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Vol. 33 No. 1❙2020

강 남 우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 교수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 분

야를 넘어서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공

지능 분야 중에 하나인 딥러닝이 최적설계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의 최적설계 연구들은 전통적

인 역학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공학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최근 딥

러닝 연구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한 설계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 다. 최적설계 분야는 딥러닝의 핵심인 최적화 및 

통계적 방법론들을 오랜기간 연구해 왔기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딥러닝의 적

용이 자연스러우며 다양한 접점을 가지고 있다.

1. 최적설계를 위한 딥러닝 활용법 

딥러닝의 경우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별로 최적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최적설계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게 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는 (1) 목적함수, 설계변수, 제약조건들을 정식화하여 설계문제를 

정의한 후, (2) 실험계획법(DOE)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메타모델(근사모델)을 구

축고, (3)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목적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설계 솔

루션을 찾는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표 1 딥러닝의 분류와 최적설계 적용 예시

종류 목적 대표 모델 최적설계 적용 방법 예시

지도학습 분류(Classification), 
회귀(Regression)

DNN, CNN, RNN ⋅설계성능 예측 (메타 모델링)
⋅설계타당성 검증 (제약조건) 

비지도학습 군집화(Clustering),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및 
생성(Generation)

AE, VAE, GAN ⋅설계변수 파라미터화
⋅설계변수 차원 축소
⋅잠재공간에서 최적화 수행
⋅설계성능 예측 (메타 모델링)
⋅설계조건과 최적설계 매핑

(End-to-End Learning)
⋅학습용 설계데이터 생성

강화학습 순차적 Action 학습 DQN, A3C, PPO ⋅최적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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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딥러닝의 대표적인 활용가능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상 최적화의 경우 규칙 기반의 파라미터화가 필

요하고, 복잡한 설계 문제의 경우 다량의 설계변수를 동시

에 최적화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경우 딥러닝의 생

성 모델(Generative Model)을 이용하여 고차원의 설계변수

들을 저차원의 잠재공간(Latent Space)으로 매핑할 수 있

으며, 저차원에서 쉽게 파라미터화가 가능하다. 또한 저차

원으로 매핑된 설계변수들은 고차원에서 보다 최적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게 되어, 잠재공간에서 최적화를 수

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전통적인 메타모델링 기법들은 고차원의 입력값

을 가지는 모델을 근사화하기 어려웠지만, 딥러닝은 데이

터가 충분할 경우, 복잡한 해석결과를 근사화한 메타모델

을 만들 수 있다.
셋째,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설계 데이터를 생성하

기 위해 딥러닝의 생성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단, 공학적

으로 의미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역학 모델과 딥러닝의 결합이 필요

하다.
넷째, 기존의 반복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거

나, 설계 조건과 최적설계 결과를 한 번에 매핑하는 End- 
to-End Learning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최적설계의 경우 주어진 설계조

건에서 하나의 최적해를 찾기 때문에 설계조건이 바뀌면 

다시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강화학습

의 경우, 다양한 설계조건에 대해서 유연하게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비록 학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

지만, 학습을 마친 후에는 설계조건이 바뀌어도 바로 최적

해를 찾을 수 있다.

2. 딥러닝 기반 최적설계 연구분야 

딥러닝이 적용되고 있는 최적설계 연구의 대표적인 분

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특정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위상최적화, 컴퓨터 이용 공학 (CAE), 메타모델링, 재
료설계, 컴퓨터 이용 설계 및 생산 (CAD/CAM), 형상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강화학습을 통한 설계, 디자인

선호도 학습,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

특히 위상최적화는 딥러닝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위상최적화는 설계 역 내에서 재료의 

최적화된 분포를 결정하는 방법론이며, 재료의 분포 결과

가 이미지 픽셀 개념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최근 Google
에서도 딥러닝을 활용한 위상최적화 논문을 발표했다 

(Hoyer et al., 2019). 다음으로 CAE 해석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딥러닝으로 메타모델을 만드는 연구들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딥러닝을 메타모델링 기법의 하나로 이해

하는 것이 딥러닝을 적용하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기 때문

그림 1 최적설계 프로세스 단계별 딥러닝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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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최적설계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을 모두 융합

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설계자동화를 추구하는 제너레이티

브 디자인 (Generative Design)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Oh 
et al, 2019).

3.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인공지능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인공지능이 스

스로 설계안의 생성, 평가,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

하는 연구이다. 그림 2와 같이 나타난 세단계별 사용되는 

핵심 인공지능 기술은 다음과 같다.

⋅설계 생성 단계: 과거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미적

이면서 동시에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설계안을 다량으

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설계 평가 단계: 생성된 설계안들의 독창성, 성능, 제
조성 및 제조비용 등을 평가/예측/비교할 수 있는 인

공지능 기술

⋅설계 추천 단계: 평가된 설계안들에 대한 설계자 혹은 

고객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우수한 설계안 또는 그룹

을 추천하고, 생산으로 자동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술

4. 한계점과 연구방향 

인공지능 기반 최적설계 연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습 데이터의 부족 문제는 여전히 큰 한계점으로 존재한

다. 기업에서도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질의 설계 및 해석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메인 지식 기반의 데이터 생성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저장하게

될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최적설계 융합연구의 핵심은, 활

용 분야의 도메인 지식과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을 올바르게 연결해 주는 파이프라인 개발이다. 이를 위해

서는 인공지능과 도메인을 동시에 이해하는 엔지니어가 

의미있는 데이터를 수집/생성 및 전처리를 하여, 인공지능

이 학습하기 좋은 문제를 만들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올

바르게 정의해야만 인공지능이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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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공지능 기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출처: www.smartdesignlab.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