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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학적 시스템 최적설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설계변수와 시스템 응답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스템 최적화의 경우 반

응표면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반응표면법의 최적화 과정은 대표적인 후보대안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설정된 설계

공간에서 설계 최적점을 찾는다. 설계공간의 구성에 따라 최적점이 변화되므로 합리적인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는 설계공간의 구

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변수와 시스템응답의 관계를 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구

성된 설계 공간 안에서 다목적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형상을 예측 할 수 있는 ‘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한 공학 구조물 설

계 프레임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선형 수학함수 문제를 적용하였다. 구축된 프

레임워크를 통해 공학문제의 최적화 과정에서 시간의 제약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최적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

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조선해양공학 최적화 문제에 적용을 시도할 것이다.

키워드 : 신경반응표면, 다목적유전자 알고리즘, 최적설계

Abstract

The most important process of engineering system optimal design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sign variables and

system response. In case of the system optimization, Response Surface Method (RSM) is widely used. The optimization process of

RSM generates the design space using the typical alternative candidates and finds the optimal design point in the generated design

space. By changing the optimal point depending on the configuration of the design spac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design

space. Therefor in this study, the design space is generated by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variables and system re-

sponse based on Neuro-Response Surface Method (NRSM). And I try to construct the framework for optimal shape design based

on NRSM that the optimum shape can be predicted using the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NSGA-II) within the

generated design space. In order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constructed framework, we applied the nonlinear mathematical

function problem.

In this study, we can solve the constraints of time in the optimization process for the engineering problem and effective to de-

termine the optimal design was possible. by using the generated framework for optimal shape design based on NRSM. In the future

research, we try to apply the optimization problem for Naval Architectural & Ocean Engineer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Neuro-Response Surface Method (NRSM),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NSGA-II), Optimal

Design

1. 서 론

시스템의 최적설계는 요구되는 성능을 최소 또는 최대화

하도록 시스템 및 그 요소들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일반적

으로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최적의 설계점을 찾을 때, 여러

후보대안의 응답을 구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

라서 대표적인 후보대안의 응답을 바탕으로 임의의 형상에

대한 응답을 추정할 수 있는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설정된

설계공간에서 설계 최적점을 찾는 반응표면법 (Response

Surface Method; RS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반응표

면법 (Fig. 1)은 통계적인 근사기법으로써 설계변수들의 복

합적인 작용 통해 시스템의 응답을 생성할 때, 설계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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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응답의 관계를 근사다항식의 형태로 회귀

(Regression)시켜 최적화하는 근사최적설계 기법이다 [1].

그림 1. 반응표면법

Fig. 1. Response Surface Method (RSM)

반응표면법은 근사다항식을 이용하므로 설계공간의 구성

이 간단하고,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며, 안정적으로

설계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선형성

이 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공간의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학적 시스템 최적화 문제

는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Optimization problem

(Naval Architectural & Ocean Engineering)

Propeller Optimization

Hull Form Optimization

Super-structural Optimization

표 1. 최적 공학설계 문제의 예

Table 1. Example for optimization engineering design

problem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축적된 유사형상의 모형시

험 자료 및 소수의 CFD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성능을 기반

으로 한 최적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신경반응표면 기반

공학 구조물 설계 프레임워크’ (Engineering structure de-

sign framework based on Neuro-Response Surface

Method (NRSM)) 구축을 시도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워크

는 학습기능이 우수한 역전파 신경망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BPN) [3]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NSGA-II) [4]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형상설계 작업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성능계산을 유사선형의 실험 자료

및 소수의 CFD계산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된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Pre-trained BPN)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을

구성하고, 다목적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에서

최적점을 탐색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한다. 공학적 구조물의

초기설계 단계에서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비선형 수학함수에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적

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비선형성이 강한 조선해

양공학 문제들 [5, 6, 7]에 적용하여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확인할 것이다.

2. 신경반응표면 (NRSM) 기반 공학 구조물

설계 프레임워크

전통적인 설계과정은 설계자의 직감 (Intuition), 경험

(Experience)과 기술 (Skill)에 의존한다 (Fig. 2). 따라서

복잡한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인적요소 (Human factor)

의 존재는 종종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 설계과정에서 인

적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고려한 최적설계 (Fig.

3)가 요구된다 [8].

그림 2. 전통적 설계 과정

Fig. 2. Traditional

design Process

그림 3. 최적설계 과정

Fig. 3. Optimization

design Process

최적설계과정의 핵심은 구조물의 형상의 변화에 따른 거

동해석 (Performance analysis)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공

학 구조물의 거동해석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한

된 시간에 성능을 고려한 형상 최적화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시간에 성능을 고려

한 최적 형상 설계를 위해 학습기능이 우수한 역전파 신경

망 알고리즘 (BPN)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NSGA-II)

을 하나의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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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역전파 신경망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

역전파 신경망은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켜 원하는 출력

을 얻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입력 층 (Input

layer)과 출력 층 (Output layer), 은닉 층 (Hidden layer)

으로 구분된다.

역전파 신경망 모델의 학습과정은 2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단계인 전향 단계는 신경 회로망에 입력 패턴을

제시하고, 각 노드에 대해서 입력 함수와 활성화 함수를 이

용하여 출력을 산출하는 단계이며, 후향 단계에서는 초기에

임의로 정한 연결 강도에 의하여 정해진 출력 값과 목표 값

을 비교해서 차이 값을 계산하여 오차를 구하고 이를 역방

향으로 순서대로 층과 층 사이의 연결강도를 조절하는 단계

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달함수로는 식 (1)에서와 같

이 Sigmoid 함수가 주로 사용되며, 이는 비선형 연속함수로

써 인공신경망 모델의 활성화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p





  ′  
  ′  

(1)

2.2 다목적유전자 알고리즘 (NSGA-Ⅱ)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 NSGA-Ⅱ)은 목적함수간의 순위

(Rank)를 정하여 전체적인 목적함수의 효율성을 따지는 파

레토 지배 (Pareto-dominance) 이론을 적용한 기법으로써

비선점 정렬방법을 채택하고, 자동적인 공유 매개변수와 엘

리트 보존 선택법에 의한 파레토 최적화를 선택한 알고리즘

이다.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은 목적함수의 형태나 연속성 등

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국부 최적해로 수렴할 가능성을 상당

히 줄인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의 평가방법은 개체에 의하여 생

산되는 해들을 파레토 최적화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

적으로 평가한다.

역전파 신경망과 다목적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경반응표면 기반 공학 구조물 설계 프

레임워크’ (Engineering structure design framework

based on Neuro-Response Surface Method (NRSM)) 는

형상을 정의하는 부분과 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하여 설계공

간을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성능을 고려한 최적화 단계로

구성된다 (FIg. 4).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성능해석 과정 (Performance

analysis process)을 유사 형상 (Similar shape)의 성능시험

결과 및 소수의 CFD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된 신경망

(Pre-trained BPN)을 이용하여 설계공간을 구성하였고, 다

목적 최적화 (Multi-objective optimization)를 위하여 다목

적 유전자 알고리즘 (NSGA-II)을 이용하여 설계공간 안에

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여 후보 형상 (Candidate shapes)

을 생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신경반응표면 기반 공학 구조물 설계 프레임워크

Fig. 4. Engineering structure design framework based

on Neuro-Response Surface Method (NRSM)

3.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비선형 수학함

수 문제 (식 2)를 사용하였다.

Minimize

   
  



exp
 

 

   
  




 sin

 

  ≤  ≤         

(2)

Table 2는 신경반응표면을 이용한 설계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설계변수 (   )와 그에 따른 목적함수

의 값 (  )을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3은 구성된 설계

공간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사용된 Test data set을 보여준

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데이터 (Training data set)를 –1 과 1사이로 정규화

된 값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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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ation

    

1 -1.00 -1.00 -0.40 -0.70 0.33

2 -1.00 -1.00 0.40 -0.70 1.00

3 -1.00 -1.00 1.00 -1.00 0.59

4 -1.00 -0.40 -0.40 0.30 -0.33

5 -1.00 -0.40 0.40 0.30 0.33

6 -1.00 -0.40 1.00 -0.40 -0.08

7 -1.00 0.40 -1.00 -0.40 1.00

8 -1.00 0.40 0.40 0.30 1.00

9 -1.00 0.40 1.00 -0.40 0.58

10 -1.00 1.00 -1.00 -1.00 0.59

11 -1.00 1.00 -0.40 -0.70 -0.08

12 -1.00 1.00 1.00 -1.00 0.17

13 -0.40 -1.00 -1.00 -0.70 0.33

14 -0.40 -1.00 -0.40 -0.40 -0.33

15 -0.40 -1.00 0.40 -0.40 0.33

16 -0.40 -0.40 -1.00 0.30 -0.33

17 -0.40 -0.40 -0.40 1.00 -1.00

18 -0.40 -0.40 0.40 1.00 -0.33

19 -0.40 -0.40 1.00 0.30 -0.75

20 -0.40 0.40 -0.40 1.00 -0.33

21 -0.40 0.40 0.40 1.00 0.33

22 -0.40 0.40 1.00 0.30 -0.08

23 -0.40 1.00 -1.00 -0.70 -0.08

24 -0.40 1.00 0.40 -0.40 -0.08

25 -0.40 1.00 1.00 -0.70 -0.50

26 0.40 -1.00 -1.00 -0.70 1.00

27 0.40 -1.00 -0.40 -0.40 0.33

28 0.40 -1.00 1.00 -0.70 0.58

29 0.40 -0.40 -1.00 0.30 0.33

30 0.40 -0.40 -0.40 1.00 -0.33

31 0.40 -0.40 0.40 1.00 0.33

32 0.40 0.40 -1.00 0.30 1.00

33 0.40 0.40 -0.40 1.00 0.33

34 0.40 0.40 0.40 1.00 1.00

35 0.40 0.40 1.00 0.30 0.58

36 0.40 1.00 -0.40 -0.40 -0.08

37 0.40 1.00 0.40 -0.40 0.58

38 0.40 1.00 1.00 -0.70 0.17

39 1.00 -1.00 -1.00 -1.00 0.59

40 1.00 -1.00 0.40 -0.70 0.58

41 1.00 -1.00 1.00 -1.00 0.17

42 1.00 -0.40 -1.00 -0.40 -0.08

43 1.00 -0.40 -0.40 0.30 -0.75

44 1.00 -0.40 1.00 -0.40 -0.50

45 1.00 0.40 -1.00 -0.40 0.58

46 1.00 0.40 -0.40 0.30 -0.08

47 1.00 0.40 0.40 0.30 0.58

48 1.00 1.00 -1.00 -1.00 0.17

49 1.00 1.00 -0.40 -0.70 -0.50

50 1.00 1.00 0.40 -0.70 0.17

표 2. 학습 데이터

Table 2. Training data set

Normalization

  

1 -1.00 -1.00 -0.40

2 -1.00 -1.00 0.40

3 -1.00 -1.00 1.00

4 -1.00 -0.40 -0.40

5 -1.00 -0.40 0.40

6 -1.00 -0.40 1.00

7 -1.00 0.40 -1.00

8 -1.00 0.40 0.40

9 -1.00 0.40 1.00

10 -1.00 1.00 -1.00

11 -1.00 1.00 -0.40

12 -1.00 1.00 1.00

13 -0.40 -1.00 -1.00

14 -0.40 -1.00 -0.40

표 3. 테스트 데이터

Table 3. Test data set

신경반응표면 (NRSM)을 구성하기 위해 신경망의 구조

는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은닉층 각각 1개의 층으로 사용

하여 하였다. 각 층의 신경세포 수는 각각 3개, 2개, 4개이

다 (Fig. 5).

그림 5. 신경망의 구조

Fig. 5. Structural of BPN

Fig. 6은 신경망을 통한 학습과정에서의 오차를 보여준

다. 여기서 오차 (Error)는 식 (3)과 같이 정의된 값으로 표

현된다. 오차는 출력 값(y)과 학습 값(d) 사이의 오차 값을

사용하고, 식 (3)에서 L은 출력뉴런의 개수를 의미한다.

   (3)

  


 






그림 6. 오차

Fig. 6.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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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d Prediction
Measure of

Error

     

1 -1.00 1.00 -0.91 1.00 0.00 0.00

2 -0.40 0.33 0.78 0.93 0.70 0.18

3 0.30 0.33 0.78 0.93 0.12 0.18

4 -0.70 0.58 -0.79 -0.75 0.00 0.89

5 -0.70 -0.08 -1.00 0.93 0.04 0.51

6 0.30 0.33 0.78 0.93 0.12 0.18

7 -0.40 -0.75 -0.79 -0.75 0.08 0.00

8 -0.40 1.00 -0.91 1.00 0.13 0.00

9 0.30 -0.08 -0.87 -0.80 0.69 0.26

10 -0.70 0.58 -0.79 -0.75 0.00 0.89

11 -0.70 -0.08 -0.91 1.00 0.02 0.58

12 0.30 -0.08 0.77 0.93 0.11 0.51

13 -0.40 0.17 -0.47 -0.13 0.00 0.04

14 -1.00 -0.24 -0.83 -0.81 0.01 0.16

표 4. 초기값과 최적값의 결과 비교

Table 4. Analysis for results between original and

optimum value

Table 4는 Test data set (Table 3)의 값을 이용하여 실

제 계산에 의한 함수 값과 신경반응표면 (NRSM)을 통해

추론된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14개

의 테스트 데이터 (Test data set)의 결과 중 최대오차를

보이는 2, 4, 9, 10번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0.5미만의 오차

를 보이므로 적절하게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경반응표면 (NRSM)으로 구성된 설계 공간에서 다목

적 유전자 알고리즘 (NSGA-II)을 이용하여 전역적인 탐색

을 시도하였다. 최적화에 이용된 변수 (Parameters)와 최종

Pareto-optimum set은 Table 5, Fig. 7와 같다.

Parameter Value

Population size 50

Maximum generation 100

Crossover 20%

Mutation 1%

표 5. NSGA-II의 변수

Table 5. Parameters for NSGA-II

그림 7. 파레토 최적해

Fig. 7. Pareto-optimum set

신경반응표면 (NRSM)으로 구성된 설계공간에서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 (NSGA-II)의 최적화 결과의 정확성 분석

을 위해 Pareto-optimum set에서 두 목적함수에 동일한 가

중치에 의하여 f(1)=4.963, f(2)=0.616의 값을 가지는 점을

최적해로 선택하였다 (Fig. 7). 선택된 최적해의 설계변수값

을 이용하여 계산된 실제 함수값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어

진 값을 Table 6과 같이 비교하였다.

Variables

  

Value 3.446 -2.972 5.000

표 6. 결과 분석

Table 6. Result analysis

Prediction Desired
Measure

of Error

     

Value 4.963 0.616 7.148 0.611 2.39 0.00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설계변수 (   )는 각 3.45, -2.97 그리고 5.00이고,

설계변수에 따른 목적함수 값은 4.963과 0.616이다. 실제 계

산에 의한 값(Desired)과 구축된 프레임워크에 의한 값

(Prediction)은 약 2.39와 0.00의 오차를 보인다 (Table 6).

본 연구에서는 공학문제에 주로 사용되는 반응표면법의

단점인 3개 이상의 인자에 대하여 3수준 완전배치법보다 적

은 실험횟수로 실시해야 하는 문제와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

에 대해서는 설계공간의 구성이 어려움을 구축된 프레임워

크를 이용하여 해결하고, 비선형 수학함수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여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복잡한 공학

문제에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위해 설계 공간의 구성

에 사용되는 학습 자료와 적절한 신경망 구조를 찾는다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신경반응표면법 (Neural Response

Surface Method, NRSM)을 이용한 공학 구조물 설계 프레

임워크 구축을 시도하였다. 설계변수와 시스템 응답의 관계

는 신경반응표면으로 모델링할 수 있고, 최적화알고리즘에

서 이를 활용하여 최적형상을 도출할 수 있다. 구축된 프레

임워크의 검증과 응용성 확인을 위해 비선형 수학 함수들의

최소화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구축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시간의 제약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최적화 설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공학적 구조물 (선박과 해상 풍력

발전기)의 최적화 문제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 및 검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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