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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xY  : 실제함수 

Y  : 표본점의 응답 

)(ˆ xY  : 크리깅 메타모델 

( )xŶ   :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 

x    : 설계변수 

1. 서 론 

구조물의 최적설계 수행 시 설계변수의 값이 변

화할 때마다 모드전환(mode switching)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 모드전환을 추적하지 않는다면 최

적설계를 위한 고유진동수나 모드는 설계자가 의

도한 모드와 다른 모드에 의해서 평가된다. 따라

서 최적화 과정 동안 설계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마다 의도한 고유진동수와 모드의 동일성을 유지

할 수 있게 모드추적(mode tracking: MT)이 적용되

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모드전환이 일어나는 설

계문제의 설계변수가 불확실성을 포함한다면 모드

Key Words: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신뢰성기반 최적설계), Mode Tracking(모드추적), Multiple 

Responses Approach(다중응답접근법), Kriging Metamodel(크리깅 메타모델)  

초록: 구조물의 최적설계 시 설계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 모드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 모드전환

을 추적하지 않으면 최적설계를 위한 고유진동수나 모드는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은 모드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변수의 값이 변화할 때마다 의도한 고유진동수와 모드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드추적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변수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설계 문제의 경우, 이를 고려

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기를 지지하는 관절스프링의 한 부품인 

압축 코일스프링의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모드추적 기법은 최적화 기법

들과 연동이 쉬운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을 이용하며, 신뢰성해석 기법은 크리깅 메타모

델 기반 몬테카를로 추출법을 이용한다. 

Abstract: When the values of design variables change, mode switching can often occur. If the mode of interest is not 

tracked, the frequencies and modes for design optimization may be miscalculated owing to modes that differ from the 

intended ones. Thus, mode tracking must be employed to identify the frequencies and modes of interest whenever the 

values of design variables change during optimization. Furthermore,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 

must be performed for design problems with design variables containing uncertainty. In this research, we perform 

RBDO considering the mode tracking of a compressive coil spring, i.e., a component of the joint spring that supports a 

compressor, with design variables containing uncertainty by using only kriging metamodels based on multiple 

responses approach (MRA) without existing mode tracking methods. The reliability analyses for RBDO are employed 

using kriging metamodel-based Monte 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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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압축기(compressor)의 진동을 감

쇠시키기 위한 압축기 지지 관절스프링의 한 부품

인 압축 코일스프링의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드추적 기법은 최적화 기법들과 연동이 어려운 

기존의 기법(1) 들이 아닌 오직 다중응답접근법 기

반 크리깅 메타모델(kriging metamodels based on 

multiple responses approach: MRA)을 이용한다. 많은 

해석횟수가 필요한 다양한 최적설계 기법에 실제 

설계문제에 사용되는 대형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해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석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계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

서 컴퓨터 성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

업체에서 개발하는 실제 설계문제를 최적설계 기

법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수행할 계수화 

시뮬레이션 모델(parametric simulation model), 해석

기, 최적화기가 연동되는 자동화 시스템인 설계 

프레임워크의 구현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고, 때에 따라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간과 기술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해석

횟수에 의한 표본자료(sample data)를 통해 구현되

고, 통계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학 모델로 설계 

프레임워크 안에서 연동이 쉬운 메타모델은 공학

분야에서 최근 10 년 동안 다양한 최적설계 기법

들과 함께 발전해왔다.(2,3) 특히 크리깅 메타모델은 

대표적인 보간모델(interpolation model)로 비선형성

이 크고 같은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주는 

전산실험(computational experiments)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신뢰

성기반 최적설계를 위한 신뢰성해석 기법은 크리

깅 메타모델을 이용하면서 적용이 쉽고, 정확하고 

강건한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는 크리깅 메타모델 

기반 몬테카를로 추출법(kriging metamodel-based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한다. 모드추적을 고

려한 설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1 차 고

유진동수를 고려한 설계 결과와 비교분석 하고,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와 확정론

적 최적설계(deterministic design optimization: DDO)

의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2. 압축 코일 스프링 

Fig. 1 과 같이 압축기를 지지하는 관절스프링

(joint spring)은 두 개의 압축 코일스프링과 플라

스틱 재질의 관절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 의 코일스프링을 ANSYS 의 티모센코 빔

(Timoshenko beam) 이론 기반 BEAM188 요소로 

모델링을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한다. 스프링 

상단의 밀착권수(inactive coil turns)는 스프링의 압

축에 대한 관통(penetr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커

플링 기법(coupling technique)으로 자유도를 제약

하고, 하단은 경계조건으로 자유도를 제약한다. 

또한 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APDL)을 

이용하여 자동 배치(batch)를 통한 모달해석을 수

행하여 크리깅 메타모델을 구성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체적(volume), 고유진동수, 모드에 

대한 표본자료를 도출한다. 설계변수 d 는 선경

(wire diameter), N 은 유효권수(active coil turns)이다. 

D는 단순한 코일지름(coil diameter)이 아니고 Fig. 

3 과 같이 D 는 코일의 중간 부분의 반경 x2 로 

표현되며 코일의 끝 부분의 반경 x1 은 고정되어 

있고 코일 반지름의 함수 x 는 2 차 함수로 표현

된다. 즉, 21 xx > 일 때는 모래시계(hourglass) 형

태가 되고, 21 xx < 일 때는 가운데 배가 나온 통

(barrel) 형태가 된다. 이는 코일스프링에 플라스

틱 재질의 관절과 압축기가 조립이 되는 끝 부분

의 치수를 고정시키면서 설계변수인 코일지름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프링의 총 길이 

L=16.6 이며, 길이의 단위는 mm 이다. Fig. 4 는 

설계변수의 값이 초기모델(initial model)인 

3.2,4.13,4.1 === NDd 에서의 모달해석의 결과이

고, Fig. 5 는 설계변수의 값이 경계 하한값(lower 

boundary)인 3.1,7.6,4.0 === NDd 에서의 모달해

석의 결과이다. 초기모델은 축방향(axial direction) 

모드(UY)가 나온 후 횡방향(transversal direction) 

모드(UX, UZ)가 나오지만 경계 하한값에서는 반

대로 횡방향 모드가 나온 후 축방향 모드가 나온

다. 즉 모드전환이 일어난다. 

 

 

 

Fig. 1 Joint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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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 element    (b) Real constant descriptions 

Fig. 2 Finite element model 

 

Fig. 3 Coil diameter 

   
(a) Mode shape for Y-direction (1st)  (b) Mode shape for X-direction (2nd)  (c) Mode shape for Z-direction (3rd) 

Fig. 4 Mode shape at 3.2,4.13,4.1 === NDd  

   
 (a) Mode shape for Z-direction (1st)  (b) Mode shape for X-direction (2nd)  (c) Mode shape for Y-direction (3rd) 

Fig. 5 Mode shape at 3.1,7.6,4.0 === NDd

3.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

을 이용한 모드추적 및 신뢰성해석 

3.1 모드전환 평가 및 모드추적 

본 연구에서 모드전환을 평가하여 모드추적 제

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다중응답접근

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을 이용한다. 본 연구는 

전산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모드전환에 의한 응답

의 비선형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메타모

델로써 크리깅 메타모델을 이용한다. 크리깅 메타

모델은 1950 년대 기존광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

여 새로운 광맥의 채광량과 같은 지질학적 데이터

를 예측하는 D. G. Krige 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 

되었고(4) Matheron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립된 후(5) 

Sacks 에 의해 전산실험 모델로써 공학분야에 처

음 도입되었다.(6) 또한 다중응답접근법은 지구통계

학 분야에서 시간변수를 취급하기 위해 제안되었

고(7) 구조공학 분야에서 시간-변화 동적해석(time-

variant dynamic analysis)에 대한 반복응답(iterative 

responses)을 취급하기 위해 적용되었다.(8,9)  

본 연구에서는 1 차부터 m 차까지의 고유진동수

와 각 자유도에 대한 모드를 m 개의 반복응답으로 

가정하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에 적용하여 모드에 대한 예

측응답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여 모드추적을 

수행한다.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

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아래 첨자는 

행렬의 차원을 나타내며 p는 다항식 항의 개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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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과 같이 표본점 njj ,,2,1, …=x 에 대한 1

차부터 m 차까지의 고유진동수와 모드를 구하고 

각 응답에 대하여 m개의 다중응답으로 식 (1)의 

m개의 크리깅 메타모델을 구성하면 m개의 예측

응답 ( )( )m×1
ˆ xY 을 얻게된다. 이 때, 각 모드의 결과

는 Fig. 2 의 점선 원 안의 절점(node)에서 도출한

다. 본 연구의 코일스프링은 3차에 대하여 축방향

(UY)과 횡방향(UX,UZ)의 전역모드(global mode)가 

존재하고, 처짐에 의해 전역모드가 표현되기 때문

에 고유진동수 321 ,, jjj fff  와 축방향 모드 

321 UY,UY,UY jjj
, 횡방향 모드 321 UX,UX,UX jjj

, 

321 UZ,UZ,UZ jjj
에 대해서만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

리깅 메타모델을 적용하고 처짐각(ROT)은 제외한

다.  

이 크리깅 메타모델의 축방향 모드와 횡방향 모

드 각 3 개씩의 예측응답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

하여 모드전환을 평가하고 이때의 크리깅 메타모

델의 고유진동수가 축방향 모드인지 횡방향 모드

인지를 추적한다. 예를 들어 Fig. 4 에서 1 차 모드

에 대해 UX1, UY1, UZ1의 예측응답들 간의 상대적

인 크기를 비교하여 UY1 이 가장 크기 때문에 f1
st
 

은 fUY 가 되고, 2 차 모드에 대해 UX2 가 가장 크

기 때문에 f2
nd
 은 fUX 가 되며, 3 차 모드에 대해 

UZ3 가 가장 크기 때문에 f3
rd
 은 fUZ 가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드추적 기법은 형상이 단순하

고 전역모드의 구분이 쉬운 설계문제에 적용이 가

능하며, 복잡한 형상과 국부모드에 대한 모드 추

적에는 한계가 있다. 

3.2신뢰성해석 및 신뢰성기반 최적설계 

본 연구에서 신뢰성해석 기법은 크리깅 메타모

델을 이용하면서 적용이 쉽고, 정확하고 강건한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는 크리깅 메타모델 기반 

몬테카를로 추출법을 이용한다.(10~12) 몬테카를로 

추출법의 식은 다음과 같고, 크리깅 메타모델의 

응답을 이용하기 때문에 )(ˆ iY x 으로 표현한다. 여

기서 R은 신뢰도이고, N = 105회이다. 

N

N
YI

N
R R

N

i

i =≤= ∑
=1

]0)(ˆ[
1

x  (2) 

일반적으로 추출법은 그 비용으로 인하여 실제

문제에 대하여 적용이 어려우나, 메타모델을 이용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성기반 

최적설계의 과정은 Fig. 6 과 같다. 먼저 전역영역

에 대하여 표본추출을 수행하고, 모드추적을 위한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을 구성한다. 

그리고 크리깅 메타모델 기반 몬테카를로 추출법

으로 신뢰성해석을 수행하면서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4. 최적설계 결과의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의  설계  목표는  코일스프링의 

체적을  최소화하며  횡방향  모드의  고유진동수 

UZUX , ff 가 초기설계의 횡방향 모드의 고유진동수 

( )0
UXf , 

( )0
UZf 이상이 되는 설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축방향 모드에 대한 강성은 고려하지 않는 

 

Table 1 Multiple responses at m frequencies for n 
presampled design points 

 ththndst 121 mm−⋯  

jx  

  
m
j

m
jjj ffff 121 −

⋯  

m
j

m
jjj UXUXUXUX 121 −

⋯  

m
j

m
jjj UYUYUYUY 121 −

⋯  

 
m
j

m
jjj UZUZUZUZ 121 −

⋯  

m
j

m
jjj ROTXROTXROTXROTX 121 −

⋯  

m
j

m
jjj ROTYROTYROTYROTY 121 −

⋯  

 
m
j

m
jjj ROTZROTZROTZROTZ 121 −

⋯  

nj ,,2,1 …=  

 

 

Fig. 6 Procedure of R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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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최적설계 시 제한조건 ( )
0UX

0
UX1 ≤−= ffg 와 

( )
0UZ

0
UZ2 ≤−= ffg 의 평가 시 모드추적을 

수행한다. 또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 시 위 

제한조건을 만족할 확률은 95% 이상으로 

정의한다. 제안하는 모드추적을 고려한 설계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1 차 고유진동수를 

고려한 설계 결과와 비교분석 하고,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와 확정론적 

최적설계의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4.1 확정론적 최적설계 결과 

코일스프링의 1 차 고유진동수를 고려한 확정론

적 최적설계의 정식화는 식 (3)과 같고, 최적설계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

을 사용한다. 

( )

3.33.1

1.207.6

4.24.0

0toSubject

Minimize

,,Find

stst 1

0

11

≤≤

≤≤

≤≤

≤−=

N

D

d

ffg

V

NDd

 (3) 

모드추적을 고려한 확정론적 최적설계의 정식화

는 다음과 같다. 

( )

( )

3.33.1

1.207.6

4.24.0

0

0toSubject

Minimize

,,Find

UZ
0

UZ2

UX
0

UX1

≤≤

≤≤

≤≤

≤−=

≤−=

N

D

d

ffg

ffg

V

NDd

 (4) 

Table 2 는 확정론적 최적설계 결과를 나타낸다. 

Optimum (1st)는 1 차 고유진동수를 Optimum (MT)

는 모드추적을 고려한 결과이다. 1 차 고유진동수

를 고려한다면 제한조건을 만족하면서 초기설계보

다 약 408% 향상된 결과를 보이지만 횡방향 고유

진동수 UZUX , ff 는 모두 초기설계의 횡방향 고유

진동수 
( ) ( )0

UZ
0

UX , ff 보다 작다. 반면 모드추적을 고려

하면 초기설계보다 약 275% 향상된 결과를 주면

서 횡방향 고유진동수는 모두 초기설계의 횡방향 

고유진동수보다 큰 결과를 준다. 즉, 모드추적에 

의해 설계자가 정한 목표모드(target mode)인 횡방

향 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

한다. 

4.2 신뢰성기반 최적설계 결과 

코일스프링의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

적설계의 정식화는 식 (5)와 같고, 설계변수들은 

분산 2σ 이 0.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다중응답접근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표본점은 최적라틴방격법(optimal Latin 

hypercube design: OLHD) 144 회와 최적라틴방격법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 수준(level)으로 설계

변수의 경계값에 56회 추가하여 총 200회를 실시

하였다. 

( ){ }
( ) ( )

( ) ( )

( )
( )
( )2

2

2

UZ
0

UZ2

UX
0

UX1

target
2,1

1.0,3.2~,3.33.1

1.0,4.13~,1.207.6

1.0,4.1~,4.24.0

,,

,,

95.00,,PrtoSubject

Minimize

,,Find

NNN

NDD

Ndd

ffNDdG

ffNDdG

RNDdG

V

NDd

≤≤

≤≤

≤≤

−=

−=

=≥≤

 (5) 

 

Table 2 Results of DDO 

 d D N V 

Initial 1.4000 13.4000 2.3000 409.2967 

Optimum 

(1st) 
0.6887 7.9751 1.3018 80.5557 

Optimum 

(MT) 
0.8128 7.7715 1.3478 109.2455 

 st1
f  nd2

f  rd3
f   

Initial 
339.0317 

(UY) 

415.1113 

(UX) 

419.0986 

(UZ) 
 

Optimum 

(1st) 

339.2926 

(UZ) 

345.5588 

(UX) 

382.8106 

(UY) 
 

Optimum 

(MT) 

421.5174 

(UZ) 

430.8034 

(UX) 

479.5747 

(UY) 
 

 

 

Table 3 Results of RBDO 

 d D N V 

Optimum 0.95643 6.7851 1.3004 150.1501 

 st1
f  nd2

f  rd3
f   

Optimum 
515.0003 

(UZ) 

520.2074 

(UX) 

604.8977 

(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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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reliability at optimum 

 g1 g2 

DDO (MT) 0.5005 0.5166 

RBDO (MT) 0.9685 0.9568 

 
Table 3 은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

설계 결과를 나타낸다. 제안된 모드추적 기법으로 

인하여 횡방향 고유진동수 UZUX , ff 는 모두 초기

설계의 횡방향 고유진동수 
( ) ( )0

UZ
0

UX , ff 보다 큰 결과

를 나타낸다. 또한, 초기설계보다 약 172% 향상된 

결과를 주지만 확정론적 최적설계의 결과보다는 

27% 하향된 결과를 준다. 하지만 각각의 최적해

에서의 신뢰도를 구해보면 확정론적 최적설계의 

최적해에서는 g1 과 g2 각각 0.5005, 0.5166 의 신뢰

도를 나타내지만, 신뢰성기반 최적설계의 최적해

에서는 0.95 의 목적하는 신뢰도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압축기를 지지하는 관절스프링의 

한 부품인 압축 코일스프링의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모드추적 기

법은 최적화 기법들과 연동이 쉬운 다중응답접근

법 기반 크리깅 메타모델을 이용하였고, 신뢰성해

석 기법은 크리깅 메타모델을 이용하면서 적용이 

쉽고, 정확하고 강건한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는 

크리깅 메타모델 기반 몬테카를로 추출법을 이용

하여 신뢰성기반 최적설계에 적용하였다. 모드추

적을 고려한 확정론적 최적설계의 최적해는 만약 

설계변수의 분포를 고려하게 되면 신뢰도가 0.5수

준으로 활성화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

준다. 반면에 모드추적을 고려한 신뢰성기반 최적

설계는 설계자가 의도한 신뢰도 수준을 만족하는 

보수적인 최적해를 도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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