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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ubber materials are widely used in automobile industry due to their capability of a large amount of elastic
deformation under a force. Current trend of design process requires prediction of functional properties of parts at early stage.
The behavior of rubber material can be modeled using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 In this study, five different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s - Neo-Hookean model,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Ogden 3rd model, Arruda Boyce model
and Van der Waals model – were used to estimate the behavior of carbon black added natural rubber under uniaxial load.
Two kinds of tests – uniaxial tension test and biaxial tension test – were performed and used to correlate the coefficients
of the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Simulation revealed that Ogden 3rd model predicted the behavior of carbon added natural rubber
under uniaxial load regardless of experimental data selection for coefficient correlation. However, Reduced Polynomial 2nd,
Ogden 3rd, and Van der Waals with uniaxial tension test and biaxial tension test data selected for coefficient correlation
showed close estimation of behavior of biaxial tension test.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predicted the behavior of biaxial
tension test most closely.
Keywords: hyperelastic material, uniaxial tension test, biaxial tension test, strain energy density function,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Ogden 3rd model, Van der Waals model

Introduction

계에서 거동을 미리 예측하여 부품의 개발 비용 절감 및 성
능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무 재료는 작은 응력 하에서도 큰 변형을 일으킬 수 있
는 특성 때문에 공기 또는 유체의 누출을 막는 실, 하중을 지

고무 재료의 비선형적인 초탄성 거동(hyperelastic behavior)
을 수치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그

지하고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여 완화시키는 마운트 또는 타
이어 등과 같은 자동차 부품에 폭 넓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소

동안 많이 진행 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보다 정확한 거동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변형률 에너지 함수를 적용하고 재료

비자들의 높은 NVH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수준에

시험을 통하여 구해진 응력 변형률 시험 데이터에 변형률 에
너지 함수로부터 계산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맞도록 에너지

맞추기 위하여 더욱더 많은 고무 재료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부품에 주로 적용되는 고무재료는

함수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무

천연고무에 Carbon black 등의 보강제를 첨가한 후 가황하여
제작한다. 이렇게 제작된 고무재료는 큰 변형에서도 탄성을

재료의 거동 예측은 재료의 시험 종류 또는 변형률 에너지 함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무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

유지하며, 하중과 변형이 비선형 관계를 보이는 초탄성 거동

해서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시험 등을 통하여 구해진 시험 데
이터를 이용하면 좋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hyperelastic behavior)을 보이게 된다.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
는 이러한 고무 재료의 특성에 의하여 자동차의 성능이 달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ivlin과 Ogden 등이 제시한 변형률 에

질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성을 고려하여 고무재료
가 사용된 부품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컴

너지 함수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허 등1과 박 등2은 고
무 실에 사용되는 NBR (Nitrile Butadiene Rubber) 소재에 대

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고무재료와 같은 비선형 특성을 나타

하여 비선형 물성 시험을 실시하고 Mooney-Rivlin 함수를 이
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 인장 시험 결과만

내는 재료의 거동을 수치 해석 방법으로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설계 단

을 이용하여 압축성 변형을 잘 구현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

†

지 않다. 박과 윤3은 Rivlin과 Ogden 형태의 함수를 이용하여
가황 고무에 대해서 단순인장시험과 같은 간단한 자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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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함수는 Rivlin과 Ogden임을 체계

로 biaxial test를 실시하면 좀 더 정확한 압축 거동을 예측할

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제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증명하지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Beda17는 strain invariants I1과 I2를 분

4

는 못했다. 안 등 은 타이어용 고무의 변형 거동을 예측하고
피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Yeoh 함수를 이용하였으나 단

리하여 표현한 변형에너지 함수를 제안하여 Treloar data와 비
교하였다. 이러한 변형 에너지 함수는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

축 인장 시험 data만을 이용하였다. 김 등5도 타이어의 거동
을 예측하기 위하여 Mooney-Rivlin 함수를 이용하였으며, 단

과를 산출함을 보여주었다. Guo18 등은 Gao가 1990년에 제시
한 인장과 압축에 대한 저항을 분리하여 고려한 변형에너지

축 인장 시험만을 실시하였다. 신 등6은 우레탄 패킹의 거동

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Gao의 모

을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ABAQUS에서 MooneyRivlin 모델을 단축시험결과만을 이용하였다. 이와 심 등7은

델이 Mooney-Rivlin보다 좀 더 고무 재료의 거동을 잘 예측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고무

Mooney-Rivlin과 Ogden함수를 사용하고 단축인장과 전단 시
험 data를 이용하였다. 변형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실

재료의 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
여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rbon black이 첨가된 방

험 data와 비교적 근사하게 예측하였다. 김 등8은 또한 자동

진 고무에 대하여 기존의 변형에너지 함수 모델을 이용하여

차 엔진마운트용 고무재료에 대한 거동을 단축인장시험과 평
면변형률 시험 data로부터 Ogden 형태의 변형률 함수를 이용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통해 예측된 변형 결과를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초탄성재료의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

하여 예측하였다. 그들은 또한 동특성 거동 예측 및 최적화 설
계도 시도하였다. 우 등9도 자동차용 방진 고무의 거동을 예

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측하기 위하여 단축인장, 이축인장, 순수전단 시험을 실시하
였고 이러한 시험 data를 바탕으로 Mooney-Rivlin 2차와 Ogden

Experimental

3차 모델을 이용하였다. 그들의 엔진 마운트에 대한 해석 결

1. 시편제작

과 또한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등10은 자
동차용 휠 베어링 실의 변형을 예측하기 위해 1축 인장과 평
면변형 실험을 실시하고 polynomial 2차 함수가 재료의 특성
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을 밝혔다. 허와 김 등11은 천연고무

본 연구에 사용된 고무재료는 천연고무(SVR-CV60, Standard
Vetnamese Rubber-Constant Viscosity 60)에 휘발분, carbon

에 carbon black 보강제가 사용된 방진고무에 대하여 일축 인

black, 무기물을 첨가한 재료로 선정하였다. 고무 소재의 성분
비율은 Table 1과 같다.

장, 압축시험, 이축 시험, 순수 전단 시험을 실시하고 MooneyRivlin 함수를 이용하여 정적 특성 및 동적 특성도 예측하였

금형을 이용하여 두께 2 mm가 되도록 압축성형 제작된 고
무 소재를 시편커터를 이용하여 단축인장시험 시편으로 제작

다. 그들의 정적 해석 결과는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발
표되었다. 김과 우 등12은 천연고무에 carbon black을 보강제

Table 1. Compositions of SVR-CV60 Hyperelastic Material

로 첨가하고, 파라핀계 오일을 공정조제로, 황을 가황제로 사
용한 방진고무재료에 대하여 단축인장, 이축인장, 압축, 전단

Material

Compositions (wt%)

Rubber

64.4

시험을 실시하고 Mooney와 Ogden 형태의 변형률함수를 이

Volatile matter

10.2

용하여 고무 재료의 거동을 예측하였다. 그들은 두 개 이상의
모드에서 얻은 시험 data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Carbon

21.9

결과를 얻었다.
고무 재료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

Inorganic matter

3.4

total

100

되고 있다. Sasso13 등은 고무재료에 대하여 biaxial, uniaxial
test를 실시하고 기존의 변형에너지 함수 모델을 이용하여 거
동을 예측하고 planar test를 통하여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
였다. Mooney-Rivlin2차와 Ogden 3차 모델이 가장 잘 예측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Ordieres-Mere14 등과 Chouchaoui15 등
은 자동차 도어 실링 고무 재료의 거동을 유한요소해석을 통
하여 예측하였다. 그들은 Mooney-Rivlin 모델과 Ogden 모델
을 사용하였다. Hassan16 등은 carbon black의 첨가량에 따른
고무재료의 거동을 여러 에너지 변형 함수로 예측하였으며,
Mooney 2차, Signiorini, Ogden의 함수가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압축 시험에서는 마찰계수의 영향이 크므

Figure 1. (a) uniaxial tensile test specimen, (b) biaxial tensile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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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축인장시험 시편은 지름 mm인 원형 금형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 후 제작하였다. 각 시편의 형상과 치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 단축인장시험
비압축성 소재(incompressible materials)의 경우 단축인장
시험의 주 연신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
λ2 = λ = ----- = 1 + ε2, λ1 = λ3 = 1/ λ
L0
여기서 λj 와 εj( j = 1, 2, 3)는 주 연신률과 변형률을, L은 시
편의 길이를 나타낸다. 실험실에서 가장 손쉽게 측정할 수 있

Figure 3. Biaxial tensile test result.

는 Lagrangian stress는 다음과 같다.
T2 = P/A0, T1 = T3 = 0
여기서 P는 하중, A0 는 시편의 초기 단면적을 나타낸다.

이축인장 시험의 경우 Lagrangian stress는 다음과 같다.
T1 = T2 = P/(πDt0), T3 = 0

본 실험에서는 단축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0.01 mm/s의 변형률 속도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고무

여기서 P는 이축인장시험기 그립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 D는

재료는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질 때, 첫 번째 하중 경로가 반

시편의 내측 직경, t0 는 시편의 초기 두께를 각각 나타낸다.

복되는 하중 경로와 다르게 나타나는 Mullins 효과를 수반한
다. 뒤에 나타나는 하중 경로는 하중의 최대 값이 선행된 하

압축시험의 경우에는 그립과 고무시편 사이에 발생되는 마
찰에 의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축인

중경로의 최대값을 넘지 않는다면 안정화된 하중 경로로 반
복되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안정화된 데이

장시험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이축인장시험에서도 단축인
장시험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하중경로를 거친 안정화된 데

터를 측정하였다. Fig. 2는 단축 인장 시험을 100% 변형률 구

이터를 측정하였다. Fig. 3는 이축 인장 시험을 100% 변형률
구간에서 부하(loading) 및 제하(unloading)를 반복하여 안정

간에서 부하(loading)-제하(unloading)를 반복하여 안정화된
후 500%까지 인장하여 측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낸다.

된 후 약 200%까지 인장하여 측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
타낸다.

3. 이축인장시험

Hyperelastic Models
이축인장시험의 주 연신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
2
λ1 = λ2 = λ = ----- = 1 + ε2, λ3 = 1/λ
L0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초탄성 변형 에너지 함수
를 유한요소해석 에서 고무재료의 거동을 재현하는데 사용하
기 위하여 계수를 보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고무재료와 같
이 비선형 특성을 가지는 물질의 stress-strain 거동은 변형률
에너지 함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용
되는 변형률에너지 함수들 중 현상학적인 접근에 기초를 둔
Reduced Polynomial, Mooney-Rivlin, Ogden 고무재료의 구조
에 바탕을 둔 Arruda-Boyce model, 그리고 두 접근법을 혼합
한 Van der Waals model를 이용하여 stress-strain 거동을 재현
해보았다. 각 변형률 에너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Mooney-Rivlin model
변형률 에너지 함수가 invariants I1, I2 의 polynomial 형태로

Figure 2. Uniaxial tensile test result.

표현되는 polynomial model 은 다음과 같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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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1
2i
W = ∑ Cij(I1 – 3) (I1 – 3) + ∑ -----(J – 1)
D
i
i+j = 1
i=1
i

j

Mooney-Rivlin model은 위의 model에서 N=1일때에 해당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무 재료를 비압축성 물질로 가정하여
J = 1이 되고 Mooney-Rivlin 변형률 에너지 함수는 간단히 다
음과 같이 된다.
W = C 1 ( I1 – 3 ) + C 2 ( I 2 – 3 )

Reduced polynomial model은 polynomial model에서 I2 의
영향을 제외한 model로서 변형률 에너지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0
N

1
i
2i
W = ∑ Ci0(I1 – 3) + ∑ -----(J – 1)
D
i
i=1
i=1
본 연구에서는 고무 재료를 비압축성 물질로 가정하여 J = 1
이 되고 2차항까지만 고려하여 변형률 에너지 함수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된다.
1

W = C 1 ( I1 – 3 ) + C 2 ( I 1 – 3 )

음과 같이 연신률의 함수로 표현된다.20
N

N

μi α α α
1
2i
(λ1 + λ2 + λ3 – 3) + ∑ -----(J – 1)
∑ ---D
α
i
i
i=1
i=1
i

i

i

본 연구에서 사용할 비압축성 Ogden 3차 mode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

μ

분자의 구조를 고려한 Arruda-Boyce model과 현상학적인
접근법을 혼합한 모델인 Van der Waals model의 비압축성 형
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0
--3-

⎧ 2
2 I – 3 2⎫
W = μ⎨–(λm – 3)[ln(1 – η) + η] − ---a⎛⎝--------⎞⎠ ⎬
3 2 ⎭
⎩
여기서
I – 3 이다. 여기서 μ는 초기
I = (1 – β)I1 + βI2 이고 η = -----------2
λm – 3
전단계수, λm 은 잠금 연신률, a는 상호관계계수, β는 불변혼

본 연구에 사용된 고무재료의 거동을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5가지의 변형률 에너지 함수(Mooney
Rivlin model, reduced polynomial model, Ogden model,
Arruda-Boyce model, Van der Waals model)로 해석적으로 예
측하였다. 각 모델의 계수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단축인장 및
이축 인장 시험결과가 활용되었다.
1. FE model

i
(λ + λ + λ – 3)
∑ ---αi 1 2 3
α

μ0 는 초기 전단계수, λm 은 잠금 연신률로 시험 데이터로부터
보정해야 할 계수이다.

Analysis Results

또 다른 현상학적인 접근에 기초를 둔 Ogden model은 다

W=

1
1
11
19
519
C1 = ---, C2 = ------, C3 = ------------, C4 = ------------, C5 = ------------------ 이고
2
20
1050
7000
673750

합계수로 시험 데이터로부터 보정해야 할 계수이다.

2

3. Ogden model

W=

99
513
42039 -⎞ –1
3
μ = μ0⎛⎝1 + --------2- + --------------4- + --------------6- + ---------------------8
5λm 175λm 875λm 67375λm ⎠

5. Van der Waals model

2. Reduced Polynomial mode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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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α

i

α

i

i=1

단축 시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하여 단축 시험 시편 형상의
FE model을 구성하였다. 해석 모델 구성을 위하여 tetrahedron

4. Arruda-Boyce model
Arruda-Boyce model은 통계학적인 분자 이론의 nonGaussain적 접근법에 기초를 둔 변형률에너지 함수로서 비압
축성 모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20
35

Ci i i
- (I – 3 )
W = μ ∑ --------2i – 2 1
λ
i=1 m
여기서

Figure 4. FE model for uniaxial (a) and biaxial tensile test
specime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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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요소 수는 16,893개, 절점 수는

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한 경우에는 Ogden 3차 모

4,858개이다. 이축 시험 시편은 hexahedron 1차 요소를 사용

델만이 거동을 잘 예측하였다.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와 이축

하였으며, 요소 수는 9,104개, 절점 수는 12,585개로 구성하
였다. Fig. 4는 해석에 사용된 FE model을 나타낸다. 경계 조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Ogden 3차 모델과 Van der Waals 모델이 단축 인장 거동을 잘

건과 하중 조건은 시험 조건에 맞추어 동일하게 설정하였으
며, 변형량 측정 또한 시험 조건과 동일한 절점의 결과 값을

예측하였다. Ogden 3차 모델은 계수 보정을 위하여 어느 시
험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근사한 예측 결과를 산출하

활용하였다.

였다.

2. 단축 인장 시험 결과

3. 이축 인장 시험 결과

5가지 변형률 에너지 함수(Mooney Rivlin model, reduced
polynomial model, Ogden model, Arruda-Boyce model, Van

이축 인장 시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축 인장 시험과
마찬가지로 5가지 변형률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였다. 단축 인

der Waals model)를 이용하여 단축 인장 시험을 예측한 결과
를 Fig. 5~7에 나타낸다. Fig. 5와 Fig. 6은 계수 보정을 위해

장 시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한 경우를 Fig. 8
에,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보정한 경우를 Fig.

서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만을 이용한 경우와 계수 보정을 위

9에, 단축 시험 데이터와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
한 경우를 Fig. 10에 나타낸다. 100% 변형률 구간에서 안정

해서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만을 이용한 경우를 각각 나타낸
다. Fig. 7은 계수 보정을 위하여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와 이

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계수 보정을 위하여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

이축 인장 시험의 거동은 단축 인장 시험의 경우보다 hyperelastic material model을 이용하여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것

우가 가장 단축 인장 시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다.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neo

으로 파악되었다.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 보
정을 하는 경우, Ogden 3차와 Arruda-Boyce 모델은 수렴하지

Hookean과 reduced polynomial 2차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

않아 해석 결과를 산출할 수 없었다. 수렴된 3가지 모델 모두

델들은 단축 인장 시험 결과를 잘 예측하였으나, 이축 인장 시

시험 결과를 잘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

Figure 5.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un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od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Ogden 3rd model, (d) Arruda Boyce model, (e) Van der Waals model

Prediction of Mechanical Behavior for Carbon Black Added Natural Rubber Using Hyperelastic Constitu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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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b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do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Ogden 3rd model, (d) Arruda Boyce model, (e) Van der Waals model

Figure 7.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both uniaxial and b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od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Ogden 3rd model, (d) Arruda Boyce model, (e) Van der Waal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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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un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od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Van der Waals model

Figure 9.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b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od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Arruda Boyce model, (d) Van der Waals model

Figure 10. Analysis results with parameters estimated using both uniaxial and biaxial tensile test data: (a) Neo Hookean model, (b)
Reduced Polynomial 2nd model, (c) Ogden 3nd model, (d) Arruda Boyce model, (e) Van der Waals model

Prediction of Mechanical Behavior for Carbon Black Added Natural Rubber Using Hyperelastic Constitutive Model

를 이용하여 계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Ogden 3차 모델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축 인장 시험과는 달리, 이축 인장 시험
에서는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하는
경우가 시험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했다. 단축 인장 시험 데
이터와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하여
reduced polynomial 2차 모델을 이용한 경우가 시험 결과를 가
장 잘 예측하였다. Ogden 3차 모델도 근사한 결과를 산출하
였으나, 변형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
었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Neo-Hookean, reduced polynomial 2차,
Ogden 3차, Arruda-Boyce, Van der Waals 모델 등의 변형에
너지 함수 모델을 이용하여, 고무 재료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
해 다양한 조건으로 계수를 보정하였다. 단축 인장 시험의 예
측은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 만을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한 경
우 가장 시험 결과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Ogden 3차
모델이 가장 근사한 예측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 또는 단축과 이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계수를 보정하는 경우에도 Ogden 3차 모델이 가장 만족스러
운 해석 결과를 산출하였다. 이축 인장 시험의 예측을 위해서
는 단축 인장 시험과 이축 인장 시험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계수를 보정한 경우가 가장 시험 결과와 유사한 예측을 하였
으며, reduced polynomial 2차가 가장 근사한 결과를 예측하
였다. Ogden 3차 모델과 Van der Waals 모델도 비교적 유사
한 예측 결과를 산출하였다. 단축 인장 시험과 이축 인장 시
험을 모두 고려해볼 때, 변형에너지 함수 모델을 사용하여 고
무 재료의 거동을 예측할 때에는 적어도 단축 및 이축 인장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 계수를 보정하는 것이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
용된 고무 재료의 경우 단축 시험의 경우에는 Ogden 3차 모
델이, 이축 인장 시험의 경우에는 reduced polynomial 2차 모
델이 가장 시험 결과와 유사한 예측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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