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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설계: Deep Generative Design

나니아랩스･한국과학기술원   신동주･권용민･강남우*

1. 서론 - 인공지능 기반 설계
(Deep Generative Design)1)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자율주행과 전동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신개념의 모

빌리티 개발을 위한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설계기술

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함

께, 과거의 물리 및 경험 기반의 전통적인 설계 프로

세스를 벗어난 데이터 주도의 설계기술들이 더욱 주

목받고 있다.
<그림 1>과 같이 과거의 차량 설계는 시작/시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개선을 반복 수행하는 방

법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현재의 차량 설계는 컴퓨터

를 이용한 모델링 및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작차

를 만들기 이전에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고 최적화하

여 시작/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기존

의 모델링 및 해석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마저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계/해
석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설계 프로세

스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설계/해석의 순차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세

스로 인한 개발 시간과 비용의 증가

∙과거에 축적된 디자인/설계/해석 데이터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과거 경험 바탕의 설계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설

계안을 탐색하고 평가하기 어려움

∙심미성, 가격 등 고객(시장)이 중요시하는 디자인 

* 정회원

요구사항을 고려하지 못함

∙설계/해석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소

기업의 활용이 어려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Generative Design) (Oh et al., 
2019; Yoo et al., 2021; Jang et al., 2022) 기술들이 나타

나고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독창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 가능한 디자인들을 자동 

생성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며 (Shea et al., 2005; 
Krish, 2011), 최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딥러닝 기술

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공지능 설계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공학설계

의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며, 모빌리티 뿐 아니라 모든 제조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가상제품개

발(Virtual Product Development) 기술이다. 
<그림 2>는 나니아랩스(Narnia Labs, 2022)에서 제

시하는 Deep Generative Design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Deep Generative Design은 설계안의 생성, 평가, 최적

화, 추천의 4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목적과 효과는 

아래와 같다.
(1) 설계 생성 단계: 인공지능 기반 위상최적화, 파라

메트릭 디자인, 생성모델(Generative Model)을 이

용하여 대량의 새로운 설계안들을 자동 생성하

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와 닮으면

서도 공학적으로 우수한 대량의 컨셉 설계안들

을 제공하여 디자이너/설계자들에게 새로운 영

감을 줄 수 있다. 
(2) 설계 평가 단계: 생성된 설계안들에 대해 인공지

능 기반의 CAE/CAM 기술을 이용하여 공학적 

성능, 제조 가능성, 제조 비용, 독창성 등을 실

시간으로 예측하는 과정이다. 설계안들에 대한 

성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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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

축할 수 있으며, 디자인/설계/해석의 순차적이

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설계 최적화 단계: 목표 성능과 제약조건을 만

족시키는 최적 설계안을 인공지능을 통해 도출

하는 과정이다. 디자이너/설계자가 제품의 목표 

성능 값들을 입력하면, 이를 최대화하는 최적 설

계안들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성능지표별로 

상충되는 최적설계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4) 설계 추천 단계: 최적화된 설계안들에 대해 인

공지능으로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목표 시

장에 맞는 설계안을 추천하는 과정이다. 공학성

능, 비용, 고객의 선호도(심미성, 가격 등)의  상

충관계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기업을 위한 최

적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섹션부터는 앞에서 소개된 Deep Generative 
Design의 4가지 단계별 대표 연구들과 차량 시스템/
부품 설계에 적용된 사례들을 소개한다.

2. 인공지능 기반 설계 생성
(Design Generation + AI)

설계 생성 단계에서는 역학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의 장점을 결합하여 

공학적이면서 심미적으로 의미 있는 대량의 디자인들

을 자동 생성한다. 특히 공학설계의 위상최적화 및 파

라메트릭 디자인 기술들은 딥러닝과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Oh et al. (2019)는 과거 디자인 데이터를 레퍼런스

로 입력하면, 주어진 볼륨 조건 내에서 구조물의 강성

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레퍼런스와의 거리를 최소화하

여, 과거 디자인과 비슷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더 우수

한 디자인을 생성한다 (그림 3). 이때 위상최적화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다양화함으로써 하나의 레퍼런스 

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

된 데이터를 심층생성모델을 통해 학습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재생성하면 이를 다시 위상최적화의 레퍼런

스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반복적인 생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량의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

그림 1 차량 설계 패러다임 변화

그림 2 Deep Generative Design (Narnia Lab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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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해낼 수 있다. Jang et al. 
(2022)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중요한 목적인 설계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강화학습을 수행하였다. 
위상최적화 알고리즘을 딥러닝 모델로 대체하고, 이

를 환경으로 삼아 디자인 공간에서 다양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설계안들을 순차적으로 탐색해 나갈 수 

있는 강화학습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제품의 공학적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3D 기반의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Shin et al. (2021)은 

양산 휠의 단면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여 이미지 변환 

후 심층생성모델로 학습하여 새로운 휠 단면 이미지

들을 생성하였다. 이후 휠 디스크 뷰 이미지와 휠 단

면 이미지를 조합하여 3D CAD를 생성하는 3D 모델

링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그림 4). 또한 

Shin et al. (2022)은 생성된 3D CAD 데이터를 3D 
생성모델로 재학습하여 3D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

간(Interpolation)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

술들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수천 개의 3D 
CAD 데이터를 자동 수집할 수 있으며, CAE 시뮬레

이션을 통해 오토라벨링(Auto labeling)을 수행할 수 있

게 된다.
실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도입 또는 디지털 전환

에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학습용 3D 데이터의 

부족 현상이며, Deep Generative Design의 설계 생성 

기술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다. 

3. 인공지능 기반 설계 평가

(Design Evaluation + AI)

설계 평가 단계는 새로운 설계안이 만족해야 하는 

다양한 설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앞에서 생

성된 컨셉 설계안에 대해서 공학적 성능, 제조성, 제
조 비용, 독창성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해석/시험 

결과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모델은 기존의 해석/시
험 과정에 소요되었던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

일 수 있다. 새로운 디자인/설계에 대한 공학성능이 

실시간으로 예측되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간의 순차

적이고 반복적인 작업 프로세스 없이도 대량의 컨셉 

설계안에 대한 빠른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림 3 위상최적화와 딥러닝의 결합을 통한 휠 디자인 생성 (Oh et al., 2019; Jang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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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et al. (2021)는 자동차 휠의 고유진동수를 통해 

강성을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딥러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휠 이미지 데이터의 형

상을 비지도로 학습한 차원 축소 모델의 인코더를 전이 

학습용으로 활용하였으며, 복수의 모델을 결합하는 앙

상블을 사용하였다. 특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데이터 주도 모델이 물리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

음을 보여줌으로써 엔지니어의 딥러닝 사용에 대한 신

그림 4 데이터 기반 3D CAD 생성 자동화 프로세스 (Shin et al. 2021; Yoo et al., 2021)

그림 5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러닝 예측 결과 시각화 (Yoo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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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높여 주었다. 예를 들어 그림 5의 (a)에서 인코더의 

잠재 공간에서 데이터가 공학성능에 따라 분포되어 있

음을 통해, 딥러닝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형상 특징을 

잘 추출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b)에서는 고유진동

수에 영향을 주는 위치를 Grad-CAM으로 시각화하였

고, 실제 도메인 지식과 매칭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Jin et al., (2021)은 강도 예측 딥러닝 연구로써, 자

동차 휠의 충격 해석을 대체할 수 있는 3D 딥러닝 모

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6). 휠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델링 및 해석 

시간이 소요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실시간으

로 수행하기 위해, 해석 자동화를 통해 응력 분포 데

이터를 생성하고, 3D 복셀 데이터와 2D 디스크 뷰 이

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멀티모달 딥러닝 아키

텍처를 구축하였다, 이때 딥러닝은 최대 응력값과 해

당 위치의 x, y, z축 좌표를 예측하고, 전체적인 응력 

분포 결과 이미지를 함께 생성한다. Park et al. (2022)
은 휠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3D Mesh 데이터와 

Graph Neural Network(GNN)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Kwon et al. (2022)는 생성 휠 데이터

(Source domain)를 이용하여 실제 휠 데이터(Target 
domain)의 성능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도메인 적응 기

법들을 제시하고 성능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원가 절감을 위한 재설

계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Yoo & Kang (2021)은 절삭가공 부품 데이터

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예측하는 3D 딥러닝 모델을 

그림 6 3D 딥러닝 기반의 최대응력 위치 예측 (Jin et al., 2021)

그림 7 3D 딥러닝 기반의 제조원가 예측 (Yoo & Kang,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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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형상에 따른 원가 상승 위치를 설명가

능한 인공지능인 3D Grad-Cam으로 시각화하였다 (그
림 7). 3D 캐드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와 복셀로 

전처리하여 입력으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중간에 부

피와 재료 물성치값을 입력해 최종적으로 제조원가를 

예측하는 구조의 모델이 제시 되었다. 설명 가능한 인

공지능으로 제조원가에 민감한 CNC 가공 특징을 잘 

감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모델의 결

과가 CNC 도메인 지식과 매칭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Deep Generative Design의 설계 평가 기술은 

공학성능 및 제조원가 예측을 통해 개발 프로세스 초

기에 빠르게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개발 프로세스 말기에 발생하는 설계변동으로 인

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인공지능 기반 설계 최적화
(Design Optimization + AI)

설계 최적화 단계는 인공지능이 최적설계안을 실시

간으로 도출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순차적으로 해를 

찾는 전통적인 최적설계 기법의 높은 계산비용을 줄

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해를 찾

을 수 있는 딥러닝 기반 역설계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Liu et al., 2018). 딥러닝 기반 역설계(Inverse Design) 
기법은 성능 예측 모델과 반대로 목표 성능을 입력으로 

주면 이를 만족하는 설계안을 결과물로 생성해낸다. 
딥러닝 기반 역설계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두 

가지 접근으로 가능하며, 설계 문제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Jwa et al., 2021). 
Kim et al. (2021a)은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설계에 

대해 복수의 성능지표를 만족할 수 있는 다분야 통합 

역설계 기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8). 브레이크 설계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는 Forward network를 

학습 후에,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설계 파라미터를 생

성하는 Inverse network를 Forward network 앞단에 붙

여 재학습한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 Inverse network는 

목표 성능을 입력하면 최적화된 설계 파라미터를 출

력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 Kim et al. (2021b)은 비

지도학습인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cGAN)과 Variational autoencoder (VAE)를 Forward 
network와 결합한 브레이크 시스템 최적화를 수행하

였다. 비지도학습의 구조에서는 목표 성능 값을 조건

으로 입력하면 성능을 만족하는 최적설계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지도학습 기반 역설계와의 차이점은 

동일 성능에 대해서 다양한 설계안을 생성할 수 있다

는 점이다.
Jin et al. (2022)은 TV 스탠드를 위한 역설계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강도 평가가 필요한 다양한 자

동차 부품에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TV 스탠드 설계 

파라미터 값을 입력으로 하여 낙하 충격에 따른 최대

응력 값과 무게를 예측하는 Forward network를 학습

한 후, 최대응력값이 허용응력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스탠드의 무게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Inverse network를 학습하였다.
이러한 Deep Generative Design의 설계 최적화 단계

는 딥러닝 기반 역설계 기법을 통해, 높은 계산비용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최적설계와 달리 실시간으로 

설계 최적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성능 예측 모델을 병렬로 활용하는 다분야 최적설계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확장성을 보여준다. 

4. 인공지능 기반 설계 추천
(Design Recommendation + AI)

설계 추천 단계에서는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설계안

들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타겟 고객에게 

그림 8 딥러닝 기반의 디스크브레이크 시스템 역설계 (Kim et al., 2021b,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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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디자인을 추천한다. 특히 제품의 심미성은 소

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디자인과 성능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디자인 컨셉을 결정하기 위해 고객의 디자인 

선호도 반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객의 선호도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비선형적일 

뿐 아니라 같은 디자인에 대해 개인별로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학습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Kang et al. (2019)는 차량의 스타일과 기능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할 수 있는 머신

러닝 기법을 제시하였다. 온라인으로 3D 자동차 디자

인을 생성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의 선택에 따

라 다음 3D 디자인을 생성하여 고객의 선호도를 학습

해 나가는 액티브 러닝(Active learning) 기법을 구현 

하였다 (그림 9(a)). 이를 통해 고객별 가격, 성능, 디
자인 등의 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고, 목
표 시장을 위한 최적의 디자인을 추천할 수 있다. 

Lee & Kang (2020)은 심미성 학습에 딥러닝을 적

용하여, 휠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하고 추천하

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그림 9(b)). 2D 휠에 대한 

(a) Active Learning Process

(b) Recommendation System

그림 9 딥러닝/머신러닝 기반 개인별 선호도 학습과 추천 시스템 (Kang et al., 2019; Lee & K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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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고객의 선호도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하고, 마케팅에 사용되는 효용 이론

(Utility theory)과 딥러닝을 결합하여 개인별 선호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심미성은 주관적인 영역이

며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개인별 선호도 모델을 이용

하여 개인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도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특성별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목표 시장별 디자인 추천이 가능하다.
Shin et al. (2021)은 휠 디자인에 대해 성능, 심미성

을 고려한 상충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10). 공학성

능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디자이너와 

고객이 느끼는 심미성과 공학성능 간의 상충관계를 

파레토 프론트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이러한 Deep Generative Design의 설계 추천 단계는 

다수의 컨셉 설계안에 대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

하여 시장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

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기술은 디자이너, 엔지니

어, 마케터가 정량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결론 –미래의 설계 패러다임

물리/경험 중심의 설계기술과 데이터/고객 중심의 

설계기술이 결합된 Deep Generative Design 기술이 모

빌리티 및 제품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그림 11>과 같이 현재의 설계 프로세스는 디자이너/

엔지니어/마케터가 소량의 디자인을 가지고 오랜 기간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최종 제품을 설계한 후 시장에 

나가서 고객의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미래의 설계 프

로세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학적이고, 경제적

이고,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대량의 디자인을 생성하면, 
디자이너/엔지니어/마케터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량적인 

예측값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최적의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Deep Generative Design 제조업 신제품 설

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본 기술이 가져올 것

으로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기업의 데이터 주도의 가상제품개발 및 디

지털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다. 기업의 제품에 특화된 

설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솔루션을 확보하고 이를 통

해 기업의 다양한 업무와 비지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여 미래에 

축적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제품개발시간 단축 및 제품 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CAE 및 최적설계에서 발생하는 반복

적인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여, 개발시간과 비

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은 더

욱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공

지능이 스스로 설계안을 생성, 평가, 최적화, 추천하

여 시장성 높은 제품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다. 엔지

니어링 SW가 필요한 반복적인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클라우드를 통해 다수의 작업자가 최신 인공

그림 10 디자인 선호도와 공학적 성능의 상충 관계 분석 (Shi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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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모델을 공유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엔지니어링 업무(설계, 해
석, 및 최적화)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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