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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x   : 설계변수의 평균 

σ   : 표준편차 
2σ   : 분산 

y   : 목적함수의 평균 

g          : 제한조건의 평균 

( )
j USLy j jP y y> : 목적함수의 불량률 

( )
k USLg k kP g g> : 제한조건의 불량률 

1. 서 론 

제한조건을 고려한 최적화는 설계변수의 확률적 

특성 관점에서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지 

Key Words: Robust Optimization(강건 최적화), Percent Defective(불량률), Probability Constraint(확률제한조건), 

Simplex Algorithm(심플렉스 알고리즘) 

초록: 강건 최적화 기법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설계변수의 변동이 목적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강건 최적화의 정식화를 위해서는 분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확률제한조건을 

정식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 분산 및 확률제한조건을 예측하고 정식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능력지수 및 식스시그마 기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공정에서 

널리 적용되는 불량률을 이용한 확률제한조건 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로워암의 무게와 최대응력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설계영역을 탐색하고, 이후 

로워암의 강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편차의 계산은 2 차 테일러 전개를 통해 

수치적인 정확도를 기하였다. 강건 최적화는 설계변수의 불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미분 정보를 적용하지 않은 심플렉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Abstract: A robust optimization is only one of the ways to minimize the effects of variances in design variables on the 

objective functions at the preliminary design stage. To predict the variances and to formulate the probabilistic 

constraints ar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for the robust optimization formulation. Though several methods such as 

the process capability index and the six sigma technique were proposed for the prediction and formulation of the 

variances and probabilistic constraints, respectively, there are few attempts using a percent defective which has been 

widely applied in the quality control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probabilistic constraints. In this study, the robust 

optimization for a lower control arm of automobile vehicle was carried out, in which the design space showing the 

mean and variance sensitivity of weight and stress was explored before robust optimization for a lower control arm. The 

2nd order Taylor expansion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deviation was used to improve the numerical accuracy for 

predicting the variances. Simplex algorithm which does not use the gradient information in optimization was used to 

convert constrained optimization into unconstrained one in robust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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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확정론적 방법(deterministic method)과 불확실

성에 의한 변동을 고려하는 통계학적 방법

(stochastic metho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직까지

는 확정론적 방법에 의한 최적화가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확정론적 방법은 설계 및 시스템변수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변

동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

하는 변동에 의한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

다. 즉, 확정론적 방법만을 고려한 설계 최적화는 

실제 제품의 변동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통계학적 방법은 설계 및 

시스템변수의 변동이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확정론적 방법보다 

더 현실과 가까운 결과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강건 최적화를 위해서 

제조공정 단계에서 엄밀한 공차관리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법은 설계 및 시스템변수의 

변동이 목적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줄이기 보다는 

생산 라인에서 설계 및 시스템변수의 변동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제작비용의 증가를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 초기 

단계부터 강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1) 따라서, 제품의 실제 거동에 

가깝도록 최적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이 이러한 변동에 대하여 

강건성을 가져야 한다. 

설계 및 시스템변수의 변동에 따른 목적함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강건 최적화는 변동성의 

분산이 정규분포를 추종한다는 가정 하에 

근사적으로 예측한 분산으로부터 구축된 반응표면 

모델의 분석을 통해 수행된다. 강건 최적화의 

정식화에서 주어진 확률제한조건은 위에 언급한 

분산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목적함수의 

강건성이 평가되므로, 분산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확률제한조건의 처리가 강건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 저자 등은 확률제한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속철도 현수장치 및 

터빈 블레이드의 강건 최적화에 공정능력지수 및 

식스시그마를 적용하였다.(2,3) 그러나, 주어진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설계 상한을 초과하는 

변동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정에서 변동의 

척도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불량률을 

적용한 확률제한조건 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로워암의 강건 최적화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품질 

관련 성능지표인 불량률을 확률제한조건에 적용하

였다. 이때, 분산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확률제한

조건의 처리를 통해 불량률이 최소로 되는 설계변수

가 결정되었다.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편차의 

계산은 일반적인 1차 테일러 전개가 아닌 2차 테일

러 전개를 통해 수치적인 정확도를 기하였고, 강건 

최적화는 설계변수의 불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적화 과정에서 미분 정보를 적용하지 않은 심플

렉스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2. 대상체 및 강건 최적화의 정식화 

2.1 자동차용 로워암의 설계 

로워암은 Fig. 1 과 같이 자동차 현가장치에서 

차륜으로부터 들어오는 하중을 분담하는 중요한 

요소 부품이다. 로워암의 형상설계는 Fig. 2 와 같

이 반경 R(mm), 높이 D(mm), 폭 W(mm) 및 두께 

T(mm)등 모두 네 가지의 설계변수를 무게(Mass)

와 최대응력(Smax)을 최소로 하는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적화의 관점에서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

의 응답특성은 무게 및 최대응력으로 하여 정식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응답특성은 로워암의 유한요

소해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 1 Feature of lower arm in front suspension 

 

 
 

Fig. 2 Design variables of lower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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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암의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서브

프레임과 고정되는 두 곳에 부쉬요소로 구현하고, 

하중조건은 케리어 연결부에 볼조인트를 구현하여 

인가하였다. 이때, 하중의 크기는 X 및 Y 축 방향

으로 각각 11.8kN 및 1.9kN 이다.(4) 초기설계 단계

에서 R, D, W 및 T가 각각 250, 30, 10 및 8mm이

므로, 목적함수의 응답특성인 무게와 최대응력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각각 3.33kg 및 181.81MPa

로 얻어진다. 

 

2.2 불량률을 적용한 확률제한조건의 정식화 

생산공정에서의 불량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으로 

현재 6 시그마(5)가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품

질 척도인 불량을 표현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Table 1 과 같이 공정능력지수(Process Capability 

Index) Cpk, 불량률(Percent Defective) P, 단기 및 장

기 PPM(Parts per Million)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장기 PPM 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단기 

PPM 보다 최대 1.5σ 만큼 고려한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 σ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공정능력지수 

Cpk 는 제품의 분포 중심과 규격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며 평균 μ가 상한규격(USL, 

Upper Spec. Limit)과 하한규격(LSL, Lower Spec. 

Limit) 범위 내에서 요구 한계(±3σ)를 만족하는 

품질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Min ,
3 3

pk

USL µ µ LSL
C

σ σ

− − 
=  

 
          (1) 

 

그러나, 0.27%의 불량을 의미하는 3 σ (Z=3)는 공

정능력지수 Cpk가 1 인 경우로서 불량률 P 는 0.27, 

단기 PPM 은 2,700 그리고 장기 PPM 은 67,000 으

로서 품질을 정의하는 설계자 입장에서 많은 혼란

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량률 P 를 불량을 표현하

기 위한 평가지표로 선정하여 확률제한조건을 정

의하고자 한다.  

 

Table 1 Index of defects related to sigma levels 

 σ (Z) Cpk P PPM 
(short-term) 

PPM 
(long-term) 

1 0.33 32 320,000 >500,000 

2 0.67 4.7 47,000 309,000 

3 1.0 0.27 2,700 67,000 

4 1.33 0.0063 63 6,200 

5 1.67 0.000057 1 230 

6 2.0 0.0000002 0 3.4 

설계 상한 USL 이 주어진 경우, USL 을 넘어가

는 불량률 ( )y USLP y y> 는 다음 식과 Fig. 3과 같이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불량률을 환산한다. 여기서 ��는 목적함수 y

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 ���	
 � Φ�������� �           (2) 
 

설계변수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변동을 ( )y USLP y y>  확률제한조건으로 

적용한 강건 최적화 정식화는 아래와 같다. 
 

Given  ����
, �����
, � � 1,2, … , � 
Objective functions ( ), 1,2,...,jy x j l=  

      Constraints ( ), 1,2,...,kg x k m=   (3) 

Find ix  

To minimize  

Maximum ( ), ( )
j USL k USLy j j g k kP y y P g g > >   

          1,2,...,j l= , 1,2,...,k m=  

   where i L i i iU ix ∆x x x ∆x+ ≤ ≤ −  

 

여기서, x 는 설계변수의 평균, ��는 설계변수의 

변동인 표준편차, y 는 목적함수 그리고 g 는 제한

조건을 의미한다. ( )
j USLy j jP y y> 와 ( )

k USLg k kP g g>

는 주어진 목적함수와 제한조건의 설계 상한을 초

과하는 경우의 확률인 불량률을 나타낸다. 

설계변수의 R, D, W 및 T 의 설계 가능한 범위

는 설계 엔지니어 및 공정 엔지니어와 협의하여 

각각 200~300mm, 25~35mm, 5~15mm 및 4~12mm로 

선정하였고, 각 설계변수의 표준편차는 일반적인 

설계공차가 불량률 0.27%를 정의하는 3σ 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변수의 표준편차 ��는 각각의 설계

공차의 1/3 을 고려하여 σR=10, σD=1, σW=0.5 및 

σT=0.4로 선정하였다 

 

 
Fig. 3 Percent defective of USL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for Simplex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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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플렉스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최대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불연

속 최적화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제한 최적화 방법 

중에서도 미분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심플렉스 방

법을 적용한다.(6) 심플렉스 방법은 n 개의 설계 변

수를 가진 n 차원 문제에서 (n+1)개의 모서리를 가

진 기하학적 형상(Simplex)의 모양과 위치를 반사

(Reflection), 확장(Expansion) 및 수축(Contraction)의 

3 가지 형태로 변화시키면서 최적점을 찾는 방법

이다. W 를 기준점으로 새로운 최적점을 찾는 C-

(Negative Contraction), C+(Positive Contraction), 

R(Reflection), E(Expansion) 알고리즘을 도식적으로 

Fig. 4에 나타내었다. 

3. 로워암의 강건 최적화 

3.1 반응표면모델 구축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반응표면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 중에서 2 인자 완전

요인배치법과 축점을 포함하는 순차적 실험계획법

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중심합성법을(7) 적

용하여 총 25 케이스의 ANSYS 해석이(8) 수행되었

다. 이때 선정된 총 25 케이스의 설계변수를 Table 

2 에 정리하였다. 반응표면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

는 결정계수(RSquare)와 수정결정계수(RSquare Adj)

는 Table 3 과 같으며 결정계수는 무게 Mass 인 경

우에 0.999999, 최대응력 Smax 인 경우에 0.998576

을 나타내어 최소 99.86%의 모델 예측도를 나타

낸다.(9) 즉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는 2 차 

반응표면모델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3.2 테일러 전개에 의한 확률제한조건 예측 

확률제한조건 처리를 위하여 무게 Mass 와 최대

응력 Smax 의 불량률 예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테일러 전개에 의한 근사 예측법과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접 예측법을 적용하

여 분산을 추정하고 이 값을 통하여 불량률을 예

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반응표면모델에 2

차 테일러 전개에 의한 근사 예측법을 적용한다. 

테일러 전개에 의한 근사 예측법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1 차 테일러 전개보다는 2 차 미분값을 

필요로 하는 2 차 테일러 전개를 사용하여 불량률

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10) 2차 테일러 

전개로부터 불량률 계산을 위하여 분산을 예측하

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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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영역 탐색 

Fig. 5 는 각 설계변수가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평균값, 표준편차 및 불량률에 미치는 주

요 효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5(a)는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의 평균값에 미치는 설계변수의 

영향으로 W 와 T 는 동일한 방향의 민감도(방향성)

을 가지며, R 과 D 에는 개선이 어려운 음의 상관

관계 (Trade-off)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Fig. 5(b)

와 같이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표준편차

에 미치는 설계변수의 효과로 R 과 T 는 동일한 

방향의 기울기를 가지며, D 와 W 는 음의 상관관

계가 나타난다. 한편, Fig. 5(c)는 무게 Mass 와 최

Table 2 Design variables selected for central composite 
response surface design method 

No R D W T 

1 200 25 5 4 

2 300 25 5 4 

3 200 35 5 4 

4 300 35 5 4 

5 200 25 15 4 

6 300 25 15 4 

7 200 35 15 4 

8 300 35 15 4 

9 200 25 5 12 

10 300 25 5 12 

11 200 35 5 12 

12 300 35 5 12 

13 200 25 15 12 

14 300 25 15 12 

15 200 35 15 12 

16 300 35 15 12 

17 250 30 10 8 

18 200 30 10 8 

19 300 30 10 8 

20 250 25 10 8 

21 250 35 10 8 

22 250 30 5 8 

23 250 30 15 8 

24 250 30 10 4 

25 250 30 10 12 

 

Table 3 Summary of fit for response surface model 

Summary of fit Mass Smax 

RSquare 0.999999 0.998576 

RSquare Adj 0.999996 0.99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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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량률 최소화 

불량률 계산의 정확도는 2 차 테일러 전개로 예

측한 표준편차의 정도에 기인한다. 예측된 표준편

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Fig. 8은 무게 Mass와 최대응력 Smax의 

표준편차를 100,000 회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결과이다.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표준편차는 각각 0.02527 및 2.082 이다. 이 결과는

Table 4 와 같이 Fig. 7(b)의 반응표면 모델로 예측

한 표준편차인 0.0252 및 2.079 와 비교하여 각각 

0.28% 및 0.14%의 오차를 보여준다. 

불량률 최소화에 의한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개선 결과를 Table 6 에 표시했으며, 강건최

적화 결과 무게 Mass와 최대응력 Smax의 표준편차

가 아닌 평균을 최소화하여 불량률이 향상되었다. 

무게 Mass 인 경우에는 설계변수의 공차에 의한 변

동이 0.2σ(시그마)에서 1.2σ 로 개선이 되어 1.0σ 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최대응력 Smax 는 설계변수의 

공차에 의한 변동이 0.38σ에서 1.19σ로 개선이 되어 

0.81σ 의 개선을 이루었다. 특히 최대 불량률 관점에

서 살펴보면 설계변수의 공차에 의한 최대불량률이 

42.2%에서 11.7%로 개선이 되어 30.5%의 개선을 이

루었다. 강한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불량률 최소화에

는 미분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심플렉스 알고리즘과 

초기값 랜덤 생성 기법을 적용하면 불량률을 크게 

개선하는 최적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4. 결 론 

(1)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에 대한 불량

률의 민감도가 가장 큰 설계변수인 R 과 D 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계변수 R 과 

D 의 변화는 초기값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설

계변수 W 와 T 는 민감도가 동일한 양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계 범위 안에서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에 대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최적

값을 손쉽게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강한 비선형성이 존재하는 불량률 최소화에

는 미분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심플렉스 알고리즘

과 초기값 랜덤 생성 기법을 적용하면 확률제한조

건을 만족하는 무게 Mass 와 최대응력 Smax 의 평

균 및 표준편차의 최적해를 찾을 수 있다. 

(4) 불량률 최소화를 통한 확률제한조건을 적용하

여 무게 Mass 인 경우에는 1.0σ 의 개선이 이루어졌

으며, 최대응력 Smax는 0.81σ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대 불량률 관점에서 최대불량률이 42.2%에서 

11.7%로 개선이 되어 30.5%의 개선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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