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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stimate probabilistic distribution function from experimental data, kernel density estimation(KDE) is mostly used in cases 

when data is insufficient. The estimated distribution using KDE depends on bandwidth selectors that smoothen or overfit a kernel 

estimator to experimental data. In this study, various bandwidth selectors such as the Silverman’s rule of thumb, rule using adaptive 

estimates, and oversmoothing rule, were compared for accuracy and conservativeness. For this, statist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using assumed true models including unimodal and multimodal distributions, and, accuracies and conservativeness of estimating 

distribution functions were compared according to various data. In addition, it was verified how the estimated distributions using 

KDE with different bandwidth selectors affect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through simple reliability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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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뢰성 해석(reliability analysis)과 신뢰성 기반 최 설계

(reliability-based design optimization, RBDO) 등의 확률

-통계  해석  설계 방법은 분포함수를 가지는 확률변수

(random variable)를 입력 값으로 요구한다. 일반 으로 입력

변수의 분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가정해서 해석 

 설계를 수행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해서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분포함수를 추정하는 통계모델링(statistical 

modeling)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지만 분포함수의 추정 정

확도는 데이터의 개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사용하기 합한 추정 기법들이 다르게 된다. 

공학 분야의 변수들은 실험 데이터의 개수가 매우 기 때문

에 분포함수를 추정하기 해서 모수 인 방법(parametric 

method)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비모수 인 방법(non-

parametric method)이 합하고(Kang et al., 2017) 

그 에서 커 도추정(kerenel density estimation, KDE)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Zhang et al., 2014; Jang et al., 

2015). KDE에서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에 가장 요한 

인자는 커 함수(kernel function)의 역폭(bandwidth)이고

(Silverman 1986; Wand et al., 1994; Chen 2015), 

다양한 역폭 선택법(bandwidth selector)이 있다. 역폭 

선택법에 따라서 최 의 역폭이 다르게 계산되고 역폭이 

작을수록 분포함수는 과 합(overfitting)을 하고 클수록 

평활(smoothing)한 분포함수를 추정한다. 역폭 선택법에 

따른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부분 통계  이어서 

표본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고 표본의 무작 성과 신뢰성 

해석의 에서 비교 연구는 부족하다(Terrell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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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man 1986; Scott 2010). 다양한 방법 에서 정규분포 

기  법칙(normal reference rule)  하나인 Silverman’s 

rule of thumb가 가장 표 으로 사용되고 있다(Scott 2010; 

Zhang et al., 2014; J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Silverman’s rule of thumb와 응형 추정치

(adaptive estimate)를 용한 rule using adaptive esti-

mate, 그리고 상 으로 보수 인 추정을 하는 oversmoo-

thing rule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 KDE의 통계모델링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 다.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의 특성을 

확인하기 해서 단 분포(unimodal distribution)와 다

분포(multimodal distribution)에 한 통계  시뮬 이션 후 

추정 정확도를 비교하고, 실제 측정 데이터에 한 분포함수 

추정을 통한 추정 정확도 비교와 신뢰성 해석 제를 통해 각 

기법이 신뢰성 해석 결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 

분석하 다. 최종 으로 통계  시뮬 이션과 신뢰성 해석을 

결과를 토 로 확률변수의 다 성(multimodality), 분포함수 

추정의 정확성과 보수성에 한 조건에서 합한 역폭 선택

법을 추천하 다.

2. 커 도추정

커 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은 데이

터만을 이용해서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추정하는 비모수  통계모델링(nonparametric stati-

stical modeling)으로서 추정된 커  추정치(kernel estimate)

는 다음과 같다(Silverman, 1986).



 





  (1)

여기서, 는 확률변수이고 는 데이터, 은 데이터의 개수

이다. 그리고 ∙는 커 함수이고 는 커 함수의 역폭 

는 평활 매개변수(smoothing parameter)이다. 커  추정

치는 역폭이 작을수록 데이터에 해서 과 합(overfit-

ting)을 하여서 데이터를 잘 따르지만 PDF의 비선형성이 

증가하고 꼬리가 짧게 된다. 반면에 역폭이 클수록 데이터에 

해서 평활(smoothing)해져서 데이터보다 넓은 산포를 가지

므로 PDF는 매끄럽고 긴 꼬리를 가지게 된다. KDE의 정확도는 

커 함수의 종류와 역폭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특히 역

폭의 크기가 매우 요하다(Silverman 1986; Wand et al., 

1994; Chen 2015). 그러므로 최 의 역폭을 선정하는 

과정은 KDE에서 추정 정확도에 큰 향을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역폭 선정 방법을 KDE에 용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 다.

2.1 Silverman’s rule of thumb

최 의 역폭을 선정하기 해서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정규분포 기  법칙으로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라고 

가정하고 모집단과 추정된 PDF의 평균 분제곱오차(mean 

integrated squared error, MISE)를 최소화하는 역폭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커  추정치의 MISE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커  추정치이고 는 모집단의 확률 도함

수이다. 그리고 ∙는 기댓값(expectation)이고 ∙

은 분산(variance)이며  ∙는 편향(bias)이다. 

MISE를 직  최소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커  추정치의 기댓

값  를 테일러 수 개(taylor’s series expansion)

시킨 후 나머지 항을 제외하여 식 (1)을 재구성한 근 평균

분제곱오차(asymptotic mean integrated squared error, 

AMISE)를 최소화하는 역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 의 

역폭을 유도한다. 2차 커 함수에 해서 AMISE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Silverman, 1986).

 



′′ (3)

여기서, 은 커 함수의 분산이다. 식 (3)을 역폭 에 

해서 미분하여 

가 0이 되는 를 계산하면 최 의 

역폭 가 계산된다(Silverman, 1986).

  




′′

 (4)

Silverman’s rule of thumb는 KDE에서 가장 표 으로 

사용되는 최  역폭 선정 방법으로서, 정규분포 기  법칙에서 

커 함수를 가우시안 커 로(gaussian kernel)로 선택해서 

유도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식 (4)의 

′′는 다음과 같이 되고(Silverman, 1986),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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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함수를 가우시안 커 로 선택하면  1,  
이 되므로(Scott, 2015), 식 (4)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6)

식 (6)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Silverman’s rule of thumb

을 사용한 최 의 역폭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Silverman, 

1986; Scott 2010).

  
 

≈ (7)

여기서, 은 표본의 표 편차이고 본 연구에서 표 편차의 

강건한 추정치(robust estimate of sample’s standard 

deviation)를 사용하 고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Analytical 

Methods Committee, 1989). 



 
(8)

2.2 Rule using adaptive estimate

왜도와 첨도가 큰 분포에서 정확한 역폭을 얻기 해서 

식 (7)의 표 편차  신에 산포에 한 응형 추정치

(adaptive estimate)를 사용하고 식 (7)의 계수를 감소시키면 

식 (7)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Silverman, 1986).

  
 (9)

  (10)

여기서, 는 응형 추정치이고 는 표본의 사분 범

(interquartile range)이다. 

2.3 Oversmoothing rule

기존의 역폭 선정 척도와 달리 Terrell과 Scott(1985), 

Terrell(1990)은 다른 척도를 사용해서 최  역폭 원리

(maximal smoothing principle)를 제안하고, 이를 사용해서 

유도된 역폭 선정 방법이 oversmoothing rule이다. 식 (4)

에서 ′′의 값을 구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변분법 

문제를 정의한다(Scott, 2015).


 ∞

∞

′′       (11)

식 (11)의 풀면(Terrell et al., 1985; Terrell, 1990) 최솟

값은 다음과 같다.

 ′′ 






(12)

그리고 ′′  ≤′′의 계식을 사용

하면(Terrell et al., 1985; Terrell, 1990), 식 (12)는 다

음과 같이 역폭의 범 를 가지게 되고,

′′  ≥



(13)

식 (13)을 식 (4)에 입하여 정리하면 최  역폭 원리에 

따른 최  역폭의 범 가 정의된다.

 






′′
 





≤









 




(14)

식 (14)에서 상한 값을 역폭으로 선정하면 Terrell과 

Scott이 제안한 oversmoothing rule이고 가우시안 커 을 

용한 oversmoothing rule은 다음과 같다(Scott, 2015).

  
 (15)

세 가지 선정법에 의한 최 의 역폭은 공통 으로 표

편차()와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변하게 된다. 본 연구

에서 역폭 계산 시, 표 편차는 모두 식 (8)의 표본의 표

편차 계산식을 사용하여서 계산되었고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같으므로 표 편차와 개수와 한 항의 앞의 계수에 따라서 

역폭이 서로 다르게 된다. 식 (7), (9), (15)을 보면 각 기법의 

계수 에서 rule using adaptive estimate가 가장 작고 

oversmoothing rule이 가장 크므로 역폭의 크기는 rule 

using adaptive estimate, Silverman’s rule of thumb, 

oversmoothing rule 순으로 커진다.

3. 통계  시뮬 이션

3.1 실제모델 정의와 표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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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imodal distributions

(b) Bimodal distributions

(c) Trimodal distributions

Fig. 1 PDFs of true models

(a) X～N(50,10)

(b) X～BS(50,0.4)

Fig. 2 Intersection areas for unimodal distributions

다양한 역폭 선정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커  추정치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해서 2종류의 단 분포(unimodal 

distribution), 2종류의 이 분포(bimodal distribution), 

2종류의 삼 분포(trimodal distribution)를 실제모델로 가정

하고 그 모델들로부터 데이터 개수()를 5 부터 50까지 증가

시켜가면서 표본을 임의로 1,000세트 씩 추출하 다. 그리고 

각 데이터 세트에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PDF를 

추정하고 면 척도인 교차면 (intersection area, IA)를 사용

하여서 추정된 PDF와 실제 PDF의 일치성을 비교하 다. 교차

면 은 두 PDF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0 이면 두 PDF는 완 치 불일치이고 

1이면 완 치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Jung et al., 2017). 

Fig. 1은 사용된 실제 모델의 PDF를 보여 다. Fig. 1(a)는 

칭인 정규분포(N(50,10))와 비 칭성이 매우 큰 Birnbaum- 

Saunders 분포(BS(50,0.4)의 PDF를 보여주고, (b)는 이

형태가 약한 0.7N(150,15) & 0.3N(200,15) 분포와 이

형태가 매우 심한 0.5N(150,10) & 0.5N(200,10) 분포이고, 

(c)는 삼 형태가 약한 0.4N(150,15) & 0.3N(200,15) & 

0.3N(250,15)분포와 삼 형태가 심한 0.4N(100,20) & 

0.3N(200,20) & 0.3N(300,20)의 분포를 보여 다.

3.2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 비교

생성된 표본에 해서 3가지 최  역폭 선정 방법을 사용

하여서 커 도함수를 추정하 고, 각 데이터의 개수에서 

1,000세트의 표본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서 결과를 상자그림

(boxplot)으로 나타내고, 실제모델과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비교하 다. 상자그림은 데이터의 분포를 표 하는 표 인 

방법으로서 상자에서 하단, 단, 상단의 수평선은 각각 제1사

분 수(1st quartile), 제2사분 수(2nd quartile), 제3사

분 수(3rd quartile)이다. 그리고 수직선과  표시는 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낸다(Tukey, 1977). Fig. 2~4는 실제

모델에 따른 추정된 커 도함수와 실제 모델의 PDF의 교차

면 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SRT는 Silverman’s ru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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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0.7N(150,15) & 0.3N(200,15)

(b) X～0.5N(150,10) & 0.5N(200,10)

Fig. 3 Intersection areas for bimodal distributions

(a) X～0.4N(150,15) & 0.3N(200,15) & 0.3N(250,15)

(b) X～0.4N(100,20) & 0.3N(200,20) & 0.3N(300,20)

Fig. 4 Intersection areas for trimodal distributions

thumb, OS는 Oversmoothing rule, AE는 rule using 

adaptive estimate를 의미한다. 

Fig. 2는 실제분포가 칭 는 비 칭 단 분포를 가질 때 

분포함수의 추정에 의한 교차면 을 나타낸 것이다. ≤10인 

경우에는 OS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AE가 정확도가 가장 낮지만 

차이가 거의 없고, ≥20에서는 세 가지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다. 단 분포는 PDF의 비선형성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추

정된 PDF가 역폭의 변화에 둔감하므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교차면 의 차이는 작게 된다.

Fig. 3은 이 분포에 한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a)는 실제 이 분포의 형태가 약한 분포이고 

(b)는 심한 분포이다. (a)를 보면, AE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OS의 정확도가 가장 낮으며,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의 차이는 뚜렷해진다. 세 가지 방법의 차이가 단

분포에 비해서는 분명하지만 분포함수의 추정의 정확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b)를 보면, 체 인 경향은 (a)와 

유사하지만 체 인 교차면 이 (a)에 비해 매우 낮고, 세 가지 

기법에 따른 교차면 의 차이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b)의 

경우 실제분포의 이 형태가 매우 심하므로 이 성(bimodality)

을 정확하게 표 하기 해서는 더욱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

므로 같은 데이터의 개수에서는 단 분포 는 이 성이 약한 

분포에 비해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 성이 증가하면서 세 가지 기법에 따른 커 도함수의 추정 

정확도의 차이는 증가하게 된다. 실제 모델이 이 분포일지라도 

데이터의 개수가 거나 이 성이 약하면 단 분포처럼 세 가지 

선정법에 따른 교차면 의 차이는 작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

하거나 이 성이 커지면 세 방법에 따른 교차면 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Fig. 4는 삼 분포에 한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a)는 실제 삼 분포의 형태가 약해서 PDF의 

체 인 형태는 단 분포와 유사한 분포이고 (b)는 PDF의 

형태가 완 한 삼 분포를 보인다. 삼 분포의 형태가 약하고 

심한 경우 모두 이 분포의 결과처럼 AE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OS의 정확도가 가장 낮으며, 이 증가하면서 세 가지 기법의 

차이는 커진다.

세 가지 역폭 선정 방법에 따른 통계  시뮬 이션의 결과를 

정리하면, 단 분포의 경우 OS가 가장 높은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를 보이고 다 성이 증가할수록 AE의 정확도가 가장 



다양한 역폭 선택법에 따른 커 도추정의 비교 연구

17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2권 제3호(2019.6)

Fig. 5 Histogram of temperature in Seoul in 2007

Fig. 6 Intersection areas for temperature data

높았다. OS는 세 가지 방법 에서 가장 역폭을 넓게 선정

하여서 상 으로 비선형성이 가장 낮고 꼬리가 긴 PDF를 

추정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 분포에서는 데이터의 개수와 

품질에 강건하게 하는 효과를 유도하여서 정확도를 높이지만, 

다 분포에서는 PDF의 비선형성을 잘 표 하지 못해서 정확

도를 낮추는 효과를 유발한다. AE는 OS와 반 로 가장 역

폭을 좁게 선정하여서 비선형성이 가장 심하고 짧은 꼬리를 

가지는 PDF를 추정한다. 그러므로 AE는 다 성이 증가할수록 

다른 방법에 비해서 추정 정확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세 

가지 방법 모두 Fig. 2(a)와 (b)의 칭, 비 칭 단 분포, 

Fig. 3(a)와 Fig. 4(a)의 다 성인 약한 다 분포에서는 높은 

분포함수 추정 정확도를 보 지만, 세 기법모두 다 분포에서는 

PDF의 평활 정도가 데이터의 분포보다 커서 Fig. 3(b)와 

Fig. 4(b)의 다 분포에서는 상 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 다.

4. 수치 제

세 가지 역폭 선정법을 사용해서 추정된 커 도함수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해서 이 분포을 가지는 온도 

데이터에 해 분포함수를 추정하여 추정 정확도를 비교하고, 

입력변수의 모델링에 따른 출력 값의 비교하기 해서 두 종류의 

신뢰성 해석 제에서 입력변수의 분포함수를 추정하고 추정

된 분포함수를 성능함수에 사용하여서 손확률(probability 

of failure)을 측하여 비교하 다. 

4.1 온도의 분포함수 추정

실제 데이터의 분포함수 추정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해서 

시스템의 재료물성 는 작업환경의 요 외부인자인 온도 

데이터에 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Lee et al., 2011). 

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을 2007년도 시간별 온도 데이터이고 

모집단은 총 8,76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다(KMA, 2019). 분포

함수 추정을 해서 표본 5~50개를 무작 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하 고, 각 표본의 개수에서 1,000 세트의 표본을 생성하

다. Fig. 5는 모집단의 히스토그램으로 이 분포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Lee et al., 2011). 분포함수의 정확도

를 비교하기 해서 각 표본 집단에 세 가지 역폭 선정법을 

사용해서 분포함수를 추정하고 모집단과 교차면 을 계산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온도 분포의 추정 정확도는 Fig. 3의 

이 분포 시뮬 이션 처럼 AE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OS의 정

확도가 가장 낮으며,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세 방법의 

차이는 뚜렷해졌다. 하지만 Fig. 3과 달리 온도 데이터는 측정 

오차와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해서 측정되었고, 총 

8,760개의 데이터로 부터 표본을 생성하 기 때문에 표본의 

무작 성이 낮아서 상자그림의 변동 폭이 Fig. 3보다 상

으로 좁으면서 정확도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도 분포는 Fig. 3(a)보다 이 성이 뚜렷하고 (b)보다는 약

해서 추정 정확도의 수렴속도가 (a)와 (b)의 사이 값을 보인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 분포의 비 칭형 이

형태 때문에 (a)와 수렴속도 차이는 더욱 커졌다.

4.2 I-beam

신뢰성 해석을 해서 먼  실제 확률변수로부터 각 데이

터의 개수에서 1,000개의 표본 세트를 생성하고 각 표본에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KDE를 분포함수를 추정

하고 이를 성능함수(performance function)에 사용하여서 

손확률을 측하 다. 신뢰성 해석 제로서 입력-확률변수가 

단 분포인 I-beam 문제와 다 분포인 Bimodal ratio 문제를 

사용하 다. 두 문제 모두 신뢰성 해석을 해서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monte-carlo simulation)을 수행하 고, 이 때 

MCS 표본 수는 10
6
개로 하 다.

I-beam 제는 Fig. 7처럼 단순지지보의 임의의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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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beam

Variables Symbol Dist. Mean/Std. CV(%)

Length(mm)  Normal 3000/25 0.83

Length(mm)  Normal 1830/25 1.37

Load(N)  - 27000 -

Section modulus(mm
3
)  - 0.0822×59

3
-

Limited stress(MPa)  - 1170 -

Table 1 Input variables of I-beam

Fig. 8 Probability of failur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for I-beam example

Variables Dist. Mean/Std. CV(%)

 0.5N(150,10) & 0.5N(200,10) 175/26.93 15.39

 0.5N(150,10) & 0.5N(200,10) 175/26.93 15.39

 - 0.7/- -

Table 2 Input variables of bimodal ratio 

하 이 작용할 때 손확률을 측하는 문제이다(Ah et al., 

2009). Table 1은 I-beam의 입력변수를 나타내고, , , 

σ는 확정론  변수(deterministic variable)로서 각각 하 , 

단면계수, 한계응력이고 과 는 확률변수로서 각각 보의 

길이와 보의 왼쪽 끝단으로부터 하  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확률변수에 따른 I-beam의 성능함수는 다음과 같다.

 ×

××  
(16)

여기서, 첫 번째 항은 I-beam의 한계응력이고 두 번째 항은 

발생하는 최  응력으로 한계응력보다 크면 보가 손된다. 

즉, I-beam의 손확률은   로 정의된다.

I-beam의 손확률을 측하기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된 커  확률 도함수(kernel PDF)를 사용해서 몬테카

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개수와 각 데이터의 개

수에서 1,000개의 표본 세트에 해서 측된 손확률을 상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Fig. 8의 범례에서 
는 

실제 확률변수를 사용한 손확률이고 세 가지 기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한 기 으로서 사용하 다.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세 가지 기법으로 측된 손확률의 상자그림은 

좁아지면서 실제 손확률로 수렴하 다. 결과에서 상자의 

높이는 세 가지 기법 모두 비슷하지만, AE가 실제 값에 가장 

유사하고 OS가 가장 차이가 컸으며, SRT는 AE와 OS의 

사이의 값을 측하 다.

4.3 Bimodal ratio

Bimodal ratio 제는 기존의 lognormal ratio 문제

(Eldred et al., 2007)에서 두 확률변수의 분포함수를 이

분포로 변환한 문제이다. Table 2는 bimodal ratio 문제의 

입력변수를 나타내며, 여기서 R은 확정론  변수로서 한계 

기 값이고, 과 는 확률변수로서 두 개의 정규분포가 결

합된 이 확률분포이며 PDF는 Fig. 9에 나타내었다. Bimodal 

ratio의 성능함수는 다음과 같다.

Fig. 9 Random variables of bimodal ratio example




 (17)

I-beam 문제와 같이 손확률을 계산해서 Fig. 10에 나타

내었다. Fig. 10의 측된 손확률을 보면, I-beam 문제와 

같이 세 가지 기법을 사용한 경우 모두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

함에 따라서 실제 손확률에 수렴하지만, 확률변수의 이 성

으로 인해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가 낮아져서 수렴속도가 

I-beam 문제보다 느리다. 세 가지 기법을 비교해 보면, I-beam 

처럼 AE가 실제 값에 가장 가깝고 OS가 가장 멀었지만 AE와 

OS의 차이는 I-beam 문제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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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obability of failur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amples for Bimodal ratio example

결과를 정리하면, OS는 두껍고 긴 꼬리를 가지는 PDF를 

추정하여서 측된 손확률이 실제 손확률보다 높게 분포

되어서 과소추정(underestimation)의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가장 보수 인 결과를 보 다. 반면에 AE는 가장 짧은 꼬리의 

PDF를 추정하여서 측된 손확률이 실제 손확률을 주 로 

분포되어서 가장 실제 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AE는 

과소추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한계 을 가진다. 그리고 세 가지 

기법모두 데이터의 증가하면서 실제 손확률에 수렴을 상

으로 빠르게 하지만 다 분포의 경우에는 분포함수의 과  

평활화 때문에 손확률 한 보수 인 성향을 계속 가진다.

5. 결    론

본 논문은 커 도추정의 정확도에 가장 요한 인자인 

역폭을 결정하는 세 가지 선정법을 사용하여서 단 ·다 분포에 

따른 분포함수의 추정 정확도를 비교·분석하 고, 단 -확률

변수를 가지는 I-beam 문제와 이 -확률변수를 가지는 bimodal 

ratio 문제에 해서 세 가지 역폭 선정 기법에 따른 신뢰성 

해석을 수행 후 비교·분석하 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확률변수가 단 분포임을 알고 있는 경우, 다른 기법에 

비해서 두꺼운 꼬리를 가지는 PDF를 측하는 overs-

moothing rule을 사용한 커 도추정의 정확도가 

가장 정확하므로 OS 기법을 용한 커 도추정을 

추천한다.

(2) 확률변수가 다 분포임을 알고 있는 경우, 다 분포에서 

꼬리가 뚜꺼워지는 효과가 가장 완화된 AE를 사용한 

커 도추정의 정확도가 데이터의 개수에 상 없이 

가장 정확하므로 AE 기법을 용한 커 도추정을 

추천한다.

(3) 확률변수가 단 /다 분포인지 모르는 경우, 만약 시스

템의 불확실성이 커서 보수 인 해석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OS의 사용을 추천하고, 반 로 불확실성이 

작은 경우에는 AE의 사용을 추천한다.

(4) 세 가지 역폭 선정방법 모두 칭 는 비 칭에 상

없이 단 분포의 경우 제한된 데이터에 해서 상

으로 높은 분포함수 추정 정확도를 보이지만 다 분포

에서는 수렴속도가 정확도가 매우 낮고, 신뢰성 해석에

서도 과도하게 보수 인 결과를 산출하므로 다 분포를 

가지며 보수 인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수가 은 경우에 을 두고 세 가지 

역폭 선정방법을 비교하 으나, 다 분포와 같은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한 경우에 해서는 세 가지 방법의 한계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단 /다 분포의 구분하는 기법의 

연구와 다 분포와 같이 데이터의 많은 경우에 한 역폭 선

정방법을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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