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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적설계는 제한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설계변수의 값을 찾는 설계 기법이다. 

확정론적 접근 방법의 최적설계에서는 설계변수가 

평균과 같은 대표 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최적설

계를 수행하고 변수들의 변동에 의한 시스템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안전계수와 같은 경험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반면에 

확률론적 접근 방법의 최적설계는 시스템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변수와 환경변수의 통계

적 특성을 고려한다.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신

뢰성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 공학문제에서는 

신뢰성해석에 사용되는 비용의 문제로 신뢰성 기

반 최적설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신뢰성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추출법, 급속

확률적분법, 모멘트법 등이 제안되었다. 추출법을 

제외한 기존의 연구들은 변수들의 통계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변수의 분포를 연속함수로 정의되

Key Words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Akaike정보척도),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E: 최우량

추정법), Reliability Analysis(신뢰성해석),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신뢰성 기반 최적

설계), Monte Carlo Simulation(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Bogie Frame(대차 틀) 

초록: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설계변수들의 변동을 평균이나 분산 등의 통계적 특성으로 고려하여 설

계자가 원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신뢰도를 구하기 위한 기존의 신뢰성해석 기법들은 변

수들이 연속함수로 정의되는 특정 확률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변수들은 한정적

인 이산정보의 형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이산정보로부터 신뢰성해석

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 분포들 중에서 이산정보를 가장 잘 추정하는 분

포를 결정하는 기법인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하여 신뢰성해석 및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기

법을 제안한다. 수학예제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철도차량 용접대차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에 적용

하여 제안한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Abstract: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a system by means 

of probabilistic design criteria, i.e., the possibility of failure considering stochastic features of design variables and 

input parameters. To assure these criteria, various reliability analysi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Most of these 

methods assume that distribution functions are continuous. However, in real problems, because real data is often 

discrete in form,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distributions for discrete information during reliability analysis. In this 

study, we employ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method for reliability analysis to determine the best estimated 

distribution for discrete information and we suggest an RBDO method using AIC. Mathematical and engineering 

examples are illustrated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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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확률분포로 가정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학문제에서 변수들의 분포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한정된 이산정보를 갖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변수의 분포를 특정 확률분포로 

가정을 하지 않고 한정된 정보로부터 신뢰성해석

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법이 가지고 있는 비용의 문

제와 급속확률적분법, 모멘트법이 가지고 있는 변

수의 분포를 연속함수로 정의되는 특정 확률분포

로 가정하는 문제를 극복하여 신뢰성해석을 수행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 공학문제에서 변수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변수의 이산정보가 제

한적일 때 변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응답의 

연속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신뢰성해석과 신뢰성 기

반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Akaike 정보척

도 기반 신뢰성해석 기법과 이를 이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Akaike 정

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 기법을 수학예제를 이용

하여 정확성을 검증하고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

뢰성해석 기법과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공학예

제에 적용하여 제안한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2. 신뢰성해석 

시스템의 신뢰도는 시스템이 설계자가 원하는 성

능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수치적으로 평가한 것이

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신뢰성해석이라고 

한다. 

시스템의 유용영역을 ( ) 0≤XY 로 정의하면 시스

템의 신뢰도 R은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
( )
∫
≤

=≤=
0

0Pr

X

xxX

Y

Y
dfYR                  (1) 

 

여기서 ( )xX
Y
f, 는 각각 확률변수, 결합확률밀도함

수를 의미한다. 

 

2.1 신뢰성해석 

신뢰성해석 기법은 실제 공학문제의 신뢰성 기

반 최적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비용과 정확성을 개

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추출법 중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1)은 시뮬레이션 모델

을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기법으

로 사용하기 쉽고 정확한 신뢰도를 구해주는 반면 

많은 비용이 든다.  

급속확률적분법은 제한조건을 근사화하여 신뢰

도를 계산한다. 급속확률적분법에는 일차신뢰도법

(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2)과 이차신뢰도법

(second order reliability method)(3)이 있다. 이는 제한

조건을 일차 또는 이차까지 테일러 급수 전개하여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제한조건의 비선형성이 

클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시스

템의 설계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기 때

문에 실제 변수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

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모멘트법에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모

멘트를 구하여 신뢰도를 계산하는 전조합모멘트법

(full factorial moment method),(4) 제한조건을 반응표

면모델로 근사화하고 통계적 모멘트를 구하여 신

뢰도를 계산하는 반응표면모멘트법(response surface 

augmented moment method),(5) 통계적 모멘트를 계산

하는 과정에서의 다중 적분을 일차원 적분의 합으

로 구하는 차원감소법(dimension reduction method),(6) 

다중 적분을 일차원 적분의 곱으로 표현하여 계산

하는 곱분해기법(multiplicative decomposition method)(7) 

등이 있다. 모멘트법은 급속확률적분법보다 정확

하게 신뢰도를 구할 수 있지만 강한 비선형성이나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부정확한 모멘

트를 구하는 단점과 변수의 분포를 연속함수로 정

의되는 특정 확률분포로 가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

다. 
 

2.2 Akaike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 

실제 문제에서 설계자가 설계에 고려하는 정보

가 불연속적이며 연속함수로 정의되는 특정 확률

분포로 가정할 수 없을 때 설계변수의 분포를 정

규분포로 가정하는 급속확률적분법 또는 설계변수

의 분포를 연속함수로 정의되는 특정 확률분포로 

가정하는 모멘트법을 신뢰성해석에 사용하는데 한

계가 있다. 또한 분포의 가정 없이 신뢰성해석이 

가능한 추출법은 비용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뢰

성해석은 한정된 이산정보로부터 얻어진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하며 추정한 분포를 

통해 신뢰성해석을 수행한다. 

Akaike 정보척도는 1973 년 Akaike(8)에 의해 소

개되었으며 Akaike 정보척도를 적용한 연구들은 

확률, 통계, 경제, 환경,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적

용되었다. 확률 및 통계 분야에서는 1980 년대 이

후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Akaike 정보척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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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10)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변수들이 많은 환경 분야에

서는 1990 년대 이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하여 조류의 생존률을 모

델링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 또한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기계 공학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변수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방법, 

응답을 모델링하는 기법으로 적용되었다.(12,13) 

Akaike 정보척도를 공학 분야에 적용한 연구들은 

주로 응답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었다. 

Akaike 정보척도는 설계자가 정한 후보 확률분

포들의 최대수우량함수(maximum log likelihood 

function)와 모수의 개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가

장 잘 추정하는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척도이며 식 

(2)와 같이 정의된다.(14) 
 

( )

( ) ( )( )∑
=

==

−−=

N

i

iml

freeml

xpLfwhere

nf

1

|log|

2

θθ

ϕ

x
         (2) 

 

ml
f 은 후보 확률분포의 최대수우량함수이며 free

n

는 후보 확률분포의 모수의 개수이다. N 개의 이

산정보 x 가 주어졌을 때, 확률분포 p 의 대수를 

취한 값의 합을 최대화시키는 모수 θ 를 찾는 최
적화문제로부터 최대수우량함수를 구한다. 

우량함수(likelihood function)는 확률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량함수의 값이 최

대가 되는 최우량함수(maximum likelihood function)

일 때 확률분포를 가장 잘 추정한다고 알려져 있

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우량함수에 대수를 취

한 대수우량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를 주로 이

용한다. 확률분포를 표현하는 모수의 개수가 많을

수록 과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최우량함수에서는 더 적은 개수의 모수를 가진 후

보 확률분포의 ϕ 가 더 작은 값을 갖는다. 
Akaike 정보척도는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을 결

정하는 설계변수의 분포 및 환경변수의 분포를 가

정하지 않고 후보 확률분포들의 최대수우량함수와 

모수의 개수로부터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연속확률분포를 결정한다. 식 (2)에 

따라 ϕ 가 가장 작은 연속확률분포가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연속확률분포며, 

Akaike 정보척도로부터 결정된 연속확률분포를 이

용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한다. 

3. 수학예제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응답의 분포를 추정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후보 연속확률분포의 종류와 확률밀도함수

는 Table 1 과 같다. 총 5 개의 후보 연속확률분포

의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의 통계적 특

성을 가장 잘 추정한 연속확률분포를 선택하여 신

뢰성해석을 수행한다. 

해석적 분포가 존재하는 예제와 비선형성이 강

한 예제에 대해 변수 하나 당 무작위 추출한 30

개씩의 이산정보로부터 얻은 응답에 대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여 제안한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한

다. 

 

3.1 해석적 분포가 존재하는 예제 

첫 번째 예제의 응답 
1

Y  은 해석적으로 분포가 

존재하는 식 (3)의 문제로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의 결과와 해석적으로 구한 분포를 이

용한 신뢰성해석의 결과를 비교한다. 

 

( )
( ) ( )22

2
1

2
2

2
11

1,0~,1,0~ NXNX

XXY +=X
                   (3) 

 

각 변수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때 응답의 확률

분포는 자유도 2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이다. 

상대적으로 응답을 잘 추정한 5 개의 후보 분포

의 ϕ 와 분포의 모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each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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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ϕ  and parameters of each distribution for 
1

Y  

Distribution ϕ  
Parameters 

α  β  γ  

Gamma 109.0949 1.0528 2.0157  

Weibull 109.1198 2.1425 1.0230  

Log-normal 111.4758 1.0528 2.0157  

GEV 114.7292 0.5127 0.9516 0.9528 

Normal 132.6873 2.1221 2.1012  

 

Table 3 Parameters of Gamma distribution for 
1

Y
 
and 

relative error as increasing number of function calls 

Number of 

function calls 
α  β  Error norm 

Exact 1.0000 2.0000 0.0000 

10 0.9225 1.8336 0.1836 

100 0.9508 2.1174 0.1273 

1,000 1.0415 1.9807 0.0458 

10,000 0.9862 2.0148 0.0203 

 

Table 4 Reliability of each distribution for 
1

Y  

Distribution 
Reliability 

AIC Exact 

Gamma 0.9951609  

 

0.995193 

Weibull 0.9951597 

Log-normal 0.9661317 

GEV 0.9736904 

Normal 0.9999881 

Number of function calls 30  

 

Table 5 ϕ  and parameters of each distribution for 
2

Y  

Distribution ϕ
 

parameters 

α
 

β
 

γ
 

GEV -80.9811 -0.0001 0.0005 0.0064 

Log-normal -80.3144 0.0070 0.0077  

Gamma -79.6076 1.2403 0.0001  

Normal -77.8785 0.0067 0.0006  

Weibull -68.7222 0.0070 0.0964  

 

Table 6 Reliability of each distribution for 
2

Y  

Distribution 
Reliability 

AIC MCS 

GEV 0.998575  

 

0.992889 

Log-normal 0.984266 

Gamma 0.982501 

Normal 0.972583 

Weibull 0.907259 

Number of function calls 30 1,000,000 

 

감마(Gamma)분포가 가장 작은 ϕ 를 갖고 와이
블(Weibull)분포, 대수정규(log-normal)분포, 일반화

극치(generalized extreme value: GEV)분포, 정규

(normal)분포의 순서로 작은 값을 갖는다. 

감마분포의 모수가 2,1 == βα 일 때 해석적 분

포와 같은 분포이며 추정한 분포가 해석적 분포에 

근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산정보의 개

수가 많아질수록 해석적 분포에 가까워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3 에 추정된 모수와 오차

를 나타내었다. 11≤Y 에 대한 신뢰도 값은 Table 4

와 같고 해석적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신뢰도 값

과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구한 신뢰도 값이 유

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은 응답에 대한 히스토그램, 해석적 분포, 

그리고 응답을 가장 잘 추정한 분포인 감마분포를 

나타내며 감마분포가 응답에 대한 해석적 분포를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의 x축은 

응답 Y 를 나타내며, y 축은 확률모델에서의 확률

과 히스토그램에 대한 상대빈도수밀도를 나타낸다.  

 

3.2 비선형성이 강한 예제 

두 번째 응답 
2

Y
 
는 비선형성이 강한 식 (4)의 

예제로서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석을 이

용한 신뢰도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

뢰도를 비교한다. 

 

( ) ( ) ( )
( ) ( )2,1~,1.0,0.3~

2sin1.14sin

2
2

1

22112

WblXNX

XXXXY +=X
           (4) 

 

Fig. 2 는 30 개의 응답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ϕ
가 작은 값을 갖는 순서의 연속확률분포를 나타낸

다. 

5개의 연속확률분포의 ϕ 를 Table 5에 비교하였
으며 일반화극치분포의 ϕ 가 가장 작고 대수정규
분포, 감마분포, 정규분포, 와이블분포 순서대로 

작은 ϕ 를 갖는다. 
가장 작은 ϕ 를 갖는 일반화극치분포와 몬테카를
로시뮬레이션의 히스토그램을 Fig. 3 에 나타내었

다. Table 6 은 추정된 분포들로부터 구한 

( ) 55.0≥XY 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신뢰도와 비교하였으며 와이

블분포를 제외한 연속확률분포의 ϕ 가 유사한 분
포들은 신뢰도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신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큰 ϕ 를 갖는 와이블분



  

 

포는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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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보에 대하여

성해석 결과가

석 결과와 유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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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CS and the best estimated distribu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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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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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적은 수의

정보척도를 이용한 신뢰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의 신뢰성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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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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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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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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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유한요소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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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하중이

와 

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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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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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Find

 

총

Akaike

이용한 신뢰성 

 Akaike정보척도를

신뢰성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하면서 제한조건

target을 만족하는

 같이 정식화할

 

toSubject

minimizeTo

Find

 

철도차량 용접대차

며 주행 안내

사이에 위치한다

MPa315 인 용접구조용

Fig. 4 와 같이

유한요소모델을

결정하는 변수는

환경변수인 용접대차

수직하중이며 설계변수에

 같다. 설계변수인

국산업표준(KS D 3500: 

모양, 치수, 무게

족한다. 환경변수인

하는 차체 중량이며

)223.2,62.513

 설계변수와 

같다.  

공학예제의 신뢰성

질량을 최소화하는

 하중조건에서

 허용응력인 

 만족해야 하는

최소화하고 제한조건을

찾는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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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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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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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설계는 목적함수

제한조건 ( )XG 를 

만족하는 설계변수

정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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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대차가 지지

변동은 정규분포

이산정보로 가정하였

이산정보는 Table 7 과

 용접대차의

갖는다. 또한 주어

미세스 응력

확률이 0.95 이

 목적함수를

설계변수 t 를

정리할 수 있

95.0=target
  (6) 

이산정보를 이용하여

기반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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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mpled thickness and load for bogie frame 
example 

No. 1
t  (mm) 

2
t  (mm) 

3
t  (mm) F  (kN) 

1 15.03 14.99 14.96 512.58 

2 14.98 14.93 14.86 513.37 

3 14.88 14.98 15.04 512.66 

4 14.92 14.99 14.95 513.12 

5 14.96 14.78 14.98 513.30 

6 15.07 15.01 14.92 512.90 

7 14.96 14.98 14.89 511.33 

8 14.99 14.84 15.02 514.17 

9 15.02 14.72 14.85 517.30 

10 14.99 15.00 14.91 517.84 

11 15.11 15.25 15.03 514.29 

12 14.88 14.99 14.96 513.04 

13 14.87 15.01 15.13 514.21 

14 14.93 14.83 14.97 514.71 

15 14.94 15.03 15.09 512.85 

16 15.10 15.14 14.97 512.75 

17 14.88 14.98 15.20 510.42 

18 14.88 14.74 15.04 513.70 

19 15.16 14.82 15.14 510.33 

20 14.95 14.99 15.11 516.27 

21 15.06 15.03 14.88 512.20 

22 15.03 15.11 15.18 513.56 

23 15.23 14.86 15.28 516.76 

24 15.03 14.89 15.06 516.65 

25 14.74 14.98 14.72 509.39 

26 15.11 15.03 15.14 509.12 

27 14.90 15.00 15.06 513.67 

28 14.78 15.03 14.90 511.56 

29 14.92 15.10 14.90 513.65 

30 15.17 14.90 15.10 515.09 

 
Table 8 Results of RBDO in the bogie frame example 

 
1
t  

2
t  

3
t  

Mass 

(kg) 

Reliability 

(%) 

Initial Design 15 15 15 544.25 NA 

Optimum 

Design 
6.00 9.04 8.85 471.41 50.0 

RBDO 6.00 8.66 13.92 473.37 95.0 

 
를 수행하였다.  

식 (6)의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Matlab 의 민

감도 기반 알고리즘인 fmincon 을 사용하여 해를 

찾았고, 제한조건에서의 응력은 유한요소 해석 소

프트웨어인 Ansys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제안한 

신뢰성해석 기법을 본 문제의 제한조건인 응력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 초기  설계에  

 

 

Fig. 4 Bogie frame model for reliability analysis 

 

 

Fig. 5 Design variables of the bogie frame model 

 

대한 30개의 이산정보를 이용하여 30개의 응력을 

계산한다. 제한조건인 응력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하여 응력의 분포를 

추정하였다. 후보분포들 중 가장 잘 추정한 분포

를 이용하여 허용응력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여 

제한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변수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최적설

계의 결과와 제안하는 신뢰성해석 기법을 적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의 결과를 Table 8 에 비교하

였다. 일반적인 최적설계는 초기 질량보다 13% 

가벼운 설계를 제안할 수 있지만 설계변수의 변동

에 대한 시스템의 신뢰도는 50%이다. 반면에 신

뢰성 기반 최적설계는 일반적인 최적설계의 해보

다 목적함수는 조금 나쁜 결과를 얻지만 시스템의 

신뢰도를 95% 이상 만족하는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산정보의 Akaike 정보척도를 이

용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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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뢰성해석 기법인 급속확률적분법, 모멘트

법은 변수의 분포를 연속함수로 정의되는 특정 확

률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변수의 분포를 모르는 

실제 문제에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변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

이고 이산적이거나 변수의 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

을 때 설계자가 지닌 변수의 한정된 이산정보만으

로 신뢰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신

뢰성해석 기법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두 개의 

수학예제에 대한 Akaike 정보척도 기반 신뢰성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적 분포가 존재하는 수학예 

제의 결과와 비선형성이 강한 수학예제의 결과를 

각각 해석적 분포를 이용한 신뢰도, 몬테카를로시 

뮬레이션을 이용한 신뢰도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제 문제에서 접할 수 있는 설계 변

수와 환경변수의 한정된 이산정보를 이용하여 시

스템의 응답에 대한 Akaike 정보척도를 이용한 신

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용접대차에 적용하여 제안

한 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시스템의 응답을 한 

개의 모드를 갖는 확률분포로 추정하는 한계가 있

다. 변수의 변동으로 인해 여러 개의 모드를 갖는 

시스템의 응답에 대한 신뢰성해석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법이 필요하며 여러 개의 모드를 갖는 확률

분포를 이용한 신뢰성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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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으로 수행된 “공간-시간 통계적 모형 기반 최적

설계 기법 연구 (과제번호 2010-0023257)”의 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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