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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최적설계에서는 구조물의 파손이나 파괴를 

방지하는 것을 설계의 목표로 한다. 구조설계 시

에는 안정성 및 설계에 관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

서 설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고안된 설계방법이 바로 구조최적설계

(structural optimization)이다.
(1)

 구조최적설계는 1960

년 Schmit 가 수학적으로 기술한 구조문제의 최적

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

 이후 유

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이 발전하면서 

구조해석 기술과 더불어 구조최적설계 방법이 발

전하였다.
(3~6)

 구조최적설계의 발전은 주로 선형 

정적인 응답의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조최적

화를 위해 개발된 상용 소프트웨어들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다. 

구조최적설계는 설계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선형계획법 알고리즘에 구

조해석 및 민감도해석을 직접 삽입하는 직접법

(direct method)과 공학적으로 최적설계문제를 근사

Key Words: Structural Optimization(구조최적설계), Design Software(설계 소프트웨어), Performance Comparison(성능 

비교) 

초록: 구조최적설계는 구조물의 성능 개선을 추구하며, 항공 및 자동차의 설계 등에서 사용된다. 최근

에는 구조최적설계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쓰임이 활발해

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최적설계 상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Genesis, MSC. 

Nastran 과 OptiStruct 에 대해 성능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최적설계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성능은 설계 

결과의 우수성과 수행에 소요된 CPU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치수최적설계, 형상최적설계와 위상최

적설계에 대하여, 구조 예제들을 풀이한다.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구조최적설계의 수행 환경과 방법은 

동일하게 통일한다. 또한 최적설계 결과를 분석하고 각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특징에 대해 토의한다. 

Abstract: Structural optimization is widely accepted in industrial fields. Structural optimization pursues improved 

performance of the structures. Recently, structural optimization is actively utilized due to the well-developed 

commercial design software systems. Three popular commercial structural optimization systems a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y are MSC.Nastran, Genesis and OptiStruc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s is analyzed based on the 

quality of the optimum solution and the computational time. Linear static response size, shape and topology 

optimizations are explored and compared with some test examples. For fair comparison, the systems are run in the same 

environment and the optimization parameters affecting the performance are unified. The optimization results are 

analyzed and the performan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oftware system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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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근사법(approximation method)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박영선 등은 설계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하여 직접법과 근사법의 알고리즘을 수

학적 이론과 수치적인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7)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는 수렴의 용

이성을 높이고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사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근사법을 이용하여 구한 최

적해의 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

적해가 요구되지 않는 대형 구조의 최적설계 문제

에서 효율적이다.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성능

이 향상되면서 실제 제품 설계에서의 사용범위와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설계자의 올바른 소프트웨

어 선택을 위하여 과거 많이 사용되던 상용 소프

트웨어에 대한 비교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홍을

표 등은 설계 소프트웨어인 VisualDOC, iSIGHT, 

OPTIMUS, ModelCenter 등의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

프트웨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적설계 

모듈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고, 설계 환경 정의에 

대한 각각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8)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컴퓨터

의 성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또한 설계 모듈이 

개선되고 추가되는 등의 발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능 비교 연구는 현재 설계자의 관심 대

상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는 최적설계에 사용되는 

유한요소 양,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의 수가 많아지

는 추세이므로, 현재 컴퓨터의 성능과 최신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에 맞는 성능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상용 구조최

적설계 소프트웨어인 MSC.Nastran,
(9)

 Genesis,
(10)

 

OptiStruct
(11)를 다룬다. 이 세 소프트웨어는 전 세

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유한요소해

석과 최적설계가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민감도 기

반의 최적설계를 지원하며, 근사법을 사용한다. 

구조최적설계 예제로는 최적설계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10 부재 트러스, 200 부재 트러스, 18

부재 트러스를 포함한 여덟 가지 예제를 치수, 형

상 및 위상최적설계에 대하여 각각 풀이한다. 또

한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제로 철도차량 객차 

모델의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 예제와 엔진 장착대

의 위상최적설계 예제, 두 가지를 풀이한다. 

2. 성능 비교 방법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수렴된 최적

해의 우수성과 연산에 소요된 시간(CPU time)으로 

정의한다. 각 소프트웨어는 실행과정에서 사용한 

연산시간(CPU time)과 실제 경과시간(elapsed time)

을 제공한다. 연산시간은 실행과정에서 소프트웨

어가 CPU 를 순수연산에 사용하는 시간이며, 경

과시간은 소프트웨어의 실행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으로써 설계과정에서 인풋 파일을 읽어 들이는 시

간 및 결과를 쓰는 시간, 라이선스 점검하는 시간, 

순수연산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규모 최적설

계 예제에서는 연산시간과 경과시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연산시간만으로 성능을 비교하고,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제에서는 연산시간과 경과시

간이 차이가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를 비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함수 호출 횟수에 비례하여 연산

시간이 결정되므로 함수 호출 횟수도 비교한다. 

세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

양하다. 세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하드웨어적인 

환경, 구조최적설계 문제를 정의하는 설계 정식화, 

최적설계의 수렴조건, 근사화된 문제를 풀이하는 

설계 알고리즘, 과도한 근사화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변수 변화제한, 소프트웨어 메모리 

사용량 등을 통일한다. 그러나 세 소프트웨어에서 

다르게 조절되기 때문에 통일할 수 없는 기타 인

자들은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2.1 소프트웨어의 실행 환경 

다양한 운영체제 중에서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

는 Windows 를 선택한다. 예제풀이는 모두 동일한 

컴퓨터 환경에서 실행되었으며 운영체제의 버전은 

MS Windows x86 Ultimate 을 사용한다. 하드웨어는 

3.47GB 의 메모리와 Intel core i3-3220 @ 3.30GHz 

의 CPU 를 이용한다.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

제를 위한 운영체제는 MS Windows Server 2008 x64, 

하드웨어는 메모리 18.0GB 와 Intel Xeon X5550 @ 

2.67GHz 의 CPU 를 이용한다. 

 

2.2 설계 정식화 

구조최적설계의 일반적인 정식화는 식 (1)과 같

다.
(12)

 구조최적화 문제에서는 평형방정식 (1c), 

(1d)을 등제한조건으로 간주하여 설계문제를 정식

화 한다. 

세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 예

제별로 각각 동일한 설계정식화로 설정하여 풀이

한다. 
 

 Find , ,∈ ∈∈ zb n l lR ξ R  R  (1a) 

 to minimize ( )b,z,f ξ  (1b) 

 Subject to K( ) f=b z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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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M( ) 0− =b by ξ y  (1d) 

   ( ) 0, 1g ≤ =b,z,
j

ξ j ,...,m  (1e) 

  
L U
≤ ≤b b b  (1f) 

 

2.3 최적설계 수렴조건 

최적설계에서의 수렴조건은 현재 목적함수 값과 

전 반복과정에서 얻은 목적함수 값의 상대변화율 

ε1 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모든 제한조건의 위

배 비율이 ε2 보다 작을 경우이다. 

목적함수 상대변화율ε1 은 세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0.001 로 동일하게 

설정한다. 그러나 제한조건의 위배 비율인 ε2 는 

OptiStruct 의 경우,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제어가 

가능한 MSC.Nastran 과 Genesis 제한조건의 위배 

비율을 OptiStruct 의 값과 동일하게 0.01 로 설정한

다.  

 

2.4 설계 알고리즘 

세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는 모두 근사법 기

반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각 반복과정에서 설계

변수의 명시함수로 정의한 근사화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설계 알고리즘을 정해야 한다.  

MSC.Nastran 은 치수와 형상최적설계문제에서 순

차적선형계획법(sequential linear programming, SLP), 순

차적이차계획법(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SQP), 

유용방향법(method of feasible directions, MFD), 순차비

제한최소화 기법(sequential unconstrained minimization 

technique, SUMT)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위

상최적설계 문제에서 MSC.Nastran 은 IPOPT 

optimizer(interior point optimizer)
(13)를 사용한다.  

Genesis 에서 치수, 형상최적설계문제에 대하여 

순차적선형계획법(SLP), 순차적이차계획법(SQP), 

유용방향법(MFD)을 제공한다. 또한 위상최적설계 

문제에서는 BIGDOT optimizer
(14)를 사용한다.  

OptiStruct 는 치수, 형상최적설계문제에서 순차

적이차계획법(SQP), 유용방향법(MFD)을 제공하며, 

위상최적설계 문제에서는 Convex 근사화 개념을 

기반으로 한 Dual optimizer
(14)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비선

형문제에 수렴성이 좋은 유용방향법(MFD)을 선택

한다. 위상최적설계의 경우 각 소프트웨어에서 사

용하는 알고리즘이 다르므로 통일하지 않고, 제공

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MSC.Nastran 과 Genesis 의 경우, 설계변수와 제한

조건 수가 많은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제에서 

각각 IPOPT optimizer 와 BIGDOT optimizer 를 사용

할 수도 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한 유용성은 제 4

장 대형 철도차량 문제에서 설명한다. 

 

2.5 설계변수 변화제한 

앞서 언급하였듯 세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는 

근사법을 기반으로 한다. 근사법은 원래의 문제를 

근사화된 새로운 문제로 변화시키고, 다음 반복과

정의 설계변수 값을 결정한다. 그러나 근사화 변

환이 과도하면 원래 함수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수

의 변화제한(move limit)을 사용한다. 그러나 각 소

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설계변수 변화제한은 최적

설계 반복과정에서 매번 바뀌게 되며, 설계변수 

변화제한을 조절하는 방법 또한 세 소프트웨어에

서 동일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수 변화제한(move limit)의 

초기값만 통일한다. 설계변수 변화제한의 초기값

만으로도 최적해의 수렴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다. 

 

2.6 소프트웨어 메모리 사용량 

동일한 운영체제 및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경우 최적화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소프트

웨어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각 소프트웨어별로 

메모리 사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실행 

시 사용되는 총 사용량은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지

정 할 수 있다.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수가 적은 소

규모 구조 예제는 개인용 PC 에서 메모리 사용량

을 1GB 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풀이하였으며,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제를 실행한 서버용 컴퓨터

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을 8GB 로 통일하여 예제를 

풀이하였다. 

3. 구조최적설계 

3.1 구조최적설계 예제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성능비교에 있

으므로 구조물에 대한 자세한 설계정식화 과정과 

모델에 대한 상세 정보는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치수최적설계 예제로는 10 부재 트러스,
(16)

 200

부재 트러스(16)와 굴삭기 붐(17)이 있으며, 각 구조

물의 형상은 Fig. 1~3 과 같다. 형상최적설계는 18

부재 트러스,
(18)

 솔리드 T-형 외팔 보(19)와 솔리드 

크랭크(20)에 대해 풀이하였으며, 각 구조물의 형상

은 Fig. 4~9 과 같다. 위상최적설계 예제는 평판 외

팔 보와 솔리드 박스(18)이며 구조물의 형상은 Fig. 

10~11 에 나타내었다. 평판 외팔 보 예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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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의로 정의한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모델 정보와 정식화는 아래와 같다. 

 

 Find 
i
b  (2a) 

 to minimize T
f u  (2b) 

 Subject to 
4060

i reference

i 1

M 0.3
=

≤ ×∑ i
ρV  (2c) 

   0.001 1.0
i
b≤ ≤  (2d) 

   1, 2, ... , 4060=i  (2e) 

 

평판 외팔 보는 4,060 개의 쉘(shell) 요소로 구

성되었으며 두께는 2.0mm 이다. 좌측은 6 자유도

에 대해 구속하고, 우측 상단 하나의 절점에 y 축

방향으로 1kN 의 정하중을 가한다. 설계변수는 

4,060 개 요소의 가상 밀도 값이며, 목적함수는 평

균굴성의 최소화이다. 제한조건은 전체 모델의 질

량을 30% 이하로 남기는 것이다. 최적화를 위한 

설계정식화는 식 (2)와 같다.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10-bar truss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200-bar truss 

 
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excavator boom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18-bar truss 
 

 

 

Fig. 5 Perturbation vectors of 18-bar truss 

 

 

 
Fig. 6 Finite element model of solid cantilever beam 

 

 

 
Fig. 7 Perturbation vectors of solid cantilev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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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size optimization problems

 

 
Fig. 8 Finite element model of solid crank 

 

 
Fig. 9 Perturbation vectors of solid crank 

 

 
Fig. 10 Finite element model of cantilever plate 

 

 
Fig. 11 Finite element model of solid box 

 
3.2 치수최적설계 결과 

치수최적설계에서는 구조물의 치수를 설계변수

로 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설계변수는 유한요

소의 영역을 바꾸지 않는 트러스요소에서의 단면

적, 보요소에서의 단면의 치수, 면적, 단면계수, 

막이나 평판요소의 두께 등으로 정의한다. Table 1

은 치수최적설계 예제를 풀이한 결과이다.  

10 부재 트러스 예제에서는 Genesis 가 0.54 초로 

다른 두 소프트웨어에 비해 짧은 연산시간을 보인

다. 목적함수는 OptiStruct 가 2292.7 로 가장 우수

하지만, 세 소프트웨어에서 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함수 호출 횟수는 MSC.Nastran 과 Genesis 가 

12 회였고, OptiStruct 가 22 회로 가장 많다. 

200 부재 트러스 예제에서는 Genesis 가 0.72 초로 

가장 짧은 연산시간이 소요된다. OptiStruct 의 목적

함수의 값이 13593 로 제일 우수하다. 함수 호출 

횟수는 MSC.Nastran 이 7 회이고, OptiStruct 는 15

회로 가장 많다.  

굴삭기 붐 예제에서는 Genesis 가 163.85 초로 연

산시간이 가장 짧다. 목적함수 값은 OptiStruct 가 

2098.2 로 가장 우수한 최적해를 준다. 목적함수는 

10 부재, 200 부재 트러스 예제와 마찬가지로 세 소

프트웨어가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준다. 함수 호

출 횟수는 Genesis 가 21 회로 가장 적고, OptiStruct

는 30 회로 가장 많다. 

치수최적설계의 성능에 대해 비교 연구한 결과, 

연산시간 측면에서는 Genesis 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최적해의 우수성 측면에서는 OptiStruct

가 가장 뛰어난 경향을 보인다.  

 

3.3 형상최적설계 결과 

형상최적설계에서는 유한요소의 절점에 대한 섭 

  

Objective Function value (kg) 

[Max. constraint Violation (%)] 
Iterations 

Func. 

calls 

CPU 

time 

Elapsed 

time 
Initial Final 

10-bar 

Truss 

MSC.Nastran 1902.8 [96.83] 2310.2 [0.29] 12 12 4.37s 7.74s 

Genesis 1902.8 [96.80] 2300.5 [-0.01] 12 12 0.54s 1.00s 

OptiStruct 1902.8 [96.83] 2292.7 [0.08] 22 22 0.81s 9.95s 

200-bar 

Truss 

MSC.Nastran 50820 [-31.94] 13721 [0.25] 7 7 2.78s 4.08s 

Genesis 50820 [-31.94] 13622 [-0.26] 8 8 0.72s 1.00s 

OptiStruct 50820 [-31.94] 13593 [0.10] 15 15 0.95s 6.97s 

Excavator 

Boom 

MSC.Nastran 4195.5 [-6.99] 2155.3 [0.18] 28 28 210.12s 240.58s 

Genesis 4195.5 [-6.75] 2179.8 [-0.01] 21 21 163.85s 164.00s 

OptiStruct 4195.5 [-7.25] 2098.2 [0.56] 30 30 205.92s 233.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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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shape optimization problems

  

Objective Function value (kg, mm3, ton) 

[Max. constraint Violation (%)] 
Iterations 

Func. 

calls 

CPU 

Time 

Elapsed 

time 
Initial Final 

18-bar 

truss 

MSC.Nastran 2915.7 [409.13] 3549.3 [0.02] 11 11 4.09s 5.69s 

Genesis 2915.7 [409.10] 3538.4 [-0.01] 13 13 0.60s 1.00s 

OptiStruct 2915.7 [409.12] 3534.1 [0.04] 16 16 0.78s 6.88s 

Solid 

cantilever 

beam 

MSC.Nastran 2900 [-5.29] 2309.7 [0.06] 24 24 61.71s 72.18s 

Genesis 2900 [-5.33] 2223.6 [-0.34] 18 18 31.00s 34.00s 

OptiStruct 2900 [-5.29] 2187.0 [0.07] 10 10 12.27s 17.27s 

Solid 

crank 

MSC.Nastran 0.01396 [-17.18] 0.01467 [0.09] 17 17 145.03s 178.18s 

Genesis 0.01396 [-17.20] 0.01442 [-0.02] 11 11 47.00s 51.00s 

OptiStruct 0.01396 [-17.18] 0.01451 [-0.20] 8 8 27.41s 31.20s 

 

 
 

Fig. 12 Shaped results of 18-bar truss  

 

동벡터 크기가 설계변수이며, 물체의 외곽 모양을 

결정한다. 또한, 형상최적설계는 치수최적설계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Table 2 는 세 가지 구조 예제의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이며 예제별로 수렴된 구조물의 형상

은 Fig. 12~14 에 나타내었다. 

솔리드 크랭크 예제에서는 OptiStruct 가 27.41 초

로 연산시간이 가장 짧고, Genesis 가 0.01442 로 가

장 우수한 최적해를 준다. 함수 호출 횟수는 

OptiStruct 가 8 회로 가장 적고, MSC.Nastran 은 17

회로 가장 많다. 본 예제에서는 솔리드 T-형 외발 

보 예제와 마찬가지로 OptiStruct 가 연산시간과 최

적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가장 우수하다. 반면 

MSC.Nastran 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목적함수 

값을 주고, 잦은 함수 호출로 연산시간 또한 길다. 

형상최적설계 예제에서는 치수최적설계처럼 뚜

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OptiStruct 가 빠

른 연산을 해내고, 최적설계 결과 또한 가장 우수

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3 Shaped results of solid cantilever beam 

 

 
Fig. 14 Shaped results of solid crank 

 
3.4 위상최적설계 결과 

위상최적설계는 구조물 재질의 유무를 결정하는 

개념설계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용 소프트웨

어에서는 위상최적설계 시, 체커보드 형상, 격자 

의존성 등의 수치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밀

도 필터링(density filtering) 기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세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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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opology optimization problems

  
Objective Function value Func. 

calls 

CPU 

time 

Elapsed 

time Initi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 

Fin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 

Final compliance 

from post processing 

Cantilever 

plate 

example 

MSC.Nastran 9.734 19.24 28.21 40 30.48s 41.34s 

Genesis 9.733 21.81 21.25 23 26.15s 26.00s 

OptiStruct 9.733 21.60 15.48 61 46.68s 67.94s 

Solid box 

MSC.Nastran 2.09E+07 3.02E+07 2.94E+07 23 52.43s 58.53s 

Genesis 1.94E+07 3.08E+07 2.83E+07 14 24.41s 24.00s 

OptiStruct 1.94E+07 3.59E+07 2.47E+07 32 48.67s 60.11s 

 
Table 3 은 평판 외팔 보와 솔리드 박스 위상최

적설계 예제를 수행한 결과이며, 예제별로 수렴된 

구조물의 형상은 Fig. 15~16 에 나타내었다. 가상밀

도 값이 0.3 보다 작은 요소는 표시하지 않았다. 

Table 3 의 ‘Initi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은 

최적설계 수행 이전의 구조물에서 얻은 평균굴성 

값이고 ‘Fin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은 최적

설계 수행 후 수렴된 결과에서 얻은 평균굴성 값

이다. 이 값은 수렴된 설계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

용하여 얻은 구조물의 평균굴성 값이다. 그러나 

이는 설계자가 위상최적설계의 결과로 얻고자 하

는 구조물의 굴성 값이 아니므로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정확한 평균굴성 값은 위상최

적설계 수행 후, 남은 요소의 가상밀도 값이 0 과 

1 로만 분포되었을 때 얻어지는 값이다. 이 때, 설

계변수의 분포를 고려한 평균굴성 값을 ‘ Final 

compliance from post processing’로 나타내었다.  

후처리 과정은 위상최적설계의 수렴결과를 바탕

으로 가상밀도 값이 0 에 가까운 요소들을 지운 

후, 나머지 요소들의 가상밀도 값을 1 로 설정하고 

새로운 구조물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 예제에서는 

0.0-0.3 의 값을 갖는 요소를 지웠으나 상황에 따

라 0 에 가까운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제의 결과로 나온 설계변수의 분포가 소프트

웨어 별로 다르므로 작은 가상밀도 값을 갖는 요

소부터 비슷한 값을 갖는 구간의 요소를 대략적으 

로 제거한다. 분포에 따라 나머지 요소의 개수가 

다른 경우, 남은 요소의 개수와 제한조건으로 남

아야 하는 요소 개수의 비율을 가상밀도 값에 영

향을 주어 동일한 질량을 가질 때에 평균굴성을 

계산한다. 

후처리 과정을 거친 평균굴성 값으로 비교할 경

우 평판 외팔 보 예제에서는 OptiStruct 가 15.48 로 

MSC.Nastran 과 Genesis 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보

여준다. 함수 호출 횟수는 Genesis 가 23 회로 제일  

 

 

 

Fig. 15 Results of cantilever plate example with current 
value 0.3 

 

 

Fig. 16 Results of solid box with current value 0.3 

 

적고, OptiStruct 는 61 회로 제일 많다. 연산시간은 

Genesis 가 26.15 초로 제일 짧고 OptiStruct 는 

46.68 초로 제일 길다. 

후처리 과정을 거친 평균굴성 값으로 비교하였

을 경우, 솔리드 박스예제에서는 OptiStruct 가 

2.47E+07 의 값으로 MSC.Nastran 과 Genesis 에 비

하여 좋은 결과를 준다. 함수 호출 횟수는 Genesis

가 14 회로 가장 적고, OptiStruct 는 34 회로 가장 

많다. 연산시간은 Genesis 가 24.41 초로 제일 짧고, 

MSC.Nastran 은 52.43 초로 제일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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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design variables for cantilever 
plate example 

Lower ≤ D.V. ≤ Upper 

The number of elements 

MSC.Nastran Genesis OptiStruct 

0.0 ~ 0.3 2722 2683 2542 

0.3 ~ 0.5 138 146 199 

0.5 ~ 0.8 225 271 671 

0.8 ~ 1.0 975 960 648 

Total 4060 4060 4060 

Table 5 Distribution of design variables for solid box 

Lower ≤ D.V. ≤ Upper 

The number of elements 

MSC.Nastran Genesis OptiStruct 

0.0 ~ 0.3 3187 3204 2952 

0.3 ~ 0.5 29 52 220 

0.5 ~ 0.8 37 100 444 

0.8 ~ 1.0 747 644 384 

Total 4000 4000 4000 

 
결론적으로 위상최적설계 예제에서는 목적함수

를 중요하게 고려할 경우, OptiStruct 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최적해를 주며 연산시간과 경과시간을 고

려하였을 경우는 Genesis 가 우수하다. 또한 

MSC.Nastran 은 중간 수준이다. 

4.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문제 

설계변수와 제한조건 수가 많은 구조최적설계에

서 세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한다. 치

수 및 형상최적설계 문제로는 철도차량 예제를, 

위상최적설계 문제로는 엔진 장착대 예제를 풀이

한다.  

 

4.1 철도차량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 

일반적으로 철도에서 여객을 수송하기 위해 이

용되는 객차의 대략적인 형상을 Fig. 17 에서 볼 

수 있다. 크기는 폭 1.5m, 높이 3.0m, 길이 23.5m

이며 객차의 길이방향(x-direction)으로 좌우 대칭

인 모델이다.
(21)

 총 255,038 개의 유한요소로 이루

어져 있으며 대부분 쉘(shell)요소로 이루어져 있

지만 커플링 패드, 출입문 하부 등은 솔리드(solid) 

요소로 구현되었다. 자세한 하중 및 경계조건과 

설계정식화는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21)

 

 

Fig. 17 Isometric view of a passenger car 

 

 

Fig. 18 Finite element model of engine mount 

 
4.2 엔진 장착대 위상최적설계 

엔진 장착대는 엔진이 날개 부분에 얹혀져 있게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유한요소 모델은 Fig. 18 과 

같고 63,045 개의 솔리드(solid) 요소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하중 및 경계조건과 설계정식화는 참고문

헌으로 대체한다.
(22)

 

 

4.3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결과 

Table 6 은 철도차량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의 결

과이다.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의 경우, 소형 구조

물과 마찬가지로 세 소프트웨어의 목적함수 값에 

큰 차이는 없다. OptiStruct 가 3.6326 의 값으로 가

장 우수한 목적함수 값을 주고, 이어서 Genesis 의 

3.6484 와 MSC.Nastran 의 3.6540 순이다. 함수 호

출 횟수는 MSC.Nastran 이 7 회로 가장 적고 

OptiStruct 와 Genesis 는 11 회로 동일하다. 연산시

간은 MSC.Nastran 이 1 시간 36 분으로 가장 짧고, 

OptiStruct 는 7 시간 9 분으로 가장 길며 Genesis 는 

4 시간 4 분으로 중간이다. 그러나 총 경과시간을 

비교할 경우 OptiStruct 가 10 시간 55 분으로 가장 

짧고, MSC.Nastran 은 24 시간 17 분으로 가장 길며 

Genesis 는 19 시간 8 분으로 중간이다. MSC.Nastran

과 Genesis 에서는 설계변수와 제한조건 수가 많은 

구조최적설계를 위한 최적화기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 IPOPT optimizer 와 BIGDOT optimizer

이다. 그러나 OptiStruct 에서는 별도의 최적화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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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a passenger car

  

Objective Function value (ton) 

[Max. constraint Violation (%)] 
Iterations 

Func. 

Calls 
CPU time 

Elapsed 

time 
Initial Final 

Passenger 

car 

MSC.Nastran 
(MFD) 

4.2739 [11.22] 3.6540 [0.27] 7 7 1h 36min 24h 17min 

Genesis 
(MFD) 

4.2739 [7.90] 3.6484 [-0.12] 11 11 4h 4min 19h 8min 

OptiStruct 
(MFD) 

4.2739 [9.07] 3.6326 [0.09] 11 11 7h 9min 10h 55min 

MSC.Nastran 
(IPOPT optimizer) 

4.2739 [11.22] 3.6368 [0.002] 10 10 2h 16min 13h 43min 

Genesis 
(BIGDOT optimizer) 

4.2739 [10.30] 3.6343 [-0.29] 9 9 3h 19min 14h 54min 

 
Table 7 Results of engine mount

  
Objective Function value Func. 

Calls 

CPU  

time 

Elapsed 

time Initi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 

Final compliance 

from output file 

Final compliance 

from post processing 

Engine 

mount 

MSC.Nastran 1.48E+05 3.45E+05 2.24E+05 28 46min 55min 

Genesis 1.48E+05 4.25E+07 2.24E+05 50 2h 40min 2h 56min 

OptiStruct 1.48E+05 4.05E+07 2.15E+05 33 42min 1h 2min 

 
Table 6 에서 MSC.Nastran 은 IPOPT optimizer, 

Genesis 는 BIGDOT optimizer 를 적용하여 얻은 결

과를 추가로 나타내었다. 목적함수 관점에서 여전

히 OptiStruct 가 가장 우수하다. 별도의 최적화기

를 사용할 때, Genesis 와 MSC.Nastran 의 목적함수 

결과가 각각 3.6343 과 3.6368 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함수 호출 횟수는 Genesis 가 9 회로 제일 

적고 그 다음은 MSC.Nastran 의 10 회와 OptiStruct

의 11 회이다. 연산시간은 MSC.Nastran (IPOPT 

optimizer)이 2 시간 16 분으로 가장 짧았고, 

OptiStruct 는 7 시간 9 분으로 제일 길었으며 

Genesis (BIGDOT optimizer)는 3 시간 19 분으로 중

간 순위였다.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문제의 경우, 

입력 파일을 읽고 설계 결과를 쓰는 시간이 상당

하므로 경과시간도 중요하다. 따라서 경과시간 관

점에서 비교하면 OptiStruct 가 10 시간 55 분으로 

가장 우수하고, Genesis 는 14 시간 54 분으로 가장 

길며 MSC.Nastran 은 13 시간 42 분으로 중간 순위

이다. 대형 구조물의 최적설계 수행 시, 

MSC.Nastran 과 Genesis 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최

적화기를 사용하면 총 경과시간을 각각 44%, 22% 

줄일 수 있다. 

Table 7 은 엔진 장착대 위상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이고 Fig. 19 는 세 소프트웨어에서 얻은 수렴 

 

 

Fig. 19 Results of engine mount 

 

 

된 구조물의 형상이다. 여기서 가상밀도 값이 0.3

보다 작은 요소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Table 8 에서

는 최적설계 결과에서 설계변수의 분포를 보여준

다. MSC.Nastran 과 Genesis 는 OptiStruct 에 비하여 

0.3-0.8 의 중간 값의 가상밀도 값을 가진 설계변

수가 적게 분포된다. Table 7 에서 평균굴성에 대한 

정의는 제 3 장 위상최적설계에서와 같다. 후처리 

과정을 거친 평균굴성 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OptiStruct 가 2.15E+05 로 MSC.Nastran 과 Genesis

에 비하여 설계 결과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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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stribution of design variables for engine mount 

Lower ≤ D.V. ≤ Upper 

The number of elements 

MSC.Nastran Genesis OptiStruct 

0.0 ~ 0.3 38769 39772 36616 

0.3 ~ 0.5 368 915 2262 

0.5 ~ 0.8 1007 1272 6821 

0.8 ~ 1.0 17136 15321 11581 

Total 57280 57280 57280 

 
함수 호출 횟수는 MSC.Nastran 이 23 회로 가장 

적고, Genesis 는 50 회로 가장 많았다. 본 문제에서 

함수 호출 횟수는 설계변수가 적은 소형 구조물 

문제에서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연산시간은 

OptiStruct 가 41 분으로 가장 짧고 Genesis 는 2 시

간 39 분으로 가장 길다. 대형 구조물의 위상최적

설계 문제에서는 OptiStruct 가 최적해 관점에서 가

장 우수하며, 함수 호출 횟수와 연산시간이 많다. 

반대로 Genesis 는 소형 구조물의 위상최적설계 시 

함수 호출 횟수가 적고 연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

지만, 대형 구조물에서는 가장 많은 함수 호출 횟

수와 연산시간을 사용한다. 

5. 결 론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소규모

의 8 개 예제와 대규모의 2 개 예제 풀이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의 경우, 소규모의 예제 

결과로 얻은 성능은 절대적인 차이가 미비하여 실

제 설계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이

다. 그러나 대규모 예제 풀이를 통한 성능 비교에

서는 연산시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크며, OptiStruct 

경우에는 MSC.Nastran 보다 최대 4.5 배 가량이 더 

소요되었다. 또 대규모의 예제 풀이에서 총 경과

시간은 입력 파일을 읽는 시간과 결과 파일을 출

력해주는 시간, 라이선스를 점검하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으로써, 실제 설계 시간의 의미

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

한 각 소프트웨어가 대형인 구조물의 설계 문제 

풀이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Optimizer 를 사용하

면, 연산시간은 늘지만 총 경과시간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목적함수의 값은 거의 동일하나, 

Genesis 와 MSC.Nastran 의 총 경과시간이 각각 

44%, 22% 감소하였다.  

세 소프트웨어의 최적설계 성능이 차이를 보이

는 이유는 여러 인자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

다. 또한 각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사

화 방법(Approximation method)이 다르고, 설계변수 

변화제한(Move limit)을 조절하는 알고리즘 등의 

설계자가 통일할 수 없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

는 각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최적설계 성능에 영

향을 미친다. 

위상최적설계에서는 소규모, 대규모 문제 모두 

성능에 큰 차이를 보인다. 최적설계 결과로 나온 

후처리 이후 평균굴성 값의 최대 차이는 

MSC.Nastran 이 OptiStruct 의 1.8 배로 매우 크며, 결

과로 나온 구조물의 형태가 확연히 다른 경우도 있

다. 위상최적설계의 목적함수 관점에서는 OptiStruct, 

Genesis, MSC.Nastran 순으로 우수하였고, 연산시간

에서는 Genesis, MSC.Nastran, OptiStruct 순으로 우수

하였다. 그러나 위상최적설계의 설계변수 수가 증

가할수록 Genesis 의 연산시간이 급격히 나빠지는 

특징이 있었다. 

요소 하나하나를 모두 설계변수로 정의하는 위

상최적설계 결과와 대형 구조물의 치수나 형상최

적설계 결과를 미루어보면 대규모의 구조최적설계

를 수행할 때, 세 소프트웨어의 성능 차이가 확연

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의 

수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성능 차이가 크므로 설계

자는 설계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크기와 구조최적

설계 방법을 고려하여 상용 구조최적설계 소프트

웨어를 선택해야 한다. 추후, 극단적인 대규모의 

구조 문제를 통하여 치수 및 형상최적설계 시의 

세 소프트웨어의 성능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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