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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low stresses have been identified prior to a numerical simulation for predicting a deformation of materials using the 

experimental or analytical analysis. Recently, the flow stress models considering the temperature effect have been developed 

to reduce the number of experiments.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 provide a simple procedure for solving a problem from 

the analytical model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e prediction of flow stress on the fiber metal laminate using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First, the training data were obtained by conducting the uniaxial tensile tests at the various 

temperature conditions. After,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has been trained by Levenberg-Marquardt method. The numerical 

results of the trained model were compared with the analytical models predicted at the previous study. It is noted that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can predict flow stress effectively as compared with the previously-proposed analy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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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금속적층판(fiber metal laminate, FML)은 금속 

판재와 복합재료 판재가 적층된 하이브리드 구조의 

복합재 중 하나다. 기존의 금속소재에 비해 우수한 

비강도, 피로 저항, 충격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기존의 복합재료의 단점인 파손 시 수리의 어려

움, 수분 흡수에 따른 성능의 저하를 극복할 수 있

으며[1~2], 적층 소재의 선택에 따라서 이러한 장점

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항공기 산업에서는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 구조물에 

GLARE(glass/epoxy with aluminum), ARALL(aramid 

reinforced aluminum laminate)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3], 자동차 산업에서는 사이드 도어 임팩트 빔, 범

퍼 등에 섬유금속적층판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4]. 

기존의 금속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섬유금속적층

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법을 기반한 수

치해석을 통해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유한요소법을 기반한 수치해석 모델

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섬유금속적층판의 변형거동

을 구현하기 위한 유동응력(flow stress)을 정의하여야 

하며, 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축 인장시험이 수

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단축 인장시험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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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시간 및 소요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유동응력모델(flow stress model)을 사용하고 있

는 추세이며, 재료마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유동

응력모델이 제안되고 있다[5]. 

Hollomon과 Ludwik, Voce 모델은 금속 소재에 대

한 유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모델들은 소재의 유효 변형률(effective strain)에 의존 

하는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6~8]. 하지만, 온도

에 따른 소재의 변형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기 다른 온도환경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각 온

도에 따른 재료상수를 도출해야 한다. 이는 시간과 

소요경비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Johnson-Cook, Zerilli-Armstrong, Arrhenius, 그리고 

Zener-Hollomon parameter 기반 모델의 경우, 온도뿐

만이 아니라 변형률 속도에 따른 소재의 변형거동

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9~12], 모델을 제안하

기 위한 과정이 수학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에 따른 비용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특히, 

이러한 모델들은 금속 소재에 대한 변형거동을 기

반하기 때문에 실제 섬유금속적층판의 유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섬유금

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Hollmon과 Ludwik 모델의 재료상수를 각각 온도에 

따른 함수로 정의한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

델이 제안되었으며[13~14], 섬유금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

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의 경우, 재 

료 상수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회귀 적합(regression 

fitting)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가 변수에 의존하

는 것을 보였다. 이는 다층 회귀 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차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표본 데이

터가 요구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유동응력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

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을 사용하여 섬

유금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예측하였

다. 인공신경망은 입력변수(input data)와 출력변수

(output data)간의 관계를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

(hidden layer), 그리고 출력층(output layer)에 나타내어, 

각 층에 해당하는 뉴런(neuron)을 역전파 기법(back-

propagation method)으로 학습(training)시키는 인공지 

 

능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

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Quan 등은 20MnNiMo 합금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하였

으며, 이를 Arrhenius 구성방정식으로부터 예측한 유

동응력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6]. 또한, 

Song 등은 AZ31 Mg 합금의 고온에 따른 유동응력

을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17]. 이

러한 인공신경망 기법을 활용하여 유동응력을 예측

하기 위해서는 은닉층(hidden layer)을 적절히 설계해

야 한다. 은닉층을 과도하게 설계하게 되면, 과적합

(overfitting)이 발생하게 되어 시험 데이터에서 발생

하는 불필요한 오차까지 학습하게 된다. 또는 은닉

층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학습 데이터의 양이 부

족할 경우, 부적합(underfitting)이 발생하게 되어 데

이터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유동응력모델을 제안하는 

과정 중, 과적합 또는 부적합에 대한 여부를 분석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5052계열의 판재와 자기 

강화형 폴리프로필렌(self-reinforced polypropylene)을 

적층한 섬유금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획득하기 위해 온도에 따른 단축 인장시험을 수행하

였다. 단축 인장시험으로부터 측정된 유동응력은 인

공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목표값(target value)으로 사

용되었으며, 소성 변형률(plastic strain)과 시험 온도는 

입력변수로써 사용되었다.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와의 

관계는 4개의 뉴런이 포함된 하나의 은닉층으로 설

계하였으며, 각각의 뉴런에 대한 가중치(weights)는 

역전파 기법 중 하나인 Levenberg-Marquadt 기법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한 유동응력은 실제 유동응력과 비교되었으며, 

인공신경망에 대한 과적합 및 부적합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공신경망 기법이 기존

에 제안한 모델보다 유동응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 60℃일 때의 단축 인장 

시험 데이터를 제외한 후 수정된 Hollomon, Ludwik 

모델을 재정의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인공신경

망의 뉴런에 대한 재학습을 수행하였다. 이 때, 제

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60℃에서의 유동응력을 예측

하였으며, 실제 시험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인공신

경망 기법이 좀더 효과적으로 유동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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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에 따른 단축 인장시험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두 알루미늄 5052 계

열의 판재와 직조(woven) 형태의 자기 강화형 폴리

프로필렌을 적층하여 섬유금속적층판을 제작하였다. 

이 때, 알루미늄 판재의 두께는 0.5mm이며, 자기 강

화형 폴리프로필렌의 두께는 1.0mm이다. 또한, 알루  

미늄과 자기 강화형 폴리프로필렌을 접합하기 위해 

폴리올레핀(polyolefine) 계열의 접착필름을 각 소재 

사이에 적용하였다. 섬유금속적층판은 공압 가열기

를 통해 약 0.4MPa의 압력과 120℃의 온도에서 약 

90분 동안 압밀(consolidation)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

다. 그 후, ASTM D3039를 참고하여 알루미늄 판재의 

압연 방향(rolling direction)을 기준으로 0°방향의 시

편을 확보하였다[18].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상온(23℃), 60℃, 90℃, 그리고 

120℃에서의 단축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인장속도는 약 2mm/min이며, ASTM E21을 참고하여 

약 30분의 예열시간을 설정하여 시편의 온도가 균

일하게 유지되게 하였다[19]. 

 

 

Fig. 1 Schematic of FML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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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stresses obtained by uniaxial tensile test 

 

섬유금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라 측정된 유동응력은  

 

Fig. 2와 같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섬유금속적

층판의 유동응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섬

유금속적층판의 구성 소재인 알루미늄 5052 계열 

판재와 자기 강화형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온도에 

따른 인장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3에서 

알루미늄 5052 계열 판재는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

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반면에, 자기 강화형 폴리프

로필렌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유동응력이 현저히 저

하되고 있으며, 연신율(elongation)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강화형 폴리프로필렌이 섬유(fiber)

와 수지(resin)가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구

성된 열가소성(thermoplastic) 소재이기 때문에, 온도

가 증가할수록 연화(softening) 현상과 용융(melting) 

현상에 의해 섬유금속적층판의 유동응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a) Flow stress curves of al 5052 specimen 

 

 

(b) Flow stress curves of SRPP specimen 

Fig. 3 Flow stress curves of constitu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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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응력모델링 및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섬유금속적층판의 유

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용하

였다. 또한, 유동응력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법

의 적용 가능성과 기법의 예측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해서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을 정의하여 

유동응력 예측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Material constants for the Hollomon model [5] 

Temperature 

(℃) 

K 

(MPa) 
n 

23 334.6048 0.2625 

60 275.7487 0.2183 

90 213.0848 0.1572 

120 149.7414 0.0964 

 
Table 2 Material constants for the Ludwik model [5] 

Temperature 

(℃) 

A 

(MPa) 

B 

(MPa) 
N 

23 104.5549 648.5895 0.8556 

60 104.6800 481.9787 0.8162 

90 99.0457 212.4061 0.6191 

120 87.9530 122.0462 0.5285 

 

3.1 수정된 Hollomon 모델 

수정된 Hollomon 모델은 기존의 Hollomon 모델과 

달리 강도계수(strength coefficient), 가공경화지수(work 

hardening exponent)가 상수가 아닌 온도에 따른 함수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Hollomon 모델은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nK   (1) 

 

ln ln lnK n    (2) 

 

이 때,  은 섬유금속적층판의 유효 응력(effective 

stress),  는 섬유금속적층판의 유효 변형률이며, K는 

강도계수, n은 가공경화지수다. 식(1)의 재료 상수는 

식(2)와 같이 로그 스케일에서의 선형 회귀 적합

(linear regression fitting)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다. 

각 온도에 따른 재료 상수는 Table 1과 같으며, 선

형 회귀 적합을 사용하여 식(3), 식(4)와 같이 재료 

상수를 온도에 따른 함수로 정의하였다. 

 

  0 1
K T a a T   (3) 

 

0 1
( )n T b bT   (4) 

 

T는 온도 변수이며 
0

a , 
1

a , 
0

b , 
1

b 은 각각 선형 회

귀 적합을 통해 도출한 계수를 나타낸다. 최종적으

로 제안한 수정된 Hollomon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0.3144 0.0015387.430 1.954 TT     (5) 

 

3.2 수정된 Ludwik 모델 
수정된 Ludwik 모델은 기존의 Ludwik 모델을 3.1

절과 동일한 과정으로 제안한 모델이다. 기존의 

Ludwik 모델은 식(6)과 같다. 

 
N

p
A B    (6) 

 

 ln ln ln
p

A B N     (7) 

 

A는 섬유금속적층판의 항복응력이며, B와 N은 각각 

Ludwik모델을 기반한 강도계수와 가공경화지수이며, 

p
 는 섬유금속적층판의 유효 소성 변형률(effective 

plastic strain)이다. 섬유금속적층판의 항복응력은 0.2 

% offset 기법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강도계수와 가

공경화지수는 식(7)과 같이 항복응력을 좌변으로 치

환한 후, 로그 스케일(logarithmic scale)에서의 선형 

회귀 적합으로 도출하였다. 각 온도에 따른 재료 상

수는 Table 2와 같으며, 선형 회귀 적합을 수행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각 재료상수를 온도에 따른 함수

로 정의하였다. 

 

  0 1
A T c c T   (8) 

 

0 1
( )B T d d T   (9) 

 

0 1
( )N T e e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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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 , 

1
c , 

0
d , 

1
d , 

0
e , 

1
e 는 각각 선형 회귀 적합으로

부터 도출된 계수를 나타낸다. 수정된 Ludwik 모델

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0.9704 0.0036111.394 0.168 787.522 5.751 TT T       (11) 

 

 

Fig. 4 Schematic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3.3 인공신경망 기법 
인공신경망 기법은 Fig. 4와 같이 크게 입력층, 은

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된다. 인공신경망은 모

델의 비선형성,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여러 개의 

은닉층과 뉴런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층의 뉴런은 

이전 층에서 전달받은 값을 합산하고 정해진 가중

치를 인가하여 다음 층의 뉴런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출력층으로부터 도출된 유

효 응력은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표본 데이터와 비

교되며, 이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여 역전파 기법으

로 각 뉴런들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학습 과정을 거

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섬유금속적층판의 유

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온도(T)와 유효 소성 변

형률(
p

 )을 입력 변수로 적용하였으며, 은닉층은 총 

4개의 뉴런으로 구성하였다. 입력층에서 은닉층까지

의 가중합(weighted sum) 식은 아래와 같다. 

 

T

k k kj j
net b w x b w x     (12) 

 

k와 j는 각각 은닉층과 입력 변수의 개수이며, b는 

편향 벡터(bias vector), w는 각 뉴런간의 가중치, x는 

입력 벡터를 의미한다. 위 과정에서 도출한 값은 활

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에 인가되어 모델의 비

선형성(nonlinearity)을 부여함으로써 유동응력을 예

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gmoid 함수를 활성화 함

수로써  사용하였으며 ,  유동응력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2
1

1 exp 2
k

k

f net
net

   
  

 (13) 

 

본 연구에서는 예측된 유동응력과 실제 유동응력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를 식(14)과 같이 정의하였다. 

 

   
2

1

1 Q

actual predicted

m

E m m
Q

 


     (14) 

 

Q, 
actual

 , 
predicted

 는 각각 데이터의 개수, 단축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유동응력,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해 예측된 유동응력을 의미한다. 이 때, 

인공신경망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역전파 

기법 중 하나인 Levenberg-Marquardt 기법을 사용하

였다. Levenberg-Marquardt 기법은 아래의 식과 같다. 

 

 
1

1

T T T

i i i
w w J J diag J J J r




    

 (15) 

 

w는 각 뉴런의 가중치이며, i는 반복 횟수, J는 

Jacobian 행렬,  는 감쇠지수(damping factor)를 의미

하며, r은 실제 유동응력과 인공신경망을 통해 예측

된 유동응력 간의 잔차(residual)를 의미한다. 이 때, 

Jacobian 행렬은 후방 차분법(backward difference 

method)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i i

r w r r
J

w w


 

 
 

 (16) 

 

식(15)에서 감쇠지수는 임의의 상수를 가지게 되며, 

매 반복 구간마다 수렴여부를 판단하여 갱신된다. 

이 때, 감쇠지수가 증가할수록 Levenberg-Marqua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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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은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 method)과 유사하

게 되며, 반대의 경우, 가우스-뉴턴법(Gauss-Newton 

method)과 유사하게 되어 수렴성 및 수렴속도를 효

과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20]. 결과적으로 위와 같

은 과정에 의해 인공신경망의 뉴런은 오차가 최소

화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된다. 
 

 

(a) Validation set 

 

 

(b) Testing set 

 

Fig. 5 Results on simple validation of ANN method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법의 과적합을 방지

하고자 simple valid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과적합

은 모델에 과도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데이터를 

지나치게 설명하는 복잡한 모델을 구현했을 경우, 

데이터의 노이즈(noise)마저 결과로서 예측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유효 소성 변형률을 포함한 입력 데이터의 70% 만

을 인공신경망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15%는 검증 데

이터(validation set), 나머지 15%는 결과 비교 데이터

(testing set)로 사용하였다. 이 때, 데이터는 무작위로 

배분되었다. 검증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습된 인공신경망의 정확도가 검증 데이터

에서의  정확도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모델에  

과적합을 고려하여 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결과 비교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습된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다. Simple validation 기법에 대한 결과는 

Fig. 5와 같으며, 검증 데이터의 경우, 학습 데이터

의 정확도보다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적합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과 비교 데

이터의 경우, 이전에 제안한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 모델의 부적합이 발생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R
2
 on the flow stress models 

Model R
2
 

Modified Hollomon model 0.970 

Modified Ludwik model 0.988 

ANN method 0.999 

 

3.4 결과 분석 및 비교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

용하여 예측된 유동응력은 Fig. 6과 같다. 또한, 세 

모델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계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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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i
y 는 실제 유동응력이며, ˆ

i
y 는 예측된 유동응력, y

는 실제 유동응력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 각 유동응

력모델에 대한 결정계수는 Table 3과 같으며, 모든 

온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결과적

으로, 세 모델 모두 유동응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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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ified Hollomon model 

 

 
 
 

(b) Modified Ludwik model 
 
 

 
 

(c) ANN method 
 
 

Fig. 6 Comparisons of flow stresses predicted by modified  

Hollomon model, modified Ludwik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ethod 

 

Fig. 7 Flow stress curves predicted from the models 

 trained without the temperature of 60 ˚C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특정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경우, 누락 데이터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60℃에서의 데이

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응력 

모델링을 수행한 후, 60℃일 때의 유동응력을 예측

하여 실제 유동응력과 비교해보았다. 위 조건에 따

라  도출한  수정된  Hol lo mo n과  Lud wik  모델은 

아래의 식과 같이 도출된다. 

 

  0.3082 0.0017384.020 1.934 T

Hollomon
T     (18) 

   

   0.9317 0.0034109.320 0.156 763.354 5.610 T

Ludwik
T T      (19) 

 

수정된 Hollomon, Ludwik 모델과 인공신경망 기법이 

예측한 60℃에서의 유동응력은 Fig. 7과 같으며, 수

정된 Hollomon 모델은 유효 소성 변형률 약 0.025 

이하일 때의 유동응력이 상대적으로 오차가 큰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용하

여 예측한 유동응력은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의 

경우, 변형률에 대한 지수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기법에 비해 Fig. 7과 같이 유

동응력을 상대적으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정된 Hollomon 모델의 경우, 수

정된 Ludwik과 달리 항복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

문에 이러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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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회귀 모델(multilevel regression model)과 유사하

기 때문에[15], 온도에 따른 재료상수를 선형 회귀 

적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차가 최종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난수(random value)가 아닌 변

수에 의존하는 식으로 남게 된다. 아래의 식은 오차

가 고려되었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

다. 

 

  0 1 2

0 1 1 3

b bT

Hollomon
a a T

    
      (20) 

 

    0 1 6

0 1 4 0 1 5 7

e e T

Ludwik
c c T d d T

     
         (21) 

 

1
 , 

2
 , 

3
 , 

4
 , 

5
 , 

6
 , 

7
 은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에서 발생되는 오차를 의미하며, 식(20)

과 식(21)을 통해 변수에 의존하는 오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오차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많은 수의 표본 데이터를 요

구하게 된다[15]. 또한, 온도에 따른 재료상수의 함

수화를 수행할 때, 함수의 형태에 따라 과적합이 발

생되기 쉽다고 판단된다. 인공신경망 기법의 경우, 

각 뉴런의 가중합과 활성화 함수을 사용하여 유동

응력을 예측하며, 각 뉴런의 가중치는 오차 최소화

에 따른 학습 과정에 의해 갱신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오차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은닉층 및 뉴런의 설계에 따라

서, 위와 같이 유동응력모델이 지수방정식이기 때문

에 예측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simple validation을 사용하여 표본 데이터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무작위로 분배되기 때문에 과

적합에 대한 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인공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유동응력을 예측하

는 것이 이전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보다 정확성 측

면에서 좀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유금속적층판의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한요소법 기반 모델 제안 시 필요 

한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을 예측하기 위하여 인공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기법에 대한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온도에 따른 실제 유동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축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온도

와 유효 소성 변형률을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여 인

공신경망을 설계하였다. 또한, 이전에 제안한 수정

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에 대한 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인공신경망 기법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유동응력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 인공신경망 기법으로부터 

예측된 유동응력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결정계수를 정의하여 비교해본 결과, 수정된 

Hollomon, Ludwik 모델, 그리고 인공신경망 기법 모

두 온도를 고려한 유동응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지만, 60℃의 입력데이터를 제외한 후, 유동

응력모델링을 수행하여 60℃에서의 유동응력을 예

측한 결과,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이 인공

신경망 기법보다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이는 수정된 Hollomon과 Ludwik 모델이 지수

방정식을 기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차가 발생

을 하게 되며, 다층 회귀 모델로서, 오차 분석에 대

한 많은 표본 데이터를 요구한다. 하지만, 인공신경

망 기법은 은닉층 설계에 따라서 함수로서의 근본

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오차 최소

화에 따른 뉴런의 학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인공신

경망 기법이 섬유금속적층판의 유동응력을 가장 적

절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공신경망 기법은 온도뿐만 

아니라 변형률 속도(strain rate) 등 여러 인자를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인공신경

망을 설계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유동응력을 예측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

하여 연구되었으며, 교신저자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G. Wu, J. –M. Yang, 2005, The Mechanical Behavior of 

GLARE Laminates for Aircraft Structures, JOM., Vol.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섬유금속적층판의 온도에 따른 유동응력에 대한 수치해석적 예측 235 

 

57, No. 1, pp. 72~79. 

[2] H. S. Choi, H. S. Roh, G. H. Kang, M. S. Ha, 2004, 

Study on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s of Fiber 

Metal Laminates using the Classical Lamination 

Theory, Trans. Kor. Soc. Mec. Eng, Vol. 28, No. 4, pp. 

394-401. 

[3] L. B. Vogelesang, A. Vlot, 2000, Development of Fibre 

Metal Laminates for Advanced Aerospace Structures, J. 

Mater. Process. Technol., Vol. 103, No. 1, pp. 1~5. 

[4] R. Desnoo, 2015, Master Thesis, Carleton University, 

Ottawa, Canada, pp. 1~134. 

[5] Y. C. Lin, X. M. Chen, 2011, A Critical Review of 

Experimental Results and Constitutive Descriptions for 

Metals and Alloys in Hot Working, Mater. Des., Vol. 32, 

No. 4, pp. 1733~1759. 

[6] J. H. Hollomon, 1945, Tensile Deformation, Trans. 

AIME, Vol. 12, No. 4, pp. 1~22. 

[7] P. Ludwik, 1909, Elemente der Technologischen 

Mechanik, Springer-Verlag, Berlin, pp. 1~57. 

[8] E. Voce, A Practical Strain-Hardening Function, 1955, 

Metallurgia, Vol. 51, No. 307, pp. 219~226. 

[9] G. R. Johnson, W. H. Cook, 1983, A Constitutive 

Model and Data for Metals Subjected to Large Strains, 

High Strain Rates and High Temperatures, Proc. 7th Int. 

Symp. on Ballistics, Vol. 21, No. 1, pp. 541~547. 

[10] F. J. Zerilli, R. W. Armstrong, 1987, Dislocation-

Mechanics Based Constitutive Relations for Material 

Dynamics Calculations, J. Appl. Phys., Vol. 61, No. 5, 

pp. 1816~1825. 

[11] A. He, G. Xie, H. Zhang, X. Wang, 2013, A 

Comparative Study on Johnson-Cook and Arrhenius-

Type Constitutive Models to Predict the High 

Temperature Flow Stress in 20CrMo Alloy Steel, Mater. 

Des., Vol. 52, pp. 677~685. 

[12] W. J. Song, S. C. Heo, T. W. Ku, B. S. Kang, J. Kim,  

2011, Trans. Mater. Process., Vol. 20, No. 3, pp. 

229~235. 

 

 

 

 

 

 

[13] E. T. Park, B. E. Lee, D. S. Kang, J. Kim, B. S. Kim, W. 

J. Song, 2015, Evaluation of the Temperature 

Dependent Flow Stress Model for Thermoplastic Fiber 

Meteal Laminates, Trans. Mater. Process., Vol. 24, No. 

1, pp. 52~61. 

[14] E. T. Park, B. E. Lee, D. S. Kang, J. Kim, B. S. Kang, 

W. J. Song, 2016, Analytical Prediction of Flow Stress 

on Aluminum Alloy/Self-Reinforced Polypropylene 

Laminated Sheet Material Considering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Constants, Int. J. Precis. Eng. 

Manuf., Vol. 17, No. 4, pp. 487~493. 

[15] J. J. Hox,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New York. pp. 1~39. 

[16] G. Quan, C. Yu, 2014, A Comparative Study on 

Improved Arrhenius-Type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s to Predict High-Temperature Flow 

Behaviors in 20MnNiMo Alloy, ScientificWorldJournal, 

Vol. 2014, pp. 1~12. 

[17] S. –H. Song, Y. B. Kim, S. –Y. Lee, 2018, Study on the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of Incoloy 825 Alloy 

using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J. Kor. Soc. Manuf. 

Technol. Eng., Vol. 27, No. 1, pp. 41~45. 

[18] ASTM Standard D3039, 2011,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olymer Matrix Composite 

Materials, ASTM International, DOI: 10.1520/E0008 

_E0008M-11. 

[19] ASTM Standard E21, 2009, Standard Test Method for 

Elevated Temperature Tension Tests of Metallic 

Materials, ASTM International, DOI: 10.1520/E0021-

09. 

[20] H. Gavin, 2011, The Levenberg-Marquardt Method for 

Nonlinear Least Squares Curve-Fitting Problems,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uke University, pp. 1~15. 

[21] G. James, D. Witten, T. Hastie, R. Tibshirani, 2013,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 Springer, New 

York, pp.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