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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함수법을 이용한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

Reliability-Based Topology Optimization Using Performance Measur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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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선형 구조물에 해 성능함수법을 이용하여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 기법을 개발하 다. 구조물을 라

이즈 -민들린(Ressiner-Mindlin)  요소로 분할하 으며, 각 요소의 재료 물성치를 설계변수로 사용하 다. 설계변수와 

임의변수의 효율 인 설계민감도를 구하기 하여 연속체 역학에 기 한 해석기법  보조변수법(Adjont variable method)

을 사용하 다. 한 확률론  제약조건을 평가하기 해서 성능함수법(Performance measure approach)을 사용하 으며 

변  제약조건을 두어 상 최 설계 문제를 구성하 다. 이 때 재료 물성치와 하 을 불확실 변수로 고려하 으며 수치  

제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 설계 방법론을 기존의 결정론  방법, 안 계수법(Safety factor approach), 최악조

건법(Worst case approach) 등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핵심용어 : 상 최 설계, 설계 민감도해석, 보조 변수법, 성능함수법, 신뢰성기반 최 설계

Abstract

In this paper, a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is developed for the topology design of linear structures using a performance 

measure approach. Spatial domain is discretized using three dimensional Reissner-Mindlin plate elements and design variable is 

taken as the material property of each element. A continuum based adjoint variable method is employed for the efficient 

computation of sensitivity with respect to the design and random variables. The performance measure approach of RBDO is 

employed to evaluate the probabilistic constraints. The topology optimizationproblem is formulated to have probabilistic displacement 

constraints. The uncertainties such as material property and external loads are considered. Numerical examples show that the 

developed topology optimization method could effectively yield a reliable design, comparing with the other methods such as 

deterministic, safety factor, and worst case approaches.

Keywords : topology design optimization, design sensitivity analysis(DSA), adjoint variable method(AVM), 

performance measure approach(PMA),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R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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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학 문제의 최 설계에 있어서 지 까지는 결정론 인 방

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실제 공학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의 불확실성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최근 이러한 설계 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하려는 강건설계(Robust 

design)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aguchi에 의

해 제안된 강건설계는 본래 불확실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신 

그 향을 최소화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최 설계에 용하기 시작하면서 목 함수에 한 강

건성 뿐만 아니라 설계 가능 역(Design feasibility)에 한 

강건성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 다. Du/Chen(2000)은 목

함수의 강건성보다 설계 가능 역에 한 강건성을 유지하

는 것이 더 요하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

하여 설계 가능 역에 한 강건성을 고려하 으며, 성능함수

법을 사용하여 3차원 Ressiner-Mindlin  요소로 이산화된 

구조물에 하여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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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최 설계의 정식화

2.1 결정론  상 최 설계

결정론  상 최 설계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

minimize ≡


  (1)

subject to  ≤    ⋯  (2)

여기서,  는 각각 구조물의 부피(Volume), 재료

도(Bulk material density), 변 (Displacement), 허용 

변 값이며 NC는 제약 조건식의 개수이다. 상 최 설계에

서는 구조  역은 N.E개의 유한요소로 이산화되고, 재료

도는 각각의 요소 내부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설계변

수인 재료 도는 SIMP(Solid Isotropic Microstructure 

with Penal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료상수

와 연계된다.

  
   ⋯ (3)

     ≤  (4)

  ⋯ 
. (5)

여기서, 는 벌칙 매개변수(Penalty parameter)이고, E0

는 사용된 재료의 률(Young's modulus), 은 상 

최 설계 과정에서 수치  특이성(Numerical singularity)

를 회피하기 한 설계변수의 하한값이다.

2.2 안 계수법(Safety Factor Approach)

안 계수법은 변수의 불확실성이 구조물의 성능에 끼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안 계수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잘못된 안 계수의 선

택은 변동인자의 불확실성에 하여 무 보수 이거나 험

한 설계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인자의 불확실성이 

구조물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계수법에서 상 최 설계의 변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6)

SF는 안 계수로서 직 으로 결정되는 값이며, 는 허

용 변 값이다. 는 번째 제약조건식으로써 음의 값으로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2.3 최악조건법(Worst case approach)

최악조건법은 계산 비용이나 구 의 용이성 측면에서 비교

 우수하며, 한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변수의 변동폭 만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변수의 변동

에 의한 최악의 향을 추정하므로 확률론  방법보다 보수

인 경향을 띠게 되고, 테일러 수의 일차항까지만 사용하

므로, 변수의 변동폭이 큰 경우 오차가 커질 수 있는 단 이 

있다. 최악 조건법에서 상 최 설계의 변  제약조건은 다

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 (7)

는 임의 변수 벡터의 번째 성분이고, ∆는 이의 최

 변분값이다.

3.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

3.1 확률  성능 함수의 통계  표

실제 인 공학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표 하기 하여 임의

변수(Random variable)를 도입한다. 

  
  ⋯ (8)

는 차원의 변수이며, 도함수(CDF)  

는 확률 도함수(PDF) 에 의해 다음으로 표 된다.

 ≤ 
∞


 (9)

임의변수 의 확률 분포는 평균값 와 분산 으로

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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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는 다음으로 정식화할 수 있다.

minimize 


 (12)

subject to ≤ ≤   ⋯ (13)

≤ 는 제약 조건식을 반할 확률이며,  는 

제약 조건식의 허용 반확률이다. 한 는 한계상태식

(Limit state equation)으로 신뢰성 해석에서 안 한 설계

에 하여 양의 값을 갖도록 정해진다. 따라서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14)

제약 조건을 반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15)

여기서, 는 목표 성능함수 값이며 특히, 성능함수의 제약 

조건 반 확률은  값을 0으로 취함으로써 얻어진다.

≤  (16)

이와 같은 제약조건의 반 확률을 구하기 해서는 수치

으로 풀기 어려운 다차원 분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직 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으로 신뢰성 해석

법(Reliability Analysis)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3.2 신뢰성기반 최 설계의 일반 인 정의

신뢰성 해석법에서는 임의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공간(X- 

space)을 표  정규화된 공간(U-space)로 변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변환식이 사용된다.

  (17)

는 의 도함수(CDF)이며, 는 표  정규

화된 도함수이다. 도함수를 사용하여 제약조건 

반확률을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18)

는 목표 신뢰도지수로서 허용 반확률 이하가 되도록 

값을 설정해 다. 식 (18)과 같은 제약조건 반 확률식을

역변환을 통해 두 가지 형태로 각각 표 할 수 있다.

  
≥  (19)

 
≥  (20)

식 (19)와 같이 신뢰도지수를 도입하여 제약조건식을 표

하는 방법을 신뢰도 지수법이라 하며, 식 (20)과 같이 성

능함수를 도입하여 제약조건식을 표 하는 방법을 성능함수

법이라 한다.

3.3 신뢰도지수법(RIA)

신뢰도지수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문제

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inimize 


 (21)

subject to ≥  (22)

신뢰도지수 는 한계상태식  을 만족시키는 

값  원 과 최소 거리를 갖는 값으로 정의되며, 이를

MPP(Most probable point)라 한다. 는 제약조건 반

확률의 허용치에 응하는 신뢰도지수로써 목표 신뢰도지수

라 한다. 신뢰도지수 값은 표  정규화된 공간에서의 원 과 

MPP 사이의 거리라 할 수 있으며, MPP 탐색은 다음의 등

호 제약조건을 갖는 최 화 문제로 볼 수 있다.

minimize∥∥ (23)

subject to   (24)

MPP 탐색은 특히 비선형 문제에서 엄격한 제한조건이 있

을 경우 비용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4 성능함수법(PMA)

성능함수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문제를 



성능함수법을 이용한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

4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2010.2)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inimize 


 (25)

subject to ≥  (26)

는 확률론  성능함수로 목표 신뢰도지수 를 만

족하는 확률변수들에 한 성능함수의 값 에서 최소의 값

으로 정의한다. 이 때 최소의 값을 갖게 하는 을 MPTP 

(Minimum performance target point)라 하며, 성능함수

값은 MPTP에서의 한계상태식의 값이라 할 수 있다. MPTP 

탐색은 다음의 등호 제약조건을 갖는 최 화 문제로 볼 수 

있다.

minimize  (27)

subject to ∥∥ (28)

성능함수법의 정식화는 신뢰도지수법의 정식화와 비교하여 

역의 과정이며 엄격한 제한조건이 있는 비선형 문제 등에서 

상 으로 비용 인 측면의 이 이 있다.

4. 설계민감도 해석

4.1 신뢰도지수의 민감도

신뢰도지수법에서는 확률론  제약조건이 신뢰도지수로 표

되므로 설계변수 에 한 민감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29)

여기서, 
 는 한계상태식을 만족시키는 값  원 과의 

최소 거리로써 정의된 MPP이다.

4.2 확률론  성능함수의 민감도

확률론  성능함수는 MPTP에서의 성능함수로 정의되므

로 설계민감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표 된다.






 
 



(30)

 
 는 목표 신뢰도지수 를 만족하는 확률변수 에 

최소의 성능함수의 값을 갖게 하는 MPTP이다.

4.3 변  성능함수의 민감도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에서는 변 에 한 제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최악조건법에서 변  제약조건의 변동량과 

확률론  방법에서 신뢰도지수  확률론  성능함수의 민감

도를 계산하기 해서는 변  성능함수의 형상변수에 한 

민감도가 필요하다. 설계 역의 임의의  에서의 방향 변

 를 분형태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31)

여기서, 는 디 델타(Dirac delta)함수이다. 설계변수 

과 불확실 변수   에 한 변  성능함수의 민감도

는 최  설계에서 가장 효율 이라고 알려진 AVM(Choi, 

2005)으로 구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Ω


Ω (32)







 


(33)









   (34)

5. 수치 제

5.1 외팔보 설계

외팔보 설계문제에서 설계 역, 경계  하 조건이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설계 역의 크기는 가로 16, 세로 10, 두

께 0.05이고 640(32×20)개의 9  평면응력 요소로 분

할되었다. 재료상수는  2×108이고  0.3이며, 하  

 300,000N으로 주어져 있다. 변  제약조건은 하 에 

가해지는 지 의 변 가 허용치 2보다 작도록 결정하 다. 

이 문제에 해서 기존의 결정론  방법과 안 계수법,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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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Material volume(%)
Constraint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Reliability Index Probability(%)

Deterministic approach 37.63 5.092E-5 -2.951E-4 50.0

Safety factor approach(SF=1.5) 54.79 4.668E-4 4.157 0.00161

Worst case approach(∆20%) 50.57 1.379E-3 3.481 0.025

Probabilistic approach(PMA) 48.66 -5.476E-5 3.000 0.135

표 1 외팔보의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결과

그림 1 설계 역(외팔보 설계)

Xk
ΔXk=3σ ΔXk=3σ

그림 2 최악조건법의 변분값과 편차의 계

(a) Deterministic (b) Safety factor (c) Worst case (d) Probabilistic(PMA)

그림 3 외팔보의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결과

그림 4 설계 역(뒤틀림 )

조건법, 확률론  방법을 사용하여 상 최 설계를 수행하

다. 안 계수법에서는 안 계수를 1.5로 두었으며 최악조

건법에서는 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최악조건법에서의 변동량과 확률분포 표 편차의 계는 그

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 3로 가정하 다. 목표 신

뢰도지수는 3이라 두었는데, 이는 구속조건을 반할 확률이 

0.135%이하임을 의미한다.

그림 3에는 기존의 결정론  방법(a), 안 계수법(b), 최악

조건법(c), 확률론  방법(d)  성능함수법으로 상최 화

를 수행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게 표 된 부분이 재

료를 분포시켜야 할 역이다. 체 으로 상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결정론  방법에 비하여 다른 방법의 경우 불확실성을 

고려하 기에 더욱 많은 재료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1은 각각의 기법들에 하여 최 에서의 목 함수, 

제약조건, 확률론  에서 제약조건의 신뢰도지수와 이에 

응하는 제약조건 반확률들을 보여주고 있다. 외팔보 설계 

제의 경우, 성능함수법을 사용하면 결정론  방법이 제시하

는 설계안보다 약 11%의 재료를 더 사용하지만, 제약조건을 

반할 확률은 50%에서 0.135%로 49.685%를 일 수 있

었다. 안 계수법이 제시하는 해는 성능함수법이 제시하는 설

계안보다 약 12%의 재료를 더 사용하고 제약 조건을 반할 

확률은 0.135%에서 0.0016%로 0.1344%를 일 수 있었

다. 이 결과를 보면 보수 인 안  계수의 사용으로 인해 제약

조건을 반할 확률을 조  더 이기 해 지나치게 많은 재

료를 분포시키는 결과를 래하 음을 알 수 있다.

5.2 뒤틀림 의 설계

이 제에 사용되는 의 한쪽 면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반 쪽 면은 뒤틀림 하 을 받고 있다. 설계 역, 경계  하

 조건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설계 역은 가로 10, 세로 

10, 두께 0.05이고, 400개의 9  Reissner-Mindlin  

요소로 분할되었다. 재료상수는  2×108,  0.3, 외부

하 은   1.5으로 두었다. 변  제약조건은 하 이 

가해지는 지 의 변 가 허용치 0.045보다 작도록 결정하

다. 불확실 변수는 외력 와 로 정하 다. 안 계수법에

서 안 계수는 1.5로 두었으며 최악조건법에서 사용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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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terministic (b) Safety factor (c) Worst case (d) Probabilistic(PMA)

그림 5 뒤틀림 의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결과

Objective

Material volume(%)

Constraints Reliability index

   

Deterministic approach 19.26 -6.49E-6 -6.49E-6 4.31E-5 4.31E-5

Safety factor approach(SF=1.5) 28.16 1.21E-4 1.21E-4 2.94 2.94

Worst case approach(∆ ∆ 10%) 31.01 2.02E-1 2.02E-1 2.61 2.61

Probabilistic approach(PMA) 24.01 2.024E-4 2.024E-4 2.99 2.99

표 2 뒤틀림 의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 결과

확실 변수의 변동성은 ∆ ∆ 10%로 두었다. 성능함

수법에서는 표 편차가 ∆인 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으며 목표 신뢰도지수는 3이다. 그림 5에는 기존의 결

정론  방법과 안 계수법, 최악조건법, 확률론  방법  성

능함수법으로 상 최 화를 수행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에서는 과 에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지면서 

뒤틀림 하 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성 기반의 상 

최 설계에서는 하 의 변동을 고려하여 비 칭 인 힘이 발

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굽힘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 결정

론 인 방법과 안 계수법에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진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굽힘 모멘트가 고려되지 않은 반

면 신뢰성 기반 상 최 설계에서는 이러한 굽힘 모멘트를 

고려한 설계안이 제시되어 경계 주변에 상 으로 더욱 많

은 재료가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각각의 

기법들에 하여 최 에서의 목 함수, 제약조건, 확률론  

에서 제약조건의 신뢰도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결정론  

방법의 경우 가장 은 재료를 사용하긴 하나 신뢰도 지수가 

0에 가까운 값이므로 신뢰도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 최악조

건법의 경우 가장 많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지수는 2.61로 오히려 좋지 않은 값을 주고 있다. 안

계수법의 경우 성능함수법과 비교하 을 때 비슷한 신뢰도

지수 값을 주고 있으나 재료는 오히려 약 17%를 더 사용하

고 있어 비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Reissner-Mindlin  구조물에 해 

신뢰성기반 상 최 설계 기법을 개발하 다. 설계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기 해 신뢰성 해석 기법 의 하나인 성능함수법

을 사용하 다. 한 효율 인 설계민감도의 계산을 하여 

AVM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를 PMA 방법과 결합하여 선형 

구조물에 해 신뢰성있는 설계안을 도출하는 최 설계 기법

을 개발하 다. 수치 제를 통해 성능함수법을 이용한 상 

최 설계 결과가 안 계수법, 최악조건법과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효율 인 설계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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