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학회지                        773  

J. Korean Soc. Aeronaut. Space Sci. 48(10), 773-782(2020)

                          DOI:https://doi.org/10.5139/JKSAS.2020.48.10.773

ISSN 1225-1348(print), 2287-6871(online)

하이브리드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조인트 모델 개발

장경석1, 임형준1, 황지혜2, 신재윤3, 윤군진4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int Model 

for Hybrid Finite Element Analysis

Kyung Suk Jang1, Hyoung Jun Lim1, Ji Hye Hwang2, Jaeyoon Shin3 and Gun Jin Yun4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1,4 

LSMtron Tractor Design Validation Team2,3

ABSTRACT

The development of joint FE models for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DLNN)-based hybrid 

FEA is presented. Material models of bolts and bearings in the front axle of tractor, showing 

complex behavior induced by various tightening conditions, were replaced with DLNN models. 

Bolts are modeled as one-dimensional Timoshenko beam elements with six degrees of freedom, 

and bearings as three-dimensional solid elements. Stress-strain data were extracted from all 

elements after finite element analysis subjected to various load conditions, and DLNN for bolts 

and bearing were trained with Tensorflow. The DLNN-based joint models were implemented in 

the ABAQUS user subroutines where stresses from the next increment are updated and the 

algorithmic tangent stiffness matrix is calculated. Generalization of the trained DLNN in the FE 

model was verified by subjecting it to a new loading condition. Finally, the DLNN-based FEA 

for the front axle of the tractor was conducted and the feasibility was verified by comparing 

with results of a static structural experiment of the actual tractor.

   록

심층신경망 기반 하이브리드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조인트 모델 방법 구축을 소개한다. 트렉터의 

앞차축에서 다양한 체결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복잡한 거동 상태를 가지는 볼트와 베어링의 재료 

모델을 심층신경망으로 대체했다. 볼트는 6자유도를 갖는 1차원 티모센코 빔 요소를 이용했고, 베

어링은 3차원 솔리드 요소를 이용했다. 다양한 하중 조건을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한 뒤, 모든 

요소에서 응력-변형률 데이터를 추출하고 텐서플로를 이용하여 학습시켰다. 신경망 기반 유한요소

해석을 할 때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심층신경망은 ABAQUS 서브루틴 안에 포함되어 

현재 해석 증분의 응력을 예측하고 접선강도행렬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학습된 심층신경망 조인

트 모델의 일반화 성능은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하중 조건에서 해석하여 검증하였다. 최종

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심층신경망 기반 앞차축 해석을 진행하고 응력장 분포를 검증했다. 또

한, 실제 트렉터의 3점 굽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심층신경망 기반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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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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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조용 금속 및 복합재료의 탄성계수, 파손응력, 

항복강도, 열기계적 특성 등은 최근 제조기술의 고도

화와 혁신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재료라

고 하더라도 물성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롭

게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재료 특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실험의 불확정성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실험

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제조방식의 변화에 따른 경우

의 수가 더해져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또한 기계 구조시스템의 거

동은 부품을 연결하는 볼트나 베어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볼트와 베어링은 단순

화된 다양한 간이 방법에 따라 모델링 된다[3,4]. 하

지만 하중의 증가에 따른 재료의 항복거동이나 마찰

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는데 간이모델은 여전히 한계

점이 존재한다. 

최근 딥러닝의 기술 발전과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딥러닝 프로그램(Tensorflow, Keras, Pytorch, 

Caffe 등)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장

벽이 낮아지면서 컴퓨터 비전공자도 손쉽게 인공지

능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계

공학, 전기공학, 의학 등 타 분야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역학과 물성 모델링

에 대한 수많은 응용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

히, Oishi 저자[5]는 딥러닝에 접목시킨 새로운 수치

적분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법에 응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재료모델링 문제 접근은 

Ghaboussi 연구팀[6-8]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유

한요소 모델의 재료물성 모델을 인공신경망 형태로 

대체했다.

최근 데이터 기반 역학(data-driven mechanic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경험에 기반한 재료 구성 방정식은 앞서 

기술한 대로 경계치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물리 법칙에 

비해 실험적인 오차 또는 불확실한 영향을 상대적으

로 많이 받는다. 측정 기술 발달로 인해 재료 모델링

의 전통적인 경험주의가 데이터 중심 패러다임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의 범람으로 데이터 과학

(data science), 물질 정보학(material informatics), 인

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새로운 응용에 의해 

물리 기반의 새로운 물성 법칙의 발견[9-11]이 가능

하게 되었다. Kirchodoerfer 연구팀[12-15]은 경계 조

건과 구성방정식, 에너지 보존과 같은 물리 법칙을 

데이터로 대체하는 데이터 기반 역학에 따른 해석 

방법을 제안했다.

재료 구성 모델링 이외에도, 물리학 문제에서 심층

신경망을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Raissi 저자 

연구팀[16-19]은 인공신경망에 편미분 방정식을 풀어

나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물리 법칙을 모델링 하

는 물리 정보기반 신경망(physics-informed neural 

network)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트렉터 앞차축에 체결된 조인트 부품에 

대한 거동을 심층신경망을 통해 예측한다. 체결 부품

은 대표적으로 볼트와 베어링이 있고 세부적으로 앞

차축의 체결 위치, 조인트 부품의 목적에 따라 몇 가

지의 종류로 나뉜다. 심층신경망 모델이 물성 방정식

을 대체하는 점에서 데이터 중심 접근에 더욱 초점

을 두었다. 심층신경망과 유한요소해석을 결합한 하

이브리드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제시하고 해석 결과

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심층신경망 기반 유한요소 해석

인공지능 분야 중 하나인 심층신경망과 대표적인 

전산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연계하여 앞차

축에 체결된 볼트와 베어링 부품의 거동을 신경망을 

통해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앞차축 구조 시스템의 유

한요소해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개요를 도표로 

Fig. 1에 명시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딥러닝 프로

그램인 텐서플로(Tensorflow)[20,21]를 이용하여 심층

신경망 학습을 진행했다.

특별히, 심층신경망 입력층에 과거 응답(변형률, 응

력)과 상태변수(State variable)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처럼 재귀적

인 반응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유한요소 해석의 

모든 증분마다 응력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따라서, 회귀(regression) 문제에 주로 사용하는 제곱 

손실 함수를 이용했다. 또한, 과거 응답과 상태 변수 

값들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연결을 더 강화시켜 높

은 정확도와 에러와 노이즈에 강건한 모델을 기대할 

수 있다[22]. 오차 역전파시 기울기 값이 사라지는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를 막을 수 있는 

ReLU 계열(ReLU, Leaky-ReLU, ELU) 활성화 함수를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Leaky-ReLU를 활성화함수로 이용했다. ReLU 활성화

함수의 구조 특성상 죽은 ReLU (dying ReLU)로 알

려진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지수 함수를 사용하는 

ELU 보다 연산 속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 이용한 심층신경망 구조 모델을 이

미지로 정리하여 Fig. 2에 표시했다. 

Fig. 1. Research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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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서플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할 때 특정 학습 

에폭 주기마다 학습 파라미터

를 파일로 저장

하여 원하는 에폭에서 학습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브루틴 에 학습 파라미터 

값들을 포함시켜 심층신경망의 순전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순전파를 통해 출력층에서 도출된 응력

값은 유한요소모델의 적분점의 응력값이 된다 따라

서 신경망이 예측한 응력값은 유한요소해석에 이용

된다 이와 같이 심층신경망과 유한요소해석을 결합

한 하이브리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체결되

는 조인트 모델인 볼트와 베어링은 각각 다른 요소

를 이용하였고 이에 맞춰 서브루틴을 선정

하여 개발했다 각 조인트 모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은 다음 장에 설명한다

트렉터 앞차축의 대표적인 체결 부품 중 하나인 

볼트는 차원 요소가 아닌 자유도를 갖는 차원 티

모센코 빔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

링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빔 요소는 개의 노드를 

가지며 각 노드에는 개 자유도를 갖는다 따라서 티

모센코 빔 요소안의 하나의 노드는 축 변위  와 

방향에 대한 보의 처짐  축에 대한 비틀림 

각  축과 축에 대한 회전각   의 변형을 할 

수 있다 상세한 요소에 대한 내용을 에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

해당 볼트 모델은 볼트의 중심축에 따라 일정한  

단면을 갖는다고 가정을 했다 볼트의 유한요소정식

화를 티모센코 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서브루틴 에 코드 구

현을 했다 에 하이브리드 빔 해석을 위한 알

고리즘을 정리했다

의 입력은 번째 해석 단계에서 변

위와 변위 증분량이다 심층신경망의 입력 노드는 변

형률과 응력의 조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위와 변

위 증분량에서 변형률을 획득한다 이때 차원 공간

상에 빔 요소의 정확한 방향을 알기 위해 변환행렬

을 먼저 계산하고 변환된 변형률 변위 보간 행렬 

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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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에서 사용된 는 전역 좌표계에서 관찰한 전

역 변위 벡터이며 

 값을 포함하고 있다

밑 첨자 은 국부 빔 요소의 번 노드를 의미하고 

밑 첨자 는 국부 빔 요소의 번 노드를 의미한다

   
T
는 빔 요소의 국부 좌표계

에서 발생한 국부 변형률 

벡터이다 이 변형률 벡터의 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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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gorithm of DLNN Timoshenko beam  

 element

향으로의 축 변형률, 와 는 x면에서 y와 z방

향으로의 전단 변형률, 는 x축에 대한 비틀림 변

형률, 마지막으로, 와 는 y와 z방향으로의 곡률

이다. 이 값들은 Fig. 5에 일반화된 변형률 벡터

(generalized strain vector)로 명시했다.

식 (3)에서 변환행렬 은 (12x12) 크기를 가지며 

전역 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에서 국부 좌

표계(local coordinate system)로 변환해주는 변환행

렬이다. 영행렬 는 (3x3) 크기를 가지며 단위변환행

렬  는 (3x3) 크기를 갖는다. 단위변환행렬은 전역 

좌표축와 국부 좌표축의 사이각을 바탕으로 하는 방

향코사인행렬이고 단위변환행렬  의 각 요소를 
로 표기했다. 변환된 변형률-변위 행렬  ′는 (6x12) 

크기를 갖는 행렬이고 변형률-변위 행렬 와 변환행

렬 의 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은 티모센코 

빔 요소의 길이다. 와 는 티모센코 빔 유한요소

의 형상함수(shape function)이고 각각  


와  


이다. 

UEL subroutine의 내부 서브루틴인 UGENB 

subroutine에 신경망 구조가 포함된다. 신경망 모델

을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4)

신경망의 입력층은 식 (4) 우변의 대괄호 안의 값

들로 구성했고 출력층엔 응력 벡터 로 선정하여 

번째 해석 증분에서 응력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

다. 본 연구에는 와 를 state variable로 

명명했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 (5)

 
⊙ (6)

여기서 식 (5)와 (6)에 포함된 기호 ⊙는 각 원소끼

리의 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의 경우 다음 

식과 같다.

   



























 (7)

식 (7)에서  는 티모센코 빔 요소에서 발생한 

축력이고, 와  는 y와 z 방향으로 발생한 

전단력이며, 는 x축 방향에 대한 토크, 와 

는 y와 z축에 대한 벤딩 모멘트이다. 이 값들은 

벡터로 묶어서 일반화된 응력 벡터(generalized stress 

vector)로 명명했으며 Fig. 5에 명시했다.

UGENB 서브루틴에 추가적으로 원활한 응력 예측

을 위한 텐서플로의 학습 파라미터를 불러오는 기능, 

해당 파라미터와 활성화 함수 Leaky-ReLU를 이용한 

순전파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UEL 

subroutine은 신경망이 예측한 응력값을 이용하여 

번째 해석 증분에서 요소 내력 벡터  , 식 (8)을 

계산할 수 있다. 반면, 번째 해석 증분에서 요소 강

성 행렬  , 식 (9)은 주어진 재료 상수 값  
을 이용했다. 식 (8)의 경우 신경망의 출력값인 응력

값을 이용하여 요소 내력 벡터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식 (9)는 기존 유한요소의 요소 강성 행렬을 계산하

는 식과 같다. 해당 수식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

다.

  


 ′ T∙  (8)

  


 ′ T∙ ∙ ′  (9)

심층신경망 기반 빔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UEL 

subroutine의 검증을 위해 Fig. 5에 명시한 유한요소 

모델을 ABAQUS 상에서 구현했다. 해당 모델은 위 

아래가 L 모양의 부품으로 Solid요소로 모델링 되었

고 중간 부분에 1차원 6자유도 티모센코 빔 요소와 

체결을 위한 2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빔 요소의 양 

끝단은 구멍 주변과 키네마틱 커플링(Kinematic 

coupling) 하여 체결을 모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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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he stress-strain acquisition model for  

  hybrid DLNN FE beam analysis 

데이터가 풍부할수록 심층신경망의 예측 결과가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편향적인 유한요소

해석을 방지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다양한 변위 

방향 별로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했다. 또한, 다양한 

하중 방향을 이용하여 학습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전체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다른 

하중 방향을 이용하여 학습 파라미터를 검증하는 방

향으로 overfitting을 확인했다.

Figure 5에 명시한 Training case대로 14가지 방향 

유한요소해석에서 응력과 변형률 데이터를 2개의 빔 

요소로부터 취합하여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30-12-12-6] 구조를 갖는 심층신경망, Leaky-ReLU 활

성화 함수[23], 아담 최적화(Adam optimizer)[24]를 이

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학습했다. 총 10만 에폭을 실행

하고 5,000에폭 주기마다 신경망을 저장했다. 

특히, 신경망 구조 선정의 경우, 식 (4) 우변의 대

괄호 안의 5개의 입력 특징(input feature)과 6 자유

도를 갖는 요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30개의 입력노드

가 입력층에 포함이 되고 6개의 출력노드가 출력층

에 포함이 된다. 은닉노드 수의 경우 연구자 경험에 

의해 선정한 값이다. 

심층신경망의 일반화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 범위 

밖의 다른 해석 조건  을 이용하여 학습된 신경

망의 검증을 했다. 기준 시뮬레이션(reference simula- 

tion)의 변위장 결과와 신경망 기반 시뮬레이션의 변

위장 결과를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냈다. 실험적으

로, 25,000 에폭에서 저장된 신경망을 유한요소해석

에 이용할 경우 유사한 변위장을 예측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overfitting 방지를 고려하기 위해 전

체 학습 구간(10만 에폭)에서 1/4 지점에 해당하는 

학습 파라미터를 이용했다. 볼트 모델뿐만 아니라 베

어링과 앞차축 모델에서도 동등한 위치에서 학습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해석을 검증했다.

2.2.2 베어링 유한 요소 모델

다음은 앞차축에 포함된 회전축에 체결된 베어링 

부품의 심층신경망을 적용한 방법을 설명한다. 앞차

a)

b)

Fig. 6. Displacement comparison of the test case 

(e.g.  ); a) reference simulation,     

b) DLNN-based simulation at 25000 epoch

 Fig. 7. Algorithm of DLNN-based solid finite element

축에 체결된 베어링의 종류는 크게 role 베어링, ball 

베어링, tapered 베어링이 있지만 본 연구에는 베어

링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베어링을 속이 꽉 찬 3차원 

Solid 요소로 단순화하고 유효한 시스템 강성을 갖도

록 했다. 베어링 모델은 티모센코 빔 모델과 다르게 

ABAQUS UMAT 서브루틴(ABAQUS User Material 

subroutine)을 이용했다. Fig. 7에 베어링 모델을 위한 

심층신경망 기반 해석 알고리즘을 명시했다.

ABAQUS UMAT에 이용한 심층신경망 구조는 티

모센코 빔(Timoshenko beam) 요소 모델에 이용한 

신경망과 동일한 구조의 신경망을 이용했다. 즉, 식 

(4)과 동일한 심층신경망 모델이다. 반면, ABAQUS 

UMAT은 해석 적분점에서 응력과 변형률을 입력으

로 받기 때문에 변형률-변위 보간 행렬 계산 없이 응

력과 변형률을 바로 신경망 구조로 넘길 수 있다. 특

별히, 이 서브루틴은 현재 해석 단계의 응력과 변형

률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심층신경망 기반의 접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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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렬 
을 학습 파라미터로부터 계산할 수 있

다. 심층신경망 기반의 재료 접선 강도 행렬식을 다

음과 같이 신경망에 관련된 파라미터로 미분하여 유

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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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와 은 각각 2번째 은닉층의 번째 은닉노드 

값과 1번째 은닉층의 번째 은닉노드 값이다. 와 
은 은닉노드에 포함된 활성화 함수를 지나기 전 값

인 가중합(weight sum)이다. 
의 수식을 원활하

게 나타내기 위해 ∙표기를 통해 은닉노드의 활성

화 함수를 지나기 전과 후를 구분했다. 
, 

 , 


는 각 층을 연결하는 학습 파라미터이다. 
는 출력

층과 2번째 은닉층을 연결하는 파라미터이고 
는 

2번째와 1번째 은닉층을 연결하는 파라미터이며 


는 1번째 은닉층과 입력층을 연결하는 파라미터이다.

베어링의 가장 밖 쪽 표면은 고정 경계 조건을 넣

어 베어링을 고정시키고 베어링 안쪽 표면과 원통형 

축의 밖 쪽 표면을 서로 체결하기 위해 타이(Tie) 조

건을 이용했다. 또한, 축 안쪽 표면 전체를 키네마틱 

커플링(Kinematic coupling)을 하여 축 거동을 모사

했다. 볼트 모델에 이용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다양한 

변위 조합을 이용했다. Fig. 8 우측에 표기한 대로 

Fig. 8. The stress-strain acquisition model for 

hybrid DLNN FE bearing analysis

24개의 방향으로부터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학습 데이터베이스는 베어링의 모든 C3D8 솔리드 

요소로부터 구축됐다. 베어링에 체결된 축 모델은 강

체 쉘(Rigid shell) 요소를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0-40-40-6]의 심층신경망 구조, 

Leaky-ReLU 활성화 함수와 아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했다. 총 5만 에폭을 이용하

여 학습을 진행했고 2,500 에폭마다 학습된 파라미터

를 저장했다. 자세한 해석 모델과 해석 방향 조합을 

Fig. 8에 나타냈다.

베어링 해석의 검증을 위해 두 가지 해석을 했다. 

우선, 학습 데이터를 구축에 이용한 24가지 경계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해석을 비교하였고 Test 

case의 경우 24가지 경계 조건이 아니지만 범위에 포

함이 되는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해석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Training case에 포함이 되는 경우이다. 

임의로 24가지 중 하나의 방향 조합인   (0,180)

의 경우를 선정하고 본-미제스 (von-Mises) 응력장 결

과를 비교했다. 기준 시뮬레이션과 응력장의 형태, 

응력장의 크기 분포를 비교한 결과 심층신경망은 베

어링의 거동을 매우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상세한 결

과를 Fig. 9에 명시했다. 이 경우 12,500에폭부터 원

활한 정확도를 보였다.   (0,180) 방향인 경우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했던 경우

이기 때문에 기준 해석과 높은 유사도 보였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Training case에 포함이 되지 않

은 경계 조건을 적용해도 심층신경망이 원활하게 해

석을 하는지 검토를 했다.

  이번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신경망의 성능을 검토했다. 경계 조건 선정은 학습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학습에 이용한 24가지 방향 

조합에 포함되지 않는 조합인   (55,70)의 경우

를 고려했다. 기준 시뮬레이션의 응력장과 신경망 기

반 시뮬레이션의 응력장을 비교했을 때 이 경우도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신경망 기반 시뮬레이션은 

12,500에폭에서 추출한 학습 파라미터를 이용했다. 

상세한 해석 결과 비교는 Fig. 10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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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Stress contour comparison of training 

case    ; a) reference 

simulation, b) DLNN-based simulation at 

12500 epoch

 

a)

b)

Fig. 10. Stress contour comparison based on    

 test case    ; a) reference   

simulation, b) DLNN-based simulation     

at 12500 epoch

2.2.3 앞차축 유한요소 모델

앞차축에 포함되는 모든 부품을 하이퍼메쉬(Hyper- 

mesh) 상에서 모델링하고 조립했다. 특히, 기어 부품

의 경우 기어 표면은 모두 단순화하여 매끄러운 표

면으로 대체했다. 대신 접촉하는 면을 서로 타이 키

네마틱 구속을 이용했다. 이외에 다른 앞차축 부품끼

리 접촉하는 모든 면도 타이나 키네마틱 구속 조건

을 이용하여 묶고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했다. 

앞차축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위해 하이퍼메쉬 

상에서 모델링 된 앞차축 전체 모델을 유한요소 프

로그램인 ABAQUS로 옮겼다. Fig. 11에 앞차축 전체

의 해석 모델 이미지를 나타냈다. 앞차축 유한요소 

모델은 대부분 2차 사면체(Tetrahedron) 요소 

(C3D10)를 이용했으며 앞차축에 체결된 볼트 유한요

소 모델은 6자유도를 갖는 1차원 티모센코 요소로 

대체했다. 볼트들의 위치를 Fig. 11에서 짧은 직선(온

라인: 빨간색)으로 표기하고 하중이 가해지는 위치와 

방향을 수직(온라인: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했다. 앞

차축에 체결된 볼트는 40여개가 있으며 1개의 볼트

를 10개의 티모센코 빔 요소로 모델링했다. 이 티모

센코 빔 요소는 2.2.1에서 기술한 신경망 기반 볼트 

유한 모델 방법을 기반으로 모델링됐다.

앞차축에 조립된 볼트의 체결된 방식은 위치와 목

적마다 다르지만 물성은 모두 다 같았기 때문에 앞

차축 정해석 결과에서 나온 응력, 변형률 데이터는 

볼트의 체결 조건과 위치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일괄

적으로 관리했다. 앞차축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하중 방향을 고려하여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총 30가지의 방향을 이용하여 앞차축에 포

함된 모든 볼트에서부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했다. 학습 데이터베이스를 얻기 위한 자세한 

하중 방향을 Fig. 12에 정리했다.

Fig. 11. FE full model of the front axle

Fig. 12. Stress-strain data acquisition for hybrid 

FEA of Full front a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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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기 위해 이용한 신경망 구조는 [30-55-55-6] 

이고 Leaky-ReLU 활성화 함수와 아담 최적화를 이

용하여 총 10만 에폭 학습을 진행했다. 2,500 에폭 

주기마다 학습 파라미터를 저장하여 특정 에폭에서 

하이브리드 해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30가지 방향을 제외한 하중 방향으로부터 앞차축  

유한요소모델의 심층신경망 기반 정해석을 검토했다. 

이 경우   인 하중 조건을 이용했다. Fig. 13에 명

시한 대로 기존 시뮬레이션 결과와 신경망 기반 시뮬

레이션 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b)에 표기된 흰색 십자들은 UEL subroutine

을 이용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보안 규정상 해

석 결과인 응력값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건의 

특정 변환식을 통해 변환된 값을 명시했다. 

다음은,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시험장에서 측정

한 3점 굽힘 실험 데이터와 신경망기반 기반 시뮬레

이션 결과를 검증했다. 3점 굽힘 실험 시 변형률 게

이지를 이용하여 힘-변형률 데이터를 획득했다. 3점 

굽힘 실험은 앞차축에 가해지는 임계 하중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다. 계측 지점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위치를 선정했다. 상세한 위치를 Fig. 14에 나타냈다.

a)

b)

Fig. 13. Scaled stress contour comparison for 

the front axle FE model; a) reference 

simulation, b) DLNN-based simulation 

at 25000 epoch

Fig. 14. The Locations of the three strain gauges  

a) R1 

b) R2

c) R3

Fig. 15. Verification DLNN-based FEA simulation  

 with experiment data from a) R1, b) R2  

 and c)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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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측정 지점에서의 실험값과 해석값의 검증 결과

와 값들 사이의 최대오차를 Fig. 15에 정리했다. 앞

차축의 중앙지점에 가까운 지점인 R1 지점은 11.01%

의 최대오차를 보였으나 앞차축 왼쪽 끝 부분인 R2

와 R3 지점에선 6.78%와 2.2%의 최대오차를 보였다. 

오차가 지점마다 다르고, 특히, R1에서 큰 오차가 발

생하는 원인은 앞차축 모델링 시 가정했던 마찰 조

건의 부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Fig.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층신경망 기반 해석이 기존 해석

과 유사한 응력장 분포를 보였으며 Fig. 15와 같이 

실험 측정값과 심층신경망 기반 해석값을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획득 할 수 있었다. 실제 앞차축 

모델에 선정한 3개 측정 지점을 DLNN을 이용한 앞

차축 해석 모델에 반영한 데이터를 이용했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앞차축에 체결되는 볼트와 베어링 부품

을 심층신경망을 기반으로 정해석을 하는 하이브리

드 유한요소모델을 소개했다. 풍부한 학습데이터 베

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응력과 변형률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체결되는 부품에 따라 요소를 달리 선정하였고 이

에 따라 ABAQUS 서브루틴의 종류가 달랐다. 볼트 

모델은 1차원 6자유도를 갖는 티모센코 빔 이론을 

ABAQUS UEL 서브루틴에 정식화했다. 심층신경망

이 현재 해석 단계에 해당하는 응력값을 예측하도록 

했다. 하지만, 베어링 부품은 베어링 종류에 관계없

이 베어링 모델을 단순화하여 솔리드 요소를 이용했

다. ABAQUS UMAT 서브루틴을 이용하여 현재 해

석 단계의 응력값뿐만 아니라, 접선강도 행렬을 신경

망 학습 파라미터들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게 했다. 

볼트와 베어링 해석 결과를 해당 해석 시편들로부터 

검증했다.

궁극적으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심층신경망 

기반 앞차축 해석 결과를 검증했다. 우선, 앞차축의 

응력분포를 기존 해석과 비교하여 유사함을 확인했

고 특정 세 지점에서 획득한 3점 굽힘 실험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해당 지점에서 거동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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