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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cking sequence optimization needs discrete programming techniques because ply angles are limited to 
a fixed set of angles such as 0°, ±45°, 90°. Two typical methods are genetic algorithm and branch and bound 
metho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methods in the light of their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handling the constraints and finding the global optimum. For numerical examples, maximization of buckling 
load is used as objective and optimization results from each method are compared. 

1. 서 론 

섬유강화 복합재료 적층 평판은 기존의 등방
성 재료에 비해 강도/무게, 강성/무게비가 뛰어
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인자를 조정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성이 우수하여 경량화가 요구
되는 항공기의 여러 부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재료 적층 평판의 최적설계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층의 두
께와 섬유 배열각(ply angle)을 설계 변수로 하여 
강성, 강도, 좌굴하중, 무게 등의 다양한 목적함
수와 구속조건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적층 평판
의 최적화에서 섬유 배열각을 설계변수로 할 경
우, 이산 변수(discrete variable) 최적화 기법이 필
요하게 된다. 이는 실제의 경우, 섬유 배열각은 
0°, ±45°, 90°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제
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

유 배열각의 조합에 의한 적층 순서(stacking 
sequence)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층의 수와 
섬유 배열각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적층 순서 최적화에 널리 쓰이는 최적화 기법

으로는 유전 알고리듬(1~2)과 분기법(branch and 
bound method)(3~4)을 들 수 있다. 유전 알고리듬
(genetic algorithm)은 섬유 배열각을 0, 1, 2 등의 
유전자(gene)로 치환하여 임의의 적층 순서를 
이들 유전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염색체

(chromosome)로 나타낸 뒤, 선택(selection), 교배
(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의 연산을 반복하
여 최적해를 찾는 방법이다. 분기법(branch and 
bound method)은 기존의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에 널리 쓰이는 전역해 탐색 방법
이다. 이를 적층 평판의 최적화에 이용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super 
ply를 도입한 알고리듬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해 탐색에 있어서의 수렴

성과 계산 효율성, 구속 조건(constraints)의 처리 
방법이라는 견지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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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기법을 비교 및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한 예제로서, 복합재료 적층 평판의 좌굴 
하중을 최대로 하는 적층 순서 최적화 문제를  
고려하였다. 즉, 각각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최
적화를 수행하고, 목적함수의 계산 횟수, 전역해
로의 수렴성 등 수치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최적화 문제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문제로, Fig. 1 에서와 
같이 단순 지지된 적층 평판의 좌굴 하중을 최
대로 하는 적층 순서를 구하게 된다. x, y 방향으
로의 길이가 a, b 인 대칭형 적층 평판에 각각 

xNλ , yNλ 의 하중이 작용할 때, 좌굴 하중은 

식 (1)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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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n 에 의해 결정되는 bλ 의 최소값이 

임계 좌굴 하중이며, bλλ= 가 될 때 좌굴이 발

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적층 평판의 각 층은 동
일한 두께 t 를 가지고, 섬유 배열각은 0°, ±45°, 
90°로 구성된다. 
적층 순서와 관련한 구속 조건으로는 다음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섬유 배열각을 갖
는 층이 연속될 경우, matrix cracking 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문제에
서는 연속적으로 같은 섬유 배열각을 갖는 층의 
수를 최대 4 장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인장-
굽힘 커플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balanced 
laminate를 구성하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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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minated plate geometry and loading. 

3. 최적화 기법 

3.1 유전 알고리듬(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듬은 이산 변수를 다루기가 용이

하고, 목적 함수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해석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층 순서 최적화에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유전 알고리듬은 선택, 
교배, 돌연변이의 세 연산을 반복 수행하여 최
적해를 탐색하게 되는데, Fig. 2에 적층 순서 최
적화에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듬이 나타나 있다. 
먼저 알고리듬의 시작을 위해, 임의의 적층 

순서를 갖는 초기 세대(population)가 만들어 진
다. 각 개체의 좌굴 하중을 식 (1)에 의해 계산
하여 가장 우수한 개체는 그대로 다음 세대로 
복사되고(elitist strategy),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
는 선택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택은 목적
함수값의 비율에 따라 선택 확률이 결정되는
roulette wheel selection 방법을 따른다. 선택된 개
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교배와 돌연변이 연산이 
수행된다. 한 세대에 걸쳐 이러한 세 가지 연산
이 수행되면 새로운 세대가 생성되며, 미리 정
한 세대 수에 도달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
하게 된다. 
한편, 섬유 배열각은 유전자 0, 1, 2로 표시되

는데, 0은 0°, 2는 90°, 홀수번(1,3,5…) 째의 1은 
45°, 짝수번(2,4,6…) 째의 1 은 -45°를 나타낸다. 
따라서 임의의 적층 순서는 이들 유전자의 조합
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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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the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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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구속조건 
연속적으로 동일한 섬유 배열각을 갖는 층의 

수는 최대 4장으로 제한하고, 45°-ply와 -45°-ply
의 개수는 같게 하도록 한다. 이를 각각 4-
contiguous-ply rule 과 45°-ply-balance-rule 이라 정
의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만족시킨다. 

 
The 4-contiguous-ply rule 연속적으로 같은 섬유 
배열각을 갖는 층의 수가 4를 넘어설 때, 5번째 
층의 유전자를 1만큼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개
체의 염색체가 [2/2/2/2/2/2/2/2]s와 같이 주어진다
면, 적층 순서로의 디코딩(decoding)은 구속 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2/2/2/2/2/2/2/2]s ⇒  [2/2/2/2/0/2/2/0]s 

⇒  [90/90/90/90/0/90/90/0]s 
 
The 45°°°°-ply-balance-rule 45°-ply와 -45°-ply의 개
수가 다르다는 것은 잉여의 45°-ply가 1개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속조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 45°-ply 를 0°나 90°의 섬유 배열각
을 갖는 층으로 대체시키게 된다. 이 방법은 
recessive gene like repair strategy 라고 하며, 
Todoroki 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45°-ply 부터 0°나 90°-ply
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고, 대체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한 45°-ply 를 찾을 수 없
다면, 가장 안쪽의 90°나 0°-ply 로부터 -45°-ply
로 교체할 대상을 검색하여 구속조건을 만족시
키게 대체시킨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의 예를 
든 것이다.  
 

[1/1/1/2]s ⇒  [45/-45/45/90]s (unbalanced) 
⇒  [45/-45/0/90]s (45°를 0°로 대체) 

 
 

P1
fL = f1

P3
fU = f3

P2
f2 < fU

P4
f4 > fU

P5
f5 < fUxxxxkkkk    = 4.3= 4.3= 4.3= 4.3

xxxxk+1k+1k+1k+1 = 2.8 = 2.8 = 2.8 = 2.8

xxxxkkkk  4 4 4 4

xxxxkkkk  5 5 5 5

xxxxkkkk    = 4= 4= 4= 4
xxxxk+1k+1k+1k+1 = 3.5 = 3.5 = 3.5 = 3.5

xxxxkkkk    = 5= 5= 5= 5
xxxxk+1k+1k+1k+1 = 2 = 2 = 2 = 2

xxxxk+1k+1k+1k+1     3 3 3 3

xxxxk+1k+1k+1k+1     4 4 4 4

 
 

Fig. 3 Branch and bound tree for integer programming. 

3.2 분기법(Branch and bound method) 
분기법은 정수 계획법(5)에 널리 쓰이는 탐색 

방법인데, 이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정수 변수 최적화 문제에서 분
기(branching)가 일어나는 과정을 Fig. 3 에 간략
하게 도시하였다. 즉 n 개의 설계 변수 중 Xk 
와 Xk+1 에 대해 정수가 아닌 값을 얻었다고 가
정한 뒤 이후의 탐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Pi

는 부문제(subproblem 또는 node)을 나타낸 것이
고, fi는 Pi를 풀었을 때의 목적 함수값, fU는 현
재까지의 최적해(temporary optimum) 에 의한 목
적함수값을 말한다. 분기의 예로 P2 로부터는 
Xk+1 에 관한 구속 조건과 함께 P4 와 P5 가 만들
어 진다. 한편 P3과 P4는 탐색이 종료되는 상황
인데, 각각 정수해를 얻었거나 fU 보다 큰 목적
함수를 가지기 때문이다. P2와 P5로부터는 최적
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분기가 이루
어지는데, 이를 live node라 정의한다. 이러한 과
정은 live node의 수가 0이 될 때까지 계속되며,  
최종적으로 전역해를 찾게 된다. 
이와 같은 알고리듬을 적층 평판의 적층순서 

최적화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데, 섬유 배
열각과 층의 수가 증가할 경우 가능한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 계산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최적화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적함수의 계산 횟수를 가능한 줄이고, 설계 
변수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계산의 효율성을 갖
는 알고리듬을 사용하여야 한다. 
 

3.2.1 수정된 분기법 
앞서 설명하였듯이 분기법은 정수 변수 최적

화 문제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방
법의 하나인데, 기본 원리는 최적해의 후보가 
되는 정수 영역내의 모든 점들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탐색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서 기존의 분기 알고리듬이 적층 순서 최적화에 
적용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임의의 섬유 배열각, θ 를 갖는 층의 강

성행렬 성분은 Tsai 와 Pagano 의 불변량(6), U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θ 4cos2cos 32111 UUUQ ++=   (2) 

θθ 4cos2cos 32122 UUUQ +−=   (3) 

θ4cos3566 UUQ −=   (4) 

θθ 2
55

2
4444 sincos QQQ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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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θ 2
44

2
5555 sincos QQQ +=  (6) 

 
여기서 iiQ 는 0=θ 일 때의 강성이며, Ui 는 

이들의 함수이다. 이 때 식 (2)부터 (6)까지의 
성분이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11321max11 QUUUQ =++=   (at 0=θ ) (7) 

( ) 11321max22 QUUUQ =++=   (at 
2
πθ = ) (8) 

( )
4

2 122211
max66

QQQ
Q

−+
=    (at 

4
πθ = ) (9) 

( ) 55max44 QQ =                (at 
2
πθ = ) (10) 

( ) 55max55 QQ =                (at 0=θ ) (11) 
 
식 (7)에서 (11)까지의 강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각 
성분 모두 최대의 강성을 가지게 되는 층을 가정
하고, 이를 super ply라고 정의한다. 
만약 임의의 적층 순서에 대해 실제 층을 모두 

super ply 로 대체한 뒤 적층 평판의 좌굴 하중을 
구한다면 그 값은 원래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적
어도 같게 된다. 즉, 목적함수가 적층 평판의 좌굴 
하중일 경우 다음 식이 성립한다. 

 
[ ]( )Nf θθθ /// 21 ≤ [ ]( )iiif ///  (12) 

[ ]( )iif ///1θ ≤ [ ]( )iiif ///  (13) 

[ ]( )iif //// 21 θθ ≤ [ ]( )iiif ////1θ  (14) 

[ ]( )Nf θθθ /// 21 ≤ [ ]( )if N /// 11 −θθ  (15) 

 
식 (12)에서 (15)는 임의의 적층 순서가 주어졌
을 때, 실제 층을 super ply 로 바꾸고 목적함수를 
계산하면, 그 값은 반드시 증가하거나 적어도 동
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 식의 우변은 super 
ply 가 존재하는 적층 순서에서 이를 임의의 섬유 
배열각을 갖는 실제 층으로 바꾼 뒤 계산한 목적
함수들의 상한(upper bound)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의 
분기법을 적층순서 최적화에 알맞게 수정할 수 있
다. 먼저 최적화의 첫 단계로 초기 적층 순서를 
설정하고 목적함수 F*를 계산한다. 다음 단계로 
적층 평판의 모든 층을 super ply 로 대체한 뒤, 가
장 위층에서부터 super ply 를 소거해가는 과정을 
수행한다. 즉, super ply 에 의한 강성을 사용 가능

한 섬유 배열각에 의한 실제 강성을 갖는 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super ply 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F*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적층 순서에 대해서는 식 (12)-(18)에 따라 더 이
상의 탐색(super ply를 실제 강성으로 대체하는 과
정)이 필요없게 되어 계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Fig. 4는 초기 적층 순서로 S1 ~ SN이 주어지고, 
섬유 배열각으로 1θ  ~ 4θ 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의 탐색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에 나
타난 과정을 모든 super ply가 소거될 때까지 수행
하면 최적의 적층순서를 얻을 수 있고, F*는 그 때
의 목적함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구속 조건은 탐색 과정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먼저, 연속적으로 동일한 섬유 배
열각을 갖는 층의 수가 4를 초과할 경우, 해당 섬
유 배열각으로의 branching 을 중단시킨다. 또 
balance rule은 temporary optimum을 얻었을 때, 해
당 적층순서가 balanced laminate 인지를 판정하여 
만족하는 경우에만 최적해의 후보로 선정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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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rch for optimal stacking sequence using 

branch and bound algorithm. 
 

4. 수치해석 결과 

최적화 문제에 사용한 적층 평판의 물성치와 설
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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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127.59 Gpa , E2 = 13.03 Gpa 
G12 = 6.41 Gpa ,  ν12 = 0.3 
a = 0.508 m , b = 0.127 m, ti = 0.0127 cm 
 
각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최적해의 비교를 위

해, 먼저 전역해(global optimum)를 구하였다. 전
역해는 1/ =xy NN 인 경우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합을 비교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층의 수가 8, 16일 때 각각 2, 
18 개의 전역해를 찾았으며, 표에 나타난 Design 
space 는 탐색 영역에 존재하는 적층 순서의 총
수를 의미한다. 
유전 알고리듬에 의한 최적화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나 있으며, 각종 인자로 다음의 값을 사
용하였다. 

 
Number of generations = 20 ~ 50 
Population size = 10 
Pc (probability of crossover) = 0.8 ~ 1.0 
Pm (probability of mutation) = 0 ~ 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 알고리듬을 이용

한 최적화가 항상 전역해를 찾아내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매번의 실행마다 전역해 또는 전역
해에 가까운 해(near optimum)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수정된 분기법을 이용한 최적화로는 항상 
전역해를 찾을 수 있었고, 그 결과는 Table 1 의 
값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Table 3 에는 전역해를 
찾기 위해 수행한 목적함수의 계산 횟수와 이를 
전체 설계 영역의 크기와 비교한 값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층의 수가 많을 때 계산의 효
율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1 Results of enumerative search 

Layers Stacking sequence buckling Design 
space 

8 
 

[45/902/-45]s 
[-45/902/45]s 

45.93 256 

16 
 
 

[45/902/452/-45]s 
[45/902/-453/452]s 

   

370.16 
 
 

65536 
 
 

 

Table 2 Optimal and near optimal designs of GA runs 

Layers Stacking sequence buckling 
8 [45/902/-45]s 45.93 

16 
 
 

[45/902/-45/45/902]s 
[45/90/-45/902/45/90/-45]s 
[45/90/-45/904/0]s 

369.83 
369.36 
367.58 

Table 3 Results of the branch and bound search 

Layers Objective 
evaluations 

Design space 
explored (%) 

8 56 21.88 
16 1624 2.48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적층 순서 최적화에 널리 쓰이는 
유전 알고리듬과 분기법을 비교하였다. 좌굴하중
의 최대화 문제에 적용한 결과, 두 방법 모두 최
적해로의 수렴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구속
조건의 처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기법이 탐색 
과정에서 이를 쉽게 만족시키는 반면, 유전 알고
리듬은 다소 복잡하고 특별한 방법(repair system)을 
도입해야 하였다. 만약 전역해가 repair system 에 
의해 얻어지는 적층순서의 형태와 많이 다르다면, 
유전 알고리듬에 의한 최적화 결과의 신뢰도는 낮
아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전체 설계 영역과 비
교한 탐색영역의 상대적 비율은 작았지만, 분기법
도 층의 수가 증가할 때 절대적인 목적함수 계산 
횟수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알고리듬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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