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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프로펠러 단면 형상 공력 설계최적화

울산대학교 대학원

항 공 우 주 공 학 과

김 준 영

제트엔진기술의 발전으로 침체된 프로펠러 설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중·고고도 

장기 체공 UAV(무인 비행체), 태양광 비행기 등의 개발에 따라서 다시 설계 기술

적 연구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보다 정교하고 완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프로펠러 단

면 형상의 분포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력해석도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 3차원 형상 설계를 위한 전 단계로서, 2차원 단면 형상에 

대해서 형상 설계최적화를 수행했다. 프로펠러의 단면 형상을 설계하기 위하여 먼

저 CFD를 이용하여 NACA의 풍동시험 데이터로 이를 검증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 수치최적화 기법으로는 심층 신경망 이론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했

으며, 구축된 메타모델로 직접 수치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와 역설

계(Inverse Design)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 프로펠러 단면 형상을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s) 기반의 형상 함수를 사용했다. 이를 사용하여 생성된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조정점을 설계변수로 선정하고, 약 40,000

개의 교란익형 형상을 생성시켜 각 case별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익형 형상생성 모듈과 

격자생성 모듈 및 공력해석 모듈 들을 개별적으로 Script를 구성하여 자동화하며, 

이들을 전체적으로 Visual basic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시켜 함께 자동화된 

Framework를 구축하였다. 설계최적화 제약조건으로는 익형의 면적을 제약조건으

로 삼고, 목적함수를 최대 양항비로 정했다. 

직접 수치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전역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여 프로펠러의 단면 형상을 최적 

설계하였다. 역설계 최적화에서는 익형의 공력특성 및 면적 대비 해당 형상을 앞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시켜 역 메타모델을 구축했으며, 이

를 CFD 해석과 비교한 결과와 설정한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최대 양항비를 역

설계 최적화결과로 삼았다. 

역설계 최적화 결과를 직접수치최적화 설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역설계 최적화 및 직접수치최적화 결과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설계형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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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최대두께의 위치가 후방에 위치하여 천이위치가 후방으로 약 12% 이동하

여 양항비가 약 9% 정도 향상됨을 보였다. 이는 딥러닝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뛰어

난 예측 능력을 활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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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본 연구는 3차원 형상 설계를 위한 전 단계로서, 중고도 무인기의 프로펠러 단면

인 2차원 단면 형상에 대해서 공력 설계최적화를 진행한다. 그 중에서도 MQ-1 

predator의 프로펠러 단면을 선정하였다. 끝단 단면은 MH 117이며 프로펠러에 끝

단에 사용되는 익형 중 하나이다[1]. 

  프로펠러를 대표하는 깃 각이나 위치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

로 프로펠러 중심으로부터 75% 반경인 지점을 대표 위치로 삼는다. 최종적으로 프

로펠러의 대표가 되는 반경방향으로부터 75% 지점인 MH 115익형을 기본형상

(Base Design)으로 삼고 CFD와 NACA의 풍동시험 데이터로 이를 검증한다. 수치

최적화 기법으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하고, 구축된 메타모델을 사용하여 역설계(Inverse Design)최적화 

및 직접설계최적화를 진행하여 프로펠러의 단면 공력형상 설계에 응용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트엔진기술의 발전으로 침체된 프로펠러 설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 중·고고도 

장기체공 UAV(무인 비행체), 태양광 비행기 등의 개발에 따라서 다시 설계 기술적 

연구 요구가 대두되었다. UAV(무인 비행체)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에 

의해서 또는 자율비행제어 장치에 의해서 비행을 하여 정찰이나 감시, 기후 등의 

측정, 탐사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비행기를 의미한다. 특히, 원하는 지역에서 고해

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상공에 띄워 해당 지역을 촬영

하는 예가 늘고 있으며,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영상 데이터 획득은 군 관련 조직을 

비롯하여 재해방지 조직, 재해구조 조직, 정찰업무 조직, 교통상황 조직, 산불감시 

조직, 범죄예상 및 추적 등을 위한 특수 조직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이

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의 주요 성능은 프로펠러의 성능 효율, 모터의 효율, 배터리

의 용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 중 프로펠러는, 회전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비행

을 위한 추력 및 조종력을 발생하는 장치로써 무인 항공기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핵

심적인 구성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무인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펠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펠러 3차원 형상 최적설계는 전산 공력해석 시간의 부담으로 반

경방향으로 피치각(pitch angle) 및 고형비(solidity) 분포 정도만으로 설계변수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프로펠러의 해석은 해석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1930년대 완

성된 오랜 역사에 걸쳐 알려져 있는 BEM 이론으로 회전익의 공력해석에 사용하고 

있다[2-3]. 그러나 보다 정교하고 완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프로펠러 단면형상의 분

포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력해석도 CFD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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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CFD를 이용한 층류익형의 공력 해석 및 검증

  프로펠러 단면 익형의 최적 설계에 사용한 공력해석은 CFD 기법을 사용한다. 적

용하기 전에 이 CFD 기법을 먼저 검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본형상(Base 

Design)으로 채택한 MH 115익형은 프로펠러의 단면으로 자주 사용되는 층류익형

이지만 이에 대한 풍동시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MH 115와 형상 및 

유동조건이 유사하며, 풍동시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NACA 6-digit계열의 층류익형 

중의 하나를 선정하여 검증을 대신하기로 하였다. CFD 해석은 상용해석코드인 

STAR-CCM+를 사용하였다.

2.1 지배 방정식

2.1.1 RANS(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

  

  검증에 사용한 상용코드인 STAR-CCM+[4]는 유동해석의 지배방정식인 나비어

-스톡스(Navier-Stokes)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질량보전법칙, 운동량보존법칙, 그리

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동반하고 있다. 정지좌표계(inertial frame)에서의 비정상 압

축성 나비어-스톡스(Navier-Stokes)방정식을 보존형(conservation form)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2.1) 

  이를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FVM)에 적용하여 적분형태로 표시하

면 경계면 S로 둘러싸인 임의의 격자 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된다.



 


  


 ⋅   (2.2)

  여기서 는 보존 변수 벡터(conservative variable vector)이며, 는 비점성 플

럭스 벡터(inviscid flux vector)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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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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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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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상에서 보면 방정식은 5개이지만 미지수는 ,  , , , ,  ,  등의 총 7개이

므로 계를 닫기 위해서 열적 완전기체(Thermally Perfect Gas) 상태방정식과 열량

적 완전기체(Calorically Perfect Gas) 관계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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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여기서 gas상수    이고, 비열비   이다.

2.1.2  천이 모델

  층류익형의 해석은 유동 중에 발생하는 천이(Transition)현상의 해석이 가장 중요

하다. 유동의 층류-난류 천이 현상을 수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양

한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유동의 천이 해석을 위해 Menter 

and Langtry[5-6] and Langtry[7]에 의해 정식화된  천이 모델을 사용하

여   SST 난류 모델과 결합하였다. 이론적으로 정립된 Intermittency 와 난류

운동량 레이놀스수 의 전달 방정식을 기반으로 그들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경험

적 상관관계식을 국부변수를 이용해 기술함으로써 천이모델의 인위적 문제설정이나 

기하학적 제약을 해소하였다. 또한, Intermittency의 생성과 소멸을 모델링함으로써 

천이의 전달현상과 재층류(Relaminarization) 현상을 자연스럽게 모델에 내포할 수 

있으며, 선형안정성 해석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해(Multiple 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부변수로 표현 가능한 vorticity 로 정의되는 vorticity 

Reynolds number 와 이를 사용하는 momentum thickness Reynolds number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1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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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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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여기서  와 는 k와 의 생성율(Production Rate)을, 와 는 소멸율

(Destruction Rate)을 나타낸다. Intermittency 의 전달 방정식에서 는 경계층 

내에서 Intermittency 방정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는 소멸(Destruction)과 

재층류(Relaminarization)와 연관이 있는 항이다. 는 경계층 외부 영역에서 전달

된 스칼라 와 해당 지점의 값인 를 위한 실험적 Correlation이다. 

SST 난류 모델과의 결합을 위해 난류 운동에너지 k의 생성항과 소멸항 와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 형식을 따르며 변수 및 천이모델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참고

문헌[9-11]에 명시되어 있다.

                                                              (2.18)

                         minmax                     (2.19)

2.2 STAR-CCM+를 이용한 CFD해석

2.2.1 검증모델 선정

  기본형상(Base Design)과 최대두께 및 최대캠버의 위치나 크기가 최대한 비슷한 

NACA 6-digit 중에서도 NACA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CFD와 NACA

의 풍동시험 데이터[8]로 검증하여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NACA 6-digit은 자연층류(Natural Laminar Flow) 익형으로 불리는 데, 이는 층

류흐름이 익형의 앞전으로부터 30~50% 까지 광범위하게 지속되기 때문이다. 앞전

이 상대적으로 뾰족하여 급격한 흐름의 가속을 피함으로써 앞전 천이를 방지하고, 

또한 최대두께의 위치가 재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여 층류흐름을 오

랫동안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층류익형의 장점은 특정 비행 영역에서 

항력이 작은 현상, 즉 drag bucket이 있다. 다른 익형들에 비해서 적은 항력으로 

인하여 연료 절감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속특성이 비교적 열등하

고, 표면 거칠기로부터 발생하는 천이현상이 다소 민감하며, 높은 피칭모멘트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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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뒷전(Trailing Edge)부근이 cusp에 가까워 너무 얇아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9]. 그림 2.1은 NACA  익형과 기본형상으로 채택한 MH 115를 비교한 

것이고, 표 2.1은 익형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NACA  익형 및 MH 115 익형 형상

표 2.1 익형의 제원

NACA  MH 115

최대두께 12 % 11.1 %

최대두께 위치 34.9 % 29.8 %

최대캠버 2.2 % 5.5 %

최대캠버 위치 50 % 46 %

레이놀즈 수  ×   × 



- 7 -

2.2.2 격자생성

  격자는 C-type 원방경계의 사각형 정렬격자로 구성하였다. 원방경계는 Chord의 

30배를 사용하였고 격자수는 ×로 총 26,400 cells이다. 그림 2.2는 격자의 

전체부분과 익형 주위의 생성된 격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 overall view (b) near-view of airfoil

그림 2.2  층류익형( ) 해석을 위한 격자

2.2.3 경계조건

  표 2.2은 해석에 적용된 공기의 물성치이며, 표 2.3는 해석에 적용된 Velocity 

inlet 경계조건의 적용 값이다. 그림 2.3은 해석 영역의 경계조건을 보인 것이며, 속

도는 레이놀즈수  × 에 맞게 적용되었다. 난류강도, 난류길이크기는 NACA 

TN-1283[10]에 제시된 수치를 적용된 값을 적용하였다.

표 2.2 공기의 물성치

공  기

밀도  

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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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Velocity inlet 조건 적용 값

속  도 37.71 

난류 강도 0.01675%

난류길이크기 0.0008382 m

그림 2.3 해석 영역 및 경계조건

2.2.4 해석기법 및 결과분석

비압축성 흐름해석 기법인 Segregated flow를 사용하였으며, 난류모델은 천이 

유동해석을 위해 을  SST 난류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압력과 속

도의 연계는 Patankar와 Spalding의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내재적

(Implicit) 시간적분법을 사용하였다.   천이모델을 사용한 NACA 

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완전 난류 모델인  SST 모델을 사용한 유동해석 결과

를 사용했다. 받음각(angle of attack, ) -10 ~ 10도 영역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2.4는 받음각에 따른 양력계수 그래프이며, 그림2.5는 양력계수에 따른 항력계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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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받음각에 따른 항력계수

그림 2.5 양력계수에 따른 항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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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를 보면 양력계수의 선형영역을  모델 및    모

델 모두 풍동시험 결과[12]와 유사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2.5는 항력 예측 결과

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처럼 천이 모델과 완전 난류 모델의 차이는 항력 예측 결

과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완전 난류 모델의 경우 익형 주위의 경계층에 대해

서 층류 및 천이 영역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마찰항력을 갖게 

된다. NACA  익형의 풍동시험 데이터를 보면 받음각이 0도 부근에서 5

도까지 항력계수의 값이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Low 

Drag Range(Drag Bucket)라고 한다.

  이 현상은 낮은 받음각일 때 익형 표면에서 천이가 발생하기 전에 층류 흐름 지

역이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받음각이 커지면 천이가 앞 당겨져 

층류 지역이 줄어들게 되고 Drag Bucket은 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최적화를 

수행할 영역에서는 받음각이 낮으며, 천이가 늦게 발생하고 층류 지역이 넓게 존재

하므로 CFD 기법이 Drag Bucket 현상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확한 항력 해석을 통한 항력 최소화는 천이현상과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고, 설계는 천이현상을 지연(Delay)시켜 층류지역을 가능한 넓히면

서 표면 마찰항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 익형의 형상을 변형시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할 기본형상(Base Design)인 MH 115 익형

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일어나는 유동현상이 될 것이므로, 최적 설계하는데 있어서 

CFD 해석의 검증을 위해 NACA 6-digit 층류익형을 선정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

에 잘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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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프로펠러 익형의 설계최적화 문제정식화

  

  프로펠러 익형의 최적설계의 전 단계로서, Baseline인 MH 115 익형을 Nominal 

Design 으로 삼고 교란설계(Perturbed Design)을 생성시켜 공력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학습시켜 메타모델을 구축했다. 수많은 형

상에 대한 반복 전산해석이 필요에 따라 공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익형 형상생성 모듈과 격자생성 모듈 및 공력해석 모듈들을 

개별적으로 script를 구성하여 자동화 시켰으며, 이들을 전체적으로 Visual 

Basic[11]을 사용하여 상호 연결시켜 함께 자동화된 Framework를 구축시켰다. 이

를 여러 PC에 CFD 해석을 분산시켜 진행하는 분산해석시스템을 사용하였다.

3.1 익형의 형상 표현

  본 연구에서는 실용화된 공력형상 설계최적화 기법 구성의 일환으로 익형의 형태

를 Parameter화 하기위해서 형상 표현능력이 우수한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기반의 형상함수[12]를 사용하였다. 

3.1.1 NURBS 형상함수

NUBRS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B-spline 기저함수(Basis Function)[13]를 가

지고 있다. 

   i f  ≤      
  

                 

  
  

  
        (3.1)

  여기서  는  ≤  를 만족하는 절점벡터(Knot Vector)이다. 유리

(rational)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동차좌표(Homogeneous Coordinate) 의 개념, 즉 

(n-1)차 공간의 점을 n차 공간의 투영에 의해서 표현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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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여기서 는 조정점(Control Point)이며, 는 동차좌표의 값으로 가중치(weight)

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블렌딩 함수를 사용하였다.

3.1.2 설계변수 선정

  설계변수로는 조정점 또는 가중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가중치보다 조정점을 사

용하는 것이 형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조정점을 설계변수로 선택하

였다. 이 경우에도 조정점의 x, y-좌표를 모두 사용하면 설계변수의 수가 많아지므

로, y-좌표만을 사용하였다. NURBS 형상함수를 사용한 익형은 다음과 같이 설계

된다.

                                
  






                           (3.3)

  여기서, 는 설계변수로서 조정점의 y-좌표이며, 는 NURBS 형상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설계변수를 사용하

였다. 그림 3.1은 익형을 10개의 조정점을 가진 NURBS 형상함수로 표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정점이다.

그림 3.1 NURBS 형상함수로 표현된 익형 및 조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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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딥러닝(Deep Learning)

3.2.1 딥러닝의 개요

                                                                              

  딥러닝(Deep Learning)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다. 사람의 뇌에서 구현되는 지

능을 구현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사용하는 것이다. 딥

러닝은 인공신경망의 모델 구조를 써서 머신러닝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신

경망은 컴퓨터로 사람의 뇌와 유사한 뉴런 네트워크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Deep이란 인공신경망에 적용되는 뉴런의 층(Layer)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인공신경망이론의 개념 자체는 1943년에 McCulloch, Warren S., and Walter 

Pitts.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14]. 현재의 딥러닝은 그 기술이 각광

받고 있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고, 초창기에는 인공신경망 구조는 입

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으로만 이루어진 퍼셉트론(Perceptron) 

구조였다. 

   처음 나오면서 역사가 오래됐지만 간단한 문제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심각

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한동안 침체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력층

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Hidden Layer)를 추가하여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층의 개

수를 늘린 다층 퍼셉트론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은닉층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역전파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을 개발하여 다층 모델의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15]. 하지

만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며, 학습을 진행 할수록 성

능이 떨어지는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가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해결방법 중에는 ReLU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학습 성능의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방법보다 학습 성능

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2010년 이후부터는 빅 데이터 처리기술과 GPU활용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

써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지능 하면 딥러닝이라고 할 정도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구글이나 알파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

프트 등이 이미 딥러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구글검색, 구글번역 등이 그 

예이다. 

  그림 3.2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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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포괄적 개념이며, 이 범주 내에 머신러닝이 포함되고, 딥러닝

은 그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다.

그림 3.2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포함 관계

   

3.2.1.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등장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공

지능은 컴퓨터를 이용한 지적인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연구 분야

로는 자연어 처리(NLP),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로봇,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3.2.1.2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며,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머신러닝의 핵심은 표현(Representation)과 일반화(Generalization)에 있다. 표현이

란 데이터의 평가이며, 일반화란 아직 알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이다. 문자 인

식은 이를 이용한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다. 머신러닝은 인간의 여러 행위 중 학습

이라는 행위를 흉내 내어 개발된 컴퓨터 및 데이터 활용 방법의 일종이다. 머신러

닝은 작동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도 학습(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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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에 강

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다[18]. 그림 3.3은 머신러닝의 유형을 나

타낸다.

그림 3.3 머신러닝의 유형

  지도학습은 먼저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데이

터를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와 정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한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학습의 예측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학습이 잘 된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을 잘 할 가능성이 높다. 

  비 지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다. 정답이 주

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을 얻을 수 있다. 비지도

학습의 장점은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파악할 

것이 없을 때 데이터에 따라 새로운 규칙, 패턴 등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강화학습은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

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Reward)을 최대화 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등과 로봇, 게임, 제어, 통계학,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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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신경망(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은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인간의 뉴런(Neuron)의 동작 원리에 기

초해 인공적으로 구축한 신경망을 의미한다. 각각의 뉴런은 간단한 연산능력이 갖

춰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동작하면 고도의 인지, 판단 능력을 가진다. 단일 뉴런

의 구조는 그림 3.4와 같다. 각 입력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뒤, 각각의 입력과 가

중치의 곱들을 모두 합친 값에 편향(bias)를 더한다. 그 값은 다시 활성화 함수를 

거친 뒤 최종 출력 값이 된다.

그림 3.4 단일 뉴런 모델

  그림 3.4에서 각 입력을 , 가중치를 , 편향을 , 활성화 함수가  일 때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먼저, 각 입력 에 가중치 를 곱한다.

                

                                                                      (3.4)

  뉴런으로 들어온 모든 입력과 가중치를 곱하여 더해 가중합을 구한다.

                                    
  



                            (3.5)

  다음, 가중합에 편향을 더한다. 더하여 나오는 값을 라고 하면 식 3.6과 같이 표

현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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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활성화 함수 와 곱하면 식(3.7)과 같이 최종 출력 값 을 얻는다.

                            
 



                       (3.7)

3.2.2 딥러닝의 구조

  여러 층으로 구성된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에서의 학습을 딥러닝이

라 칭한다. 딥러닝에서 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과 그 

사이의 은닉층(Hidden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닉층은 다층으로 구성될 수 있

으며 이어져있는 각 층은 그 전 층의 입력 신호로부터 나온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은닉층 1, 2가 있을 때, 은닉층 1에서 받은 입력신호가 계산되어 출력

값으로 나오면 은닉층 2로 보내는데, 이때 1에서 나온 출력값이 2의 입력이 된다. 

그림 3.5는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 심층 신경망의 구조

3.2.2.1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뉴런이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보낼 때 입력신호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보내고 기

준에 달하지 못하면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신호를 결정 해주는 것이 활성화 

함수이다. 딥러닝에서는 노드에 들어오는 값들에 대해 곧바로 다음 층으로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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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주로 비선형 함수를 통과시킨 후 전달한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부른다. 여기서 주로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선형함수를 사용할 

시 층을 깊게 하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에는 선형 함수, 계단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tanh 함수, 

ReLU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활성화 함수의 결정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

[19-21]. 본 논문에서는 ReLU 활성화 함수를 사용 하였으며, 다른 활성화 함수의 

종류 및 설명은 Appendix. A에 나타나 있다.

3.2.2.1.1 ReLU(Rectified Linear Unit)

  램프 함수라고도 불리우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활성화 함수인 ReLU는 양수에

서 선형 함수와 같으며 음수는 0으로 처리하는 함수이다. 그림 3.6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식 (3.12)로 나타낸다.

그림 3.6 ReLU function graph

                                   ≤ 
   

                        (3.12)

  우선, 기울기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나타나는 

기울기 소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선형 함수와 같은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비선형 함수이므로 층을 깊게 쌓을 수 있다. 또한 exp 

함수를 실행하지 않아 시그모이드 함수나 tanh 함수보다 6배 정도 빠르게 학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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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역전파(Back Propagation)

  인공 뉴런의 학습은 최종 출력값과 실제값의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가중치와 편

향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순전파(Feed-Forward)와 역전파를 통해 이루어진다. 순전파는 입력층에 입력된 

데이터 값이 은닉층의 모든 노드로 전달되고,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은닉층에서 

생성된 모든 노드의 값 역시 출력층의 노드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순전파 알고리즘에서 발생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가중치를 업데이트, 새

로운 가중치로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역전파 알고리즘 이라고 한다[20]. 그림 3.7

는 순전파 및 역전파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7 순전파 및 역전파의 구조

이러한 역전파 학습을 오차가 0에 가까워 질 때까지 반복한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가중치와 편향을 수정하며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방

법에는 경사하강법이 사용 된다. 경사하강법에서 가중치와 오차를 반복적으로 수정

하는데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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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가중치 편향 최적화 알고리즘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된다.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

은 오차를 계산하고, 경사 하강법에 기반한 최적화 기법을 통해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예측성능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경사 하강법에서는 기울기를 바탕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조정하여 이전보다 더 나

은 예측성능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며, 기울기를 바탕으로 가중치와 편향을 조금씩 

수정하여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신경망을 최적화 한다[19-21]. 

  최적화 알고리즘에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cent, SGD), 모

멘텀(Momentum), 아다그라드 (AdaGrad), 아담(Adam)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아담(Adam)을 사용하였다. 그 외의 최적화 알고리즘 종류에 대한 

설명은 Appendix B에 나타나 있다.

3.2.5.5 아담(Adaptive momentum estimation; Adam)

  아담은 기울기가 희소해지기 쉬운 경우에 강하다는 성질과, 비정상 문제 설정에 

강하다는 두 가지 장점을 함께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담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탐색하는 학습률의 정도를 보완하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딥러닝을 위한 수치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가장 안정

적(Robust)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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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화 문제의 정식화

  역설계(Inverse Design) 최적화를 위해 딥러닝의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병행하

여 스스로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공력계수에 근거한 형상을 찾을 수 있지만, 강화

학습으로 신뢰성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시간과 전문성, 수백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컴퓨터의 성능 등이 요구되어 지도학습

과 강화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의 지

도학습 기법만을 사용하여 직접수치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및 역

설계 최적화 방법을 시도한다. 

  지도학습을 통해서 직접최적화 뿐만 아니라 역설계 학습모델도 구축하고, 이들 

메타모델(Meta Model)을 수치최적화 알고리즘과 결합시켜 순방향과 역방향의 설계

최적화를 진행시킨다. 순방향의 직접 최적화는 전통적인 전역최적화 기법중의 하나

인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역 최적형상을 설계한다.

  역방향의 설계는 전통적인 역설계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학습하여 구축한 

역방향의 메타모델을 사용하여 주어진 성능에 대한 익형형상을 생성시키도록 한다. 

이때 메타모델의 학습에 수많은 공력해석 데이터가 소요되므로, 단 한 번의 해석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역설계는 아니며, 오히려 최적화와 결합된 역설계 최적화

(Inverse Design Optimization)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예측된 형상을 CFD로 해석(Exact Analysis)하여 

얻은 공력계수를 메타모델의 근사 공력계수와 비교하여 미리 설정된 오차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역설계 최적화가 됐다고 판단하며, 직접수치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와도 

비교하여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3.4 프로펠러 단면의 설계변수 및 범위

  3.1절에서 언급했듯이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설계변수

를 사용하였다. 기본설계(base design) 형상인 MH 115익형을 10개의 조정점을 가

진 NURBS 형상함수로 표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정점이다.  프로펠러 익형의 설

계를 위해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설계변수를 선정하였다.  

  각 설계변수마다 범위가 3개씩 있으므로 총    의 교란익형이 생성되

지만, 익형의 윗면과 아랫면이 꼬이는 형상 등 비정상적인 형상을 제외하여 결과적

으로 약 40,000개의 익형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40,000개의 익형의 

해석을 위한 조건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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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교란익형에 대한 해석조건

해석조건

프로펠러 단면 위치 반경방향 75%

설계 받음각 

레이놀즈 수  × 

  각각의 설계변수들은 좌표만을 사용 했으며, 그림 3.8은 설계변수들을 

 ⋯  까지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표 3.2은 유용영역(Feasible region)을 구

성하는 설계변수의 범위 설정이다. 설계변수의 위치에 따라 각각, 익형의 최대두께

의 기준으로 ± , ±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실제 최적화를 수행할 때 필요

한 정보로서 최적화시에 부가 제약조건에(Side Constraints)에 해당된다. 이를 무리

한 형상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하였다.

그림 3.8 설계변수의 위치 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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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설계변수의 범위 설정

Lower bound Upper bound

 -12% 12%

 -12% 12%

 -12% 12%

 -24% 24%

 -12% 12%

 -12% 12%

 -24% 24%

 -24% 24%

 -24% 24%

 -12% 12%

3.5 역설계(Inverse Design) 최적화 방법의 정식화

  풍동시험에 의한 ‘Cut and Try'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던 항공기 요소의 공력설계

에 점차 CFD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법들이 쓰임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

되어 훨씬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익형 설계 방법에는 크게 제약조건방법(Constraint Method)을 이용한 직접설계

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방법과 역설계법(Inverse Method)이 있

다. 제약조건방법은 성능제약(Performance Constraint)과 형상제약(Geometry 

Constrain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적화기법을 이용하며 설계목표를 구현한다. 

  역설계법은 익형 주위의 목적 표면 압력분포를 만족하는 익형을 직접 찾아내는 

것으로 익형 성능의 결정은 표면 압력분포의 설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주어진 

설계점에서 바람직한 압력분포의 설정만 할 수 있다면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성능 

제약법보다 설계 시간이 훨씬 적게 소요되며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적 표면 압력분포의 설정은 쉽지 않으며 설계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

며[22], 비현실적인 형상이 생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표 3.3은 기존의 역설계와 

역설계 최적화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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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존의 역설계와 역설계 최적화

기존의 역설계 역설계 최적화

익형 주위의 표면 압력분포를 

만족하는 익형을 직접 찾아냄

공력계수에 따른 익형 형상을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역방향 메타모델”)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직접 

수치최적화 기법보다 시간이 적게 

소요되어 효율적임

설계자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주어진 공력성능에 

대한 형상을 찾아냄

표면 압력분포의 설정은 쉽지 않으며 

설계자의 경험에 크게 의존함

역설계 모델은 성능대비 형상을 

찾아내며, 현재로는 제약조건과 미리 

설정된 오차범위 내에서 최적 성능을 

가지는 형상을 수동으로 찾아냄

비현실적인 형상이 생성되는 문제
한번의 해석을 수행하는 역설계가 

아니며 최적화와 결합된 방식

  본 논문에 사용된 역설계(Inverse Design)에서는 익형의 공력계수와 면적 대비 

해당 형상을 해석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시켜 익형의 공

력데이터에 따른 형상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나아가서 역설계의 최적화를 시도

했다. 이를 위해 기존과 다른 역방향으로의 메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설계자

의 경험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주어진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성능을 가지는 형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3.5.1 Inverse Meta Model 신뢰도 분석

신경망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와 테스트 데이터(Test data)로 나눈다. 

  훈련 데이터는 신경망 학습에 이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결과 검증에 활용

되며 그림 3.9과 같이 여러개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짝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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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학습을 진행시키려면 인공신경망의 학습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학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Linux 기반의 OS(Operating System)를 구축하였으며, 학습모델의 

개발 환경은 Python3[23]기반으로, Anaconda[24] 플랫폼 상에서 Jupyter 

notebook 개발환경(IDE)을 사용하였다. 표 3.4은 개발환경 및 버전을 나타낸다.

표 3.4 개발환경 및 버전

Platform Anaconda 5.2.0 

IDE Jupyter notebook 1.0.0

Machine  
Learning Library

Tensorflow 2.0.0 

Keras 2.3.1

  또한, 인공신경망 라이브러리로 Tensorflow[25]와 Keras를 사용하여 학습모델

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의 학습모델은 과적합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훈련데이터와 검증데이터를 75:25의 비율로 나누고, 가중치 초기화(Initialization)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규화(Nomalization) 시켜줌으로써 데이터의 스케일

을 맞춰 주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 4만개의 교란익형을 생성하여 CFD 해석을 통해 구축된 데이

터베이스로 딥러닝의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해 학습시켰다. 이 경

우에는 신뢰도는 학습이 끝난 모델의 예측한 해와 CFD로 해석한 해의 차이이다. 

학습은 이 오차를 최소화시키도록 진행되며 식 (3.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균

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사용하여 확인한다. 0에 가까울수록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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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게 학습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3.13)

  여기서  와  는 각각 정답해, 예측해를 나타낸다. 

표 3.5 역방향 메타모델 신뢰성 평가

( ) : Exact value

설계변수 Initial Case Inverse Meta Model

x1 0.02432 0.0247

x2 0.01287 0.0115

x3 -0.00511 -0.0062

x4 -0.02264 -0.0241

x5 -0.01262 -0.0129

x6 0.020315 0.01831

x7 0.08329 0.081

x8 0.116157 0.1165

x9 0.114222 0.1139

x10 0.045107 0.049

 1.015           1.015     (1.020)

 0.00871          0.00871   (0.0088)




116.53           116.53    (115.9)

  표 3.5는 기본형상의 설계점 및 공력계수와 역방향 메타모델로 구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기본형상(Base Design)의 공력계수 및 익형의 면적을 입력값으로 했을 

때, 그에 따른 설계변수를 출력 값으로 설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역방향 

메타모델이 구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력한 공력계수로 나온 익형의 형상과 이를 CFD로 해석하여 나온 공력계수를 

비교함으로서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설계변수의 값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지만 비

교한 공력계수의 오차가 약 0.5% 정도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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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역설계 최적화 과정

  역설계 최적화는 직접수치최적화와 다르게 공력성능 대비 형상을 찾아내며, 현재

로는 제약조건(Constraint) 및 부가제약조건(Side Constraint)과 미리 설정된 오차

범위 내에서 최적 성능을 가지는 형상을 수동으로 찾아낸다. 

  학습을 통해 구축된 역방향 메타모델에서 입력값의 공력계수를 변화 시키면서 나

오는 익형 형상의 면적과 CFD 해석을 통하여 나오는 공력계수와 비교하여 설정된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면 수렴했다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조건 및 오차범위 내의 

양항비(


)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 부가 제약조건(Side Constraints)은 표 

3.2 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미리 설정된 제약조건 및 부가 제약조건을 만족하면

서 최적의 양항비를 가지는 예측된 형상을 CFD로 해석(Exact Analysis)했을 때의 

값과 1.5% 이내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오면 신뢰성 있는 최적화된 결과라고 판단하

였다. 그림 3.10 과정을 반복하여 최대의 양항비를 찾는다.

그림 3.10 역설계 최적화 과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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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직접 수치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방법의 정식화

  역설계(Inverse Design)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익형의 설계변수 및 유용영역은 

같지만, 순방향 메타모델을 구축할 때는 역설계 경우와 반대로 익형의 해당형상 대

비 공력계수를 해석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시켜 순방향

의 메타모델을 구축하였다. 

3.6.1 Meta Model 신뢰도 분석

  역방향의 메타모델과 마찬가지로 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직접 수치최적화를 위해 

구축한 순방향의 메타모델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순방향 메타모델의 입력값은 설

계변수 10개이며 그에 따른 출력값은 공력계수이다. 학습이 끝난 모델에 임의의 설

계변수를 입력하여 예측한 공력계수를 CFD와 비교하였다. 표 3.6과 3.7는 각각 구

성한 메타모델의 여러 임의의 익형 형상 case1 ~ case 10에 대해 CFD와 딥러닝

으로 예측한 공력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결과 구축된 학습모델이 신뢰성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표 3.6 CFD와 순방향 메타모델의 양력계수 비교

Lift Coefficient, 

CFD Deep Learning Error (%)

case1 0.9174 0.9177 0.036

case2 0.9482 0.95 0.19

case3 0.9567 0.9582 0.15

case4 0.8822 0.8791 0.35

case5 0.9704 0.9652 0.53

case6 0.9661 0.9582 0.82

case7 1.002 0.9951 0.75

case8 0.96 0.9597 0.037

case9 0.9568 0.9532 0.38

case10 1.043 1.04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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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Coefficient, 

CFD Deep Learning Error (%)

case1 0.009868 0.009782 0.87

case2 0.009019 0.00899 0.32

case3 0.01007 0.01008 0.099

case4 0.01015 0.01015 0.0061

case5 0.01002 0.01008 0.6

case6 0.0117 0.01168 0.19

case7 0.008543 0.008525 0.2

case8 0.0099 0.009891 0.09

case9 0.00842 0.008395 0.29

case10 0.009353 0.00932 0.35

표 3.7 CFD와 순방향 메타모델의 항력계수 비교

3.6.2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선정은 최적설계의 성공 여부와 설

계 결과의 타당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수치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에서 프로펠러 익형의 설계최적화는 3차원 프로펠러에 적

용했을 때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토크계수 대비 추력계수 에 영향을 주는 양항비의 

최대화를 목적함수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형상의 면적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Maximize   


                    

Subject to    ≥ 

 : Lift Coefficient          : Drag Coefficient

 : Area of Base Desig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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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최적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는 강화된 신경망 이론

인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으로 메타모델(Meta Model)을 구성하였다. 

  국부조사(local search) 기반인 GBOM(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은 

목적함수의 민감도 계산시 설계변수의 개수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많은 설계변수를 

필요로 하는 설계문제의 경우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GBOM은 설계공간의 비선형

성이 존재할 경우 최적화의 과정이 수렴이 빠르지만 국부 최적해에  빠진다는 단점

이 있다. 

  직접 수치최적화를 위해서는 Non-GBOM(Non-Gradient Based Optimization 

Method)기법 중 MATLAB에서 제공하는 전역최적화기법 중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26]을 사용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은 불연속, 연속-불연속 혼합 영역을 포함하는 최적화 문제에도 적

용이 가능하며, 전역최적해(Global Optimum)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

교적 많은 계산시간과, 큰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3.6.4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은 생물계의 진화를 설명하는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기본 개념으

로 하는 계산 모델로서 존 홀랜드(John Holland)에 의해 1975년에 개발된 최적화 

기법이다.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Solution)들을 정해진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

현한 다음, 이들을 점차 변형함으로써 점점 더 좋은 해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여기서 해들을 나타내는 자료구조는 유전자이다. 이를 변형함으로써 점

점 더 좋은 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진화로 표현할 수 있다. 

  유전 알고리즘은 선택 연산자, 교차 연산자, 돌연변이 연산자와 적합도를 이용해

서 탐색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은 목적 함수의 미분과정이나 특별한 수학적 연산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점에 의한 탐색이 아니라 개체들이 모여 이루는 개체

군에 의한 병력적인 탐색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과 다르다. 

  한 세대의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전 세대까지 축적된 정

보를 서로 교환하고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색을 시도한다. 탐색의 방향이나 영역이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세대마다 확률적으로 결정되므로 국소 최적해에 빠

질 가능성이 적어 전역 최적화가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27]. 그림 3.11

는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에 대한 용어 설

명은 Appendix C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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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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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프로펠러 단면 최적설계 결과 및 분석

4.1 역설계(Inverse Design) 최적화 결과 및 분석

  딥러닝의 지도학습을 기반으로 구성한 역 메타모델(Inverse Meta Model)을 바탕

으로 역설계 최적화를 진행했다. 제약조건 범위를 만족하면서 미리 설정한 오차범

위 안에서 최적의 양항비를 찾아냈으며, 설정한 제약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발산했

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범위 안의 최대 양항비를 최적화 수렴 결과로 판단했다. 

  표 4.1은 초기형상과 역설계 최적화 설계 변수 값 비교이다. 그림 4.1은 초기형

상(Initial Design)과 역설계(Inverse Design) 최적화의 형상비교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2는 초기형상과 역설계 최적형상의 압력계수(Pressure Coefficient, ) 그

래프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4.3은 초기형상과 역설계 최적형상의 표면마찰계수

(Skin Friction Coefficient, )를 나타낸다.

표 4.1 초기형상과 역설계 최적화 형상의 설계변수 값 비교

( ) : Exact value

Initial Case Inverse Design Optimization

x1 0.02432 0.02170

x2 0.01287 0.00301

x3 -0.00511 0.00155

x4 -0.02264 -0.017

x5 -0.01262 -0.01302

x6 0.02032 0.023811

x7 0.0833 0.090141

x8 0.1162 0.098

x9 0.1142 0.122113

x10 0.04511 0.04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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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omparison of airfoil between initial design and inverse design

그림 4.2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between initial design and 

invers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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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ase Inverse Design Optimization

 1.015          1.031   (1.032)

 0.00871          0.00804  (0.00816)




116.53           128.2   (126.5)

천이 위치 Chord의 53% Chord의 64%

그림 4.3 Comparison of Skin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initial design and 

inverse design

  그림 4.1과 같이 역설계 최적 익형은 앞전(Leading Edge)의 두께가 기본형상보

다 뾰족해져 급격한 흐름의 가속을 피함으로써 앞전 천이를 방지하며, 최대두께의 

위치가 후방에 위치한 형상임을 볼 수 있다.

  그림 4.2와 4.3을 보면 압력계수의 익형 윗면부분과 표면 마찰계수가 갑자기 증

가 하는 부분에서 천이 위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층류흐

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이위치가 시위의 앞전으로부터 

약 53%에서 64%으로 약 11% 후방 이동함을 볼 수 있으며, 층류익형의 특징을 유

지하고 있다.

표 4.2 초기형상과 역설계 최적화 형상의 공력계수 및 천이위치 비교

( ) : Exac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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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는 초기형상의 공력계수와 미리 설정된 오차범위를 기준으로 예측된 형상

을 CFD로 해석(Exact Analysis)하여 얻은 공력계수와 역 메타모델의 근사 공력계

수를 비교한 것이다. 초기형상에 비해 양력계수는 약 1.7% 증가 하였으며, 항력계

수는 8.3%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양항비가 8.6% 증가하였다. 설정한 오차범위 

1.5% 내에 들어온다면 최적화가 됐다고 판단했으며, 오차는 각각 0.097%, 1.47% 

그리고 1.35%으로 범위에 잘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2 직접 수치최적화 결과 및 분석

  기본형상(Base Design)인 MH 115익형을 역설계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입력값과 출력값을 바꿔 순방향 메타모델을 구축하여 직접 수치최적화 방법

(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Method)을 통해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결과와 역설계 최적화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설계변수 10개를 바

탕으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적용하여 나온 설계된 최적형상과 그 

결과를 CFD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4 Convergence history of the maximum objective value using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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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ase Direct Optimization

x1 0.02432 0.02702

x2 0.01287 0.002096

x3 -0.00511 0.003056

x4 -0.02264 -0.0167

x5 -0.01262 -0.01064

x6 0.02032 0.02730

x7 0.0833 0.09624

x8 0.1162 0.09698

x9 0.1142 0.12193

x10 0.04511 0.03431

 1.015          1.028   (1.02)

 0.00871          0.00795  (0.00801)




116.53           129.31   (127.34)

천이 위치 Chord의 53% Chord의 65%

  그림 4.1은 유전 알고리즘으로 수행한 최적설계에 대한 수렴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최초 100세대 이후부터 수렴하기 시작하여 316세대에서 최적해를 나타내었다.

Fitness value의 값은 양항비이며 절대값을 취한다. 표 4.3은 초기형상과 직접 수

치 최적설계형상 공력계수 값의 비교이다.

표 4.3 초기형상과 직접 최적설계형상 및 공력계수 값 비교

( ) : Exact value

  

  표 4.3와 같이 직접 최적설계결과, 초기형상보다 양력계수 0.5% 증가 하였고, 항

력계수가 8.7%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양항비가 9.3%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4.5은 초기형상과 직접 최적설계형상과의 형상비교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6는 압력계수(Pressure Coefficient, ) 그래프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4.7은 표

면마찰계수(Skin Friction Coefficient,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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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Comparison of airfoil between initial design and final design

그림 4.6 Comparison of Pressure Coefficient between initial design and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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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omparison of Skin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initial design and 

final Design

  그림 4.5를 보면 역설계의 결과와 유사하게 최대두께의 위치가 기본형상에 비해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그림 4.6의 압력계수 그래프와 그림 4.7의 표면마찰계

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압력계수가 익형의 윗면 부분에 시위의 앞전으로부터 

약 53%에서 65% 으로 약 12% 정도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표면 마찰

계수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천이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계 최적화의 결과와 유사하며 층류흐름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어 초기형상

과 비교하여 층류의 흐름의 특성이 더 좋아지는 층류익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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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설계공간조사

   

  초기형상과 최적설계형상 사이에 노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4.8과 같이 설

계공간(Design Space)조사를 수행하였다. 설계공간조사로 인해 국부최적해(Local 

Optimum) 또는 전역최적해(Global Optimum)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은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전역최적해인지 국부최적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기형상과 최적화 형상 사이의 설계공간의 정밀 조사를 나타내었으며, 설계공간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두 형상 사이를 임의직선으로 연결하여 그 사이의 목적함수인 

양항비(


)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1)

 ≤  ≤ 

  여기서 는 중간 설계  과  사이의 비례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본 논문에

서는 설계공간을 200point로 나누어 0.005를 사용하였다. 

  200개의 임의의 형상을 생성하여 근사 공력해석을 수행하여 초기형상과 최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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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Optimization Inverse Design Optimization

     1.028  (1.02)           1.031  (1.032)

       0.00795 (0.00801)         0.00804  (0.00816)




     129.31  (127.34)          128.23  (126.5)

천이 위치 Chord의 65% Chord의 64%

계형상 사이의 노이즈가 있는지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노이즈 없이 평활한(Smooth) 

한 설계공간임을 확인하였다.전역 최적해(Global Optimum)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였

다.

표 4.4 직접 최적설계와 역설계 최적설계의 공력계수 및 천이위치 비교

( ) : Exact value

  층류익형은 다른 익형에 비해 표면 마찰항력이 낮고, 항력 감소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익형이며 앞전이 가늘고, 최대두께위치가 뒤로 이동하는 형상적인 특징이 

있다. 두 최적기법 모두 기본형상(Base Design)에 비해 형상적인 측면에서 최대두

께위치가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었으며, 표면 마찰계수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천이 

위치가 약 12%정도 후방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표 4.4과 같이 직접 최적설계결과와 역설계 최적화결과의 CFD의 공력

계수 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설계형상을 보였으며 직접 최적설계 

및 역설계 최적화 모두 목적함수로 선정한 양항비의 오차는 0.6% 차이를 보였으며, 

양항비의 경우 각각 9.3%, 8.6% 증가하였고, 기본형상 대비 천이위치가 각각 12%, 

11% 지연(delay)시켜 프로펠러의 반경방향으로 75% 지점으로 선정한 단면의 익형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목표한 설계

과정이며 역설계 최적화의 경우 역방향 메타모델을 구축하여 설정한 오차범위 내에

서 수동으로 값을 변화시키면서 찾은 결과이므로 오차는 있겠지만 기존의 역설계 

방법이 아닌 역방향으로 최적화를 시도함으로써 딥러닝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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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딥러닝(Deep Learnung) 기법을 이용하여 프로펠러 단면 형상에 대하여 설계최

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면 선정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기 중 

MQ-1 predator에 사용되는 프로펠러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경방향으로부터 75% 

지점인 MH 115 익형에 대해 이를 수행하였다. 

  기본형상(Base Design)으로 채택한 MH 115 익형은 프로펠러의 단면으로 자주 

사용되는 층류익형이지만 이에 대한 풍동시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상 및 유동조건이 유사하며, 풍동시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NACA 6-digit의 층류

익형을 선정하여 CFD를 이용한 전산해석과 NACA의 풍동시험자료와 공력계수 특

성을 검증하였다. 수치최적화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방법 중 하나인 심층신경망 기

반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하였고, 학습을 통해 메타모델(Meta Model)을 

구축하여 역설계(Inverse Design) 최적화 및 직접수치최적화(Direct Numerical 

Optimization)을 수행하였다.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기반의 형상 함수를 사용하여, 단면  

형상을 정밀하게 표현하였으며 약 40,000개의 교란설계(Perturbed Design)를 생성

시켜 이를 모듈별로 자동화하여 Framework를 구축하여 시간을 단축시켰다. 

  직접수치최적화 및 역설계 최적화는 동일하게 면적을 제약조건으로 주고 양항비

를 목적함수로 삼고 진행했다. 역설계 최적화의 경우 메타모델의 근사 공력계수와 

Exact Analysis를 비교하여 설정된 오차범위 내에 최적의 양항비를 최적화 결과로 

판단하였다. 직접수치최적화의 경우 전통적인 전역최적화 기법중의 하나인 유전 알

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였다.

  역설계 최적화 및 직접수치최적화 결과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설계형상을 보였으

며, 최대두께의 위치가 후방에 위치하여 천이위치가 후방으로 약 12% 이동하여 양

항비가 약 9%정도 향상되었다. 이는 딥러닝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뛰어난 예측 능

력을 활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에서 메타모델의 높은 정확성, 강화학습과 지도학습을 병행한다면 스스로 

최대의 성능을 가지는 형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은 물론, 효율성이 뛰어나고 설계자

의 경험이 뛰어나지 않아도 실용성 있는 역설계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곡률이나 뒷전 각 등의 제약조건이나, 설계변수로 넓은 받음각의 범위

와 무리한 형상이 생성되지 않는 선에서 설계변수의 폭넓은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훨씬 실용성이 뛰어난 프로펠러 단면 형상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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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A.1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A.1.1 선형 함수(Linear Function)

  선형 함수는 말 그대로 항등 함수  이다.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값으로 되는 

함수이며 그림 A.1은 선형 함수의 그래프이며, 식(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A.1 Linear function graph

                                                                     (3.8)

A.1.2 계단 함수(Step Function)

  계단함수는 신경망의 기원이 되는 퍼셉트론(Perceptron)에서 이용되었으며 모든 

신호가 0 또는 1로 표시되는 매우 간단한 네트워크이다. 그림 A.2은 계단함수의 그

래프이다. 계단함수는 식 (3.9)과 같이 함수의 입력값 가 0이하면 출력값 는 0이 

되고, 가 0보다 크면 는 1이 된다. 계단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

지만 0과 1의 중간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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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Step function graph

                                    ≤ 
   

                         (3.9)

A.1.3 시그모이드 함수(Sigmoid Function)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 모양이라는 뜻으로 0과 1사이를 매끄럽게 변화하는 함수

이며 그림 A.3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함수의 입력값 가 작을수록 출력

값 는 0에 가깝게 되고, 가 커지면 는 1에 근접하게 된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자연상수 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식 (3.10)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A.3 Sigmoid func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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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3.10)

  시그모이드 함수는 계단 함수에 비해 매끄럽게 이어지는 곡선이며 0과 1의 중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신경망 분

야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함수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기울기

손실(Gradient Vanishing)문제, 함수의 중심값으로 최적화 과정이 느려지는 문제, 

신경망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습을 못한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A.1.4 tanh 함수(tanh Function)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완하고자 나온 함수이다. 입력신호를(-1,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해준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시그모이드보다 성능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기울기 손실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A.4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식 (3.11)

로 나타낸다.

그림 A.4 tanh function graph

                        tanh 






    tanh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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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B.1 가중치 편향 최적화 알고리즘

B.1.1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확률적 경사 하강법은 수정할 때마다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는 기울기를 수정할 때마다 훈련데이터 중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하기 때문에 

국소 최적해에 잘 빠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습률과 기울기를 곱해 간단하

게 수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간단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률을 자

동으로 조정해주는 파라미터가 없어 학습의 진행과정에 따라 수정량을 유연하게 조

정할 수 없다.

B.1.2 모멘텀(Momentum)

  모멘텀은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 관성을 추가한 알고리즘이다. 기본적으로 확률적 

경사 하강법과 비슷하지만 관성 항에 의해 새로운 수정량은 그때까지의 수정량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중치를 수정하기 전의 이동방향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정 비율만큼 수정하는 방식이다.

B.1.3 아다그라드(Adaptive Gradient; AdaGrad)

  아다그라드는 John Duchi가 제안한 기법으로서, 수정량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

이 강점이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학습률이 조금씩 감소하게 된다. 

처음에는 넓은 영역에서 탐색을 시작해 점차 탐색 범위를 좁혀가는 효율적인 탐색

이 가능하다. 또한 아다그라드에서 설정해야 할 상수는 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를 

조정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반면에 아다그라드에서는 수정량

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중에 수정량이 0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최적화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B.1.4 RMSProp(Root Mean Square Propagation)

  RMSProp는 아다그라드의 수정량이 감소해 학습이 정체되는 단점을 보완한 알고

리즘이다. 아다그라드에서는 매개변수의 변화를 기울게 제곱의 합을 이용하여 산출

했다면 RMSProp는 최근 변화량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더 주어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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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논문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Geoffrey Hinton의 

Coursera 강의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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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C.1 유전 알고리즘 용어

C.1.1 세대(Generation)

  세대는 특정한 순간의 해의 집합을 의미한다. 각 세대의 해는 교배나 변이를 통

해 다음 세대의 해를 생성하며, 최적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횟수에 해당한다.

C.1.2 염색체(Chromosome)

  생물학적으로는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집합을 의미하며, 유전 알고리즘

에는 하나의 해를 표현한다. 어떠한 문제의 해를 염색체로 인코딩(Encoding)한다.

C.1.3 유전자(Gene)

  염색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하나의 유전 정보를 나타낸다. 어떠한 염색체가 [A 

B C]라면, 이 염색체에는 각각 A, B, 그리고 C의 값을 갖는 3개의 유전자가 존재

한다.

C.1.4 자손(Offspring)

  특정 세대에 존재했던 염색체들로부터 생성된 염색체를 그 세대에 존재했던 염색

체들의 자손이라고 한다. 자손은 이전 세대와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갖는다.

C.1.5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

  특정 해가 얼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함수이다. 일반 생명체가 유전자에 따라 특

정 환경이나 질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적합도 함수

는 주어진 해가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을지, 혹은 세대를 남기지 못하고 없어질

지를 결정한다.

C.1.6 교배(Crossover)

  2개의 염색체를 조합하여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한다. 일반 생명체는 세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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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해가 교배를 해서 다

음 세대의 해를 생성하게 된다. 새로운 해는 각각의 부모 해로부터 서로 겹치지 않

는 위치의 염색체를 받아 새로운 유전자를 구성하게 된다.

C.1.7 돌연변이(Mutation)

  생물학적 돌연변이와 같은 것으로 특정 확률로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변형한다. 

변이 없이 알고리즘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세대가 지나고 같은 데이터를 가진 염색

체만 남는 경우가 있다. 변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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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rodynamic Design Optimizations of Propeller 

Section Profiles

Jun-Young Kim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Graduated School, University of Ulsan

  Research on propeller design, which has been stagnant due to the 

advancement of jet engine technology, has been redesigned according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mid/high-altitude long-term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solar-powered airplanes. However, for more elaborate and 

complete design, the distribution of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propeller must be considered, and the aerodynamic analysis also needs to 

be analyzed through Computational Fluid Dynamic.

  In this paper, as a preliminary step for the propeller 3D shape design, 

shape design optimization was performed for the 2D cross-sectional shape. 

In order to design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propeller, first, CFD was 

used to verify this with NACA wind tunnel test data to ensure reliability. As 

a numerical optimization technique, deep learning, a deep neural network 

theory, was used, and 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and Inverse Design 

Optimization were performed with the constructed meta-model.

  The contents of the study used a NURBS-based shape function to 

accurately express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propeller. Using this, a 

total of 10 control points, 5 each on the top and bottom of the airfoil, were 

selected as design variables, and about 40,000 disturbing airfoil shapes were 

created, and CFD analysis was performed for each case.

  In order to shorten the database construction time through the analysis, 

the airfoil shape generation module, the grid generation module, and the 

aerodynamic analysis module were individually configured and autom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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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s, and the entire framework was connected to each other using Visual 

basic. As the design optimization constraint, the area of the airfoil was used 

as the constraint, and the objective function was set as the maximum 

Lift/Drag ratio.

  As a 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Algorithm, optimization was performed 

using a Genetic Algorithm, one of the global optimization techniques, to 

optimally design the cross-sectional shape of the propeller. In Inverse 

Design Optimization,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airfoil and its 

shape compared to the area were learned using a deep learning technique 

using an advanced database to construct an inverse meta-model, and the 

result of comparing this with the CFD analysis and the maximum Lift/Drag 

ratio that came within the set error range were determined. It was taken as 

the Inverse design Optimization result.

  The validity was confirmed by comparing the Inverse Design Optimization 

results with the 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design results. As a result of 

Inverse Design Optimization and Direct Numerical Optimization, both showed 

similar design shapes, and the position of the maximum thickness was 

located at the rear, and the transition position moved to the rear by about 

12%, indicating that the Lift/Drag ratio was improved by about 9%. This can 

be said to be a study that utilizes excellent predictive power in the vast 

amount of deep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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