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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탄성물질 위치 최적화를 위한 설계변수감소 위상최적설계 기법
RDVM Topology Optimization for Optimal Damp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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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ull treatment of damping material is not an effective method because the damping effect i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at obtained by an effective partial damping treatment. Thus, a va-

riety of methodologies has been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an optimal damping treatment. One of 

the widely applied approaches is topology optimization. However, the high computational expenses can 

be an issue in topology optimization. A new efficient convergence criterion, reducible design variable 

method (RDVM), is applied to reduce computational expense in topology optimization. The idea of 

RDVM topology optimization is to adaptively reduce the number of design variables based on the 

history. The iteration repeats until the number of design variables becomes zero. The aim of this re-

search is to adopt RDVM topology optimization into obtaining an optimal damping treatmen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DVM topology optimization, optimal damping lay-

outs and computational expenses are compared between conventional and RDVM topology optimization. 

* 

1. 서  론

점탄성 물질(viscoelastic damping material)은 소

음/진동 저감을 위해 구조물의 벽면에 부착하여 널

리 사용되고 있다(1,2). 자동차의 플로어, 비행기 동체 

및 가전제품의 케이스에 점탄성 물질을 부착하는 것

이 예이다. 소음/진동의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점탄성 물질의 부착 영역을 넓게 가져가면 되나, 

무게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의 문제를 야기시킨

다. 그리하여,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어진 설계 영역에서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해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위상최적설계

(topology optimization)이다(3~5). 위상최적설계는 주

어진 설계 영역에서 정해진 질량으로 최대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재료 분포를 선정하는 것이

다. 하지만, 위상최적설계를 적용하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컴퓨터 계산 시간이 요구된다. 세밀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설계 영역에 많은 요소 수가 

필요하고, 최적의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또는 

수백 번의 축차과정이 요구 된다(5,6). 

이러한 위상최적설계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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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reducible design variable method(RDVM) 

위상최적설계 기법을 제안하였고,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최소화 및 고윳값(eigenvalue) 최대화

의 문제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6). RDVM 

위상최적설계의 이해를 위해 기존 위상최적설계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 위상최

적설계의 수렴 조건은 모든 설계 변수의 이전 축차

과정과 현재 축차과정에서의 차이가 설정한 값 보다 

작은 경우 축차 과정을 마친다(5,6). 이 과정에서 단 

하나의 설계 변수라도 수렴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축차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많은 컴퓨터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한다. 

Kim 등(6)에 의하면 위상최적설계 축차과정동안 

어떠한 설계변수는 축차 과정 초기에 수렴조건을 만

족하고, 어떠한 설계변수는 축차 과정 후반에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 RDVM 위상최적설계에서는 수렴

조건을 만족한 설계변수는 더 이상 설계변수로 고려

하지 않고, 수렴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설계변수만을 

고려하여 각 축차과정에서 수렴조건을 만족해야 하

는 설계변수의 수를 줄임으로써 축차과정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6). RDVM 위상최적설계의 수렴조건은 

수렴하지 않은 설계변수의 수가 0이 되는 것이다. 

기존 위상최적설계의 수렴 조건과 같이 모든 설계 

변수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설계 

변수가 축차 과정에서 최소 1회는 수렴조건을 만족

한다. 

이 논문에서는 RDVM 위상최적설계의 범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 모드에서 모달 손실 계수

(modal loss factor)가 최대화 되는 점탄성 물질 위

치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였다.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해 적용되는 위상최적설계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의 

점탄성 물질의 위치 선정 결과값을 비교하고, 컴퓨

터 계산 시간을 비교하여 점탄성 물질 최적화를 위

해 RDVM 위상최적설계 기법 적용의 타당성을 입

증하였다. 

2. 점탄성 물질 모델링

2.1 점탄성 물질의 댐핑 형태

구조물의 표면에 점탄성 물질을 부착하여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하는 기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저

(a) Constrained 
damping type

(b) Unconstrained 
damping type

Fig. 1 Types of viscoelastic damping treatments

감 방법으로 비구속형(unconstrained type)방법과 구

속형(constrained type)방법이 있다. Fig. 1에 비구속

형과 구속형 점탄성 물질의 댐핑 형태를 비교 하였

다. 같은 부피의 점탄성 물질을 적용하면, 비구속형 

보다 구속형 방법이 더 높은 댐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레이어(layer)로 무게가 늘어

나는 단점이 있어, 비구속형 방법이 산업현장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2,7,8). 

2.2 Modal Strain Energy(MSE)

점탄성 물질이 부착된 구조물의 모달 손실 계수

를 계산하기 위해서 modal strain energy(MSE) 기

법을 적용하였다(2,5). 모달 손실 계수는 ‘점탄성 물질

에 의한 손실 에너지’와 ‘전체 구조물의 에너지’의 

비율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번째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이

며, 는 번째 모드에서의 점탄성 물질의 손실 

계수이다. 는 점탄성 물질 레이어의 유한요소 수 

이며, 는 기준 레이어의 유한요소 수 이다. 

와 는 각각 번째 모드에서의 기준 레이어의 

번째 요소 스트레인 에너지(strain energy)와 댐핑 

레이어의 번째 요소 스트레인 에너지이다. 

3. 위상최적설계

3.1 위상최적설계 이론적 모델

위상최적설계의 목적은 설계 영역에서 정해진 양

의 재료로 최적분포를 선정하는 것이다. 최적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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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찾기 위해 설계 영역은 요소로 나누어지고, 각 

요소들은 하나의 설계 변수(design variable; )로 

고려되어 진다. 설계 변수의 범위는 0~1로 0의 경

우는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고, 반대로 1의 

경우는 재료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설계 변수들의 

값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적 모델

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

델중 하나인 RAMP―rational approximation for 

material properties(9)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2)

여기서 는 설계 변수의 값의 변화에 따라 계산

되어진 탄성 계수의 값이며, 는 주어진 물질고유

의 탄성 계수(elastic modulus)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 값은 3으로 선정하였다. 

최적의 점탄성 물질 분포를 찾기 위해서 목적함

수는 번째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 제한조건

으로 제진물질의 부피이며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ximize 

      subject to 
  



 ≤ max (3)

      min ≤  ≤ 

여기서 는 번째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이

며, 는 번째 설계변수이다. 는 번째 설계변수

의 체적을 표현하고 있다. max는 제한조건으로서 

점탄성 물질이 전체 설계영역에서 얼마만큼 사용되

는지를 퍼센트의 형태로 정의한다. 수치적 특이점을 

피하기 위해서, min의 값은 이 연구에서는 0.01로 

선정하였다. 은 설계 변수의 수이다. 

위상최적설계 과정에서 수렴조건의 정의는 반드

시 필요하다. 기존 위상최적설계 수렴조건은 다음 

식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5,6).  

max ≤  ,   ⋯ (4)

여기서 과 은 각각 번째 설계 변수의  

번째 및 번째 축차과정에서 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렴 조건의 값으로 은 0.01로 정의하였다. 식 (4)

는 모든 설계 변수의 차이―현재 축차()와 직전의 

축차( )의 차이―가 동시에 수렴 조건을 만족하

여야만 축차과정을 끝낸다. 만약 단 하나의 설계 

변수가 수렴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축차과정을 

반복한다. 설계변수의 수, 은 축차 과정동안 고

정되어 있다.

위상최적설계와 같이 설계 변수가 많은 경우 정

확하고 빠른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설계 민

감도 해석은 필수이다. 설계 민감도는 다음의 식으

로 정의하였다. 






 





  



 
  














 




  



 
  










 
  





 





  



 
  














 
  





(5)

여기서   는 번째 모드에서 번째 설계 변

수의 설계 민감도 값이다. 는 번째 모드

에서 번째 설계 변수의 스트레인 에너지 설계 민감

도는 식 (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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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는 에 대한 미분값으로, 스트레인 에너

지를 이용하여 쉽게 설계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

다. 설계 민감도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설계 변수 

0.1 %섭동(perturbation)을 적용한 유한차분법 결과

값 비교를 통해 설계 민감도 식에 대하여 검증하

였다.

설계 변수의 업데이트를 위해 최적화 알고리듬으

로 위상최적설계에서 널리 이용하는 MMA(10) 기법



Sun Yong Kim ; RDVM Topology Optimization for Optimal Damping Treatment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7(1) : 72~79, 2017
┃

75

을 적용하였다.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 모두 

동일한 MMA기법을 적용하여 결과값 및 컴퓨터 계

산 시간을 비교하였다. 

3.2 Reducible Design Variable Method

이 연구는 점탄성 물질의 위치 최적화를 위해 위

상최적설계 기법 적용 시 가장 큰 단점으로 야기되

는 컴퓨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것이다. RDVM 위상최적설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 변수의 값을 축차과정에 따라 살

펴보자. Kim 등(6)에 의하면 설계 변수는 축차 과정

에 따라 초기에 수렴조건을 만족하여 그 이후 값의 

변동이 크지 않은 설계변수가 있는 반면, 축차 과정 

후반까지 값의 변동이 큰 경우도 있다. 축차과정 초

기에 수렴되었다고 판단되어진 설계 변수를 수렴조

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수렴조건을 만족해야하는 

설계 변수의 수를 줄여나가 축차과정을 빠르게 끝내

는 것이 목적이다. 

RDVM 위상최적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위상

최적설계에서의 설계 변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

한다. 하나는 생존설계변수(active design variable)

이며, 다른 하나는 비생존설계변수(dead design var-

iable)이다. 각 축차에서 생존설계변수의 수는 

로 정의한다. 

RDVM 위상최적설계는 기존 위상최적설계와 접

근 방법이 다름으로, 새로운 수렴 조건을 정의할 필

요성이 있다. RDVM 위상최적설계의 수렴 조건은 

가 0이 될 때까지 축차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다. 처음 축차과정에서 는 기존 위상최적설계

의 설계 변수의 수, 와 동일하지만 일정한 축차과

정 이후에는 의 수는 점진적 또는 기하급수적

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매번

의 축차과정 마다 설계 변수 전체를 고려하여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것 보다, RDVM의 경우 생존설계

변수만 고려하니 축차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 컴퓨터 

계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 설계 변수의 수렴 조건

축차 과정 동안 설계 변수의 수렴 조건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개념을 도입

하였다. 설계 변수의 평균값 계산을 위해 다음 식으

로 정의한다. 

  

   ⋯

   



  



 ,  ≥ 

(7)

여기서, 는 번째 설계 변수의 번째 축차에서의 

평균값 이다. 는 설계 변수의 평균 계산을 위

해 필요한 샘플링 수이며,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어

야 한다.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는 보다 

커야 한다. 식 (8)은 번째 설계 변수의 수렴을 정의

하기 위한 표준편차에 관한 식이다.


  







  



 


        ≥ 

(8)

여기서, 
는 설계 변수에 관한 번째 설계 변수

의 번째 축차에서의 표준편차이다.  는 

평균값, 에 대한 분산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샘플 평균값은 의 샘플링의 설계 변수의 

평균값이고, 표준편차는 각 설계 변수와 평균값의 

차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표준편차의 값이 

큰 것은 설계 변수가 아직 수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표준편차의 값이 작으면 설계 변수는 

“수렴” 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은 식

(9)로 표현 가능하다. 


 ≤  (9)

여기서, 는 설계변수 수렴 조건값으로 설계변수

의 수렴조건을 판단한다. 만약 식 (9)를 만족한다면, 

번째 설계 변수는   축차 과정부터 비생존설

계변수로 고려되어 진다. 는 과 동일한 것으로 

정의한다. 

RDVM 위상최적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정

해진 축차 과정 이후부터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 비생존설계변수와 현 축차 과

정에서 수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생존설계변수가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생존설계변수 관점에서 

보면 설계 공간의 위상과 설계 변수의 수는 변화가 

있으나, 유한요소 관점에서 요소의 수나 요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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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변화가 없다. 또한, 목적함수 계산을 위해서는 

수렴 조건을 만족한 축차에서의 설계변수값을 유지

한다. 즉, 100번째 축차 과정에서 어떠한 설계변수

가 수렴 조건을 만족하면, 101번째 부터는 100번째

에서의 설계 변수값을 유지하여 목적함수를 계산하

여 다른 생존설계변수가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 까

지 유지한다. 

(2) 목적함수 수렴 조건을 통한  감소

궁극적으로 RDVM의 목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경험상 

수 즉, 샘플링의 수가 충분하면 할수록 수렴 

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수가 높을수록 축차 과정이 많아지는 단점

이 있다(6).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적함수의 변화

가 적은 경우 의 수를 감소시켜 추가적인 컴퓨

터 계산 시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감소 목적으로 목적함수의 수렴조건을 판단

하기 위해 평균값 및 표준편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

며,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10)

여기서,  는 번째 축차 과정에서 번째 모드

의 목적함수 평균값이다. 는 목적함수의 평균 

계산을 위해 필요한 샘플링 수이며, 사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경험에 의하면 는  보다는 작거

나 같은 수이다(6). 목적함수의 수렴 조건을 정의하

기 위해 표준편차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다. 


  






  



 


       ≥   

(11)

여기서 
는 번째 축차 과정에서 목적함수의 표

준편차이며, 는 번째 모드에서 번째 축차 과

정의 목적함수이다. 설계 변수의 수렴조건과 유사하

게, 목적함수의 경우에서도 번째 축차 과정에서 목

적함수의 표준편차 값이 설정값,  보다 작은 경

우 의 값을 로 변경하여 적용된다. 

if 
 ≤  then

  
(12)

여기서, 는 목적함수 수렴조건 값이며 값은 사

용자에 의해 정의된다. 식 (12)에서   

의 적용은 특정 축차 과정에서 목적함수의 표준편차 

값이 설정값보다 작은 경우에서 1회만 수행되며, 그 

이후 축차에서는 수행되지 않는다. 즉, 는 변경

된  값이 최종 축차 과정까지 적용된다. 

제안한 RDVM 위상최적설계 적용을 위해 기존 

위상최적설계 대비 새로운 파라미터―, , 

 그리고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4. 수치해석

이 논문에서 제안한 RDVM을 적용하여 점탄성 

물질의 위치 최적화 문제를 진행하였다. 적용대상은 

Fig. 2에서와 같이 셸(shell) 구조물이며 기계적 물성 

및 치수정보는 Table 1에 나타나있다. 점탄성 물질

이 부탁된 셸 구조물의 유한요소 해석(FEA)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ANSYS에서 제공하는 APDL

(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을 이용하였

다. 요소 타입은 기준 레이어 및 점탄성 물질 레이

어 모두 SOLSH 190을 적용하였다. 기준 레이어 및 

점탄성 물질 레이어 모두 유한요소는 100×70으로 

각각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이다. 즉, 점탄성 물질의 

설계영역은 7000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점탄

성 물질은 LD-400(7)으로 선정하였으며 두께는 기

준 레이어와 동일하다. 주파수와 온도의 영향으로 

점탄성 물질의 저장 탄성계수와 손실 계수를 선정

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와 온도의 정의가 필요한

데, 주파수는 RDVM 위상최적설계 첫 번째 축차

과정에서 계산된 주파수로 선정하였으며, 온도는 

30 ℃로 가정하였다(5). 

첫 번째 예제로 Fig. 2 구조물에서 한 쪽 모서리

만 고정시킨, 고정-자유(clamped-free)조건으로 1차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를 최대화하며,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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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영역의 30 %를 적용하는 예제이다.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를 위한 파라미터와 결과값 

및 컴퓨터 계산 시간을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

었다.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를 적용하여 계

사한 1차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는 모두 

0.0128로 동일하지만, 축차 횟수 및 컴퓨터 계산 시

간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컴퓨터 계산 시간 절약

을 위해 제안된 RDVM 위상최적화설계의 컴퓨터 

계산 시간은 기존 대비 약 43 %의 시간을 절약함을 

알 수 있다. Fig. 3은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

를 적용하여 점탄성 물질 최적의 위치를 얻은 결과

이다.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현된 곳이 점탄성 물질

이 부착되는 위치이다. 두 결과는 매우 흡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3의 결과에서 ©는 해당 

모서리에 고정(clamped) 경계조건을 선정하였다. 

Fig. 4는 첫 번째 예제에서 생존설계변수의 수를 

축차과정에 따라 나타내었다. 75번째 이후 생존설계

변수의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6

번째 축차에서 생존설계변수는 14개로 초기 7000개 

대비 약 0.2 % 수준으로 생존설계변수의 수는 75번 

째 축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 축차에

서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최종 0이 될 때까지 축차

Fig. 2 General shell structure modelling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nd dimensions of the 
base shell structure

Radius(R) [m] 0.19

Length(L) [m] 0.45

Thickness(t) [m] 0.002

Theta( ) [degrees] 90

Young’s modulus [GPa] 200

Poisson’s ratio 0.3

Density [kg/m3] 7860

축차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 4의 그림에서 중앙의 

상단측에 표시된 검은색은 76번째 축차에서 생존설

계변수의 위치이다. 즉, RDVM 위상최적설계의 수

Table 2 RDVM parameters and summarized results 
corresponding to Figure 4

Conventional RDVM

 - 75

 - 5

 - 70

 - 0.1

  0.01 0.01

1st modal loss factor 0.0128 0.0128

No. of iterations 146 86

CPU time (sec) 2353 1344

Conventional
topology optimization

RDVM
topology optimization

Fig. 3 The comparison optimal layouts between con-
ventional and RDVM : clamped-free case 

Fig. 4 The history of the number of active design 
variables with active design variables at the 
76th iteration : clamped-fre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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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조건을 76번째 축차 과정에서는 만족하지 않은 설

계 변수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Fig. 5 Objective function history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iteration with specific optimum 
damping treatments at the 6th, 12th and 36th 
iterations

Conventional
topology optimization

RDVM
topology optimization

Fig. 6 The comparison optimal layouts between con-
ventional and RDVM : clamped-clamped case

Fig. 7 The history of the number of active design 
variables with active design variables at the 
51st  iteration : clamped-clamped case

Fig. 5는 첫 번째 예제에서 기존 위상최적설계를 

적용하여 축차별로 목적함수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

다. 초기 단계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는 0.0036의 값

이었으나, 최종적으로 0.0128의 모달 손실 계수의 

값으로 수렴하였다. 첫 번째 축차과정에서는 모든 

설계 변수의 값이 0.3으로 전체적인 영역에 점탄성 

물질이 고루 부착된 것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축차 

과정에 따라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를 표현하였

다. 초기 단계에서는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의 형

상이 모호하지만, 축차 과정을 통해 점차 최적의 위

치를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그림은 6번째, 12번째 

그리고 36번째에서의 점탄성 물질의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비록 36번째 축차 에서 점탄성 물질의 최

적 위치가 최종 점탄성 물질의 분포도와 매우 유사

하지만,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축차과정이 수

행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제로, Fig. 6은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구조물에서 경계조건이 양 끝단의 모서리를 고정-고

정(clamped-clamped)인 경우 최적의 점탄성 물질의 

부착위치이다. 기계적 물성과 치수는 Table 1에 나

타났으며, 목적함수는 1차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

수 최대화이다. 제한조건은 점탄성 물질을 전체 설

계 영역의 30 %를 적용하는 것이다. Fig. 6의 결과

에서와 같이 기존 및 RDVM 결과가 매우 유사하

다. Fig. 7에서는 생존설계변수의 변화를 축차과정에 

따라 나타난 것이며, 그림은 51번째 축차 과정에서

의 생존설계변수 즉, RDVM 위상최적설계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6개의 설계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및 RDVM 위상최적설계를 위한 파라

미터 조건과 결과 비교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RDVM parameters and summarized results 
corresponding to Fig. 6

Conventional RDVM

 - 50

 - 5

 - 45

 - 0.1

  0.01 0.01

1st modal loss factor 0.0302 0.0302

No. of iterations 170 80

CPU time (sec) 27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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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드에서의 모달 손실 계수의 값은 동일하지만, 

컴퓨터 계산 시간은 기존 위상최적설계 대비 RDVM

의 경우 약 54 %를 절약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점탄성 물질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해 적용되는 위상최적설계의 시간 단축을 위해 제

안된 RDVM 위상최적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컴퓨터 계산 시간 비교를 위해 비구속형 형태의 셸

(shell) 구조물을 모델링하였고, 기존 및 RDVM 위

상최적설계기법을 적용한 최적의 점탄성 물질 위치 

및 컴퓨터 계산 시간을 비교하였다. 점탄성 물질 최

적의 위치는 매우 흡사하였으나, 시간은 기존 위상

최적설계대비 최대 54 %까지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수치해석을 통해 RDVM 위상최적설계

의 새로운 파라미터―, ,  그리고 ―값

의 선정에 따라 점탄성 물질의 최적위치 및 컴퓨터 

계산 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RDVM 새로운 파라미터 변경에 따른 

점탄성 물질의 최적위치 결과값과 컴퓨터 계산 시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6년 울산과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

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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