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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간섭계와 모델교정법을 이용한

솔더 합 의 소성 물성치 역추정

Inverse Estimation of Viscoplastic Properties of Solder Alloy Using Moi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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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자패키지에 사용되는 솔더 재료의 소성 물성치를 규명하 다. 이를 해 자패키지와 비슷한 변형

을 보이는 시편을 제작하 고 모아  간섭계를 이용하여 열사이클 하에서의 변형을 측정한 뒤 시편의 굽힘 변 와 솔더의 

단 변형률을 구하 다. 시편에 해 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고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에 일치하도록 물성치를 

역으로 추정하 다. 실험에서 발생한 측정오차와 실험횟수 부족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해 컴퓨터 모델 교정법을 이

용하 고, 그 결과 추정된 물성치는 평균  신뢰구간으로 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평균 

 신뢰구간으로 표 되었다.

핵심용어 : 모아  간섭계, 컴퓨터 모델 교정, 소성, 재료 물성치 규명, 역추정

Abstract

In this study, viscoplastic material properties of solder alloy which is used in the electronics packages are inversely estimated. A 

specimen is fabricated to this end, and an experiment is conducted to examine deformation by Moiré interferometr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bending displacement of the specimen and shear strain of the solder are obtained. A visco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is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parameters are determined to match closely with the experiments. The 

uncertainties which include inherent experimental error and insufficient data of experiments are addressed by using the method of 

computer model calibration. As a result, material parameters are identified in the form of confidence interval, and the displacements 

and strains using these parameters are predicted in the form the prediction interval. 

Keywords : moiré interferometry, computer model calibration, viscoplasticity, material property identification, 

invers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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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 패키지의 구성 재료  상 으로 강도가 약한 솔더

볼의 단과 수명 측은 패키징 분야에서 가장 요한 문제 

 하나이다. 자 패키지는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기 , 폴리

머로 만들어진 몰딩 컴 운드, 실리콘 칩 등 다양한 재료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열팽창계수 차이는 복잡한 

변형의 원인이 된다. 한 자 제품은 사용 이거나 사용 

이지 않을 때 언제든 고온, 온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패키지는 반복 인 열 하 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솔더볼의 피로 괴에 원인이 되는 것이다.

솔더볼의 거동을 측하기 하여 많은 재료 모델이 개발

되었고(Darveaux 등, 1995; Garofalo, 1965; Anand, 

1982; Wiese 등, 2003), 수명 측을 하여 피로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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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도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Lee 등, 2000). 이를 

해 유한요소 해석이 주로 이용되는데 정확한 유한요소 해

석 결과를 해서는 재료 모델 선정  그에 해당하는 재료 

물성치의 입력이 필수 이다. 솔더 재료의 물성치는 온도에 

의존 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의존 인 소성 거동을 보

이는데(Shi 등, 1999; Bodner, 2002), 이를 모사하기 

하여 Anand(Anand, 1982)에 의해 제안된 구성 방정식이 

가장 리 사용되고 있다. Anand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구

성 방정식은 9개의 상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료의 온도  

시간 의존 인 특성을 하나의 식으로 표 하는 통합 구성 방

정식의 형태이다.

9개의 Anand 모델 상수를 구하기 해서는 일정 변형률 

속도 하에서의 인장 실험 뿐만 아니라 크립 실험까지 수행해

야 하는데 필요한 실험 횟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30~40회의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Yeo 등, 2006). 하

지만 같은 조성을 갖는 솔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Wang 등, 2001; Amagai 등, 2002; Darveaux 등, 

2000)에 따라 상수 값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떤 물성

치를 사용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패

키지와 비슷한 변형을 보이는 시편을 제작하고 모아  간섭

계를 이용하여 열사이클 하의 변형을 측정하며, 시편에 한 

소성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에 일

치하도록 물성치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물성치 역추정에 한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실험결과

의 회귀분석을 통해 물성치를 추정함으로써 그 값이 단일값

으로 구해졌다(Kim 등, 2008; 주진원 등, 2007). 하지만 

실제의 물성은 실험 시 발생하는 측정오차와 실험횟수 부족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확정 이지 못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단순한 회귀분석이 아닌 불확실성을 효

과 으로 고려하는 컴퓨터 모델 교정법(Computer Model 

Calibration)을 이용하며(Kennedy 등, 2001; Bayarri 

등, 2002; Loeppky 등, 2006), 그 결과 추정되는 물성치

는 평균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으로 표 된다. 

한 이로 인해 얻어지는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평균  측

구간(prediction interval)으로 표 된다.

2. 컴퓨터 모델 교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Kennedy(2001)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컴퓨터 모델은 두 가지 형태의 

입력 변수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좌표나 시간

과 같이 실제로 측정되는 독립변수의 집합 이고 두 번째는 

미지의 변수 로써 본 논문에서 구하고자 하는 물성치와 같

은 의미이며 이를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측정된 데이터, 는 컴퓨터 모델, 은 측정 오

차로써 정규분포  으로 가정한다. 변수 와 표 편차 

는 교정의 결과로 구해지는 미지의 값들이고,  는 컴

퓨터 모델의 반응 평균을 뜻하며 변수 가 주어졌을때 의 

함수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의 실험 에서 개의 실험 결과 

 

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베이의 법칙에 의해 

미지의 변수 와 표 편차 를 다음과 같은 우도 함수

(likelihood function)로 표 할 수 있다.

  ∝







  

 



 (2)

이것은 변수 와 가 주어졌을 때 실험치 가 얻어질 확

률을 의미한다. Kennedy(2001)의 연구에서는 여기에 미지

변수 와 에 한 사 분포를 곱하여 사후 분포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근법을 제시하 지만, 본 연구에

서는 편의를 하여 사 분포를 무시하고 우도 함수만을 고

려하 다(Loepkky 등, 2006). 이 경우 식 (2)는 그 자체

가 사후분포로써 변수 와 의 결합 확률 도 함수가 된다. 

이는 실험치 가 주어졌을 때 이를 토 로 미지변수 와 

값에 한 확신정도를 확률분포로 표 한 것임을 뜻한다. 정

상 인 실험치가 많으면 이 확률분포는 더욱 정 한 분포를 

나타내며 이론 으로는 결국 단일값에 수렴한다. 반면 실제

는 그 지 못하여 본 확률분포로부터 미지변수 와 에 해 

평균  신뢰구간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컴퓨터 모델이 유한요소 해석과 같이 계산에 시간이 오

래 걸리는 경우에는 를 반응표면 모델로 체할 수 있다. 이를 

해   라 하고 개의 실험계획  


에서 컴퓨터 계산 값   

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원래 모델은 개의 기  함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근

사 으로 체 표 된다.


  






⋮





  (3)



강진 ․이 희․주진원․최주호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1.2) 99

0 0.5 1 1.5 2 2.5 3
-1

0

1

2

3

4

5

6

7

x

y(
x)

 

 
Experimental data
Original function
Classical regression
Mean of mean response
PI of predictive response
Mean of mean response (m=8)
PI of predictive response (m=8)

그림 1 가상 실험 데이터와 컴퓨터 모델 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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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CMC 이력과 얻어진 샘 의 도수분포

여기서, 은 근사모델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와 는 기

 함수들과 그것의 계수들이다. 회귀분석 이론에 의해 계수

들은 다음과 같이 제곱 합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다음과 같다.







 ⋯ 

⋮ ⋱ ⋮
 ⋯ 




 (5)

계수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해진다.

   (6)

미지 변수의 사후 분포가 식 (2)에 의해 표 되면 이로부

터 이들의 결합확률 도함수 형태와 평균, 신뢰구간 등을 구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이러한 값을 구할 때 활용하는 방법

으로 해당 확률분포를 만족하는 샘 을 수천~수십만개 생성

하는 샘 링방법이 있다. 그런데 사후분포는 정규 분포 는 

와이블 분포와 같이 잘 알려진 표 함수가 아닌 임의의 복잡

한 함수로 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샘 링을 효과 으로 수

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최근 각

받고 있는 마코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기법을 활용하여 미지 변수의 샘

을 구하고 이로부터 확률분포 특성 악  평균,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등을 구하 다(Andrieu 등, 2003). 

이 게 미지변수의 분포를 샘 로 얻고 나면 식 (7)과 같은 

사후 측 분포 식을 통해 새로운 실험  에서의 반응함수 

한 확률분포로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평균, 측구간

(prediction interval) 등을 구할 수 있다.

      ∼  (7)

3. 수치 제

간단한 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이해와 

유용성을 확인해 보겠다. 이 제는 Loeppky(2006)의 논문

에서 다룬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반응 함수를 상으로 한다.

   ∈  (8)

이에 해 가상의 측정오차 ∼ 을 가지고 간격 

0.3의 실험 에서 그림 1의 별 모양 과 같은 측정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식 (8)로 주어진 참 함수는 그림 1의 실선이

지만 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에 근해 보겠다. 실제 

문제에서도 참 함수를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유한요소

해석과 같은 경우에도 반응함수를 식으로 표 할 수 없으므

로 원래 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별 모양  데이터만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실험값에 하여 함수가 식 (9)와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

라 추측하고 변수 를 미지의 물성변수로 생각하여 실험 값

과 계산 값을 토 로 역추정을 수행하 다.

    (9)

모델교정법을 이용하기 에 본 문제에 해 고 인 회

귀분석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를 추정하 다. 이를 해 

식 (9)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식 (10)과 같이 표 된다.

   (10)

여기서,   이고  이다. 그러면 식 (11)

을 이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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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ean 97.5% 

3
 -1.3812 -1.1491 -0.8363

10.33
 0.6906 1.0117 1.5834

5
 1.0220 1.2461 1.4154

1.19
 0.6341 0.9246 1.4716

8
 0.6205 0.7779 0.9708

0.10
 0.5048 0.7438 1.2521

12
 0.6788 0.7814 0.8969

0.21
 0.3070 0.4419 0.7162

표 2 체 모델을 이용한 모델 교정법을 통해 얻어진 평균과 표  

편차

2.5% Mean 97.5%

 0.6677 0.6541 0.9421

 0.6847 0.6574 1.0809

표 1 모델 교정법을 통해 얻어진 평균과 표  편차

Material
Young's

Modulus(GPa)

Poisson's

ratio

CTE

(ppm/℃)

STS630 197 0.272 10.8

Sn36Pb2Ag 34.47-0.15T(℃) 0.316 25.0

Copper 112 0.321 18.3

표 3 시편 구성 재료의 물성치

Copper

Stainless Steel

2

2.5

2

5

30

Solder

t = 4

그림 3 제작된 시편의 형상  치수

여기서,  이고  0.5293,  0.3270으로 

구해지며 이를 그림 1의 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컴퓨터 모델의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를 잘 따라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모델교정법을 이용하여 를 역추정하 다. 이를 

해 MCMC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식 (2)로 주어진 사후

분포로부터 와 의 샘 을 구하 다. MCMC 10,000회를 

진행하 고 샘  생성 과정 의 이력과 얻어진 샘 의 도수

분포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한 이들의 평균  95% 신

뢰구간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이 게 얻은 샘 을 식 (7)에 

입하여 반응함수의 사후 측 분포를 구할 수 있고, 그 결

과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반응 함수의 평균(mean of 

mean response)과 측구간(PI of predictive response)

을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매우 간단한 수학  제이지만 컴

퓨터 모델이 오랜 계산시간이 걸리는 경우라고 가정하여 해

를 구하 다. 반응 표면 모델을 구성하기 해 라틴 하이퍼

큐  샘 링(Latin Hypercube Sampling, McKay 등, 

1979)을 이용하여 개의 실험 에서 반응 값을 구하 다. 

이 게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와 의 사후 분포를 구한 결과

를 표 2에 나타내었고 실험 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실험 값

과 체 모델의 반응 값의 제곱 합 오차가 어들며, 체로 

 8이상이면 좋은 근사모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에  8인 경우의 결과, 즉 반응 평균과 측 구간을 표시

하 는데 근사모델을 이용하면 본 함수를 근사화 함으로 인

해 측 구간이 약간 더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실험  유한요소 해석 결과

4.1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 패키지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도

록 하는 시편을 제작하 다. 솔더가 주로 단 변형을 일으

키도록 하는 기존 연구자들의 시편(Hall, 1984; Frear 등, 

1988; Pao 등, 1993)을 참고하여 동시에 굽힘 변형도 발

생하도록 그림 3과 같은 시편을 제작하 다. 시편 구성 재료

의 기본 인 물성치(Harvey, 1982; Wang 등, 2001; 한

창운 등, 2010)를 표 3에 나타내었는데 STS630과 구리의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하여 시편 체 으로 굽힘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상할 수 있고 솔더에는 주로 단 변형이 

발생할 것이다.

4.2 모아  간섭계 실험

모아  간섭법은 빛의 회 과 간섭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평면 내에서 정해진 2축에 한 변 성분을 얻어내

는 학 인 실험방법이다(Post 등, 1997). 모아  간섭계

를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기 해서는 시편을 챔버 안에 고

정시킨 후 거울들을 정렬한 뒤 시편과 간섭계의 방향을 학

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켜 간섭무늬가 없어진 기 변 장

(null field)을 얻어야 한다. 이 기 변 장을 기 으로 챔

버의 온도 변화에 의해 시편이 변형을 하게 되면 x방향 변

(U field)와 y방향 변 (V field)에 한 등변  곡선을 얻

을 수 있고 이 때 각 방향 변   변형률은 식 (1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강진 ․이 희․주진원․최주호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1.2) 101

Wang

(2001)

Amagai

(2002)

Darveaux

(2000)

(MPa) 42.32 12.41 12.41

(K-1
) 11262 9400 9400

(s
-1
) 23 8.49e6 4e6

 11 0.065 1.5

 0.303 0.322 0.303

(MPa) 4121.31 2951 1379

 80.79 0.99 13.79

 0.0212 6.71e-4 0.07

 1.38 1.33 1.3

표 4 Sn36Pb2Ag에 한 Anand 모델 물성치

25℃

75℃

100℃

125℃

Temp.

Time

Ramp rate: 6ºC/min (10s/ºC)

Dwell time: 2 min

Dwell time: 30 min

(a)

(b)

(c)

(d)

(e)

(f)

그림 4 모아  간섭계 실험에 용한 온도 조건

U field V field

(a) Null field

(b) 75℃ 가열

(c) 100℃ 가열

(d) 125℃ 가열

(e) 100℃ 냉각

(f) 75℃ 냉각

(g) 25℃ 냉각

그림 5 실험 결과 얻어진 각 온도별 간섭무늬

  


  (12)

  


 

 





≈

 








 




여기서,  와  는 치에 따라 분포하는 간섭

무늬의 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1200 lines/mm인 회

 격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 한 간섭무늬 사이는 0.417

의 변  차이를 나타낸다.

4.3 실험 결과

그림 4와 같은 온도조건을 용하여 그림 5(a)와 같이 상

온에서 간섭 무늬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기 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75°C 변  결과에서 방향 변 를 보면 구리가 

STS630에 비해 열팽창계수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간섭 무

늬가 발생하 고 온도가 증가하 기 때문에 더 많이 팽창했

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시편은 아래로 볼

록한 형상으로 변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상온으

로 냉각하 을 때 간섭무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토

로 솔더가 소성 는 크리  변형을 일으켜 잔류변형이 남았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열 시와는 반 로 구리가 STS630

에 비해 더 많이 수축한 결과를 볼 수 있으므로 시편은 로 

볼록한 형태의 굽힘 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유한요소 해석 결과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6에 나타내었는데 시편이 칭 이

기 때문에 1/4 모델링을 하 고, 칭 경계 조건을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6의  A, B에서 변 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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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y Boundary 
Condition

Symmetry
Boundary
Condition

Solder

Steel

Copper

A

B

그림 6 1/4 유한요소모델과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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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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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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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솔더의 단 변형률

그림 7 실험과 해석 간 시편의 굽힘 변   솔더의 단 변형률 비교

실험과 해석을 비교하 고 시편  부분의 변 는 STS630

과 구리의 경계선에서 계산하 는데 그 이유는 해당 부분에

서 간섭무늬가 연속 이지 않아 변  계산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한요소 해석 시 솔더의 재료 모델로 선정한 Anand 모

델의 표 식을 식 (13)에 나타내었고 상수 값을 표 4에 정

리하 다.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같은 조성을 갖는 솔더 임

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값의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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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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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수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한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변형률의 경우 상온

으로 냉각된 마지막 시 에서는 간섭무늬가 불확실하여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 간 비교에서 제외하 다. 해석결과 Amagai의 

결과는 실험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Wang

과 Darveaux의 결과는 비교  실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변형률 값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변형

률의 경우 Amagai의 상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냉각 시에

도 계속해서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값의 차이도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었다. Wang과 Darveaux의 해석 결과가 

비교  실험결과의 경향을 잘 모사하고 있지만 두 연구자의 

값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에서 어떤 연구자의 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 물성치 역추정

5.1 설계 변수 선정

9개의 Anand 모델 상수를 모두 미지수로 설정하여 물성

치 규명을 수행하는 것은 해를 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여러 다른 해가 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

효율 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성치 규명을 하기 에 민감도 

스터디를 통해 해석 결과에 큰 향을 미치는 상수를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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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구  L16 직교 배열 설계를 이용한

분산 분석 결과의 주효과도

Initial Optimum

 42.32 75.32

 11262 12039

 23 14.89

 11 0.05

Objective function 52.19 3.15

표 5 확정론  물성치 역추정 결과

Initial Experiment Optimum

(a) 75℃ 가열

(b) 125℃ 가열

(c) 75℃ 냉각

그림 9 해석 결과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어 간섭무늬와 비교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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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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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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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솔더의 단 변형률

그림 10 확정론  물성치 역추정 결과

다. 이를 해 9개의 변수에 하여 다구  L16 직교 배

열 설계를 통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주효과도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네 개의 계수 , , , 가 해

석 결과에 비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어 이들을 

설계변수로 선정하 다.

5.2 확정론  물성치 역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보이기 앞서 Kim 등(2008)

과 주진원 등(2007)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 확정론  방법

을 이용하여 물성치를 역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실

험 결과와 해석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최  설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4)







 



여기서, 는 앞서 민감도 스터디를 통해 결정한 네 개의 상

수이고 는 
 

  로 정의한 실험과 해석 간 

차이이다. 와 는 각각 그림 6에 표시한 A, 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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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ean 97.5%

 32.82 62.85 93.25

 10406 11792 12966

 5.55 12.86 25.65

 0.004 0.05 0.15

 0.30 0.46 0.68

표 6 모델 교정법을 통해 얻어진 물성치의 평균과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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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CMC 이력과 역추정된 물성치에 해 얻어진 샘 의 

도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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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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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에서의 y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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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솔더의 단 변형률

그림 12 모델 교정법을 이용한 물성치 역추정 결과

의 변 를 뜻하고 는 솔더의 단 변형률을 뜻한다. 는 

각 온도 구간을 나타내기 한 기호이고 6으로써 그림 4

에 나타낸 (a)~(f)의 시 에서 실험과 해석을 비교하 다.

기해는 세 연구자의 값  유한요소 해석결과가 실험결

과와 비교  잘 일치했던 Wang의 것을 이용하 고 최 화 

수행결과 구해진 물성치를 표 5에 정리하 다. 한 그림 9

는 해석결과를 등고선 형태로 나타내어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인데 두 선의 간격이 0.417가 되도록 하여 y방향 변

를 출력한 것이다. 육안으로는 정확한 비교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향 악을 목 으로 가열 시와 냉각 시의 표 인 

결과들만을 비교하 다. 그림 9(c)의 결과를 보면 역추정된 

물성치로 해석한 결과가 실험결과와 간섭무늬 경향이 유사해

진 것을 볼 수 있다. 정확한 비교를 하여 그림 10에 실험,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역추정된 물성치로 해석한 결과가 

기값을 이용한 해석결과에 비해 실험결과를 잘 모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3 모델 교정법을 이용한 물성치 역추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물성치 역추정을 수행해 보겠다. 반응 표면 모델을 구성하기 

해 4개의 변수에 하여 라틴 하이퍼큐  샘 링을 실시하

고 50개의 실험 을 생성하여 해석결과를 구하 다. 반응 

표면 모델은 식 (15)와 같은 2차 다항식으로 구성하 다.



   





 
 



 





 (15)

10,000회의 MCMC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각 변수

의 MCMC 샘 링 과정과 얻어진 샘 의 도수분포를 그림 

11에 나타내었고, 각 변수의 평균과 95% 신뢰 구간을 표 6

에 정리하 다. 표에 있는 결과를 보면 각 변수의 평균치가 

확정론  최 화 방법으로 역추정한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모델교정법에 의해 변수를 역추정하면 그 결과

가 확률분포로 구해지므로 이로부터 평균 뿐 아니라 신뢰구

간까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해진 변수 샘 을 이용

하여 10,000회의 근사모델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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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는데 평균값을 이용한 해석결과는 확정론 인 물

성치 규명 결과와 거의 일치하 고 모델교정법의 결과는 추

가 으로 측 구간까지 나타낼 수 있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근법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델 

교정이라는 시도를 통해 재료 물성치를 역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이를 해 시편을 제작하여 모아  간섭

계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 고 주어진 열사이클 하에서의 

굽힘 변   솔더의 단 변형률을 구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결과를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물성치를 구할 수 있었고 기존의 확정론 인 물성치 

규명 방법과는 달리 물성치의 평균 뿐만 아니라 신뢰구간까

지 제시할 수 있었다. 한 구해진 물성치를 유한요소 해석

에 용함으로써 해석결과 역시 평균과 측 구간으로 표

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본 방법을 이용하여 미지의 물성

치를 역추정하면 실험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실험횟수 부족에 

의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 으로 추정하므로 보다 실제

에 근 한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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