 Garrett 등(2)은 공차의 영향

을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알아보았다. 이 후에 Lee 

등(3)은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공차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통계적 해석 

방법으로는 몬테칼로 방법(monte carlo method)이 

있다. 이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조적 신뢰성을 

구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간단하고 정확하지만 그만큼 많은 해석 시간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확률론적 방법들은 

설계변수의 통계적 분포를 항상 정확히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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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적용되었다. 이 방법은 결

정론적 설계방법보다는 현실적이지만 설계변수 모

집단들의 분포를 알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시

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한

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어느 공정에서 제작된 부

품의 길이는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지만 그 

분포가 이론적인 통계 모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 또한 모든 부품 길

이를 측정해 보아야만 모집단의 정확한 통계적 분

포를 알아낼 수 있다. 설계변수 분포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가 있지만 시간

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표본 조사를 실

시하여 설계 변수들의 통계적 분포를 예측하게 된

다. 따라서 표본의 정보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모집단의 통계적인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이 필요

하다. 하지만 공학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변수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통계적인 분포를 예측하고 

사용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수가 통계적 분포를 가지는 

시스템에서 설계변수의 표본에 근거한 시스템의 

응답을 예측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설계자가 설계변수 모집단의 통계적 분포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값의 통계적 분포를 

민감도를 통해 해석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설계변수 표본의 정보만이 알

려져 있는 경우 설계변수 표본에 근거하여 결과값

의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간

단한 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고 실

제 예제로써 마이크로 구조 시스템 중 NC-AFM 

(Non-Contact Atomic Force Microscopy)에 적용하여 

NC-AFM 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AFM cantilever

의 표본에 근거하여 NC-AFM 의 Set point 및 측정

감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였다. 

 

2. 모집단의 통계적 예측 방법 

2.1 설계변수의 모집단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설계변수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알려져 있는 

경우, 설계변수들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이 식 (1)

과 같이 표현된다면 성능의 평균 및 분산은 식 (2, 

3)과 같이 구해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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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는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고 ib 는 설계 

변수, 
ib

µ 와 )( ibVar 는 설계변수의 평균과 분산, 

)(YE 와 )(YVar 는 시스템 성능의 평균, 분산을 

각각 나타낸다. 설계변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있다면 식 (2)와 (3)을 통해 시스템 성능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다. 

 

2.2 설계변수의 모집단 분포를 모르는 경우 

설계변수 모집단의 통계적 분포의 정보가 알려

져 있지 않고 단지 설계변수 표본의 정보만을 가

지고 있다면 식 (2)와 식 (3)에서 
ib

µ 와 )( ibVar

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설계변수의 표본

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 표본의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이라고 가정하여 2.1 절의 

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값을 )(* YE

와 )(* YVar 라고 하여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인 

)(YE 와 )(YVar 을 근사적으로 구한다. 이것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값이므로 모집단의 통계량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간추정을 적용하여 모

집단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이 Fig. 1

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구간 추정에서 신뢰구

간은 식 (4)와 식 (5)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신뢰구간 안에 

)%1(100 α− 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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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µ , σ는 관심 대상의 모집단의 평균과 표

준 편차를 나타내고 X , s 는 표본의 평균과 표

준 편차를 나타낸다. n 은 표본의 크기, 2/αt 는 

Student t분포, )2/;1(2 αnχ − 은 자유도가 1−n 인 

카이제곱 분포를 나타낸다. 식 (4)와 식 (5)에서 

X 는 )(* YE 로 또 
2s 은 )(* YVar 로 대체하면 성

능의 구간추정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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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of population estimation 

 

 

3. 제안된 방법의 검증 

3.1 1 자유도 MK시스템의 고유진동수 예측 

2 장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Fig. 2 에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한 1 자유도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해보았다. 시스템의 

설계변수는 질량 m과 스프링 강성 k 이고 성능인 

고유진동수 nω  은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

k
ωn =                  (6) 

 

주어진 조건은 m ~N(10,0.12), k ~N(1000,102) 

이고 표본 크기는 100 이다. 그리고 nω 의 모집단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안된 과정을 적용하여 

신뢰도 99%로 구간추정을 하였고 실제 모집단과 

비교를 통해 제안된 과정을 검증하였다. 각 과정

에서 얻어진 표본의 통계량 및 최종적으로 얻어진 

nω 의 추정 량을 Table 1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Lµ ,

Uµ , 
2

Lσ ,
2

Uσ 은 각각 평균과 분산의 

구간추정의 신뢰하한과 신뢰상한이다. 

 

 

 
 

Fig. 2  1-DOF MK System 

 

 

 

Table 1 Point estimators of design parameters 

 

 X  
2s  

m  10.00936 [kg] 0.009576 [kg] 2 

k  999.4493 [N/m] 100.0770 [N/m] 2 

 

 

 

Table 2 interval estimators of the performance 

 

 Lµ  

[rad/s] 

Uµ  

[rad/s] 

2

Lσ  

[rad/s] 2 

2

Uσ  

[rad/s] 2 

nω  9.9742 10.0109 0.00348 0.00727 

 

 

 

 
Fig. 3 Confidence level results obtained with the 

proposed method 

 

 

이것은 nω 의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Lµ 과 

Uµ , 
2

Lσ 과 
2

Uσ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 99%가 된다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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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간 추정 량의 신뢰도 검증 

3.1절에서 구한 구간 신뢰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모집단과 비교하였다. 설계변수 모집단을 가지고 

식 (6)을 이용해 nω 의 모집단을 구한 후 모집단

의 통계적인 특성이 앞에서 구한 신뢰구간 안에 

99%확률로 포함되는지를 검증해보았다. 한번의 

표본추출로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신뢰구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99% 신뢰수

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1000 번의 표본 추출을 수

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좀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10 회를 실시하여 누적평균

을 구한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고 평균과 분산 

모두 신뢰도 99% 범위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

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NC-AFM의 설계문제 

4.1 AFM의 측정방법 

AFM 은 원자간의 거리가 가까울 때 발생하는 

반데르발스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서 시료 표면의 

형상을 얻는 원자 현미경으로 시료가 도체가 아닌 

경우에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그 사용범위가 넓어 

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Fig. 4 는 

AFM 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AFM의 종류는 그 측정 방법에 따라서 크게 

Contact mode 방식과 Non-contact mode 방식으로 나

누어 진다. Fig. 5 는 Contact mode 방식과 Non-

contact mode 방식의 작동 범위를 원자간 거리에 

대한 반데르발스 힘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Contact mode AFM은 AFM cantilever의 끝에 달린 

탐침이 시료의 표면에 매우 접근하여 측정을 하고 

시료 표면과 탐침 사이에 발생하는 원자간 척력을 

이용하며 AFM cantilever 의 굽힘 변화를 측정하여 

시료표면을 형상화 한다. 이와 반면에 NC-AFM 은 

원자간 인력이 작용하는 거리에서 측정하며 인력 

크기가 작아 AFM cantilever 의 굽힘이 미세하므로 

AFM cantilever 굽힘을 측정하는 대신 고유진동수 

변화를 탐침과 표면 사이의 거리로 대응시켜 시료 

표면을 형상화 한다. 따라서 NC-AFM 에서는 

AFM cantilever 고유진동수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

하여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그를 위하여 다음의 

두 식이 이용된다. (6) 

dz

dF
kkeff −= 0               (7) 

m

k

π
f

eff

n
2

1
=               (8) 

 

여기서 0k 와 effk 는 각각 AFM cantilever 의 초기 

스프링 상수와 변화된 스프링 상수를 나타내며 

F  는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반데르

발스 힘, z 는 탐침과 시료표면 사이 거리, nf 은 

AFM cantilever 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측정을 

시작하면 탐침과 시료표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지고 식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상수 값이 

변화하게 된다. 이는 고유진동수 변화를 야기하게 

되므로 AFM cantilever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측정

하게 되면 식 (7)과 식 (8)을 이용하여 탐침과 시

료 표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NC-AFM

은 이 같은 과정으로 표면을 관찰하기 때문에 

AFM cantilever 고유진동수나 스프링 강성이 측정

성능에 영향을 주므로(7) 고유진동수와 스프링강성

이 가지는 통계적 특성으로 NC-AFM 의 성능범위

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an atomic force 

microscopy 

 

 
 

Fig. 5 Range of contact AFM and noncontact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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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NC-AFM의 Set point 및 측정감도 

NC-AFM 을 사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FM cantilever 를 시료 표면 가까이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높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게 되고 그 위치를 Set point 라고 한다. Set 

point 는 AFM cantilever 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이것은 NC-AFM 의 안정적 측정 및 측정

감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Set point 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6은 Set point를 보여주고 있다. 이 Set point는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00 >−=
dz

dF
kkeff

               (9) 

Ahzz −−= max0min
             (10) 

              

 

여기서 
0z 는 Set point 가 되고 

minz 은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최소거리이다. 그리고 A과
maxh 는 각

각 cantilever 의 진폭과 측정하는 시료의 최대 높

이가 된다. 식 (9)는 NC-AFM 이 안정적으로 작동

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며 식 (10)에서 얻어지는 

minz 의 값이 식 (9)에서 구한 값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으로 
0z 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측정감도 S는 식 (7)과 (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한다. (7) 

 

dz

dF

k
S

0

1
=                 (11) 

 

 위 식들에서 보는 바같이 Set point의 최소거리와 

측정감도는 스프링 상수에 의해 결정이 되고 각각

의 관계는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4.3 AFM cantilever의 성능구간 예측 

NC-AFM 에 사용되는 cantilever 의 형상에는 여

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각단면을 가진 

외팔 보 형태를 사용하였다. NC-AFM 의 cantilever

모델은 Fig. 9 에 나타나 있고 cantilever 의 물성치 

및 형상 치수의 평균값은 Table 3 에 정리하였다. 

기존의 결정론적 설계 방법에 따르면 Table 3 의 

데이터를 이용해 AFM cantilever 의 고유진동수와 

스프링 상수의 평균값들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고유진동수와  스프링  상수를  구해보면  각각 

139.8KHz, 17.188N/m 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설계

변수는 통계적 분포를 가지는 확률변수이고 AFM 

cantilever 의 특성도 통계적 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 예제에서는 AFM cantilever 의 스프링 강성이 

통계적 분포를 가질 때 스프링 강성의 표본에 근

거하여 이 시스템의 성능 구간을 통계적으로 예측

하였다 .  설계변수는  스프링  강성이고  분포는 

0k ~N(17.188, (1.7188)
2)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

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100,000개를 생성하고 크기

가 50 인 표본을 추출하였고 제안된 방법을 

 

     
Fig. 6  Schematic diagram to explain the set point 

 

]/[0 mNk
 

Fig. 7 Relationship between 
0k  and the Set point 

 

 
]/[0 mNk
 

Fig. 8 Relationship between 
0k  and the sensitivity 

 

 
 

Fig. 9 AFM cantilever 

nmh 1max =

nmh 1max =

nmh 5.1max =

nmh 2max =



설계변수 표본에 근거한 구조시스템 모달 특성의 통계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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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erical data of the AFM cantilever  

Notation Description 
Numerical 

Data(mean) 

L  Beam length 225 mµ  

E  Young’s modulus 179GPa 

d  Depth  5 mµ  

w  Width 35 mµ  

I  Moment of inertia 364.58 4mµ  

 

Table 4 Estimation of the set point ( nmh 1max = ) 

 Lµ  

[nm] 

Uµ  

[nm] 

2

Lσ  

[nm] 2 

2

Uσ  

[nm] 2 

0z  1.60012 1.61312 0.000184 0.000528 

※ confidence level: 99% 

 

Table 5 Estimation of the sensitivity ( nmh 1max = ) 

 Lµ  Uµ  2

Lσ  
2

Uσ  

S  0.019507 0.020261 6.2122x10-7 1.7835x10-7 

※ confidence level: 99% 

 

Table 6 Ranges of 3 sigma ( nmh 1max = ) 

 The range of 3σ (99.73%) 

0z  1.53116< 0z <1.68208 

S  0.015500< S <0.024268 

 

적용하여 신뢰수준 99%로 AFM cantilever 의 Set 

point와 측정감도의 범위를 예측하였다. Table 4는 

측정하는 시료의 최대높이가 1nm 일 때 Set point

의 최소값의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Table 5

는 측정감도의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

고 이 예측 결과를 가지고 3 σ 의 범위를 구한 결

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설계변수들이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설계변수의 표본만이 알려져 있

을 때 설계변수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성능 

값의 모집단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예측된 성능 결과를 모집단과 비

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

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NC-AFM 의 성능 범

위를 AFM cantilever 의 표본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간단한 표

본 검사를 통해 모집단의 통계적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혹은 생산자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

다. 표본 조사의 특성상 표본의 크기나 추출 방법

에 따라 예측하는 범위가 달라지지만 예측된 범위

를 신뢰수준과 더불어 제시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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