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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ntional approximate optimization method, which uses the statistical design of 
experiments(DOE) and response surface method(RSM), can derive an approximated optimum results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by a trial and error. The quality of results depends seriously on the 
factors and levels assigned by a desig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technique, 
which is called a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SDOE), to reduce a trial and error procedure and to 
find an appropriate condition for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systematically. An appropriate 
condition is determined from the iterative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of means. With this new 
technique and ANN, it is possible to find an optimum design accurately and efficiently. The suggested 
algorithm has been applied to various mathematical examples and a structural problem.

1. 서 론

최적설계는 설계사양을 수학적 모델로 구성하

고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 설계치를 구하는 자동

화 기법이다. 즉,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능 인자들과 요구사항을 목적함수와 구속

조건으로 정식화하여, 구속조건을 만족하면서 목

적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설계인자를 도

출하는 기술이다.(1~3) 

1980년대부터 컴퓨터 성능의 급속한 발전과 해

석기법의 지속적인 발달로 자동차, 항공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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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조물 설계 분야에 이러한 기법의 적용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설계자의 통찰력

과 경험적 기술에 의존한 전통적인 설계방식에서

는 체계적인 설계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4,5)

따라서 미분기반 최적화방법(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과 같은 국소최적화 기법 및  

통계적 접근(stochastic approach)과 같은 전역최적

화 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러나 이러한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여 설계를 완료

하기 위해서는 반복과정에 의한 많은 해석이 필

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전체비용이 1회의 

해석 또는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

을 고려한다면 긴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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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0년대 

에 도입된 방법이 근사최적화 기법(approximate 
optimization method)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석비용 저감을 위하여 근

사모델(approximate model)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

의 해석만을 수행하고, 실제 최적화 과정에는 구

성된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근사적으로 최적점을 

찾아가는 기법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실험계

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과 반응표면법

(response surface method, RSM)을 이용하는 것이

며, 상기의 기법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6,7) 즉, 선정된 설계변수에 대하여 직교

배열표(orthogonal array table)와 같이 통계학에 기

초한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후, 
반응표면법에 의해 입력과 출력의 상관관계인 회

귀모형함수(regression model function)를 추정하고 

이를 최적화 알고리즘에 입력하여 최적설계를 이

루는 방법이다. 하지만 상기의 방법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정되는 인자(factor)들의 수준(level)에 따

라 인자 자체가 가지는 제한조건(side constraint)
에 걸리는 문제점이 있으며,(8)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도에 의존하여 시행착오적인 반복과정을 거

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수준의 직교배열표를 이

용한 실험결과에 대하여 평균분석을 통해 최적수

준을 선정하고, 도출된 최적수준을 기준으로 축소

된 설계영역에 대한 새로운 수준 값을 선정하여 

행렬실험과 평균분석의 과정을 반복 적용하는 개

념인 순차적 실험계획법(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SDOE)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방

법은 비선형성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전사

(mapping) 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혼합함으로써, 
인자의 하한 또는 상한에 걸리지 않는 근사최적해

를 체계적인(systematic) 반복과정에 의해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수학적인 예제와 구조물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실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은 일부실시법으로

써, 기술적으로 없으리라 생각되는 2인자 교호작

용 및 고차의 교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희생시켜 

실험횟수를 적게 할 수 있는 실험계획을 간단히 

Table 1 An example of orthogonal array

Expt. 

No

Column number
Results

A B C

1 1 1 1 
2 1 2 2 
3 1 3 3 
4 2 1 2 
5 2 2 3 
6 2 3 1 
7 3 1 3 
8 3 2 1 
9 3 3 2 

Table 2 Mean values of factors at each level

Factor
Levels

1 2 3

A 

   
   

  

B 

   
   

  

C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표이다.(9) 일부실

시법 중에서 몇 가지 인자를 동시에 검토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행렬실험이 사용되는데,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행렬실험은 요인 간에 직교

성(orthogonality)을 갖도록 실험계획을 구성하여 

같은 실험횟수에서 검출력이 좋은 검증을 할 수 

있고, 정도가 좋은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9)

이러한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평균분석(analysis of means, ANOM) 등
이 많이 활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에 대

한 최적수준 선정을 위하여 평균분석을 적용하였

다. 평균분석은 Table 1과 같이 3인자(A, B, C) 3

수준에 대한 최소 실험계획인 
을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각 인자의 수준에 대한 영향 

파악을 위하여 식 (1)의 예처럼 A인자의 1수준에 

대한 평균값( )을 얻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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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과정을 모든 인자의 실험결과에 적용한 

결과로 얻어진 각 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Table 2
와 같으며, 현재의 실험계획에 대한 최적수준은 

각 인자의 수준별 평균값을 계산하여 최소가 되

는 인자들의 조합으로 구해진다.

3. 순차적 실험계획법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SDOE)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공학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실험계획법(DOE)의 적용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 설계자에 의하여 선정된 인자들의 수준에 의

해 최적화 결과가 크게 좌우 된다.
•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도에 의존한 시행착

오(trial and error)적인 반복과정에 의해 최종 

해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실험계획법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행착오적인 반복과정

을 체계적인 규칙에 의한 최소실험 수행을 위하

여 순차적 실험계획법이라고 정의한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하며, 이의 전체적인 과정은 Fig. 1과 같

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정의 :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인자와 

목적함수를 설정한다. 이때 각 인자의 초기 설계

영역은 인자가 고려할 수 있는 최대 가능한 영역

으로 설정한다.
(2)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 : 정의된 문

제에 적합한 직교배열표는 인자 수 및 각 인자의 

수준 수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각 인자의 

수준수는 비선형성을 갖는 문제를 포함하여 최대

값이나 최소값을 탐색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3수
준을 사용하였다.(10) 이때, 초기 설계영역의 최소

값 및 최대값은 1 및 3수준에 배치하고, 2수준은 

중앙값으로 선정한다.
(3) 실험실시 : (2)를 통해 구성된 직교배열표의 

각 행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로 얻어진 

반응치를 구한다. 이 과정에서 실험횟수 만큼의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된다.
(4) 최적수준 선정 :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장에서 소개한 평균분석(ANOM)을 활용

하게 되며, 각 인자의 수준별 평균값이 최소가

Fig. 1 The flow of sequential design of experiments 
algorithm

되는 수준들의 조합이 다음 실험계획의 2수준 값

이 된다. 이때 1 및 3수준은 전 단계 설계영역의 

범위를 50% 축소하여 계산된 값을 사용한다. 따
라서 행렬실험과 평균분석을 반복 적용하게 되면 

빠르게 좁혀진 설계영역을 얻을 수 있게 된다.
(5) 종료조건 : 순차적 실험계획법의 종료조건

은 인공신경망(ANN)을 이용한 해 탐색이 가능하

도록 좁혀진 설계영역이 얻어진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5장의 예제 문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수학적인 예제와 구조물 문제를 

통하여 3~4회 반복과정을 거치면 해 탐색에 적합

한 설계영역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인공신경망 이론과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신경망 적용

4.1 인공신경망 이론

인공신경망은 인간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

물학적인 뇌의 신경세포(neuron)를 모델화하여 인

공적인 지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망에

서 중요한 구성요소는 처리기(processing element)
와 이들 상호간의 연결(interconnection)이다. 신경

세포의 인공적인 모델을 처리기 또는 유닛(unit)
이라 하는데 이는 한 처리기에 연결된 다른 처리

기들로부터의 입력에 연결선의 가중치를 고려하

여 더한 후 그 결과를 적당한 활성화 함수로 처

리하여 연결된 다른 처리기로 출력한다.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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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처리기와 연결된 

다른 처리기들의 출력 를 해당하는 두 처리기 

사이의 연결강도 로 곱한 값들의 합 즉, net를 

식 (2)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net = 
 



  (2)

이 합을 식 (3)과 같은 활성함수에 적용시켜서 

얻은 결과를 그 처리기의 출력으로 하여 이와 연

결되어 있는 다른 처리기로 보낸다. 

   (3)

여기서, 활성화 함수 는 신경세포의 반

응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제안된 

다양한 신경망 모델은 계층 수, 출력 형태, 데이

터 유형, 학습 방법 그리고 활성화 함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모델 중 다층 및 순환 신경망인 역전파

(back propagation)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역전

파 학습 알고리즘은 두 단계의 순서에 의해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

력을 네트워크에 제시하면 이것이 네트워크의 전 

방향으로 전파되어 출력을 내고, 이 출력과 목표 

출력과의 차이에 미분계수를 곱하여 출력 뉴런에 

대한 오차를 계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차

신호가 네트워크의 역방향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각 뉴런의 오차 신호가 계산되고, 이것을 바탕으

로 연결강도를 수정한다.(11) 이러한 네트워크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Fig. 2 Three-layer neural network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유닛은 연속적인 

층들 사이에 단지 순방향 연결로만 이루어진 입

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형성한다. 역전파 인공신

경망의 학습, 즉 지도학습을 위한 기본 개념은 

식 (4)의 정의에서 시작된다. 

  
 



  
 




 



  
 (4)

여기서, 는 p번째 학습패턴에 대한 오차의 

제곱항을 의미하며 은 출력 유닛의 수, 은 패

턴 수, 는 p번째 학습패턴에 대한 번째 유닛

의 목표값, 는 p번째 학습패턴에 대한 출력 

값을 나타낸다. 학습과정 동안 연결강도는 최급

경사도강하법(steepest gradient descent method)에 

의해 수정되고 출력 값이 목표 값에 근사하게 되

었을 때 학습이 종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고, 입・출력을 0.1~0.9
로 스케일링하였으며, 은닉층의 개수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역전파 학습 알고

리즘의 향상을 위해 모멘텀과 적응 학습률을 이

용하였다.

4.2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신경망 적용

직교배열표를 이용한 실험계획법은 넓은 영역

에서 진행되는 영역 접근적 특성으로 인해 설계 

초기 단계 혹은 인자의 초기 가정치가 최적 값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밀한 최적 해를 구하기에는 부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8) 또한, 인공신경망은 

우수한 함수 근사 능력에 의해 설계변수에 따른 

특성치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전문

가적인 경험과 설계지식을 통하여 설계변수의 적

절한 값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하며, 학습

을 위한 모델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값의 

범위도 좁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계획법과 인공신경망이 가

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순차적 실험계획법(SDOE)과 인공신경망(ANN)을 

조합함으로써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해 탐색을 달

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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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ptimization results of example 1 by DOE

D.V.
Levels

Optimum OBJ
1 2 3

 1 3 5 3.218
23.69

 1 3 5 3.568

Table 4 Results of example 1 by SDOE

Step D.V.
Levels

Optimum
1 2 3

1
 1 3 5 3

 1 3 5 3

2
 2 3 4 2

 2 3 4 2

3
 1.5 2 2.5 2

 1.5 2 2.5 2

4
 1 . 7 5 2 2.25 1.75

 1.75 2 2.25 2

5. 예제적용 및 고찰

제시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하여 제한조건이 

없는 수학함수와 구조물 문제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5.1 수학예제

5.1.1 설계변수가 2개인 경우

식 (5)과 같이 Fenton과 Eason이 제안한 함수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12) 이때, 수학적인 

엄밀 해는 =1.743, =2.030이며, 목적함수는 

17.44이다.

  
 




 









  

(5)

subject to
 ≤  ≤  ,  ≤  ≤ 

우선,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토에 앞서 기존의 

실험계획법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설

계영역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최적화 결과를 살펴보

면 설계변수와 목적함수 모두 수학적인 엄밀해와 

큰 차이를 가지고 수렴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Comparison of function evaluation between 
methods (example 1)

Method Function evaluation

DOE+RSM 9

SDOE+ANN 36

Fig. 3 Comparison target value with network output 
value (example 1)

Fig. 4 Output of ANN using test data (example 1)

한편, Table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순차적 실

험계획법(SDOE)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최종적으로 얻어진 설계영역에 대하여 Fig. 3과 

같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였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목

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설계변수 탐색을 위하여 

 , 의 설계영역(1.75~2.25)을 0.05간격으로 분

할하여 총 121개의 실험데이터를 구성하였고, 인
공신경망에 적용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적용 결과 =1.75, =2.0이 얻어졌으며, 이때의 

목적함수는 17.443이다. 이는 수학적인 엄밀 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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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ptimization results of example 2 by DOE

D.V.
Levels

Optimum OBJ
1 2 3

 0.1 50.05 100 100

17.76 0 12.8 25.6 25.6

 0 2.5 5.0 3.459

Table 7 Results of example 2 by SDOE

Step D.V.
Levels

Optimum
1 2 3

1

 0.1 50.05 1 0 0 100

 0 12.8 2 5 . 6 25.6

 0 2 . 5 5 2.5

2

 50 7 5 100 75

 12.8 19.2 2 5 . 6 25.6

 1 . 2 5 2.5 3.75 1.25

3

 6 2 . 5 75 87.5 62.5

 19.2 22.4 2 5 . 6 25.6

 0.625 1 . 2 5 1.875 1.25

4

 5 6 . 2 5 62.5 68.75 56.25

 2 2 . 4 24 25.6 22.4

 0.948 1.25 1 . 5 6 3 1.563

매우 유사한 값이며, Table 5는 근사모델 구성에 

필요한 두 방법의 함수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상
기의 결과를 요약하면 SDOE와 ANN을 혼합한 

방법이 해의 정확성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함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1.2 설계변수가 3개인 경우

식 (6)과 같이 목적함수가 비선형이고 교호작용

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13) 이때, 수학적인 엄밀 해는 =50.0, 
=25.0, =1.5이며, 목적함수는 0이다.

 
 






  exp 

  

 (6)

    ln     ⋯
subject to

 ≤  ≤ 

 ≤  ≤  ,  ≤  ≤ 

Table 8 Comparison of function evaluation between 
methods (example 2)

Method Function evaluation

DOE+RSM 27

SDOE+ANN 108

Fig. 5 Comparison target value with network output 
value (example 2)

Fig. 6 Output of ANN using test data (example 2)

5.1.1절의 예제에서와 같이 주어진 설계영역에 

대한 실험계획법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과 는 인자

의 상한 값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며, (1) 설계자에 

의하여 선정된 인자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

우 (2)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도가 낮아 실제 값

을 정확히 모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본 예제의 

경우에는 인자에 대한 수준의 범위가 넓게 선정

되어 구성된 근사모델의 적합도가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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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able 7은 순차적 실험계획법에 의한 결

과이며, step 1의  , 와 같이 도출된 최적수준

이 초기 설계영역의 최대값과 같으면, step 2의 

실험수행을 위한 3수준의 값으로 사용하게 된다. 
Fig. 5는 최종영역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학습결

과이며,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설계변수 탐색

을 위하여 은 56.5~68.5를 13등분, 는 

22.5~25.5를 7등분, 는 0.95~1.55를 13등분으로 

각각 분할하여 총 1,183개의 실험데이터를 구성

하였다. Fig. 6은 인공신경망에 구성된 실험데이

터를 적용한 결과이며, 최종 해는 =56.5, 
=25, =1.55가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3개의 

설계변수 모두 변수 자체가 가지는 제한조건(side 
constraint)에 걸리지 않는 근사최적해이며, 이때의 

목적함수는 0.003이다. 마지막으로 Table 8은 근

사모델 구성에 필요한 두 방법의 함수비용을 비

교한 것이며, 앞의 예제와 같이 함수비용이 상대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2 구조물 문제

제안된 알고리즘의 공학문제에 대한 적용성 검

토를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선행연구(14)에 

순차적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5.2.1 문제의 정의

Fig. 7은 차량사고 시 내장용 플라스틱 부품과

의 2차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머리충격을 모사하

기 위한 자유운동머리모형(Free Motion Headform, 
FMH)의 충격해석 모델이며, 머리 상해치(Head 
Injury Criteria, HIC) 값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

라 트림에 대한 리브 구조 최적설계를 수행한 것

이다.(14) 이를 위한 최적화 문제정의는 식 (7)과 

같다.

find  ,  , 
to minimize 
subject to  (7)

 ≤  ≤ 

 ≤  ≤  ,  ≤  ≤ 

여기서,  ,  , 는 각각 횡방향 리브간격, 

횡방향 리브두께, 종방향 리브두께이며, HIC(d)는 

인체모형 조건을 고려한 상당 머리 상해치 값이다.

Table 9 Optimization results by DOE (FMH)

D.V.
Levels

Optimum OBJ
1 2 3

 10 30 50 40.22

442.9 0.8 1.0 1.2 1.2

 0.8 1.0 1.2 1.2

Table 10 Results of FMH problem by SDOE

Step D.V.
Levels

Optimum
1 2 3

1

 10 3 0 50 30

 0.8 1.0 1 . 2 1.2

 0.8 1.0 1 . 2 1.2

2

 2 0 30 40 20

 0.8 1.0 1 . 2 1.2

 0.8 1.0 1 . 2 1.2

3

 15 2 0 25 20

 0 . 8 1.0 1.2 0.8

 0 . 8 1.0 1.2 0.8

Fig. 7 Finite element model for FMH analysis

5.2.2 최적화 결과

식 (7)의 초기 설계영역에 대한 실험계획법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화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횡방향 리브두께() 및 종방향 리브두께

()는 인자의 상한 값에 수렴하는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앞의 예제에서와 같이 

인자에 대한 수준의 범위가 넓게 선정되어 구성

된 근사모델의 적합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

며, 따라서 본 저자들의 선행연구(14)에서는 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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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parison of function evaluation between 

methods (FMH problem)

Method Function evaluation

DOE+RSM 27

SDOE+ANN 81

previous work
(14) 93

Fig. 8 Comparison target value with network output 
value (FMH problem)

Fig. 9 Output of ANN using test data (FMH 
problem)

최적해를 얻기 위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실험계획

법을 반복 적용하여 19.03mm(횡방향 리브 간격), 
0.85mm(횡방향 리브 두께), 0.88mm(종방향 리브 

두께)를 각각 도출하였다.
한편, Table 10은 순차적 실험계획법(SDOE)을 

적용한 결과이며,   및 에 대한 설계영역은 

인공신경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값이므로 횡방향 리브 간격()에 대해서만 순차

적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다. Fig. 8은 도출된 최

종영역에 대한 인공신경망(ANN)의 학습결과이며,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설계변수 탐색을 위하여 

은 15~25를 21등분, 는 0.8~1.2를 5등분, 
는 0.8~1.2를 5등분으로 분할하여 총 525개의 실

험데이터를 구성하였다. Fig. 9는 구성된 실험데

이터를 적용한 결과이며, 최적화 된 설계변수 값

은 =25.0, =1.0, =1.0이 얻어졌다. 이는 설

계변수 자체의 제한조건(side constraint)에 걸리지 

않는 근사최적해이며, 이때의 목적함수 값은 

430.16이었다. 마지막으로 Table 11은 두 가지 방

법 및 시행착오에 의한 실험계획법을 반복 적용

한 선행연구의 근사모델 구성에 필요한 함수비용

을 나타낸 것으로써, 시간비용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해석횟수는 체계적인 반복과정을 적용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인공신경

망을 혼합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한조건이 없는 

수학예제와 구조물 문제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기 설계영역에 대한 실험계획법과 반응표

면법에 의한 최적화 수행 결과는 인자의 상한 값

에 수렴하거나(수학예제2, 구조물문제) 엄밀 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수학예제1).
(2) 순차적 실험계획법과 인공신경망을 혼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인자 자체가 가지는 

제한조건(side constraint)에 걸리지 않는 근사최적

해가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3) 구조물 문제의 경우 시간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석횟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시행착오에 의한 실험계획법을 반복 적용한 선행

연구(14)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평균분석에 기초한 체계적인 반복과정의 유용성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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