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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과 이래로 고전적인 최적화 이Newton Lebnitz

론은 미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1) 그러나 실제적

인 공학설계 응용 예를 들어 비선형 해석 다분야( ,

해석 에서는 대부분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최적) ,

설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

는 함수의 최적설계는 근사최적설계기법(approxi-

mate optimization technique)
(2~6)을 이용한다.

지난 년 동안 근사화 방법 근사화 기반 최10 ,

적설계는 집중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이 접근의.

유형은 단순한 분석적 모델 구배정보를 가진 시(

뮬레이션모델 또는 모델의 형태cheap-to-compute )

과 관련된 계산 집약적 함수(computation-intensive

로 근사된다function) .
(7,8) 단순 모델은 메타모델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메타모델을 구(metamodel) .

성하는 과정을 메타모델링 이라고(metamodeling)

부른다.(9) 이것은 최적설계문제의 다른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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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icient sequential optimization approach for metamodel was presented by Choi et al.
(13)

This

paper describes a new approach of the multilevel optimization method studied in Refs. [2] and [20,21].

The basic idea is concerned with multilevel iterative methods which combine a descent scheme with a

hierarchy of auxiliary problems in lower dimensional subspaces. After fitting a metamodel based on an

initial space filling design, this model is sequentially refined by the expected improvement criterion.

The advantages of the method are that it does not require optimum sensitivities, nonlinear equality

constraints are not needed, and the method i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and use. As a check on

effectivenes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an engineer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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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샘플링 모델 근사화(sampling), (model approxi-

모델검증 설계공간탐색mation), (model validation),

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design space exploration)

다 이 영역에서 문헌에 나타난 중요한 부분은.

이태희 등,(10,11) 최동훈 등,(12~14) 과Wang Shan,
(9,15)

등Simpson
(16-19) 이 강조한 근사화 할 설계영역을

조절하는 방법 유용영역의 근사화이다 전체 설; .

계영역에서 한번의 메타모델 생성만으로 주어진

시스템의 최적해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근사화의 목표는 적당한 비용으로 가능한.

정확한 메타모델을 달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메타모델을 이용한 최적해는 설계변수의 설계영

역 설계영역의 수준 에 의해(design region), (level)

크게 의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타모델의 최적해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단계 해석(multilevel

analysis)
(2,20)을 이용한 순차적 최적설계 알고리듬

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다단계 해석의 접근은.

적정한 수준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최초로 큰 수

준범위를 설정하고 설계공간을 체계적으로 이동

또는 감소시키는 직관적인 방법론(intuitive

이다 각 단계의 최적해는 메타모델methodology) .

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 결과를 기초로 수준범.

위를 재수정하여 재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

정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최적해가 있다고 생각

되는 근방까지 수준범위를 이동시켜 가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반복진행마다 수준범위의 방향과.

비율 메타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메타모델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적용 예제는 가지로 구성된다 완전응력보의2 .

형상최적설계문제에 대해 제안된 방법의 최적해

와 이론해를 비교해서 정확성을 설명한다 산업.

예제로 밴딩프레스 하부 프레임의 구조최적설계

문제에 대해 적응성을 증명하였다.

메타모델링 기법2.

메타모델 형태2.1

이 절은 다단계 해석에 이용되는 메타모델의 4

가지 형태 반응표면모델; (1) (response surface

크리깅 모델model), (2) (Kriging 비모model), (3)

수회귀식(non-parametric regression), 신경회로망(4)

을 설명한다(neural network) .

반응표면모델2.1.1

반응표면모델은 전체 n개의 설계점에서 예측된

응답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회귀분석.

은 설계점들에 기반된 설계변수와 응답변수 사이

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 관계는 또한 선택된 모.

델에 종속적이다 일반적인 반응표면모델은 차. 2

다항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 설계변.

수의 함수로서 응답변수 결과에 대한 근사화를

반응표면이라 부른다 설계점 위치. 에서 선형

반응표면모델은 식 과 같다(1) .

       ,    (1)

여기서    는 번째 설계점 위치에서 반응표면

모델의 회귀항의 가로벡터,    
는

반응표면모델의 회귀벡터이다. 는 회귀변수의

총 개수 회귀계수, 는        

 로 계산된다.

크리깅 모델2.1.2

크리깅 모델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응답함수를

얻기 위해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주위값들의 선형

조합으로 그 값을 예측한다 특히 공학에서 사용.

되는 크리깅 메타모델은 전산실험계획에 적합하

도록 등Sacks
(22)에 의해 제안된 모델이다.

크리깅 모델 코드 로 잘 작성된 것은(in Matlab)

인터넷 로부터URL: www2.imm.dtu.dk/~hbn/dace/

다운로드 할 수 있다.(23) 크리깅 모델은 식 로(2)

구성된다.

     (2)

여기서 는 설계영역의 전역모델로 설계변수

의 다항함수이다 일반적으로 회귀계수. 로 나

타낸다.  는 평균이 분산이0, 인 보통은

가우스 확률과정으로 구현되고 크리깅 모델이 설

계점들을 보간하도록 국부적인 편차를 나타낸다.

 의 공분산은 식 과 같이 주어진다(3) .

          (3)

여기서 은 상관행렬이며,  는 임의의 두

설계점 와 사이의 상관함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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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설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등Sacks, Owen
(9,23)

에 의해 여러 가지 함수가 소개되었다 일반적으.

로 식 로 표현되는 가우스 상관함수를 이용하(4)

여 크리깅 메타모델을 구성한다.

  exp
  



   
 (4)

여기서 은 설계변수 개수이고, 는 모델을 적

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상관인자이다. , 의 설

계점들의 개의 성분을 
와 

라고 한다 많은.

경우 독립상관변수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진

다 설계자는 각 설계변수에 대해 단일상관변수.

또는 독립상관변수를 이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는 임의의 설계점들 사이의 거리의 역

행렬을 가중합 으로 사용한 상관함수(weight sum)

이다.

비모수회귀식2.1.3

비모수회귀식 은 응답(non-parametric regression)

값이 고차의 비선형성인 경우 개선된 반응값을

제공한다 비모수회귀식은 서포트벡터방법. (support

의 일반적인 종류에 속한vector method: SVM)

다.(19,24) 이것은 데이터 그룹을 구별하기 위해 초

평면 을 이용하는 데이터 분류법이다(hyperplanes) .

이 방법의 특징은 초평면이 반응값을 예측할 수

있는 설계변수벡터의 부분집합을 분류하는데 있

다 이 부분집합을 서포트벡터 집합이라고 부른.

다 은 두가지 고유의 장점 때문에 선호한다. SVM .

첫째로 형태는 적합을 보증하기 전에 커널, SVM ,

지도(kernel map)
(25)에 의해 특정공간에서 설계변

수의 입력공간으로 접근한다 둘째로 트레이닝. ,

목적함수는 특정 공간에서 차원이다 따라서2 .

기반 방법은 국소 함정QP(quadratic programming)

이 존재하는 해의 위험 없이 서포트벡터를 결정

하는데 이용된다 실험계획법으로부터 생성된 설.

계점    이면, 는 N차원벡터이고

설계변수로 표현된다 목적함수는 아래의 식 의. (6)

형태로 나타낸다.

Fig. 1 Scheme of a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 ‧〉  (6)

여기서 는 가중치벡터, 〈 ‧〉는 와 의 내

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모수회귀식의 경우 식

과 같이 표현된다(7) .
(19)

 
  



 
  
  (7)

여기서   
는 커널함수이고,  와  

는

라그랑지승수이다 라그랑지승수를 결정하기 위.

해 가중치벡터 는 최소화 된다고 가정한다 이.

것은 설계점들이 적합된 표면의 오차지역 안에

위치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모수회귀식.

은 차반응표면모델의 적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2

저차 다항식이 지배하지 않는 문제에 선호된다.

신경회로망2.1.4

신경회로망은 인간의 신경 세포를 인공적으로

모델링한 수리통계기법이다 함수의 내삽을 위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input layer), (hidden layer),

사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신경망(output layer)

을 구축한다.

에서 각각의 화살표에는 가중치가 포함되Fig. 1

어 있다 도형은 신경계와 같은 세포로 불린다. .

만약 입력층이 라면 은닉층은 함수,  이고

출력값은 아래와 같다.(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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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 of mutlilevel analysis

Fig. 3 Flowchart for sequential optimization algori-

thm with multilevel analysis

여기서 는 미리 정의된 함수이다 일반적으로.

계단함수와 같은 전기적 뇌신호의 이진거동

을 얻기 위한(binary behavior) HT(hyperbolic tangent)

나 지수기반 함수로 정의된다 이 함수는 수학적.

으로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다 가중치. ( 는)

알려진 설계점과 내삽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알고리듬 최소자승법 으로부터 결정된다 이것을( ) .

신경망의 학습이라고 부른다 오차는 학습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계점들을 가지고 각각의 알고리

듬의 반복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설.

계점의 수 입력층 와 중간세포의 수 은닉층 가 많( ) ( )

을 때 더 흥미 있는 결과를 얻는다.

다단계 해석2.2
(20)

메타모델 기반 최적설계에 대한 최적해의 정밀

도는 메타모델의 정밀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메타모델의 정밀도는 설계변수의 설계영역 설계,

영역의 수준 수에 크게 의존한다.

정확한 최적해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해가 포함

되어진 설계영역 범위를 설정하고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또한 메타모델은 설계영역내에서의. ,

근사모델이기 때문에 설계변수의 수준범위 크기

를 좁게 하는 경우가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수준.

범위를 좁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계영역에

수준 수를 많게 하거나 동일 수준 수에서 수준,

범위를 좁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좁은 설계영역일 경우 최적해가 수준범위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전역 최적해 또는 국(

소 최적해 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

본 논문은 메타모델을 이용한 확실히 정밀도가

높은 최적해를 얻기 위해 의 다단계 해석의Fig. 2

개념도와 같은 탐색방향의 관점에서 세 경우를

고려해 보자.

설계영역을 최적해가 존재한다고 예측되어(a)

지는 영역의 주변으로 이동시키면서 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

최초로 넓은 설계영역으로 해석을 수행하(b)

고 그 최적해를 기초로 수준범위를 이동하여 다,

시 재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양자 와 를 조합시키는 방법이다 전(c) (a) (b) .

단계의 최적해를 설계영역의 중간 위치로 이동

시킨 후 수준범위를 더 좁게 설정한다면 정밀도,

가 좋은 근사식을 작성할 수 있고 최적해의 정밀

도도 향상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설계영역의 수준범위를

이동하고 좁혀가면서 최적해를 얻는 방법을 다단

계 해석이라고 한다.

은 다단계 해석의 개념을 포함한 순차적Fig. 3

최적설계 알고리듬을 나타낸다 이 방법을 이용.

해서 얻은 최적해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

다 첫째 설계변수의 적정한 수준범위가 불명확. ,

한 경우 넓은 수준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둘째. ,

한번 구한 최적해에 대해서도 더욱더 수준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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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mm

2
)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45.47 1.2522 1.0844 0.8854 0.6261 0

Table 1 Theoretical solution for fully stress beam

Fig. 4 Optimal shape of fully stress beam

Fig. 5 Design domain with five design variable

좁게 하여 재해석하는 것에 의해 메타모델의 정

밀도 즉 최적해의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공학 예제3.

완전응력보 예제3.1

외팔보의 형상최적설계 문제에 대해 다단계 해

석을 이용한 순차적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외팔.

보는 보의 끝단에 하중을 받고 전체 단면의 최대

굽힘응력 이 일정한 완전(maximum bending stress)

응력보 또는 일정강도보(fully stress beam) (beam

로 가정한다of constant strength) .
(20,27) 이러한 완전

응력보는 응력 제약조건을 가지는 최소질량설계

와 질량 제약조건을 가지는 최대강성설계로 구분

된다 본 논문에서 완전응력보의 장방형 단면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 형상 전단응력에 대한 영향(

은 무시됨 은 와 식 로 나타낸다) Fig. 4 (9)~(11) .

보의 높이 :  



 
(9)

보의 끝단 높이 :  




(10)

최대 처짐량 : max 
 

 


(11)

Level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Lower bound 0.8 0.8 0.8 0.8 0.8

Upper bound 1.4 1.4 1.4 1.4 1.4

Table 2 Design variable and their level(first step)

Table 3 DOE layout

No.
Design variable Response

h1 h2 h2 h3 h5 Area     

1

2

3

5

6

7

8

27

No. 1

No. 12

Fig. 6 Finite element model of cantilever beam

여기서 는 허용응력, b는 판폭으로서 일정하다.

외팔보 설계에 대해 완전응력보의 식 을(9)~(11)

적용하면 각 단면의 높이는 식 가 된다 이(12) .

식은 최적 형상에 대한 이론적인 최적해로서 제

안된 최적설계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12)

또한 완전응력보의 최대굽힘응력 모든 단면에, (

동일하게 적용 은) 이고150 MPa 이 값을 최적설계

에서 거동 제약조건으로 사용한다.

는 보의 형상과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이Fig. 5

다 외팔보는 전체길이가 이고 구속부분의. 50 mm

높이가 보의 끝단에 의 집중하중이1.4 mm, 9.8 N

가해진다 설계변수는 보의 구속부분으로부터. 10

간격으로 분할한 각 단면의 높이mm 이다 보.

의 폭은 로 일정하다 은 식 에1 mm . Table 1 (12)

의해 이론적인 완전응력보의 면적과 각 설계변수

위치에 대응하는 높이를 표시한 것이다.

단계로서 최적형상을 완전히 예상할 수 없어1

서 모든 설계변수의 설계영역은 동일 수준범위로

설정한다 는 설계변수와 수준값을 나타낸.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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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rea
(mm

2
)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RSM 60.902 1.2153 1.2698 1.0659 1.247 1.1845

Kriging 55.38 1.0153 1.138 1.1227 1.0518 1.0202

Non-
parametric 54.467 1.0966 1.0845 1.0728 0.972 1.0416

Neural
network 51.437 1.1285 1.0328 0.9558 0.8168 1.0196

Table 4 Optimal solution for the first step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first step

Design
variable

Sum of
squares

DOF Variance F-ratio p-value

h1
Linear 39522.4 1 9487.9 129.73 0

Quadratic 6309.3 1 6542.5 89.46 0

h2
Linear 2189.5 1 3180.6 43.49 0

Quadratic 3103.6 1 2769.8 37.87 0

h3
Linear 0 1 34.8 0.48 0.5

Quadratic 9.5 1 35.1 0.48 0.498

h4
Linear 0 1 34.9 0.48 0.5

Quadratic 16.4 1 35.1 0.48 0.498

h5
Linear 0 1 34.9 0.48 0.5

Quadratic 35.1 1 35.1 0.48 0.498

Error 1170.1 16 1170.1

Total 52355.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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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nsitivity analysis of the relative contri-

bution ratio of the individual regression

terms

것이다 실험계획은 회의 중심합성법. 27 (central

을 이용하였다 유한요composite design) (Table 3).

소해석과 메타모델 생성은 ANSYS DesignXplorer

환경(28)에서 수행한다 외팔보의 유한요소 분할은.

길이 방향으로 등분 높이 방향으로 등분 하130 , 4

였다 사용한 요소는 절점 평면응력요소이다. 4 .

은 유한요소모델의 생성된 예를 나타낸다Fig. 6 .

최적설계문제는 외팔보의 질량 면적 을 최소화( )

Level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Lower bound 0.8 0.6 0.4 0.4 0.4

Upper bound 1.4 1.2 1.0 1.0 1.0

Table 6 Design variable and their level(second step)

Type
Area
(mm

2
)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RSM 48.26 1.3293 1.1237 0.8835 0.6349 0.3093

Kriging 48.115 1.3287 1.1146 0.8489 0.6752 0.2883

Non-
parametric 47.743 1.3145 1.1045 0.869 0.6259 0.3228

Neural
network 48.843 1.3089 1.1503 0.9845 0.6345 0.2123

Table 7 Optimal solution for the second step

하고 각 설계변수에 대한 단면의 최대굽힘응력,

이 1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것은 거동제약MPa .

조건으로 각 설계변수 위치에서 최대굽힘응력에

대한 메타모델을 이용한다 최적설계문제를 정식.

화 하면 다음의 식 과 같다(13) .

Minimize  

Subject to ≤150 MPa

 ≤ ≤ 


,   ⋯ (13)

는 각 메타모델을 이용한 단계 최적설Table 4 1

계 결과를 나타낸다 과 비교해서 목적함. Table 1 ,

수의 이론적인 최적해와 각 메타모델에서 얻은

최적해의 최대 오차 는 반응표면모델에서(RMSE)

이다 설계영역의 재정의를 위해 각 설계변13.2% .

수 위치에서 얻은 최대굽힘응력에 대한 분산분석

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는. , Table 5 x 에서=30 mm

의 분산분석 결과이다 표에서 차 성분 차 성. 1 , 2

분은 설계변수 차수를 분해해서 비로 표시한F-

것이다.(29~32) 은 설계변수 차수의 기여율에Fig. 7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민감도로 수준.

범위의 방향을 결정한다 분산분석과 의. Table 4

결과에서 단계에서 얻은 최적해 중에1 h3, h4와 h5

는 설정한 설계영역 범위내의 하한값에 있다 따.

라서 단계에 설정한 범위보다 좀 더 외부의 하1

한에 최적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단

계에서 얻은 결과가 최적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 예제는 미리 완전응력보의 이론적인 결과값(

을 알고 있으므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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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Lower bound 0.8 0.6 0.4 0.4 0

Upper bound 1.4 1.2 1.0 1.0 0.6

Table 8 Design variable and their level(third step)

Type
Area
(mm

2
)

h1
(mm)

h2
(mm)

h3
(mm)

h4
(mm)

h5
(mm)

RSM 47.413 1.2842 1.1055 0.8854 0.6253 0.2816

Kriging 47.689 1.2875 1.1331 0.8837 0.6266 0.2759

Non-
parametric 47.5 1.2855 1.11 0.8866 0.6246 0.2863

Neural
network 48.843 1.3089 1.1503 0.9845 0.6345 0.2123

Table 9 Optimal solution for the third step

(a) Step 1

(b) Step 2

(c) Step 3

Fig. 8 Step-wise positioning and stress distribution

for optimal shape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설계변수의 수준범위를).

하한 방향으로 다시 이동시켜 해석함으로서 최적

해인 완전응력보의 형상에 접근한다.

단계는 단계에서 얻은 최적해를 재설정 수준2 1

범위의 상한에 두고 설계영역은 전 단계와 동일

한 크기만큼 하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단계. , 1

에서의 최적해가 설정한 수준범위의 하한에 있는

h3, h4, h5와 근접한 h2이다 은 단계의 재. Table 6 2

설정한 수준범위를 나타낸다 단계와 동일하게. 1

중심합성법에 의해 각 설계변수 위치에서 메타모

델을 생성하고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은 단계에서 얻은 최적해의 결과이다Table 7 2 .

단계 최적해 결과와 비교하면 설계변수의 범위1 ,

와 수준이 유용설계영역으로 좁혀졌을 때의 최적

해는 단계보다 메타모델 형태의 영향을 덜 받는1

다 목적함수 면적 의 이론해와 비교하면 단계의. ( ) 2

최대 오차는 신경회로망에서 이다 이러한5.6% .

결과는 양호한 정밀도 이지만 보의 끝단 높이 h5

의 최적해는 수준범위의 하한값에 있다 여기서.

(a) Photograph of bending press and bottom frame

(b) Finite element analysis

Fig. 9 Bending pres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다시 설계변수의 수준범위를 재설정해서 보다 좋

은 최적해를 얻고자 한다.

단계3 는 단계에서 얻은 최적해를 기초로2 하한

값이 나타난 h5의 수준범위를 재설정 한다. Table

은 재설정한 수준범위를 나타낸다8 .

의 단계의 최적해 결과는 모든 설계변Table 9 3

수가 설정한 수준범위내로 수렴하고 있다 이 단.

계의 최적해는 모든 설계변수 위치의 보의 높이

에 대해 에 나타낸 이론적인 완전응력보Table 1

의 높이와 매우 근접한 값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다단계 해석을 이용한 순차적 최적설계에 의해

정밀도가 좋은 최적형상이 얻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다단계 해석의 진행에 따른 최적형상Fig. 8

에 대한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의 목. Table 1

적함수 면적 의 이론해와 비교해서 단계의 최대( ) 3

오차는 이다 이러한 오차 원인은 해석모델에4% .

서 보의 끝단 부근인 와 사이에 설40 mm 50 mm

계변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응력보.

의 끝단 형상과 비교해서 설계변수는 이 사이에

서 크게 변화하고 있어 끝단 형상에 설계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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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esign variables and their levels

Design variable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Lower bound 90 90 50 30 30 30 45 45 45 45 45 45 35 35 35 35 35 35 35

Upper bound 110 110 150 50 50 50 55 55 55 55 55 55 65 65 65 65 65 65 65

Table 11 Summary of optimization result for the bending press example

Step Type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First

RSM 108.7 95.9 119.4 47.8 47.04371.1 53.9 45.5 46.6147.9647.6346.2262.03 58.6 60.8444.2541.1961.1951.09

Kriging 105.298.13149.942.01 46.3 30.0347.1848.3949.5550.6550.9550.1935.5142.7061.0737.3457.2837.7837.08

Non-
parametric 101.358.0184.6737.7445.5433.9848.4148.8151.3948.5547.9449.6249.4444.9947.9940.5859.0545.1355.79

Neural
network 98.2398.5058.2630.1148.3933.6553.4146.6951.8052.2649.3850.3163.0562.3763.4237.9836.4964.6754.45

Second

RSM 98.1086.59154.841.2542.5834.9549.5749.8146.3348.7246.3548.5068.0844.8661.9436.6156.4340.02 37.4

Kriging 114.9106.3156.840.2638.4634.2751.6744.88 44 45.5 43.5 45.77 34.5 48.4866.31 33.5 51.5744.4641.71

Non-
parametric 95.06 60.2 151.441.0643.0632.7848.53 52.3 54.0947.5349.1246.2647.3545.2863.7037.2952.4841.2640.50

Neural
network 107.798.55158.341.1841.0831.3353.5350.1956.3949.9846.5346.9663.2843.9765.5335.1155.6043.5438.94

Third

RSM 107 93.26152.537.1837.0933.9453.5952.6643.4448.5949.9047.7334.4141.1959.1736.4450.9243.5840.96

Kriging 118.9110.3143.840.2337.0837.4851.9840.74 42.1 47.4242.3641.6934.6947.3663.3736.4947.9548.1942.81

Non-
parametric 89.2362.47142.841.2938.0633.1548.6556.0546.0944.7645.7743.9732.6044.4663.0832.6850.9541.5439.99

Neural
network 118.4108.1164.944.2339.2639.2751.6351.3047.1045.6546.1545.9730.0643.1861.9433.3750.6344.9442.54

(a) Top view

(b) Side view

Fig. 10 Bottom frame schematic and design variables

추가시키는 방법에 의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예제의 결과와 같이 외팔보의 형상최적설계에 다

단계 해석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정밀도가 좋은

최적해를 얻을 수 있다.

밴딩프레스의 하부 프레임 예제3.2

는 밴딩프레스 의Fig. 9 1,500 ton (bending press)

피로파손이 발생된 하부 프레임 에(bottom frame)

대한 주요 폭과 넓이 유한요소해석을 나타낸다, .

하부 프레임은 축대칭모델이고 중앙에1/4 375

의 하중을 받는다 설계변수는 단면 두께ton . 의

개로 결정하였다 목표는 하부 프레임19 (Fig. 10).

의 최대응력 제약하에 중량 최소화이다 이것은.

프레임의 폭 길이와 재료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

정하면 단면영역의 f=w를 최소로 하는 것과 같

다 최적설계문제를 정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Minimize 

Subject to ≤80 MPa

 ≤ ≤ 


,   ⋯ (14)

여기서 는 i번째 두께의 최대응력에 대한 각

각의 메타모델이다 은 초기 설계변수의. Table 10

범위를 나타낸다 각 최적설계 단계의 설계점은.

번으로 동일하다 분산분석의 기여율에 대해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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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model error vs. desig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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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analysis error vs. metamodel

Fig. 11 Comparison of different metamodel type in

the bending press example

민감도가 큰 설계변수는 범위를 감소하고 민5%

감하지 않는 설계변수는 범위를 증가시켜서10%

메타모델 기반 다단계 해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다 에 최적설계 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11 .

은 다단계 해석을 이용한 최적설계 과정Fig. 11

동안 메타모델과 재해석의 오차를 나타낸다 전.

체적으로 비모수회귀식이 가장 오차가 크다 메.

타모델 오차는 단계에서 크리깅과 신경회로망이3

각각 로 가장 작다 메타모델을 이용0.22%, 2.27% .

한 최적해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의 재해석 오차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크리깅과 신경회로망은 오차

가 작아지고 반응표면모델은 커진다 이때 크리.

깅이 재해석 오차가 로 가장 작다 이 결과2.19% .

는 단지 설계점의 크기가 고정된 이 특정한 예제

에 기반한다 두 예제의 제한된 결과로부터 확고.

한 결론에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깅,

비모수회귀식 신경회로망은 반응표면모델보다,

작업능력이 우수한 경향이 있다 설계문제마다.

메타모델의 품질지수 예를 들면( , error measure/

와 누적 설계점의 수준과 분배에서 설계indicator)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관점

은 다음 연구에 포함될 것이다.

요약 및 결론4.

이 논문의 초점은 개선된 설계를 이끌기 위한

다단계 해석을 이용한 근사 최적설계 전략의 개

발에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 넓은 설계공. (1)

간에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 모델이나 이용, (2)

가능한 설계점이 제한적일 때 설계공간을 체계적

으로 이동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적용된 예.

제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팔보 예제에서 다단계 해석과 분산분석의 기

여율에 기반한 최적화 계산의 반복과정에 의해

메타모델 형태의 영향을 덜 받는 정밀도가 좋은

최적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밴딩프레.

스 하부 프레임 예제의 경우 최적설계 결과를 예

상할 수 없고 설계변수의 범위 설정이 어려운 경

우에도 다단계 해석을 이용해서 최적해를 중심으

로 설계영역의 수준범위를 재정의하며 이동시키

는 것으로 공학적으로 유용한 최적해를 얻었다.

설계점이 고정된 특정한 설계문제에 대해 설계변

수가 작은 설계변수( x 첫 번째 예제는 반응표5)≤

면모델과 비모수회귀식이 설계변수가 많은 설계, (

변수 x 두 번째 예제는 크리깅과 신경회로19)≥

망이 최적해의 결과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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