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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현가장치의 부품인 로워암(Lower Arm)은 

서스펜션 모듈의 한 구성품으로서, 주행 중 발생

되는 진동을 흡수, 완화하는 역할을 함은 물론 휠

얼라인먼트에 까지 영향을 준다.(1~3) 주행 중 소성

변형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므

로, 설계 초기단계에서 이의 빈번한 형상변경을 

통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

한 최적설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 파라메트릭 

모델 생성도구와 목적함수의 계산을 위한 CAE 툴

과의 연동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로워암에 작용하는 응력을 최소화하면서 경량화하

려는 최적설계가 많이 수행되었다.(3~5) 대부분의 

경우 로워암의 형상 및 치수를 경제적으로 최적화

시키는 과정에서 유한요소해석법과 다구찌 직교배

열 및 민감도 분석과 같은 반응표면 모델 기반 최

적설계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 형상설계변수

에 따른 작용응력과 중량이라는 목적함수의 반응

특성을 분석하여 형상최적화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반응표면모델 기반 최적설계는 설계변수

Key Words: Six Sigma(식스시그마), Lower Arm(로워암), Computational Orthogonal Array(전산직교배열), Kriging 

Model(크리깅 모델), Tolerance Optimization(공차 최적설계)  

초록: 자동차 로워암과 같이 다양한 형상설계변수를 갖는 부품모듈의 최근 설계경향은 설계자가 관심을 

갖는 설계영역을 선형 및 2 차 다항식으로 근사화시키는 반응표면모델로 탐색하고, 다음 단계로서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로워암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작용응력과 중량의 비선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의 예측에 적합한 신경망모델로 직교성과 균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수준 전산실

험계획법으로 설계영역을 탐색하였다. 구축된 신경망모델에 형상 설계변수의 공차도 같이 고려할 수 있

는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최적해의 공차 강건성을 확보

하였다.  

Abstract: In the current design process for the lower arm used in automobile parts, an optimal solution of its various 

design variables should be found through exploration of the design space approximated using the response surface 

model formulated with a first- or second-order polynomial equation. In this study, a multi-level computational DOE 

(design of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design space showing nonlinear behavior, in terms of factors such 

as the total weight and applied stress of the lower arm, where a fractional-factorial orthogonal array based o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introduced. In addition, the tolerance robustness of the optimal solution was 

estimated using a tolerance optimization with six sigma constraints, taking into account the tolerances occurring in the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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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확정론적으로 다루고 있어, 공정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공차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이 크게 변동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통계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설계변수의 변동이 목적함수와 제한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최적설계를 통해 얻

어진 설계치가 설계변수의 변동에 대하여 강건성

을 갖게 함으로서 보다 신뢰성 높은 제품생산이 

가능해져야 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차 최적

설계 방법은 실험계획법, 반응표면모델 및 최적설

계와 같은 종래의 설계 방법론에 변동성을 대표하

는 표준편차를 테일러 전개로 예측하고 이를 종래

의 근사모델에 통합하는 방법이다. 저자 등(6,7)은 

자동차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 및 철도차

량 현수장치의 식스시그마 강건최적설계에 상기한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로워암의 형상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설계영역의 탐색을 위하여 Owen(8)이 

제시한 다수준 전산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다. 여

기서, 목적함수인 무게와 최대등가응력의 변화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사모델 작성시 

비선형 특성 표현에 장점을 갖고 있는 신경망 기

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구축된 신경망 근사모델

에 2 차 테일러 전개를 통한 형상 설계변수의 공

차를 고려한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로

워암의 공차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최적해의 공차 

강건성도 확보하였다. 

2. 로워암 모델링 및 응력 해석 

2.1 로워암 모델링 

로워암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

하학적 형상을 편집하고 이 형상에 요소화 작업을 

수행하여 절점과 요소가 생성되었다. 로워암은 판

금 및 용접작업으로 만들어지므로, 유한요소 모델

은 쉘요소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크로스멤버와 

연결되는 부위의 고무부쉬를 구현하기 위하여, 솔

리드요소가 사용되었으며, 부쉬의 탄성특성을 고

려한 재료물성치의 입력을 통해 연결부의 구조적 

잠금현상을 구현하였다. Fig. 1은 ANSYS(9)로 만들

어진 로워암의 유한요소모델로서 경계조건은 크로

스멤버와 고정되는 두곳의 부쉬에 부과하였고, 하

중은 볼조인트 위치에 가하였다. 이때, 하중의 크

기는 실차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최대 하중으로 X 

및 Y축 방향으로 각각 11.8 및 1.9kN이다.  

 

 
Fig. 1 Boundary conditions of lower arm 

 

 

 
 

Fig. 2 Design variables of lower arm 
 

 

2.2 로워암 응력해석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변수는 Fig. 

2 와 같이 반경 R(mm), 높이 D(mm), 폭 W(mm), 

두께 T(mm)의 네 가지로 선정하여 매개변수화 하

였으며, 목적함수의 응답특성은 무게(Mass)과 최대

등가응력(Smax)으로 하였다. 초기설계단계에서 R, 

D, W 및 T는 각각 320, 25, 6 및 4mm이며, Fig. 1

과 같은 하중, 경계조건에서 무게는 3.27kg 그리고 

최대등가응력은 214.48MPa로 얻어진다.  

3. 공차 최적설계 정식화 

3.1 다수준 직교배열 

실험이 아닌 유한요소해석과 같은 컴퓨터 시뮬

레이션으로 최적해를 찾고자 하는 경우, 다구찌가 

제시한 3 수준 표준 직교배열 보다 설계자가 원하

는 다수준 직교배열을 적용하는 것이 설계영역 전

반에 걸친 더 많은 정보를 설계자에게 줄 수가 있

다. 다수준 직교배열의 생성을 위하여 Owen(8)이 

제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전산직교배열 방

법 중에서 Galois Field Design이 적용되었고, 총 49

회의 7수준 4 인자 직교배열인 L49(7
4)을 생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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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2,401 회의 많은 해석을 수행해야 하지

만 전산직교배열을 적용하면, 직교성과 균형성을 

만족하는 49 회의 해석점으로 근사모델이 구축될 

수 있다.  
 

3.2 신경망기법 기반 근사모델 

총 2,041 회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전체 조합 

중에서 49 회의 다수준 직교배열만으로 최적조합

을 찾기 위해서, 목적함수의 반응성에 대한 근사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설계영역 탐

색 및 최적해를 찾아야 한다. 근사모델은 일반적

으로 이차 다항식까지 표현하는 반응표면 및 이차 

다항식 이상의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신경망 

및 크리깅 기법이 공학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수를 7 수준으로 적

용하여 응답함수의 비선형성이 최대 6 차 다항식

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선형 특성을 비교

적 잘 모사할 수 있고, 또한 테일러 전개로 표준

편차의 예측이 용이한 신경망기법(11)으로 근사모

델을 구축하였다. 신경망기법은 인간의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이의 구조는 일반적

으로 입력층, 은닉층 및 출력층의 다층 피드백으

로 구성된다. 신경망기법 기반 근사모델을 생성하

기 위해서, 신경망 구조의 결정 및 신경망의 학습

이 필요하다.(12) 신경망을 구성하는 뉴런의 출력을 

정의하는 활성함수는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

(Sigmoid function)를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시

그모이드 함수 중에서 tanh 함수를 적용하였다.(13) 

Fig. 3 은 구축된 신경망의 구조로서, 입력층은 설

계변수인 R, D, W 및 T 로 정의하고, 은닉층은 3

개로 하였으며, 출력층은 무게(Mass)와 최대등가응

력(Smax)으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신경망기법 기반 근사모델은 설계변수 

반경 R 과 높이 D 에 대한 최대등가응력(Smax)을 

표시한 Fig. 4 와 같이 비선형성을 가진 모델의 설

계영역 탐색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구

축된 근사모델로 얻어진 응답함수의 주효과는 Fig. 

5 와 같다. 설계변수 높이 D 에 따라 목적함수 무

게(Mass)와 최대등가응력(Smax)의 주효과가 크게 

비선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2.2 절에

서 언급한 초기설계단계에서의 설계변수 R, D, W 

및 T 에 대하여 무게와 최대등가응력은 각각 

3.26kg 및 212.90MPa 으로 예측된다. 이는 실제 유

한요소해석으로 얻어진 결과 대비 각각 0.12% 및 

0.74%의 오차를 나타냄을 의미하므로, 구축된 근

사모델이 주어진 설계영역에서 목적함수를 정확히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Fig. 3 Neural network structure of lower arm 

 

 

Fig. 4 Surface plot of Smax due to R and D predicted by 
using neural network approach 

 

 

Fig. 5 Main effects of lower arm network model 

 

 

3.3 공차 최적설계 정식화 

최근 기업에서 제품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수의 변동 및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해 목

적함수의 강건성을 꼭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식스시그마 또는 강건최적설계가 각광을 받고 있

다. 예를 들어 설계변수 D 에 대한 응답 F 를 Fig. 

6 과 같이 표현하면, 설계변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전통적인 최적해는 A 점이 된다. 그러

나, A점은 공차와 같은 설계변수의 변동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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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ditional optimization vs. robust one 

 

경우에 응답 F 에 큰 변동을 발생시켜 제품 품질

의 신뢰성이 악화된다. 따라서, 설계자가 A 점이 

아닌 강건최적해인 B 점을 선정하면 설계변수의 

변동성에 둔감한 응답 F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각 제작단계에서 공차에 의해 빈번히 발

생하는 설계변수의 변동성에 따라 목적함수의 변

동성 또한 크게 발생한다. 시스템 변수를 고려하

지 않고 설계변수의 확률변동만을 고려하는 경우

에 공차 최적설계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

다.  

 

Given ( ) ( ) ( )
ii x ix x ,σ x , y x i 1,2 ... l=     

Find x  

Minimize ( )
i iy yµ , σ   i 1, 2 ... l=

  

Subject to constraints 
j

j

j

g

g j

g

µ
z k j 1, 2 . . . m

σ
= ≥ =  

Where L Ux ∆x x x ∆x+ ≤ ≤ −  

 

여기서, x는 설계변수를 의미하며, 
iy

µ 와 
iy

σ 는 

각각 목적함수 ( )iy x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

하며, 
jg

µ 와 
jg

σ 는 각각 제약조건 ( )jg x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만약 kj=6 을 적용하면 산업

체에서 많이 적용하는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을 의

미한다. 설계변수의 변동에 따른 응답의 변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는 형상 설계변수의 비

선형성을 고려한 2 차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여 예

측하였다. 

 

3.4 테일러 전개에 의한 표준편차의 근사화 

설계변수의 변동에 따른 응답의 변동성 예측에 

필요한 표준편차는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여 수식

적으로 근사화 할 수 있다.(14) 일반적으로 1 차 테

일러 전개를 적용하여 표준편차를 예측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형상 설계변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설계변수에 대한 2차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였다. 

Table 1 Optimization definition for lower arm 

Given 
R [200 - 320], D [25 - 37], W [4 - 16], 

T [4 - 10], σ=0.027 

Find R, D, W, T 

Maximize ZMass , ZSmax 

Constraints 
µMass + 6 σMass < 3.27 

µSmax + 6 σSmax < 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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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신경망기법에서 적용한 시그모이드 함

수 중 tanh함수의 1차와 2차 미분값은 다음과 같

으며, 1 차와 2 차 미분값을 적용하여 응답의 변동

성 예측에 필요한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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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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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계 

4.1 공차 최적설계 문제의 정의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문제 

정의는 Table 1과 같다. 설계변수인 R, D, W 및 T

의 범위를 지정하고, 무게(Mass)와 최대등가응력

(Smax)은 최소화를 하는 망소특성으로 정의한다. 

응답의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은 초기 설계값 보다 

작아야 한다. 로워암의 설계공차는 ±0.08mm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차범위인 ±3σ 를 적용하면, 

주어진 표준편차는 σ=0.027mm 이다.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은 무게 Mass 와 최대등가응력 Smax 가 

초기 설계를 상한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식스시그

마를 만족하도록 정의한다. 

 

4.2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식스시그마 제약조건 

초기 설계변수 R=320mm, D=25mm, W=6mm 및 

T=4mm 인 경우, 식(2)의 2 차 테일러 전개를 적용

하여 예측한 Mass 와 Smax 의 변동성은 Fig. 7 과 

같다. Mass 와 Smax 의 식스시그마 제약조건, 즉 

목적함수의 공차범위가 0.64σ 및 0.01σ 를 나타낸

다. 이는 초기설계조건의 경우, Mass 와 Smax 의 

목표치인 3.26kg 과 214.48MPa 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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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3 3.3029Kg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3.2616
Standard Deviation: 0.006883
Cp: ----
Cc: ----
Cpk: 0.21
Def. Rate (normal): 26 %
Z-Score (short-term): 0.64
Sigma Level: 0.64

135 293.81MPa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214.41
Standard Deviation: 13.234
Cp: ----
Cc: ----
Cpk: 0.00
Def. Rate (normal): 49.8 %
Z-Score (short-term): 0.01
Sigma Level: 0.01  

 

(a) Mass                (b)Smax 
 

Fig. 7 Variation of objective functions at initial design 
stage 

 

26% 및 49.8%의 불량률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Mass 는 5.36σ 그리고 Smax 는 5.59σ 만큼 

목적함수의 변동이 향상되어야 한다. 

 

4.3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계 

Table 1 의 로워암 공차 최적설계 정식화는 식스

시그마 제약조건을 비제약조건으로 변환하여 주는 

방법인 SUMT(Sequential Unconstrained Minimization 

Technique)를 적용하여, Fig. 8과 같이 JMP(13)에 내

장된 전역최적설계 방법론인 Interval 방법과 

Simplex 방법(14)으로 공차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DF 는 SUMT 를 적용한 목적함수를 의미

한다. 

설계변수의 공차 최적설계의 최적해는 Fig. 9와 같

이 R=218mm, D=25mm, W=16mm 그리고 T=4mm 로 

얻어지고, 목적함수 Mass 와 Smax 의 평균은 각각 

3.23kg과 189.82MPa이다. 이때, 각 목적함수의 식스

시그마 제약조건은 6.12σ 와 6.08σ 로 나타나 주어진 

제약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신경망기법의 근

사모델로 구해진 Mass 와 Smax 의 평균값은 유한요

소해석으로 구한 결과(3.23kg, 185.17MPa) 대비 0%와 

2.51%의 오차를 나타내어 신경망모델을 통한 공차 

최적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얻어진 결과에 대한 공차 민감도를 살펴보면 

Fig. 10과 같이 Mass와 Smax 모두 설계변수 D의 

공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Mass의 공차 민감도를 살펴보면, D=73.2%으로 가

장 높고, 다음은 T=3.5%이다. Smax 의 경우도 

Mass 와 마찬가지로 공차 민감도는 D=83.8%이며 

그 외 설계변수는 모두 1% 미만을 나타낸다. 즉, 

로워암의 설계변수 T(두께), W(폭) 및 R(반경)의 

공차는 이의 변동성에 따라 Mass 와 Smax 의 변화 

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공차 보다 크게 하여 설계, 

 
 

Fig. 8 Tolerance optimization carried out in JMP by 
using Interval and Simplex-Optimization 
techniques 

 

3.1855 3.266Kg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3.2254
Standard Deviation: 0.0066442
Cp: ----
Cc: ----
Cpk: 2.04
Def. Rate (normal): 0.000479 dpm
Z-Score (short-term): 6.12
Sigma Level: 6.12

165.49 214.48MPa

USL

Characteristic Value

Average: 189.82
Standard Deviation: 4.0555
Cp: ----
Cc: ----
Cpk: 2.03
Def. Rate (normal): 0.000598 dpm
Z-Score (short-term): 6.08
Sigma Level: 6.08  

 

(a) Mass                (b) Smax 
 

Fig. 9 Solutions of optimal tolerances for Mass and 
Smax 

 
Interval for Values = (3.1855, 3.2652) +/-6SD

Percent
Reduction

100%

0%

Inputs

D T W R

 
(a) Mass 

 

Interval for Values = (165.49, 214.15) +/-6SD

Percent
Reduction

100%

0%

Inputs

D W T R

 
(b) Smax 

 

Fig. 10 Tolerance sensitivity of objective functions due 
to design variables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 대하여 D(높이)는 목적함수에 대한 공차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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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게 나타나므로, 현재 공차보다 같거나 작

게 하여 Mass 와 Smax 를 주어진 식스시그마 조건

에 부합되게 조절할 수 있다.  

5. 결 론 

형상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로워암의 비선형

성뿐만 아니라 실험계획에 요구되는 직교성과 균

형성을 모두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수준 전산 

실험계획법 기반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식스시

그마 제약조건을 적용하여 로워암의 공차 최적설

계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 전산직교배열 기법으

로 총 49 회의 7 수준 4 인자 직교배열 L49(7
4)을 생성

하였다. 

(2) 신경망기법 기반 근사모델로 응답함수를 분

석해본 결과, 설계변수 높이 D 가 목적함수 무게

(Mass)와 최대등가응력(Smax)의 주효과로 나타나

고 비선형성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3) 로워암 초기설계에 대한 Mass와 Smax 의 식스

시그마 제약조건을 구하면 각각 0.64σ 및 0.01σ 으로 

목표치 3.26kg 과 214.48MPa 에 대하여 각각 26% 및 

49.8%의 높은 불량률이 발생함을 예측하였다. 

(4) 공차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최적해는 

R=218mm, D=25mm, W=16mm 그리고 T=4mm로 얻어

지고, Mass와 Smax의 평균은 각각 3.23kg과 189.82MPa

으로서, 식스시그마 제약조건은 각각 6.12σ와 6.08σ로 

나타나 주어진 제약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5) Mass 와 Smax 의 공차 민감도는 높이 D 가 

각각 73.2% 및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그 

외 다른 설계변수는 미미하였다. 이는 D 의 경우, 

공차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므로 현재 공차보다 같

거나 작게 하여야 하고, 다른 설계변수의 공차는 

현재의 공차 보다 크게 하여 설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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