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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사최적화 기법(Approximate optimization method)

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석비용 저감

을 위하여 근사모델(Approximate model) 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해석만을 수행하고, 실제 최적화 

과정에는 구성된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근사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가는 기술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과 반응표면

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을 이용하는 것이

며,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
(1,2)

 즉, 선정된 설계변수에 대하여 직교배

열표(Orthogonal array table)와 같이 통계학에 기초

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후, 반

응표면법에 의해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인 회귀

모형함수(Regression model function)를 추정하고 이

를 최적화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최적설계를 이루

Key Words: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순차적 실험계획법, SDOE), Micro-Genetic Algorithm(마이크로 유

전알고리즘), Response Surface Method(반응표면법), Artificial Neural Network(인공신경망, ANN) 

초록: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은 적은 수의 개체 사용 및 무작위 개체 구성을 통한 돌연변이 기능 대체

의 특징을 갖는 진화연산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이 갖는 각 세대당 많은 계산 량이 요구되

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 알고리즘은 특히 설계변수가 3~5 개를 갖는 문제에 효

율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알려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마

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수학예제와 구조물 문제에 적

용하여 실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순차적 실험계획법은 저자들의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으며, 실험계

획법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는 근사최적화 기법에 의한 시행착오적인 반복과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

법으로써, 행렬실험과 평균분석을 반복 적용하는 개념이다. 

Abstract: A micro-genetic algorithm (MGA) is one of the improved forms of a genetic algorithm. It is used to reduce 

the number of iterations and the computing resources required by using small populations. The efficiency of MGAs has 

been proved through many problems, especially problems with 3–5 design variables. This study proposes an 

optimization algorithm based on the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SDOE) and an MGA. In a previous study, the 

authors used the SDOE technique to reduce trial-and-error in the conventional approximate optimization method by 

using the statistical design of experiments (DOE) and response surface method (RSM) systematically. The proposed 

algorithm has been applied to various mathematical examples and a structur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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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에 의

하여 선정되는 인자(Factor)들의 수준(Level)에 따

라 인자 자체가 가지는 제한조건(Side constraint)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으며,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

도에 의존하여 시행착오적인 반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저자들은 행렬실험과 평균분석의 과정을 반복 적

용하는 개념인 순차적 실험계획법(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SDOE)을 제안하고(3)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과 혼합함으로써, 인자의 

하한 또는 상한에 걸리지 않는 근사최적 해를 체

계적인 반복과정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다양한 공학문제에 대한 적용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1)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설계변수 탐색과정에서 이산화된 값을 사용

하기 때문에 연속공간 상의 해를 도출할 수 없다. 

(2) 구성된 알고리즘의 특성 상 제한조건이 있

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순

차적 실험계획법을 적은 함수비용으로 비선형성이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4)
 마이

크로 유전알고리즘(Micro-genetic algorithm, MGA)과 

혼합함으로써 해의 정확도 향상 및 제한조건을 포

함하는 문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다. 

2.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Simple genetic algorithm, 

SGA)은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에 기초한 탐

색 알고리즘으로써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각 개체

(Population)의 적합성 함수(Fitness function)의 값이 

큰 유전자를 선택하여 이들을 교배(Crossover) 또

는 재생산(Reproduction)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돌

연변이(Mutation) 등을 발생시켜 우수한 유전 형질

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하는 기법이다.
(4)
 이러한 

유전알고리즘은 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 

solution)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각 세대 

당 다수의 개체(Population)에 대한 함수 값이 필요

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 량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의 개체로 진화연

산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자 하며, Goldberg
(5)와 Krishnakumar

(6)에 의해 기본

이론 정립 및 실제 최적화 문제에 적용된 방법이

다. 이러한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의 진화연산과

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시행하기 위한 초

기 개체들은 난수 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

를 통하여 설계 변수들로 이어진 이진코드를 무작

위로 생성한다. 

(2) 이들 개체들 중 임의 개수의 개체를 선택하

고 이들 선택된 개체들 사이에서 최고의 적합도를 

갖는 개체 선발(Tournament selection)을 통하여 새

로운 개체군을 생성하고 교배 연산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체 선택작업은 다른 방법들 보다 다양성

을 보장한다. 

(3) 상기의 과정은 개체들의 유전형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렴(Nominal convergence) 될 

때까지 반복과정을 거치게 되고 한 세대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4) 각 세대에서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존하고, 

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적합도의 상승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적합도(Fitness)를 가지는 개체

(Elitism)를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 개

체군에 재생산하고, 위의 과정을 주어진 세대만큼 

반복 수행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은 Table 1
(4)에 나

타낸 것처럼 개체군 수 및 교배연산비율(Crossover 

rate)에서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과 큰 차이를 보

이며, 각 세대의 초기 개체군 생성 시에 무작위 

개체(Random population) 구성은 일반적인 유전알

고리즘의 돌연변이 기능을 대체하는 특징을 갖는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이크로 유

전알고리즘의 개체군은 5 개의 개체로 구성하였으

며, 유전형 유사성이 95% 이상 수렴되었을 경우 

한 세대를 이루며 진화하도록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SGA with MGA

(4)
 

Applied 

algorithm 

Simple genetic 

algorithm 

Micro-genetic 

algorithm 

Population  

size 

Dependent upon 

string length 
3~7 

Selection 
Roulette wheel 

selection 
Tournament 

Crossover rate 0.6~0.8 1.0 

Mutation rate 0.01~0.05 0.0 

Convergence Globa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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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차적 실험계획법(SDOE)과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MGA) 

3.1 순차적 실험계획법 

다양한 공학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실험계획법

(DOE)과 반응표면법의 적용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1) 설계자에 의하여 선정된 인자들의 수준에 

의해 최적화 결과가 크게 좌우 된다. 

(2)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도에 의존한 시행착

오적인 반복과정에 의해 최종 해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실험계획법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행착오적인 반복과정을 

체계적인 규칙에 의한 최소실험 수행을 위하여 본 

저자들의 선행연구(3)에서 상세하게 제시한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인자의 하한 또는 상한에 

걸리지 않는 근사 최적 해를 체계적인 반복과정에 

의해 도출하고자 한다. 

 

3.2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마이크로 유전

알고리즘 적용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넓은 영역에서 

진행되는 영역 접근적 특성으로 인해 설계 초기 단

계 혹은 인자의 초기 가정치가 최적 값으로부터 멀

리 떨어져 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정밀한 최적 해를 구하기에는 부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7)
 또한,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은 비선형

성이 높은 문제 해결 및 적합도 함수 계산비용을 줄

이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체군에서 

사용하는 개체수가 작기 때문에 설계변수의 적절한 

값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계획법과 마이크로 유전알고

리즘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용하기 위

하여 순차적 실험계획법(SDOE)과 마이크로 유전

알고리즘(MGA)을 조합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

적인 해 탐색을 달성하고자 한다. 

4. 수학예제적용 및 고찰 

제시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하여 제한조건이 

없는 수학함수와 제한조건이 있는 수학함수에 대

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우선 마이크로 유전

알고리즘의 적용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존 유전알

고리즘과 비교하였다. 

 

4.1 기존 유전알고리즘과 비교 

식 (1)과 같이 Asaadi
(8)가 제안한 함수에 대하여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MGA), 일반적인 유전알고

리즘(SGA), 다중 섬 유전알고리즘(Multi-island genetic 

algorithm, MIGA) 및 비 지배 분류 유전알고리즘(Non-

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NSGA) 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때, 수학적인 엄밀해는 

1x =1.0, 2x =0.0이며, 목적함수는 8/3, (2.666666) 이다. 
 

( ) ( ) 2

3

121 1
3

1
, xxxxf ++=   (1) 

Subject to 

11 x≤ ,
20 x≤  

 

Table 2 는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계산비

용을 정리한 것이다. 즉, 다중 섬 유전알고리즘

(MIGA)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법은 수학적인 엄밀 

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마이크로 유전알고

리즘이 계산비용과 최적해 탐색에서 효과적인 방

법임을 확인하였다. 

 

4.2 제한조건이 없는 수학예제 

설계변수에 대한 등호 및 부등호 제한조건이 없

는 문제에 대해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마이크로 유

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고 기존연

구결과(3)와 비교하였다. 

 

4.2.1 설계변수가 2개인 경우 

식 (2)와 같이 Fenton과 Eason이 제안한 함수에 대

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9)
 이때, 수학적인 엄밀해

는 1x =1.743, 2x =2.030이며, 목적함수는 17.44이다. 
 

( )
( )421

2

2

2

1

2

1

2

22

121

1001
12,

xx

xx

x

x
xxxf

+
+

+
++=  (2) 

Subject to 

,51 1 ≤≤ x  51 2 ≤≤ x  

 
Table 2 Results of example 1 by genetic algorithms 

Applied 

algorithm 

Optimum 

value 

Objective 

function 

Function 

evaluation 

MGA 
1x =1.0 

2x =0.0069 
2.6735 38 

SGA 
1x =1.0 

2x =0.0189 
2.6855 53 

MIGA 
1x =1.0 

2x =Divergence 
Divergence 100 

NSGA 
1x =1.0 

2x =0.0352 
2.70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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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순차적 실험계획

법(SDOE)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최종적으

로 얻어진 설계영역(Table 3의 step 3)에 대하여 마

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적용 결과 1x =1.748, 2x =2.003 이 얻어졌으며, 

이는 수학적인 엄밀해와 매우 유사한 값이다.  

또한, Table 4 는 선행연구 및 제시한 방법에 대

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혼합한 방법의 함수비용

은 작지만 유사한 최적 해를 얻을 수 있다. 참고

로 적합도 함수의 수렴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3 Results of example 2 by SDOE 

Step D. V. 
Levels 

Optimum 
1 2 3 

1 
1x  1 3 5 3 

2x  1 3 5 3 

2 
1x  2 3 4 2 

2x  2 3 4 2 

3 
1x  1.5 2 2.5 2 

2x  1.5 2 2.5 2 

 

Table 4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between methods 
for example 2 

Applied 

methods 

Optimum  

value 

Objective 

function 

Function 

evaluation 

DOE+RSM 
1x =3.218 

2x =3.568 
23.69 

23 

(9+14) 

SDOE+ANN 
1x =1.75 

2x =2.0 
17.443 

157 

(36+121) 

SDOE+MGA 
1x =1.748 

2x =2.003 
17.443 

55 

(27+28) 

 

 
Fig. 1 Generation history of example 2 

4.2.2 설계변수가 3개인 경우 

식 (3)과 같이 목적함수가 비선형이고 교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10)
 이때, 수학적인 엄밀해는 1x =50.0, 2x =25.0, 

3x =1.5이며, 목적함수는 0이다. 
 

( ) ( )( )∑
=

=
99

1

2

321 ,,
i

i xfxxxf  

( ) ( ) 







−−+−= 3

2

1

1
exp01.0

x

ii xu
x

ixf   (3) 

( )( ) 3/2
01.0ln5025 iui −+= , 99,,1⋯=i  

Subject to 

    1001.0 1 ≤≤ x , 6.250 2 ≤≤ x , 50 3 ≤≤ x  

 
4.2.1 절의 예제에서와 같이 주어진 설계영역에 

대한 순차적 실험계획법의 적용 결과는 Table 5 와 

같으며, step 1 의 
1x , 

2x 와 같이 도출된 최적수준

이 초기 설계영역의 최대값과 같으면, step 2의 실

험수행을 위한 3수준의 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설계영역(Table 5의 step 3)을 

참고하여 해 탐색을 위한 설계변수의 구간을 설정

하면 ,  
1x 은 50 .0~75 .0 ,  

2x 는  19 .2~25.6 ,  
3x 는 

0.625~1.875 가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 유전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1x =57.5, 

2x =25.0, 
3x =1.55 가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3

개의 설계변수 모두 변수 자체가 가지는 제한조건

(Side constraint)을 만족하는 근사최적해이며, 이때

의 목적함수는 0.005 이다. 마지막으로 Table 6 은 

최적화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앞의 예제에서와  

 
Table 5 Results of example 3 by SDOE 

Step D. V. 
Levels 

Optimum 
1 2 3 

1 

1x  0.1 50.05 100 100 

2x  0 12.8 25.6 25.6 

3x  0 2.5 5 2.5 

2 

1x  50 75 100 75 

2x  12.8 19.2 25.6 25.6 

3x  1.25 2.5 3.75 1.25 

3 

1x  62.5 75 87.5 62.5 

2x  19.2 22.4 25.6 25.6 

3x  0.625 1.25 1.87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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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between methods 
for example 3 

Applied 

methods 

Optimum 

value 

Objective 

function 

Function 

evaluation 

DOE+RSM 

1x =100 

2x =25.6 

3x =3.459 

17.76 
40 

(27+13) 

SDOE+ANN 

1x =56.5 

2x =25.0 

3x =1.55 

0.003 
1,291 

(108+1183) 

SDOE+MGA 

1x =57.5 

2x =25.0 

3x =1.55 

0.005 
126 

(81+45) 

 

 

 
Fig. 2 Generation history of example 3 

 

같이 제시한 방법의 함수비용은 작지만 수학적인 

엄밀해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참고로 적합도 

함수의 수렴성은 Fig. 2에 나타내었다. 

 

4.3 제한조건이 있는 수학예제 

설계변수에 대한 등호 및 부등호 제한조건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제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제한조건을 포함하는 문제의 경우 

Pseudo 함수를 포함시켜 제한조건이 없는 문제로 변

환하였으며, Sequential Unconstrained Minimization 

Technique (SUMT) 중의 Interior penalty func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식 (4)와 같이 부등호 제한조건을 포함하고 설

계변수가 2 개인 문제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11)
 이때, 수학적인 엄밀해는 1x =1.41421, 

2x =1.000이며, 목적함수 값은 5.6904, Pseudo 함수 

값은 9.1046이다. 

Table 7 Results of example 4 by SDOE 

Step D. V. 
Levels 

Optimum 
1 2 3 

1 
1x  1 3 5 3 

2x  1 3 5 1 

2 
1x  2 3 4 2 

2x  1 2 3 1 

3 
1x  1.5 2 2.5 1.5 

2x  1 1.5 2 1 

 
 

 

Fig. 3 Generation history of example 4 

 

( ) ( ) 2

3

121 1
3

1
, xxxxf ++=   (4) 

Subject to 

0111 ≤+−= xg , 022 ≤−= xg  

,51 1 ≤≤ x  51 2 ≤≤ x  

 

Table 7 은 순차적 실험계획법(SDOE)에 의한 결

과를 나타낸 것이며, step 1에서 설계변수 1x  값에 

1.0 을 사용하게 되면 Penalty function 부분에서 발

산하므로 1.0 에 최대한 근사한 값을 사용하고 순

차적 실험계획법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

진 설계영역(Table 7의 step 3)을 참고하여 해 탐색

을 위한 설계변수의 구간을 설정하면, 1x 은

1.0~2.0, 2x 는 1.0~2.0 이 된다. 그러므로 앞의 예

제에서와 같이 마이크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는 1x =1.4792, 2x =1.0055

이며, 목적함수 값은 6.0849, Pseudo 함수 값은 

9.1662 가 얻어졌다. 따라서 수학적인 엄밀해와 유

사한 값이 얻어졌으며, 적합도 함수의 수렴성은

Fig.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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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automotive side member 

 

5. 구조물 문제 

제시된 알고리즘의 공학문제에 대한 적용성 검

토를 위하여 구조물 문제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13)
 

 

5.1 문제의 정의 

Fig. 4 는 차량의 정면충돌 시 충돌에너지를 흡

수하는 주요부재인 엔진 룸의 사이드멤버에 대한 

충돌해석 모델이며, 단위무게 당 충돌 내부에너지 

극대화를 위한 위상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의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것이

다.
(12)
 이를 위한 최적화 문제정의는 식 (5)와 같다. 

 

find x  

to maximize ( )xf    (5) 

subject to  

943.0935.0 <<VF , 58.048.0 <<Th  

010.0005.0 1 << β , 10.005.0 2 << β  
 

여기서 x 는 설계변수로써 위상최적설계를 위한 

재분배 및 요소제거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인 VF (부

피 제한조건), Th (요소제거 기준값), 
2,1β (최적화 알

고리즘 상수) 이며, ( )xf 는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함

수로써 단위 무게당 충돌내부에너지이다.  

 

5.2 최적화 결과 

식 (5)의 초기설계영역에 대한 순차적 실험계획

법의 적용결과는 Table 8 과 같으며, step 1 의 
2x , 

3x 및 
4x 와 같이 도출된 최적수준이 초기 설계영

역의 최대값과 같으면, step 2 의 실험수행을 위한 

3수준의 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설계영역(Table 8의 step 2)을 

Table 8 Results of side member by SDOE 

Step D. V. 
Levels 

Optimum 
1 2 3 

1 

1x  0.935 0.939 0.943 0.935 

2x  0.48 0.53 0.58 0.58 

3x  0.005 0.0075 0.01 0.01 

4x  0.05 0.075 0.1 0.10 

2 

1x  0.935 0.937 0.939 0.937 

2x  0.54 0.56 0.58 0.58 

3x  0.008 0.009 0.01 0.009 

4x  0.08 0.09 0.1 0.10 

 

 

 
 

Fig. 5 Topology optimization of side member using 
developed program by authors 

 

 
(a) Schematic diagram of topology optimization result 

 
(b) Crash analysis of topology optimization model 

 

Fig. 6 Optimum topology design of side member 
structure and crash analysis result 

 
참고하여 해 탐색을 위한 설계변수의 구간을 설정

하면, 1x 은 0.935~0.939, 2x 는 0.54~0.58, 3x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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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0.01 및 4x 는 0.08~0.1이 된다. 

그러므로 앞의 예제에서와 같이 마이크로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는 

1x =0.936, 2x =0.58, 3x =0.009, 4x =0.1 이며, 이를 

Fig. 5 와 같이 저자들의 선행연구(12)에서 개발한 

위상최적화 프로그램에 적용한 결과는 Fig. 6 과 

같다. 이때, 충돌해석을 통한 목적함수 값은 

7,918,856( kgJ / )이며, 이는 초기모델의 충돌내부

에너지 5,445,082( kgJ / )에 비해 45.4% 증가된 결

과이다. 따라서 구조물 문제를 통하여 제안된 알

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을 

혼합한 새로운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이

를 수학예제와 구조물 문제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마이크로 유전알고리즘은 기존 연구결과에

서 언급된 것처럼(4~6)
 일반적인 유전알고리즘에 비

하여 적합도 함수 계산비용을 줄이는 능력이 우수

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수학

예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수학예제 1). 

(2) 제한조건이 없는 문제의 경우 수학적인 엄

밀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저자들의 선행연

구에서 적용한 인공신경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함수계산이 필요한 방법임을 알았다(수학예

제 2, 3). 

(3) 제한조건이 있는 문제(수학예제 4)와 구조물 

문제의 경우 해 탐색을 위한 설계변수의 영역이 

좁기 때문에 적은 반복회수에서 최적화 결과가 도

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균분석에 기초한 체계적

인 반복과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s) 

(1) Kim, C. W. and Park, T. W., 1994, "Optimal Design 

of Mechanisms Using a Least Experimental Plan 

Method," Trans. Soc. Mech. Eng. A, Vol. 18, No. 11, 

pp.2883~2893. 

(2) Kim, S. J, Park, C. J. and Park, T. W., 1996, 

“Suspension Parameter Design Using a Design of 

Experiments,” Trans. of the KSAE, Vol. 4, No. 1, 

pp.16~27. 

(3) Lee, J. H. and Suh, M. W., 2008, “Development of 

Optimization Algorithm for Unconstrained Problems 

Using the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Trans. Soc. Mech. Eng. A, 

Vol. 32, No. 3, pp.258~266. 

(4) Lee, J. S., Kim, J. H., Lee, H. J. and Koo, B. H., 2002, 

“Applications of Micro Genetic Algorithms to 

Engineering Design Optimization,”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SME, pp.528~533. 

(5) Goldberg, D. E., 1989, “Sizing Populations for Serial 

and Parallel Genetic Algorithms,” Proceedings 3
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tic Algorithms and 

Their Applications, Arlington, VA, pp.70~79. 

(6) Krishnakumar, K., 1989, “Micro-Genetic Algorithm for 

Stationary and Non-Stationary Function Optimization,” 

Intelligent Control and Adaptive Systems, Vol. 11, No. 96, 

pp.282~296. 

(7) Baek, S. H., Lee, D. W.,  Lee, K. Y., Cho, S. S. and 

Joo, W. S., 2002, “Application of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o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Using the 

Stochastic Method,”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SME, pp.954~961. 

(8) Arora, J. S., 1989, Introduction to Optimum Design, 

McGraw-Hill, New York. 

(9) Reklaitis, G. V., Ravindran, A. and Ragsdell, K. M., 

1983, Engineering Optimiz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pp. 

123~124. 

(10) Hock, W. and Schittkowski, K., 1981, “Lecture 

Notes in Economics and Mathematical Systems,” 

Springer-Verlag, New York. 

(11) Rao, S. S., 1996, Engineering Optimization 3
rd
 

Edition, Wiley Interscience. 

(12) Kim, H. J., Kim, B. Y. and Suh, M. W., 2011, 

“Development of a Topology Optimization Program 

Considering Density and Homogenization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Vol. 12, No. 2, pp.303~312. 

(13) Kim, B. Y., Son, Y. T., Jeong, C. M., Kim, S. W. and 

Suh, M. W., 2008, “A Study to Maximize the Crash 

Energy Absorption Efficiency Within the Limits of 

Crash Space,”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2, No. 1, 1537~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