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5권 제7호, pp. 729~736, 2011 

 

 

729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11.35.7.729                       ISSN 1226-4873 

 

TOPSIS 를 적용한 CRT 후면유리의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 
 

이광기*
 · 한정우**

 · 한승호***† 

* 브이피 코리아, ** 한국기계연구원 시스템엔지니어링연구본부,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TOPSIS-Based Multi-Objective Shape Optimization for a CRT Funnel 
 

Kwang Ki Lee
*
, Jeong Woo Han

**
, and Seung Ho Han

***†
 

* VP Korea, ** System Engineering Research Division, KIMM, *** Dept. of Mechanical Engineering, Dong A Univ.  

 

(Received December 10, 2010 ; Revised April 13, 2011 ; Accepted April 13, 2011) 

 

 

1. 서 론 

제품의 개념설계와 상세설계 분야에서 유한요소

해석, 동력학해석, 전산유체해석 등과 같은 CAE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수학적 혹은 실험적 

방법으로 CAE 툴을 적용하여 최적형상을 찾아가

는 설계기법이 수행되고 있다.(1,2) 아울러 최적화 

이론의 접목을 통해 최적해를 찾는 설계과정이 보

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3) 하지만 

상기한 최적설계에서 설계자는 설계변수의 변동에 

따라 CAE 모델의 변화, CAE 수행 및 최적설계 이

론의 접목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동화시키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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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OPSIS(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는 상충되는 다수의 속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다속성 의사결정법(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중 하나이다. 이는 선택된 

대체안이 최선의 이상적 대체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하고, 동시에 부정적으로 이상적인 

대체안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의사결정 기법이다. TOPSIS 는 최소화와 최대화가 

공존하는 다목적함수 형상 최적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TOPSIS 와 베지어 곡선(Rational Bezier 

Curve)을 적용하여 CRT(Cathode Ray Tubes) 후면유리의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무게와 1 차 

주응력의 두 가지 다중목적 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중목적 함수의 성능지표를 TOPSIS의 상대적 근접도로 

정의하고 이를 반응표면모델로 구성하여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최적해가 아닌 최적해의 군이 선정되어, 무게와 주응력 최적해의 모순관계를 확인하면서 다양한 설계요구 

스펙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설계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Abstract: The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TOPSIS) is regarded as a classical method of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MADM), often used to solve various decision-making or selection problems. It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chosen alternative should have the shortest distance from the positive ideal solution and the farthest distance 

from the negative ideal solution. The TOPSIS can be applied to a design process for carrying out multi-objective shape 

optimization wherein the best and worst alternatives are to be decided. In this paper, multi-objective shape optimization using 

the TOPSIS and Rational Bezier curve was applied to the funnel of a cathode-ray tube (CRT). In order to minimize the weight 

and first principal stress, a new multi-objective shape optimization methodology is proposed, wherein the relative-closeness 

coefficients of the TOPSIS are defined as the performance indices of a multi-objective function and evaluated by response 

surface models. This methodology enables the designer to decide on the best solution from a number of design specification 

groups by examining the various conflicts between the weight and the first princip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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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zier curve and control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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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면유리의 형상정보를 곡선으로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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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Pi는 조정점, Bi,n은 Bernstein 다항식으로 

불리는 블렌딩 함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Bezier 곡

선 방정식만으로는 모든 원추곡선을 표현할 수 없

기 때문에 각 블렌딩 함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두 다항식의 비율로 나타내는 Rational Bezier 곡선

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

와 같다.  

n

i,n i i n
i=0

i,n in
i=0

i,n i

i=0

B (u) w P

C(u) = = R (u) P

B (u) w

⋅ ⋅
⋅

⋅

∑
∑

∑
 (2) 

여기서, wi는 가중치, Ri,n은 새로운 블렌딩 함수

를 의미한다. 후면유리 형상최적설계에서는 설계

변수로 조정점만을 적용하는 경우 형상 변화가 크

게 발생하므로,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장점을 갖

는 조정점에 가중치를 적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베지어 곡선으로 얻어진 최소단면에 작용

하는 1 차 주응력을 최소로 하는 최적설계의 수행

시 이들의 모순적인 관계를 확인하면서 설계 요구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concept for TOPSIS 

 

스펙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때, 다속성 의사결정법 중 하나인 TOPSIS 를 적

용하면 목적함수의 이상해와 반이상해를 상대적 

근접도로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3. 형상최적설계 방법론 

3.1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TOPSIS 는 Fig. 3 과 같이 이상적인 해(+)에 가장 

가까우며 반이상적인 해(-)로부터 가장 먼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기하학적 관점에서 TOPSIS 는 

이상적인 해로부터 유크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가 가장 가까워야 하며 반대로 반이상적

인 해로부터는 유크리드 거리가 가장 멀어야 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즉, 대안을 이상적 

해와 반이상적인 해의 거리로 변환하여 상대적인 

근접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택된다.(14) 이의 상세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다. 

 

(1) 의사결정 행렬의 정규화 

의사행렬 yij 를 식 (3)과 같이 정규화한다. 여기

서, xij 는 j 번째 기준에 대한 i 번째 대안값을 그

리고 M은 전체 대안의 수를 의미한다.  

∑
=

=
M

1i

2

ij

ij

ij

x

x
y

 (3) 

 

(2) 가중 의사결정 행렬 구성 

정규화된 의사결정 행렬에 식 (4)와 같이 의사

결정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의사결정 행렬

을 구성한다. 여기서 wj 는 j 번째 의사결정에 대

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ijj
yw   (4) 

 

(3) 이상적 및 반이상적 해의 계산 

가중 의사결정 행렬의 최대 및 최소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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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와 같이 최대치는 이상적인 해 +
j

S 를 그리고 

최소치는 반 이상적인 해 
−
j

S 가 된다.  

( )
( ) M,...,2,1i,ywminS

,ywmaxS

ijjj

ijjj

==

=
−

+

  (5) 

 

(4) 이상적인 해와 가중 의사결정 행렬간의 거리 
+
i

D  및 −
i

D 의 계산 

( )

( )

N 2
+ +

i j j ij

j=1

N 2
- -

i j ij j

j=1

D = S - w y , i = 1,2,...,M

D = w y -S , j = 1,2,..., N

∑

∑
 (6) 

 

(5) 상대적 근접도의 설정 

상대적 근접도 Ci 는 식 (6)의 +
i

D  및 −
i

D 로 구성

되는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이상적인 해

에 가까울수록 Ci 는 1 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며, 

반대로 반이상적인 해에 가까울수록 0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

i

i i+ -

i i

D
C = , 0 C 1, i = 1,2,...,M

D + D
≤ ≤  (7) 

 

상기한 TOPSIS 알고리즘은 다중목적함수를 가

중치와 유크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된 상대적 

근접도 Ci 를 적용하므로, CRT 후면유리의 다중목

적 함수인 무게와 주응력의 최소치에 대한 이상해

와 반이상해를 하나의 성능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게와 주응력 간의 모순적인 관계를 

확인 할 수 있고, 설계 요구스펙을 만족시키는 범

위에서의 형상 최적설계가 가능하다.  

 

3.2 실험계획법 기반 반응표면모델 

설계영역에서 상대적 근접도 Ci 의 거동을 평가

하기 위하여 반응표면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 중 순차적 실험(sequential 

experiments)이 가능한 중심합성계획법(11)을 적용하

였다. 중심합성계획법에서 k개의 설계변수에 대한 

실험횟수는 k

02 2k n+ + 이 되고, 여기서 0n 는 중

심점에서의 실험횟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설

계변수는 식 (8)을 이용하여 [-1, 1]의 영역으로 정

규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x x
i iX , c constant

i ic
i

−
= =  (8) 

 

여기서, ix 는 설계변수 ix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설계변수 ix 에 대한 응답함수 
iy 의 반응표면모델

은 식 (9)와 같은 다항식의 반응표면모델로 구성

할 수 있다. 

TY X β ε= +   (9) 

여기서, [ ]iY y= , 
T

i i jX [1 X X X ]= , ε은 오차항이

며, 반응표면모델의 미지계수 항인 iβ [β ]= 는 최

소제곱법(least squares method)에 의하여 오차항의 

놈(norm)을 최소화하여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T 1 Tβ (X X) X Y−=   (10) 

따라서, 식 (9)는 식 (10)과 같이 표현되며, Yo

는 실험계획법을 통하여 얻은 목적함수를 의미한

다. 

T T T 1 TY X β ε X (X X) X Yo
− = + =   

 (11) 

 

4. 후면유리 형상최적설계 

4.1  형상 설계변수의 정의 

후면유리의 형상최적설계를 위해서는 후면유리

의 기하학적 형상을 매개변수화해야 한다. 기하학

적 형상은 Fig. 6 과 같이 장축(Long axis), 단축

(Short axis), 대각축(Diagonal axis)에 대하여 각 2개

의 조정점을 고려한 총 6 개의 조정점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식 (2)와 같은 Rational Bezier 곡선 

 

Table 1 Design variables and objective functions 

Design Variables 

wdx5 1 ~ 1.2 

wdx6 0.8 ~ 1 

wl5 1 ~ 1.2 

wl6 1 ~ 1.2 

ws5 1 ~ 1.2 

ws6 0.8 ~ 1 

Objective 

Functions 

Weight(kgf) 

1st Principal Stress(kgf/mm2) 
 

 

Fig. 6 Three axes of funnel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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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중치를 Table 1 과 같이 설계변수로 선정하여 

매개변수화 하였다. 여기서, wdx5와 wdx6은 대각축

의 조정점, wl5와 wl6은 장축의 조정점, ws5와 ws6

은 단축의 조정점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형상

최적설계를 위한 가중치의 범위는 후면유리의 형상

이 가능한 주사선의 각도와 설계 공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미리 설계영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여 가중치의 최대, 최소 범위를 20%로 설정하였다.  

Rational Bezier 곡선에 의한 CRT 후면유리 형상 모

델링은 상용 CAE 소프트웨어인 ANSYS 의 모델링 

옵션을 사용하여 구현하였고, 요소생성, 구속조건 및 

하중조건  등의  일련의  과정을  APDL (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로 자동화하였다.(15) Shell63

요소를 사용하여 유한요소모델을 형성하였으며, 경

계조건으로 모든 방향 변위를 구속하였고, 내부의 

진공상태(10-7Torr)와 외부의 대기압상태(760Torr)를  

 

Table 2 +
i

D , −
i

D  and Ci 

Points 
+
i

D  −
i

D  Ci 

27 0.138513 0 0 

45 0.000382 0.138511 0.997248 

21 0.071112 0.067405 0.48662 

 

 

 
(a) Weight(kgf) and 1st principal stress(kgf/mm2) 

 

 
(b) Ideal and non-ideal distance 

 
Fig. 7 Investigation of multi-objective functions of 

representative points from FEM results 

하중조건으로 고려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Table 1과 같이 목적함수인 후면유리의 무게와 면에 

작용하는 1차 주응력을 계산하였다. 

 

4.2 TOPSIS 에 의한 다중목적함수의 평가 

3.2 절에서 언급한 중심합성계획법을 적용하여 총 

45 회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계산된 

실제 값을 TOPSIS 방법에 의한 이상적인 해와 가중 

의사결정 행렬간의 거리인 +
i

D  와 −
i

D  및 상대적 근

접도 Ci로 표현하여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Fig. 7(a)는 두 목적함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

는 결과로서, 45회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운 21 번, 1 차 주응력이 가장 낮은 45 번 

그리고 두 목적함수가 모두 좋지 않은 27 번 해석

점 위치가 표기되었다. 여기서, 상대적 근접도 Ci는 

원의 크기로 나타냈으며, 원이 크면 Ci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b)는 21, 27 및 45번 해석결과

를 가중 의사결정 행렬간의 거리인 +
i

D  와 −
i

D 의 

관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이 경우에서도 원의 크기

는 Ci 를 의미한다. 두 그림의 결과로부터 무게 관

점에서 최적값은 21, 45 및 27 번째의 해석결과 순

이고, 1차 주응력 관점에서는 45, 21 및 27번의 순

서로 최적의 값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대적 근접도 

Ci 는 45 번 해석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45번의 해석결과

가 이상적 해와의 거리 +
i

D 가 가장 작았으며(이상

해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반이상적 해와의 거

리 −
i

D 는 가장 커서(반이상해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 상대적 근접도 Ci가 가장 크게 산출된다.  

 

 

(a) Effects on weight and 1st principal stress 

 

 
 

(b) Effects on Ci 
 

Fig. 8 Effects of design variables on multi-objective 
functions and Ci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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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후면유리 설계 영역 탐색 

각 설계변수가 다목적함수인 무게와 1 차 주응

력 그리고 상대적 근접도 Ci 에 미치는 영향을 반

응표면모델로 구성하여 나타내면 Fig. 8 과 같다. 

Fig. 8(a)와 같이 목적함수가 무게인 경우에는 특별

히 중요한 가중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모

든 가중치가 무게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1 차 주응력의 

경우 대각축의 가중치 wdx5 와 장축의 가중치 wl5 

및 wl6 이 주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설계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근접도 Ci에 미치는 효과는 Fig. 8(b)와 같이 wdx5, 

wl5 및 wl6 에 의해 크게 나타나며, 모두 Ci 를 최

대화하는 해를 갖고 있다. Fig. 9는 wdx5와 wl5의 

설계 범위에서 Ci 의 표면도를 보여주는 예로서, 

다른 가중치에 대한 Ci 의 가시적 경향도 모두 예

측 가능하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prediction and ANSYS 

Objective 

functions 
Prediction ANSYS Error(%) 

Weight(kgf) 28.784 28.785 0.005 

1st Principal 

Stress(kgf/mm2) 
3.080 3.111 1 

 
 

Table 4 Comparison between initial and optimal 

Objective 

functions 
Initial Optimal 

Improvement 

(%) 

Weight(kgf) 28.811 28.785 3 

1st Principal 

Stress(kgf/mm2) 
4.430 3.111 30 

 
 

 

 
 

Fig. 9 Surface plot of C 

4.4 후면유리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 

Table 3 은 상대적 근접도 Ci 의 반응표면모델로 

구한 각 목적함수의 최적해와 이때 설계변수로 

ANSYS로 확인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Fig. 10

은 ANSYS 해석결과로서 1차 주응력 분포를 나타

낸다. 두 경우 모두 1% 미만의 오차를 보여, 

TOPSIS 가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는 설계 초

기값과 최적해를 비교한 결과로서, 무게를 3% 낮

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1 차 주응력을 30%인 

3.111kgf/mm2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TOPSIS 의 상대적 근접도 Ci 의 반응표면

모델을 통하여 구한 46 번 해석점(최적해)의 대안

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적해를 기준으로 설계변수

인 가중치의 범위를 재조정한 후 설계 범위 안에

서 다구찌 직교배열인 L82
7 으로 9 점의 설계변수

를 추가로 선정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11 은 45 번부터 55 번까지 최적해 46 번의 

대안을 이상적인 해와 가중 의사결정 행렬간의 거

리인 +
i

D  와 −
i

D 를 나타낸 결과이다. +
i

D  와 −
i

D  

 

 
Fig. 10 FEM results of 1st principal stress for optimal 

shape of funnel geometry 

 

 
Fig. 11 TOPSIS results from D+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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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ative-closeness coefficients introduced from 

10 best alternatives via TOPSIS 

Alternatives Ci 

46 0.9915 

52 0.9911 

48 0.9905 

55 0.9905 

50 0.9904 

53 0.9902 

51 0.9896 

47 0.9888 

49 0.9851 

45 0.9576 

 

 

 
 

Fig. 12 Ten best alternatives from TOPSIS 

 

가 모두 작은 54 번을 제외하고, 최적해를 포함한 

총 10 개의 대안값이 0.96 이상의 높은 Ci 값을 보

여 주었다. Table 5는 10개 대안의 상대적 근접도 

Ci를 정리한 결과이다.  

따라서, TOPSIS 에 직교배열을 적용하면 실제 

CRT 후면유리 설계에서 하나의 최적해 만을 선정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와 1 차 주응력의 모순 관

계를 고려하여 얻어진 최적해에 대한 대안 그룹을 

선정할 수 있다. Fig 12는 Table 5의 10개 대안으

로 계산된 무게와 1 차 주응력 값을 정리한 결과

이다. 그림 상에 표시한 상충곡선을 따라서 설계

자는 만약 1 차 주응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목

표라면 1 차 주응력이 3.1050kgf/mm2 로 가장 낮은 

52 회의 대안을 선정하면 되며, 무게의 최소화가 

목표인 경우 45회의 대안(28.7620kgf)을 선정할 수 

있다. 

5. 결 론 

CRT 후면유리의 장축, 단축 및 대각축에 대하여 

베지어 곡선의 두 조정점을 가중치로 무게와 1 차 

주응력을 최소로 하는 형상최적설계 문제에서, 다

속성 의사결정법 중 하나인 TOPSIS 가 적용되었

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로 모순관계를 갖고 있는 무게와 1 차 주

응력의 다중 목적함수의 이상적인 해와 가중 의사

결정 행렬간의 거리 +
i

D  및 −
i

D 의 관계로 얻어지

는 상대적 근접도 Ci와 실험계획법을 통한 반응표

면모델 기법으로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2) Ci에 미치는 영향을 6 개의 설계변수에 대한 

반응표면모델로 구성하면, 무게의 경우 특별히 중

요한 가중치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1 차 주응력

의 경우 대각축의 가중치 wdx5 와 장축의 가중치 

wl5 및 wl6 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임을 

확인하였다.  

(3) Ci의 반응표면모델로 구한 각 목적함수의 최

적해와 ANSYS 결과의 오차가 1% 미만으로 

TOPSIS 가 다중목적 형상최적설계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로서 초기값 결과 대

비 무게는 3% 그리고 1 차 주응력은 30%까지 감

소시킬 수 있었다.  

(4) TOPSIS방법인 상대적 근접도 Ci를 적용하여 

하나의 최적해가 아닌 최적해의 군을 선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계자는 다목적 함수간의 모순

관계를 확인하면서 다양한 설계 요구 스펙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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