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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a web-based design support system is constructed for the design process of automotive steel 
pulley to gather engineering knowledge from pulley design data. In the design search module, a clustering tool for 
design data is proposed using K-means clustering algorithm. To obtain correlational patterns between design and FEA 
(Finite Element Analysis) data, a Multi-layer Back Propagation Network (MBPN) is applied. With the analyzed 
patterns from a number of simulation data, an estimation of minimum von mises can be provided for given design 
parameters of pulleys. The case study revealed fast estimation of minimum stress in the pulley within 12% error.

Key words : Steel pulley(스틸 풀리), Computer-aided design(컴퓨터 이용 설계), Computer-aided engineering(컴퓨
터 이용 해석), Multi-layer back propagation network(다층 역  신경망), Web-based(웹 기반)

1. 서 론1)

최근 세계 인 시장의 변화와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간(lead-time)  비용의 
감을 한 기술에 한 연구가 제조업 분야에서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달과 더불어, CAD/ 
CAM/CAE(Computer-Aided Design/Manufacturing/En-
gineering)을 이용한 제품 개발 업무들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제품 개발 환경의 
개발뿐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재
사용이 가능한 지식으로 리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설계 데이터의 재사용과 련하여, Duffy는 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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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 Learning in Design(MLinD)를 통해 설계 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기본 방안을 제안하 다.1,2) Ivezic은 신경망 기법
을 용하여 설계 변수와 해석 결과 간의 상 계를 

악하고자 하 다.3) BRIDGER,4) NODES,5) PERS-
PECT,6) NETSYN3) 등의 시스템은 과거의 설계 모델
을 기반으로 제품의 설계 지식을 추출하여 활용하고

자 하 다. 설계  생산에 한 지식의 최 화와 

련하여, Onwubolu와 Sadeghi는 각각 공정자동화와 
사출 공정 모델에 한 역  신경망을 연구하

다.7,8) Lee는 Design Window 검색 근법을 다층 신
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을 사용하 고,9) Kim
은 기 빌릿(billet) 형상 설계에 신경망을 이용한 함
수 근사 모델을 제안하 다.10) 한 Lee는 엔진의 
화 탐지를 해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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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계 지원 방법론에 한 연구와 함께, 
분산된 자원  데이터들에 한 효율 인 리의 

방안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90년  

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하 다. 사용 운 체제에 

독립 이며, 원격지에서 활용이 가능한 CyberCut,12) 
Smartlite,13) MIMS,14) MatDB15) 등의 인터넷 기반 시
스템들이 소개되었다. 이 시스템들은 웹 라우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설계  생산과 
련된 정보를 원격지의 데이터베이스에 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DFM(Design for Manu-
facturing)과 같은 설계 지원 정보를 사 에 정의함

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생산성이 높은 제품을 설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스틸 풀리의 설계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 과정의 
여러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다. 설계 데이터 검색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분류 서비스

를 추가하여 기 설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설계와 해석 데이터 간의 패턴을 분석하여 해
석 결과 값을 측하고 설계 변수의 최 화를 수행

하기 해 다층 역  신경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구성하고자 하 다.

2. 자동차용 스틸 풀리의 설계  해석

자동차용 스틸 풀리는 엔진 내에서 동력을 달

하는 부품으로, 설계 사양의 일부가 장착되는 엔진
에 의해 구속된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는 구속되
지 않는 선택 가능한 변수들에 한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성능의 풀리를 개발해

야 한다.
Fig. 1은 풀리 모델의 기본 형태를 보여주며, Fig. 

1(b)에 표시된 주요 설계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hickness(THK):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
2. Groove count(GCNT): 벨트 부의 홈의 개수

3. Over pin diameter(OPD): 풀리 심에서부터 벨
트 부 홈까지의 지름

4. Groove center diatance(GCDIS): 풀리 장착부에
서 벨트 부의 심까지의 거리

                             (a)                                      (b)
Fig. 1 CAD model of typical pulley: (a) Isometric view and 

(b) Front view

풀리는 자동차용 부품 에서 비교  단순한 형

태의 부품이지만, 선택 인 변수들의 변경을 통한 

상세 설계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느 부품

과 다름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반복 이며 소모 인 업무를 이기 해서는 련

된 경험  지식을 체계 으로 리해  수 있는 기

술이 필요하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제시
되지 못하 다. 
자들의 이  연구에서는 스틸 풀리의 설계  

해석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에 한 주요 변수를 선

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선정된 설계 변
수와 해석 변수 간에 상 계를 분석하기 해서 

다변수 회귀 분석이 사용되었다.16) 하지만 다변수 
회귀 분석은 선형 패턴을 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변수들 간의 계에 해 효과 이지 

못하 다.

3. 웹 기반 설계 지원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스틸 풀리의 기 설계 과정에서 의

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 인 설계 공정을 구축하고자 

하 다. 한 웹 기반의 사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분산된 설계  해석 데이터들에 근이 용이하도

록 하 다. 설계사양의 검색을 해 키워드 검색뿐
만 아니라 클러스터링 맵을 기반으로 한 유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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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and working scenario of proposed system

양들의 분류가 자동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반복 인 설계  해석 업무를 지원하기 하

여, 설계 변수와 해석 변수 간의 패턴을 다층 역  

신경망 기법으로 분석하여 심 설계 안에 한 해

석 결과를 측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분석된 패
턴을 기반으로 주요 설계 변수에 한 최  설계 사

양을 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 다. 이를 통
해 복잡한 해석 수행을 통한 반복 인 작업을 보다 

빠른 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 다.

3.1 활용 시나리오

제안된 시스템은 웹 기반 시스템의 특징을 따름

으로써, 작업 그룹들의 지리  분포에 향을 받지 

않고 서비스 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작업 그룹들의 구성원들은 작업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Fig. 2). 스틸 풀리의 개발 과정에서 각 서비스 별 활
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설계 사양 검색
설계 과정에서 기존의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 이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일반 인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설계 데이터를 하향식(top-down) 트리 구조
로 분류해 으로써, 제품 개발 로세스의  역
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웹 기반의 일 되고 체계

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응력 측(stress estimation)
개념  상세 설계 단계에서 설계 조건에 한 물

리  성능을 미리 측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본 서비스에서는 다층 역  신경망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해석 결과를 사 에 

측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상세 설계뿐만 아니
라 개념 설계, 제조 련 엔지니어들에게 응력값에 
한 손쉬운 고려가 가능하도록 해 다.

3) 설계변수 최 화(design parameter optimization)
앞서 언 하 던 상세 설계와 해석 간의 반복

인 업무의 비효율성을 이기 해서, 주요 변수에 
한 최소의 응력 값이 상되는 설계 값을 제공해

다. 이는 각각 상세 설계와 해석 단계에서 설계된 
사양과 해석 결과를 검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2 클러스터링 맵(Clustering map)
클러스터링 맵 모듈은 기존의 설계 데이터 검색 

방법과 차별화되는 설계 분류 방법을 제공한다. 제
품의 설계 변수들은 이론 으로 연속이지만, 실제
로 일정한 구간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주요한 설
계 변수들을 기 으로 유사한 설계 조건을 갖는 하

 단  구조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 본 서비스
에서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을 용하여, 
체 설계 데이터들에 한 하향식의 계층 도를 제공

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 기법으로는 일반 인 k-평
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k-means clustering algori-
thm)을 사용하 다.

3.2.1 K 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K-평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거리의 개념을 이
용하여 가까운 요소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주는 

기법이다.17) 우선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k개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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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result of clustering map

을 임의로 나 고 각 군집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다
음은 각 평균값 사이에 경계를 지정하고 해당 경계

선 이내의 요소들에 한 새로운 평균을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평균값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면 k개의 군집화 작업이 완료된다.
클러스터링 맵은 사 에 정의된 각 분류 수

(level)의 변수들에 해서 하향식으로 클러스터링
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Fig. 3은 3개의 분류 수
에 한 각각의 변수가 GCNT, THK, GCDIS로 지
정되었을 경우, GCNT 값이 4인 데이터들의 클러스
터링 결과이다.

3.3 응력 측

응력 측 모듈은 개발 인 스틸 풀리의 설계 데

이터에 하여 직  해당 설계 사양을 해석하지 않

고, 기존의 설계  해석 이력들을 기반으로 측하
기 한 서비스이다. 다층 역  신경망 알고리즘

이 주요 분석 기술로 사용되었다.

3.3.1 유 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유 자 알고리즘은 생물의 진화 메커니즘을 기반

으로 최 해의 확률 인 탐색 방법을 제공하는 수

학 인 모델이다. 기존의 최 화 기법에 비해 역

이고 강인한 최 화 과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에 최근에 다양한 최 화 문제에 사용되었다.18)

일반 으로 기 해를 염색체(chromosome)라 불
리는 이진 스트링(binary string)으로 구성하고, 유
자 연산자(genetic operator), 선택(selection), 교차
(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를 이용하여 합도
가 높은 해로 수렴하게 된다.

3.3.2 다층 역  신경망

다층 역  신경망은 피드포워드(feedforward)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며, 각 계층의 훈련방법으로
는 역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역  알고리즘

은 1974년에 Paul Werbos에 의해 처음 소개되어, 이
후 David E. Rumelhart와 Geoffrey E. Hinton, Ronald 
J. Williams 등에 의해 심화된 교사학습(supervised 
learning) 방법이다.19) 입력값과 결과값 사이의 오차
를 이기 해  단계의 가 치(weight)들을 조
하며, 피드포워드 신경망  피드백이 없는 구조로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기본 으로 은닉층(hidden layer)과 입력 층(input 

layer), 출력 층(output layer)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닉 층의 개수는 분석 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산과정은 크게 피드포워드 연산과 역
 연산으로 나 어진다. 이 때, 역  연산을 통해 

가 치들이 개선된다.
피드포워드 연산에는 은닉층과 입력 층, 출력 층

에 속하는 유닛 외에 각 유닛에 연결된 바이어스

(bias) 유닛이 존재한다. 입력 층의 각 유닛의 출력은 
은닉 층에 입력되고, 은닉 유닛에서는 입력 받은 값
의 가 된 합을 계산하여 식 (1)과 같은 네트활성화
(net activation)를 만든다.

netj 


  


≡  (1)

그리고 각 은닉 유닛은 식 (2)의 활성화의 비선형 
함수의 출력인 f(net)를 만들어 낸다.

yi = f(netj) (2)

f()은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 이고, 연속 이며, 
기울기 계산을 해서 모든 지 에서 미분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표 인 

함수는 시그모이드(sigmoid) 형태의 함수이다. 임의
의 입력과 출력, 비선형성에 해 일반화하면 식 (3)
과 같다.

   







  
             



   (3)

 는 각 출력 유닛으로부터의 별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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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flow of multi-layer back propagation network

Fig. 5 Pseudo code of multi-layer back propagation network

역  알고리즘은 다층 신경망에서 교사 훈련

(supervised training)을 한 가장 간단하고 일반 인 

방법  하나로, 최소자승평균(Least Mean Square, 
LMS) 알고리즘의 비선형 인 확장이다. 실제 출력
과 원하는 출력 사이의 에러를 평가하여 출력과 각 

층 사이의 가 치의 계를 찾아내어 이들 가 치

를 조 한다.
가 치의 조 은 에러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과정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에러를 최소화
하는 가 치를 찾기 하여 확률  기울기 하강

(gradient descent)이 사용된다. 따라서 역  알고

리즘은 각 유닛의 실효 에러(effective error)를 계산
하고 이를 통해 가 치에 한 학습률을 유도할 수 

있다. 주로 다변수 시스템의 분석에 사용되며, 패턴 
분류  측, 디지털 신호 처리 등이 주요 어 리

이션이다.

3.3.3 다층 역  신경망 학습 모델

다층 역  신경망 모델의 각 층에 존재하는 뉴

런의 수는 학습하는 경우의 수의 일반 으로 학습 경

우의 1/4일 때 그 학습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19) 

입력 층과 은닉 층, 은닉 층과 은닉 층 사이의 
달함수로는 0과 1 사이의 값을 돌려주는 로그-시그
모이드(log-sigmoid) 함수를, 은닉 층과 출력 층 사이
에는 선형 함수를 사용하 다. 역  알고리즘으

로는 기울기 하강 법칙을 따르는 알고리즘을 사용

하 다. 한 학습 횟수는 주어진 데이터의 학습에
서 기울기 강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착

오법(trial and error)을 통하여 1000으로 정하 다. 
Fig. 6은 학습 모델의 수행 순서를 보여 다.

Fig. 6 Workflow of stress estimation moduel

3.4 설계 변수 최 화

설계 변수 최 화 모듈은 앞서 소개된 응력 측 

모듈의 입력 데이터인 설계 변수에 하여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화된 변수 값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Fig. 7). 이를 통해 최 의 설

계 사양을 얻기 한 다수의 반복 인 상세 설계와 

해석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3.5 웹 기반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의 활용 상이 되는 작업 그룹의 

구성원에는 생상 공정에 속한 사람들(manufacturing 
engineering)뿐만 아니라 매원(salesperson)이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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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rchitecture of design parameter optimization module

Fig. 8 Overall communication architecture

사 소유자(company owner) 등과 같이 엔드 유 (end 
user)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내부
에서나 외부에서나 모두 근이 쉬운 네트워크 시

스템에 기반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활용성을 극
화하기 해 근성이 뛰어난 웹 기반 시스템을 따

른다. 양산 모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에 유용
한 지식을 추출하고 가시화하여, 그 결과를 웹상에
서 보여 다.
상 도메인인 스틸 풀리 설계 공정의 각종 정보

들 MySQL 기반의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에 장하 다. 각 서비스에 한 사용자의 
근성을 높이기 해 기본 인터페이스를 범용 인 

웹 라우 로 하 으며, 기본 구성은 Microsoft의 
.NET Framework 기반의 ASP.NET과 C# 언어를 사용
하 다. Fig. 8은 체 인 시스템 구성을 보여 다.
각 서비스들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설계 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달하기 해 3 
계층(3-tier)의 구성을 따른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페이지와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를 효과 으로 분

리하여 리할 수 있게 하 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
트와 서버 사이를 연결해주는 로직만을 수정함으로

써 손쉽게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8은 클러스터링 맵과 응력 측 서비스의 사용
자 화면이다.

4. 결과  토론

제안된 시스템을 한국 워트 인에서 기 보유하

고 있는 80여 종의 풀리 설계  해석 데이터베이스
에 용하 다. Fig. 9는 구성된 응력 측 서비스의 
웹 인터페이스를 보여 다. 설계 사양 검색의 클러
스터링 맵 기능을 이용하여, GCNT, THK, GCDIS의 
3 벨로 체 데이터를 분류한 결과 설계 변수들의 
값이 유사한 클러스터들로 체 데이터가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링 맵에 사용된 변수들
은 설계  해석 업무의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

해 선정되었으며, 분류 결과는 Fig. 9의 하단에 나온 
트리 구조와 같으며 업무에서 참고가 가능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응력 측 서비스의 결
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하여, 기존 80여 종의 풀리 
설계안과 유사하나 복되지 않는 6개의 새로운 설
계 사양을 선정 하고 실제 장에서 사용되는 해석 

소 트웨어인 ALGOR V15를 이용하여 얻어진 정
 해석값과 구 된 서비스를 통해 얻어진 측값

을 비교하 다. 새로운 설계 사양은 풀리의 설계 변
수 에서 우선순 가 높은 THK와 GCDIS를 기반
으로 정리되었으며, 기존 설계 데이터의 분포 범
에서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균일한 값을 갖도

록 구성하 다.
시험군을 통하여 오차를 구해본 결과, 5.2%~ 

11.8%의 오차가 나타났다(Fig. 10). 상 으로 큰 

오차(10% 내외)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어진 분석 모
듈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셋들이 고르지 못하거

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실제 장에
서 양산되는 스틸 풀리의 설계 데이터가 계속 

됨에 따라 어들 것으로 단된다. 한 기존에 1~ 
2 시간이 걸리는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  해

석값을 10분 내외에 측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스틸 풀리의 설계 공정

을 분석하고, 설계 과정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설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 다.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설계 과정의 여러 

선택  행 를 지원할 수 있는 설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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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ser interface: Stress estimation service

Table 1 Design specification of test cases
Name THK(mm) GCDIS(mm)
Case 1 2.3 12
Case 2 2.4 14
Case 3 2.5 16
Case 4 2.6 18
Case 5 2.7 20
Case 6 2.9 24

설계 데이터의 검색 서비스는 일반 인 키워드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링 맵을 이용하
여 유사한 사양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서비스를 

구성하 다. 한, 다층 역  신경망과 유 자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설계 - 해석 데이터 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석 결과값의 측

Fig. 10 Difference between FEA results and proposed esti-
mation for tested pulley design

과 설계 변수의 최 화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구성

하 다. 마지막으로 다층 역  신경망 분석의 정

확성을 평가하기 하여 새로운 설계 스펙에 하

여 기존 시스템과의 결과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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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클러스터링이 용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경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설계 데이

터에 한 체계 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 다.
2) 다층 역  신경망과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

한 설계와 해석 데이터 간의 패턴 분석 모델을 구

성하여, 주요 변수의 입력만으로 10% 내외의 오
차 범 에서 정  응력 해석의 결과값을 빠른 시

간에 측할 수 있도록 하 다.
3) 상세 설계  해석을 통한 최 의 설계 조건을 찾

는 신, 응력 측 서비스와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변수의 측을 통하여 보다 빠른 시

간에 최  변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 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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