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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입상재료는 야금학, 약학, 지반공학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는 재료이다. 각 분야의 공정 상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예측

하면 최종 결과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입상재료의 거동을 예측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입상재료의 구성거동은 주로 유한요소

해석(finite element simulation,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되

며, 유한요소해석 상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은 주로 modified

Drucker-Prager/Cap(DPC) 모델을 통해 묘사된다. DPC 모델의 매

개변수는 주로 삼축압축실험과 등방압축실험을 통해 특정되는데,

불포화 입상재료의 경우에는 등방압축실험에서의 부피변화 측정이

어려워 이 방법으로 매개변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PC 모델의 매개변수를 특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삼축압축실험 결과,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적 해, 그리고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DPC 모델의 매개

변수를 최적화한다. 이때 삼축압축실험 결과에서 파단응력만을 사

용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삼축압축실험 결과 전체를 분석함으

로써 등방압축실험 없이 DPC 모델 매개변수 전체를 특정할 수 있

었다. 이는 포화, 불포화 상관없이 모든 입상재료의 DPC 모델 매

개변수를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이 방법은 최적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던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적 해로 대체하여 전체 최

적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

한 해석적 해는 매개변수에 대한 실험과 계산 간 차이의 편미분

계산을 가능케 하여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경사하강법은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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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에 비해 더 빠른 수렴속도를 보여 최적화 시간을 더욱 단축

시킨다. 이 명제는 본 연구에서 직접 매개변수 갱신 방법을 비교

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 입상재료인 모

래-벤토나이트 혼합물의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는 실험을

통해 제시한 방법의 성능을 증명하였다. 실험 결과, 선행연구에서

최적화하는데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

내에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실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묘사해내는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최적화된 DPC 모델 매

개변수는 삼축압축실험과 압밀실험을 통해 측정된 매개변수와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

변수로 압입 실험(indentation test) 결과를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

션을 통해 예상한 후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매

개변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

다.

주요어 : 삼축압축실험, 입상재료, modified Drucker-Prager/Cap

model, 삼축압축실험의 해석적 해, 재료 물성 최적화, 경사하강법

학 번 : 2020-2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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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입상재료(granular materials)의 기계적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 분

야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분말 야금학 분야에서는 공정 과정

상 금속 분말의 거동을 예측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성능을 예상할 수 있

다.[1] 또한, 약학의 경우에는 알약 제조 과정에서 약가루의 거동을 예

측함으로써 알약의 기계적 안정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2] 마지막으로 지

반공학의 경우에는 부하 시 흙의 거동을 예측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을 확인할 수 있다.[3] 이렇듯 입상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예측하는 작업

은 최종 결과를 예상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여러 분야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 진다.

통상적으로 입상재료의 기계적 거동은 modified Drucker-Prager/Cap

(DPC) 모델을 통해 묘사된다. 이는 이 모델이 입상재료의 압력의존적인

항복거동(yielding)과 압력의존적인 경화거동(hardening)을 설명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DPC 모델을 특정하는 매개변수를 구하는 일은 입

상재료의 기계적 거동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입상재료는 불연속적인 고체상과 유체 공극으로 이루어진 재료로, 유

체 공극의 상(phase) 구성에 따라 공극이 전부 액체로 채워져있으면 포

화 입상재료, 액체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면 불포화 입상재료로 구분된

다. 먼저 포화 입상재료의 경우에는 불포화 입상재료에 비해 일반적으로

약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토질

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불포화 입상재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

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입상재료로써 토질역학 외의 분야에서 활발하

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분야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입상재료의 종류

가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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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역학 분야에서 개발된 전통적인 DPC 모델 매개변수 특정 방법은

삼축압축실험(triaxial compression test)과 등방압축실험(isotropic

compression test)의 결과를 해석하여 DPC 모델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4-7] 하지만 이 방법은 불포화 입상재료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불포화 입상재료의 공극에 압축이 쉬운 기체가 함유

되어있기 때문이다. 압축시 공극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양을 측정하여

부피 변화를 계산하는 등방압축실험에서, 압축이 잘 되는 기체의 존재는

부피 변화 측정값에 큰 오류를 야기한다. 따라서 불포화 입상재료를 활

발히 사용하는 약학과 분말야금학 같은 분야에서는 포화 입상재료에만

적용가능한 기존의 방법이 아닌 불포화 입상재료의 매개변수까지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불포화 입상재료의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연구자들은 불포화 입상재

료의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개발하였다. 그 중

일부 연구자들은 삼축압축실험과 등방압축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실험

을 고안하였다. 예를 들어, Han et al.과 Zhang et al.의 경우 일축금형압

축실험(die compaction experiment)과 일축압축실험, 방사축압축실험

(radial compression test)을 사용하여 삼축압축실험과 등방압축실험을

사용하지 않고도 불포화 입상재료의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였

다.[2,8] 이 방법은 포화 입상재료뿐만 아니라 불포화 입상재료의 DPC

모델 매개변수도 특정할 수 있지만, 특정 성질을 갖는 입상재료에만 적

용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Han et al.과 Zhang et al.이 개발

한 방법의 경우에는 일축압축실험과 방사축압축실험이 가능한 알약과 같

이 고체 입자들 사이의 점착도가 높은 입상재료의 DPC 모델 매개변수

만 측정가능하다.

다른 연구자들은 실험과 최적화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DPC 모델 매

개변수를 특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주로 DPC 모델 매개변수

를 변경해가며 DPC 모델 매개변수가 대입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맞추는 방향으로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Atrian et al.의 경우 일축금형압축실험 데이터가 제공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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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 모델 매개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개발하였다.[9] 그

들은 각기 다른 DPC 모델 매개변수가 대입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을 수백번 수행하여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Majzoobi et

al.의 경우에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금속 분말

의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였다.[10] 그들은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의 차이를 DPC 모델 매개변수의 2차식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가정한 후,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식의 계수를

특정하였다. 이후 이 2차식을 최소화하는 DPC 모델 매개변수를 찾아내

는 방식으로 DPC 모델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그들은 수십번의 유한

요소해석을 진행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

였다. 이처럼 실험과 최적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에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실험으로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유한요소해석을 수십에서 수백

번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은 그들이 최

적화한 매개변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

을 통해 특정된 DPC 모델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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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오직 삼축압축실험 결과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입상재료의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삼축압축실험 결과인 응력-변형도 선도

(stress-strain curve)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사용하여 시간 소모가

큰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통 수일이 걸리는 최적화 과정을 하루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계산식

으로부터 각 매개변수에 대한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 차이의 편미분 계

산이 가능해져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algorithm)을 사용할 수 있었다. 경사하강법은 기울기(gradient) 벡터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최적화 방법인 베이지안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과 유전 알고리즘

에 비해 소요 시간이 낮고 정확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1.1.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험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DPC 모

델 매개변수를 최적화한 연구들에서는 최적화한 매개변수가 일반적인 상

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매개변수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DPC 모델 매개변수

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유효성 또한 검증하였다. 먼저 삼축압축실험과 등방압축실험을 수행하여

측정한 매개변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최적화한 매개변수

를 서로 비교하여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적

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를 압입 실험(indentation experiment)의 유한요

소해석 시뮬레이션에 대입한 후 실제 압입 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최

적화된 매개변수의 일반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사하강법이 아닌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

전 알고리즘을 각각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매개변수를 최

적화한 뒤 결과를 경사하강법과 비교하여 경사하강법의 성능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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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경사하강법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더 빠른 수렴속도를 가

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삼축압축실

험 결과 계산식으로 인해 짧아진 계산시간과 경사하강법으로 인한 알고

리즘의 빠른 수렴속도 덕분에 기존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DPC 모델 매

개변수를 최적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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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modified Drucker-Prager/Cap (DPC) model

modified Drucker-Prager/Cap (DPC) 모델은 Drucker et al.이 1957년

압력의존적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거동을 계산하기 위해 처음 제시한 소

성 모델이다.[11] 이후, DPC 모델은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형태에 이

르렀다. 현재 DPC 모델은 입상재료의 소성 변형을 계산하는데 널리 사

용되는 모델이다. 소성모델은 항복 곡면(yield surface), 소성흐름 법칙

(flow rule), 경화 법칙(hardening law)로 구성되어있다.[12] 이 절에서는

modified Drucker-Prager/Cap (DPC) 모델의 항복 곡면, 소성흐름 법칙,

경화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DPC 모델은 소성모델이므로 별도의

탄성 모델과 함께 사용되어야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DPC 모델과 선형

탄성(linear elasticity) 모델을 함께 사용하였다.[1,2,8-1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선형 탄성 모델을 사용하였다. 선형 탄성 모델의 매개변수인 탄

성 계수 와 푸아송 비 는 편의상 DPC 모델 매개변수에 속하는 것으

로 다루었다.

2.1.1. 항복 곡면(yiel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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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odified Drucker-Prager/Cap model의 항복 곡면

항복곡면은 탄소성 변형과 탄성 변형 구역을 구분짓는 곡면으로, 항복

곡면 내부에서는 탄성 변형만 일어난다.[13] 그림 2.1 은 DPC 모델의 항

복곡면을   공간에 도시한 그림이다. 이때 는 압력, 는 폰 미세스

응력(von Mises stress)으로 각각 식 (2-1)과 (2-2)와 같이 정의된다.

  


 (2-1)

  





   (2-2)

이때 는 응력 텐서이고 는 편향 응력 텐서(deviatoric stress tensor)

이다. 그림 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DPC model의 항복 곡면은 파괴포락

선(shear failure surface), cap surface, transition surface로 나누어져 있

다. 먼저 Drucker-Prager failure line으로도 알려져 있는 파괴포락선은

입상재료의 한계상태(critical state)들을 모아놓은 곡면이다. 한계상태에

도달한 재료는 외부 응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전단된다.[14]

파괴포락선은   공간 내에서 식 (2-3)과 같이 표현된다.

    ta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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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내부마찰각(friction angle)이고, 는 점착력(cohesion)으로 둘

다 DPC 모델 매개변수이다. 다음으로 타원형의 cap surface는 재료의

가공 경화(strain hardening)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재료가 가공 경화될수록 cap surface는 더 커진다. cap

surface는   공간 상에서 식 (2-4)와 같이 표현된다.

  

 

  
cos




 tan 

 tan


(2-4)

이때 은 타원형 cap surface의 이심률(eccentricity)이고, 는 transition

surface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이며, 는 transition surface와 cap

surface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좌표이고, 는 cap surface와 축이 만나

는 교점이다. 재료가 경화되어 cap surface가 커질수록 와 의 크기도

증가한다. 는 모두 DPC 모델 매개변수이다.

마지막으로 transition surface는 shear failure surface와 cap surface

를 부드럽게 이어줘 항복 곡면의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케한다.[15] 이

는 이후 소성 변형을 계산하기 위한 flow rule의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transition surface는   공간 상에서 식 (2-5)와 같이 표현된다.

  

 

   cos


 tan

 tan   (2-5)

2.1.2. 소성흐름 법칙(flow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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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modified Drucker-Prager/Cap model의 소성 포텐

셜 (plastic potential)

소성흐름 법칙은 소성 포텐셜(plastic potential)을 응력 텐서로 미분한

것이 변형률 텐서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때 소성 포텐셜 식이 항복

곡면과 같으면 상관 소성흐름 법칙(associated flow rule), 같지 않으면

비상관 소성흐름 법칙(non-associated flow rule)이라 부른다.[12] 그림

2.2.는 DPC 모델의 소성포텐셜을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PC 모델의 소성 포텐셜은 cap surface에서는 항복곡면과 식이

같아 상관 소성흐름 법칙을 따르지만, 이외의 부분에서는 항복곡면과 식

이 같지 않아 비상관 소성흐름 법칙을 따른다. cap surface에서의 소성

포텐셜과 파괴포락선, transition surface에서의 소성 포텐셜 식은 각각

식 (2-6).(2-7)과 같다.

  

 

  
cos




 (2-6)

  

 tan

  
cos




 (2-7)

2.1.3. 경화 법칙 (harde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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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odified Drucker-Prager/Cap model의 경화 곡선

DPC 모델의 경화 법칙은 재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입상

재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화법칙은 그림 2.3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공극비(void ratio)와 log pressure 사이의 선형 관계로 정의된

다.[16] 공극비는 재료 내 유체 상과 고체 상 사이의 부피비로 정의된다.

이때 공극비 는 재료 내 고체 상의 부피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체적변형률(volumetric strain) 와 식 (2-8)과 같은 관계를 갖는

다.

  ln 

 
 (2-8)

이때 는 초기 공극비이다. 그림 2.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료가 항

복 압력(yield pressure)를 넘어 소성변형이 시작되면 공극비와 가해준

압력 가 식 (2-9)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재료가 제하

(unloading)과정을 겪거나 항복 압력 이하의 압력을 받을 때는 공극비와

압력이 식 (2-10)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2-9)

   


 (2-10)

이때  , 는 각각 항복 압력과 항복 공극비이고, 는 식 (2-9)에서 압

력이 1 일 때 공극비이다. 또한  , 는 각 직선의 기울기로  ,  ,  ,

는 모두 DPC 모델 매개변수이다. DPC 모델에서 경화법칙은 압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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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소성변형률(volumetric plastic strain)간의 관계로 정의되므로 식

(2-9)와 (2-10)을 사용하여 DPC 모델의 경화법칙을 구해야한다.[15] 탄

소성 변형에서 증분변형률(incremental strain)은 증분탄성변형률

(incremental elastic strain)과 증분소성변형률(incremental plastic

strain)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공극비 또한 탄

성 공극비와 소성 공극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럼 식 (2-9)와 (2-10)으로부터 증분체적소성변형률(incremental

volumetric plastic strain)은 식 (2-11)과 같이 표현된다.


 





(2-11)

식 (2-11)을 부터 까지 적분하여 체적소성변형률을 구하면 DPC 모

델의 경화법칙은 식 (2-12)와 같이 표현된다.


 


ln

 
 

   

   ln  
(2-12)

2.1.4. DPC 모델 매개변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새로 제시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DPC 모델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DPC 모델 매개변수는 총 10개로 DPC 모델의

항복곡면, 소성흐름 법칙, 경화 법칙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이

전 절에서 각각의 매개변수가 소개되었지만, 매개변수의 수가 많아 본

절에서 모든 매개변수를 한번에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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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DPC 모델 매개변수

표 2.1은 DPC 모델 매개변수의 기호와 이름을 나열해놓은 표이다. 먼

저 d와 의 경우 각각 항복곡면에서 shear failure line의 절편과 기울

기이다. 는 고체입자 사이의 점착력이라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다음으

로 의 경우에는 cap surface의 이심률로 보통 0.001에서 1000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의 경우에는 초기 cap surface의 절편으로, 입상재료에

순수한 압력만 가했을 때 최초로 재료의 항복거동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도 하다. 의 경우에는 transition surface의 크기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로

써 값의 경계는 없지만 주로 0.01-0.05 사이의 값을 임의로 정하여 사용

한다.  는 선형탄성모델의 매개변수로써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DPC

모델 매개변수로 취급하였다. 는 탄성영역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비로

정의되며, 는 마찬가지로 탄성영역에서 재료가 일축인장될 때 축방향

변형률과 측면방향 변형률의 비로 정의된다. 는 경화법칙 결정에 사

용되는 매개변수로써 그림 2.3의 왼쪽 그래프의 기울기이다. 구체적으로

는 입상재료가 탄소성 변형영역에 있을 때   ln 공간 상 곡선의 기울

기이며, 는 입상재료가 탄성 변형영역에 있을 때  ln 공간 상 곡선

의 기울기이다. 마지막으로 는 그림 2.3 왼쪽 그래프에서 탄소성변형이

시작될 때의 공극률이다. 다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이후 논의에선 식

(2-12)의 대신 를 DPC 모델 매개변수로 취급하였다.



- 13 -

2.2. 매개변수 갱신 방법

매개변수 갱신 방법 혹은 최적화 알고리즘은 제한 조건 내에서 목적

함수를 최대 혹은 최소화 시키는 매개변수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목적함수의 기울기 벡터 사용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

다.[17] 보통 최적화 알고리즘이란 용어가 더 흔하게 사용되지만, 본 연

구에서는 3.2.1.절에서 제시한 알고리즘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매개변

수 갱신 방법이라 명명하였다.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는 매개변수 갱신 방법 중 대표적인 알고리즘으

로는 경사하강법이 있다. 경사하강법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신경망의 매

개변수를 갱신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배치의 크기와 모멘텀

항의 유무에 따라 다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변수 갱신 방법 또한 경사하강법의 일종인 Adam 알고리즘으로, 인

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경사하강법은 2.2.1. 절

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경사하강법이지만,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

는 경사하강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빠른 수렴 속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도 DPC 모

델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매개변수 갱

신 방법은 통계를 이용한 방법과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통계를 이용한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베이지한 최적화(Bayesian optimization)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있다. 경사하강법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갱신하였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2.2.2.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다음으로, 메타휴리스틱을 이용한

대표적인 최적화 방법으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과 TABU

검색 등이 있다. 메타휴리스틱이란 휴리스틱 최적화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차원적이고 일반적인 전략 알고리즘을 의미한다.[18] 이때

전략 알고리즘은 자연의 법칙들을 모사하여 고안되는 경우가 많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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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한 후 경사하강

법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유전알고리즘은 2.2.3.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2.2.1.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 algorithm)

경사하강법은 매개변수들을 목적함수의 기울기 벡터 반대방향으로 갱

신시키며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알고리즘이다. 구체적인 매개변수 갱

신 방식은 식 (2-13)에 묘사되어있다.

 ←  



  
(2-13)

이때 는 매개변수, 는 목적함수, 는 목적함수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

를 의미한다. 또한 는 학습률로써 보통 0과 1 사이의 임의의 상수이다.

식 (2-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목적함수 는 매개변수 와 데이터

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목적함수를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

최적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진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적함수를

계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목적함수 계산

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배치경사하강법(batch gradient

descent),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미니배치 경

사하강법(minibatch gradient descent)으로 나뉜다.[19] 배치경사하강법은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목적함수를 계산한 후 매개변수를 갱신

하는 방법으로, 진동이 적지만 한번 갱신할 때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는 단점이 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무작위로 선택된 하나의 데이터

를 사용해 목적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개변수 갱신에 소요되는 시

간은 적지만 매개변수의 진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니배

치 경사하강법은 전체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여 목

적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확률적 경사하강법보다 진동이 적고, 배치

경사하강법보다 계산 속도가 빨라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경사하강법에서도 배치 크기 192인 미니배치 경사하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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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의 양을 조절함에 따라 최적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진동을 어

느정도 줄여줄 수 있다. 하지만 식 (2-13)에서 비롯하는 진동은 줄일 수

없다. 식 (2-13)에서 묘사하는 매개변수 갱신 방식은 이전 갱신 기록과

상관없이 현재 목적함수 기울기 벡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개변수의 진동이 크다. 이를 보완하고자 매개변수 갱신 방식을 바꾸어

최적화 과정의 진동을 줄이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매개변수 갱신

방식에 따라 각 최적화 방법을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모멘텀(momentum), Adagrad, Adadelta, RMSprop, Adam 등이 있

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2015년 Kingma와 Ba가 개발한

Adam으로 우수한 성능으로 인공신경망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다.[20]

Adam의 매개변수 갱신 식은 식 (2-14)와 같다.

 ←   















      

      


 ∇

(2-14)

이때 는 학습률로, 보통 0과 1 사이의 임의의 상수이다. 과 는

Adam의 초매개변수로 보통 0.9와 0.999를 사용한다. 은 분모가 0이 되

는걸 방지하기 위한 상수로 보통  을 사용한다. 는 최적화 과정이

반복된 횟수로 초기값은 0이다. 또한 의 초기값인 와 의 초기값인

도 전부 0이다. 마지막으로 와 는 최적화 과정 반복 회일 때 목적

함수 계산에 사용된 매개변수와 데이터이다.

2.2.2. 베이지안 최적화 (Bayesia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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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최적화는 기울기 벡터를 구하기 힘든 목적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주어진 데이터와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를 통해 목적함수를 추정하고, 추

정된 목적함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최대값 위치를 acquisition function

을 통해 제안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21] acquitison

function에 의해 제안된 위치가 탐색된 후엔 탐색 위치도 가우시안 프로

세스의 데이터로 편입되어 더 정확한 목적함수 추정을 가능케 한다. 베

이지안 최적화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는 매개변수의 개수가 20개 이하일

때 추천된다.[22]

가우시안 프로세스(Gaussian Process)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으로, 이

집합 내 임의의 유한부분집합내의 확률변수들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

다.[23] 즉,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무한차원으로 확장

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속함수 의 분포를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용해

서 표현할 수 있다.[24]

∼′  (2-15)

이때 는 연속함수이고, 은 평균 함수, ′은 공분산 함수이

다. 베이지안 최적화에서는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평균함수로는 주로 0을 많이 사용하고 공분산함수로는 squared

exponential 함수를 이용한다.[24] 따라서 이후 논의에서는 평균함수와

공분산함수는 항상 0과 squared exponential 함수를 가정하겠다. squared

exponential 함수는 식 (2-1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exp

  ′
 (2-16)

이때 
는 최대 허용 공분산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함수의 공역을 넓게

설정해주기 위해선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은 와 ′사이의 거리

가 얼마나 가까운지 결정하는 길이 단위 매개변수이다.

가우시안 프로세스와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해서 목적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정의에 의해 학습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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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데이터 와 예측할 데이터   는 식 (2-17)과 같은 분포

를 가진다.




 




  ∼



 


 

  

    


 











  ⋯  

⋮ ⋱ ⋮
 ⋯  

(2-17)

이때 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감안해주기 위한 임의의 상수이다. 식

(2-17)로부터  의 평균과 분산은 식 (2-18)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25]

     
  

     
  

  
(2-18)

이제  를 함수 전체로 확장하면, 함수 는 식 (2-19)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23]

∼  

   


 

 ′   ′ 


 ′  

(2-19)

이때   는 데이터이고, 는 데이터 와 변수 의 공분산

벡터이다. 또한, 
은 노이즈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산값이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함수를 추정한 후 목적함수를 최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는 탐색 위치는 acquisition function을 통해 제안된다.

acquisition function에는 expected improvement, entropy search,

knowledge gradient 등이 있다.[22]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expected

improvement를 acquisition function으로 사용하였다. expected

improvement는 현재 데이터의 최대값 와 추정함수 간 차이의 기댓

값으로 계산된다. 구체적인 식은 식 (2-20)과 같다.

     (2-20)

이때 
는 가 양수이면 를 음수이면 0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expected improvement에 의해 제안되는 탐사위치 는 식 (2-20)이 최대

인 지점이다. 하지만 expected improvement만으로 탐색을 지속하면 최

대가 아닌 극대점을 찾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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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탐사위치는 일정 확률로 랜덤으로 정해지도록 설정한다. 본 연구에

서는 10%의 확률로 탐사위치가 랜덤으로 설정되도록 지정하였다.

2.2.3. 유전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은 자연의 진화과정을 매개변수 갱신 과정에 도입한 것

으로 대표적인 메타휴리스틱 방법이다. 유전 알고리즘은 베이지안 최적

화와 마찬가지로 주로 목적함수의 최대값을 찾지만, 목적함수에 –1을

곱함으로써 최소값 문제 해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유전알고리즘에서 표

현형(phenotype)인 매개변수의 집합은 0과 1로 이루어진 배열인 유전형

(genotype)으로 바꾸어준다.[26] 보통 유전형은 0과 1로만 이루어진 배열

이지만 편의를 위해 각 매개변수 값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시킨

배열을 유전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전형 벡터의 요소는 유전자라 지칭하였다.

유전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개의 매개변수 집합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이들의 유전형 벡터를 생성한다. 이들 유전형 벡터

의 집합을 부모세대라 부른다. 또한 각각의 유전형은 개체라 불린다. 이

후 부모세대 중 일부를 선택하여 교배과정을 통해 자손세대를 생성한다.

이때 부모세대에서 교배시킬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목적함수값이 큰 부모에게 선택될 확률을 높게 주

는 방법이 있고, 목적함수 값이 큰 상위 n개의 부모 내에서만 교배시킬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함수 값이 큰 상위 n

개의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 세대 중 무작위로 일부를 선택하여 삭

제하고, 삭제된 개체 수만큼 상위 n개의 부모를 교배하여 자손세대를 생

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배과정에서는 교차와 돌연변이를 사용하여 자손세대의 유전형을 다

양하게 한다. 먼저 교차의 경우 두 부모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자손을 형

성해내는 것이다. 이는 만약 유전형 벡터의 길이가 5라고 가정하면 개

의 서로 다른 자손이 한 부모로부터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손 유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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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을 보장해준다. 교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one point crossover 방식을 사용하였다. one point crossover란

유전형 벡터에서 특정 위치를 무작위로 지정한 후, 특정 위치 이전의 유

전자를 두 부모가 서로 바꾸는 방식의 교차이다.[27] 다음으로 돌연변이

의 경우 부모세대에서 자손세대로 넘어갈 때 각 개체의 유전자를 일정

확률로 무작위 수로 대체한다. 이 방법은 전체 최적화 과정이 극대값에

머물지 않고 최대값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10%의

확률로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주었으며, 돌연변이는 0과 1사이의 정규화

된 유전자에 최대 0.2까지의 변화를 줄 수 있게하였다. 자손세대가 형성

된 이후에는 또다시 자손세대의 개체별로 목적함수 값을 계산하고 그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음 세대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은 한 세

대 중 특정 개체의 목적함수 값이 우리가 목표한 값에 다다를 때까지 반

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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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모래, 벤토나이트, 물을 혼합한 모래-벤토

나이트 혼합물로, 불포화 입상재료이다. 이때 모래:벤토나이트:물의 비율

은 50:6:3이었으며 전체 혼합물의 색이 균일해질 때까지 섞어주었다. 이

후 이 혼합물은 실험에 사용되기 전 1.3 까지 압축되었다. 모래는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였으며 벤토나이트는 대정화금에서 구매하였

다. 물은 초순수(deionized wat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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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PC 모델 매개변수 최적화

3.2.1. 전체 최적화 알고리즘

그림 3.1 전체 알고리즘 순서도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 삼축압축실험 결과의 해석적 해, 그리고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DPC 모델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최적화 방법론의 순서도이다. 가장 먼저, DPC

모델 매개변수가 무작위로 선정된다. 그 후 선정된 매개변수를 본 연구

에서 개발한 계산식에 대입하여 삼축압축실험 상에서 재료의 응력-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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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선도를 계산한다. 계산식, 즉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적 해는

3.2.3.절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이후 계산 결과와 삼축압축실험 사이의 차

이가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곱평균오차를 사용하여 계산 결과와 삼

축압축실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곱평균오

차식은 식 (3-1)과 같다.





exp  

 (3-1)

이때 는 파단 변형률(failure strain)이고, 는 진변형률(true strain),

exp는 실험적으로 관찰된 진응력(true stress), 는 3.2.3.절의 계산식으

로부터 계산된 진응력이다. 제곱평균오차가 목표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경사하강법을 통해 매개변수들을 갱신한 후 전체 과정을 반복하였다. 경

사하강법과의 비교를 위해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들 알고리즘을 통해 매개변수들을 갱신한 후 전체과정을 반

복하였다.

경사하강법은 목적함수의 기울기 벡터 반대 방향으로 매개변수를 갱

신함으로써 목적함수의 극소 혹은 최소값을 찾는 최적화 방법으로, 기울

기 벡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응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3.2.3. 절의 계산식 덕분에 목적함수인 의 기울기 벡터를 계산하여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기울기 벡터는 PyTorch

라이브러리의 Autograd 기능을 사용해 계산하였다. 하지만, DPC 모델

매개변수 의 경우에는 재료의 탄성 변형 영역과 탄소성 변형 영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Autograd 기능을 사용해서 목적함

수에 대한 의 편미분을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식 (3-1)을 3.2.3. 절

에서 고안한 계산식을 통해 로 직접 미분함으로써 편미분 값을 구하

였다. 2.2.1.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경사하강법은 모멘텀 항의 유무, 배

치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Adam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고, Adam의 매개변수로는 학습률 0.01,

  ,   ,   
 을 사용하였다.



- 23 -

3.2.2. 삼축압축실험

본 연구에서는 3.2.3. 절에서 소개한 계산식을 사용해서 DPC 모델 매

개변수로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모

사할 수 있도록 매개변수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적

화 과정에 사용된 삼축압축실험은 원래는 입상재료의 파괴포락선을 그리

기 위해 주로 수행되는 실험으로, 보통 다양한 구속압에서의 파단 응력

과 파단 변형률만을 고려하여 파괴포락선을 그린다. 하지만, 흔히 무시되

는 파단 이전의 삼축압축실험 결과(응력-변형률 선도)에는 탄성과 경화

법칙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삼축압

축실험 결과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삼축압축실험 하나만으로 모든 DPC

모델 매개변수를 추출해낼 수 있었다.

삼축압축실험은 등방압밀과정과 전단과정을 차례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삼축압축응력 상태에 있는 재료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주로 압력의존적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

행된다.

그림 3.2 삼축압축실험 개요 (a) 삼축압축실험 장치 개략도 (b) 삼축압축

실험 결과 형식

그림 3.2(a)는 삼축압축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원통형



- 24 -

모양의 시편은 물이 담기는 실린더의 중앙에 위치하며, 시편의 위 아래

에는 뚜껑(cap)이 위치해있다. 각 뚜껑에는 고무 호스가 연결되어 시편

이 압축될 때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압밀 배수 조건) 시편

의 옆면은 고무 밴드로 덮어 외부의 물이 시편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

였다. 움직일 수 있는 지그는 상부 뚜껑 위에 위치하여 실험 시 재료를

압축하는데 사용되었다. 삼축압축실험 장치는 처음에 설정한 구속압까지

수압을 천천히 증가시켜 시편을 압밀한 후 지그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시편을 전단시킨다. 이때 지그의 변위와 지그가 받는 힘이 기록된다. 그

림 3.2(b)는 삼축압축실험의 일반적인 결과 형태를 보여준다. 결과는 주

로 ′   공간에 도시되는데 은 지그의 변위를 시편의 초기 높이로

나눈 값이고, ′    은 지그가 받는 힘을 시편의 초기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그의 속도와 구속압은 삼축압축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험에서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그 속도를 50

mm/min으로 설정하여 구속압 30, 60, 90 kPa에서 각각 삼축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삼축압축실험장치의 모습은 그림

3.3에 나타나있다.

그림 3.3 삼축압축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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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적 해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 하에서 DPC 모델이 구성모델인 입상재

료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개발하였다. 이 계산식은

최적화 과정에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으로 몇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1분 이내에 끝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전체 알고리

즘 수행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이 계산식은 경사하강

법의 사용을 가능케 하였다. 경사하강법은 베이지안 최적화나 유전 알고

리즘과는 다르게 매개변수 갱신에 목적함수의 기울기 벡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계산식은 목적함수인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간 차

이의 기울기 벡터 계산을 가능케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절에서는 DPC 모델 매개변수가 주어졌을 때 삼축압축실험 하에서

입상재료의 진 응력-변형률 선도(true stress-strain curve)를 계산해내

는 것이 목표이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삼축압축실험의 결과인, 식 (3-2)

의 함수 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때 삼축압축실험 상황과 입상재료

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입상재료가 비례 하중(proportional

loading)을 겪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례 하중 하에서 함수 를 구하는

계산식을 개발하였다.

    (3-2)

식 (3-2)에서 는 DPC 모델 매개변수이고, 는 구속압이다. 와 는

모두 함수 의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이다. 식 (3-2)에서의 함수 

가 진응력과 진변형률 사이의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삼축압축실험의 결과

는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삼축압축실

험의 결과를 본 절에서의 계산결과와 비교하려면 먼저 실험 결과를 진

응력-변형률 선도로 변환해야 한다. 이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좌굴

(buckling)은 무시하였다.

삼축압축실험 하에서 재료는 탄소성 변형을 겪기 때문에 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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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은 탄성 변형률 
와 소성 변형률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3-3)

먼저 탄성변형률은 선형탄성을 가정하였을 때 식 (3-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4)

이때 는 탄성계수이고, 는 푸아송 비이다. 또한 는 구속압이다. 다음

으로 소성변형률은 증분소성변형률 
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증분

소성변형률 
는 증분체적소성변형률 

과 증분전단소성변형률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28]


 





 (3-5)

체적소성변형률과 증분체적소성변형률은 식 (2-12)의 경화법칙으로부터

식 (3-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3-6)

증분전단소성변형률은 식 (3-6)과 소성흐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

다. transition surface의 영역은 항복곡면 상에서 cap surface나 파괴포

락선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transition surface에서의 소성변형은 무시하였다. 그럼 증분전단

소성변형률은 식 (3-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7)

이때 
 


는 cap surface 상에서 를 로 미분한 값이다. 식 (2-6)으로

부터 
 


는 식 (3-8)과 같이 와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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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tan  tan   tan     

 
cos





(3-8)

최종적으로 증분전단소성변형률은 식 (3-6), (3-7), (3-8)로부터 식 (3-9)

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3-9)

한편 증분전단소성변형률을 적분하기 위해선 적분인수와 다른 변수들

을 통일시켜주어야 한다. 즉 와 를 의 함수로 나타내어야 한다. 먼저

삼축압축실험시 와 는 식 (3-10)과 같은 선형관계를 갖는다.

     (3-10)

다음으로 식 (3-10)과 (2-4)를 이용하여 와 를 식 (3-11)과 같은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3-11)

식 (3-11)을 식 (3-9)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증분전단소성변형률은 식

(3-12)와 같이 의 함수로 표현된다.


      


   

  


   

 (3-12)

이제 전단소성변형률은 식 (3-12)를 에서부터 까지 적분함으로써 구

할 수 있게 된다.


 







  

 (3-13)

그럼 소성변형률은 식 (3-5), (3-6), (3-13)으로부터 식 (3-14)와 같이 계

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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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식 (3-14)를 통해 소성변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아직 소성변형률을 

의 함수로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를 식 (2-1), (2-4), (3-10)을

사용하여 의 함수로 표현하면, 마침내 
를 의 함수이다.


     

  (3-15)

소성변형률은 탄성영역에서는 0이기 때문에 식 (3-15)는 일반적으로 식

(3-1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3-16)

마지막으로 진변형률 은 탄성변형률과 소성변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식 (3-4)와 (3-16)에 의해 의 함수이다.

  
 

     

  

  (3-17)

식 (3-17)에서 G는 진변형률과 진응력을 연관짓는 함수이고, 식 (3-2)

에서 함수 f의 역함수이다. 요약하자면, 본 절에서는 DPC 모델의 소성흐

름 법칙, 경화 법칙, 항복 곡면과 DPC 모델의 매개변수, 그리고 삼축압

축실험 상에서의 와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여 입상재료의 삼축압축실

험 결과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 이 계산식은 이후 최적화 과정에서 시간

이 오래 소요되는 유한요소해석을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사하강법의

사용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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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의 유효성 검사

3.2. 절에서는 삼축압축실험과 삼축압축실험 결과의 해석적 해,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DPC 모델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소

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법들보다 더 빠르게 DPC 모델 매개

변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만약 특정된 매개변수가 유

효하지 않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하

기 위해 특정된 DPC 모델 매개변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3.3.1. 실험을 통한 DPC 모델 매개변수 측정

가장 쉽게 DPC 모델 매개변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대로 실험을 통해 매개변수를 특정한 후 본 연구에서 추정된 매개변

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과 압밀

실험을 수행하여 실험적으로 DPC 모델 매개변수를 측정하였다. 압밀 실

험은 불포화 입상재료에서 수행하기 힘든 등방압축실험을 대체할 수 있

는 실험으로, 등방압축실험에서 특정할 수 있는 DPC 모델의 경화 법칙

에 대한 매개변수 중 일부인 와 를 특정할 수 있다. 압밀 실험에 대해

서는 3.3.1.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삼축압축실험에서는 다

양한 구속압에서 재료의 파단응력을   공간에 도시하여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변형에서 소성변형이 없다는 가정하

에 탄성계수 값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삼축압축실험과 압밀실험만으로

는 DPC 모델 매개변수를 전부 구할 수 없다. 오직 만 측정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매개변수 는 측정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의 유효성만 확인할 수 있었다.

3.3.1.1. 압밀 실험 (one-dimensional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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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압밀 실험은 입상재료의 경화법칙을 관측하기 위해 토질 역학에서 주

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방압축실험을 대체하기 위해 수

행하였다.

그림 3.4 압밀실험 장치

그림 3.4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밀실험 장치의 사진이다. 압밀 실험

은 삼축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방압축실험과는 달리, 그림 3.4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원통형의 금형에 재료를 담고 윗면에만 압력을 가하면서 방사축

상으로 거동이 제한된 재료의 변형을 관찰한다. 즉 압밀 실험에서는 재

료의 윗면에 가해지는 힘과 재료의 변형을 측정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등방압축실험과 압밀 실험은 다른 실험이다. 하지만 등방압축실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와 의 유사한 값을 압밀 실험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들 매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6] 압밀실험은 ASTM D2435/D2435M-11[29]에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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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대로 수행하였다. 다만 삼축압축실험의 부하속도와 압밀실험에서의

부하속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중은 24시간이 아닌 6초마다 증가시켰

다.

3.3.2.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일반성 검사

본 연구에서 DPC 모델 매개변수는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었다. 따라서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가 삼축실

험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입상재료의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압입실험 결과와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

수가 도입된 압입실험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DPC

모델 매개변수가 삼축압축실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적

용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3.3.2.1. 압입 실험 (indentation experiment)

압입실험은 재료 표면을 작은 압자(indenter)로 누르면서 압자의 변위

와 지그가 받는 힘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실험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실험시 재료의 응력상태는 매우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압입실험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삼축압축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응력상태보다 더 많은 응력상태가 관찰된다. 따라서 만약 최적화된 매개

변수가 삼축압축실험 상의 입상재료 거동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매개

변수로는 압입 실험의 결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최

적화된 매개변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어진 매개변수로 압

입 실험의 결과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따라 압입실험과 최적화된 매개변수로 수행된 유한요소해

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의 일반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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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압입실험 개요 (a) 압입실험장치 개략도 (b) 압입실험의 일

반적인 결과

그림 3.5(a)는 압입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도시한 그림이다. 먼저 장치

내 원통형 금형의 지름은 60 mm이다. 재료는 금형 내에 높이가 40 mm

가 될 때까지 담겼다. 압자는 지름 20 mm의 반구형 모양으로, 50

mm/min의 속도로 재료에 하중을 가하였다. 그림 3.5(b)는 압입실험의

일반적인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 3.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압

입실험 결과는 주로   공간에 나타내는데 이때 은 압자의 변위이고,

는 압자가 받는 힘이다. 그림 3.6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입 실험 장

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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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압입실험 장치

3.3.2.2.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DPC 모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압입실험을 유

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BAQUS/Explicit 상에서 모사한 후

실제 압입실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매개변수의 일반성을 확인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상에서 사용한 메쉬의 종류는 CAX4R였으며

크기는 0.5mm였다. 메쉬의 크기는 5 mm에서부터 메쉬의 크기가 시뮬레

이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때까지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 선택되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금형과 압자는 강체로 가정되었으

며, 모든 계면의 마찰계수는 0.2로 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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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개변수 갱신 방법간 성능 비교

본 연구에서는 3.2.3. 절에서 소개한 계산식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진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 갱신과정을 진행하였다.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은 기울기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갱신 방법들에

비해 매개변수가 목적함수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개변수를 갱신하므

로 적은 반복으로 유효한 매개변수를 특정할 수 있을거라 기대된다. 하

지만 이는 증명된 사실이 아닌 하나의 가정일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사하강법뿐만 아니라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베이지안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을 그림 3.1의 알

고리즘에 도입하여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전체 알고리즘 수렴 속도,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의 일반성

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경사하강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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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DPC 모델 매개변수 최적화 결과

4.1.1.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 및 정확성

그림 4.1 최적화 알고리즘 결과 (a) 최적화 과정 중 제곱평균오차 변화

그래프 (b)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로 계산한 삼축압축실험 결과

와 실제 결과 비교 그래프

표 4.1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3.2.3. 절에서 소개한 계산을 바탕으로 DPC 모델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3.2.1.절에서 제시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

에서 중요한 것은 수렴 속도와 최종 결과의 정확성이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렴 속도와 최종 오차를 확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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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4.1은 3.2.1.절에서 소개한 최적화 과정을 모래-벤토나이트 혼합

물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그림 4.1(a)는 최적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식 (3-1)로 계산한 제곱평균오차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제곱평균오차는 전체 알고리즘 818회 반복 후 최소값을 가졌으며,

최종 값은 약 9 정도였다. 이는 실제 실험과 최적화된 매개변수로

계산한 삼축압축실험 결과 사이가 약 3 kPa밖에 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4.1(b)에서 실험 결과가 약 250 kPa 범위에서 도시된다는 것을 고

려해보았을 때 3 kPa정도의 오차는 전체 범위의 1% 정도로 매우 작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알고리즘

이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적화 과정이 최종오차로 수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였다. 비교적 간단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이 보통 30분 이상

소요되고 선행 연구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횟수가 수십에

서 수백번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

은 것이다.[9,10] 이 정도의 시간단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3.2.3.절에서 소

개한 계산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계산식을 통해, 30분 정

도 걸리는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0.3분 정도만에 계산해낼 수 있었다. 정

리하자면, 그림 4.1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알고리즘

과 계산식이 DPC 모델 매개변수를 높은 정확도로 최적화할 뿐만 아니

라,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이 알고리즘이 높은 성능을 가짐을 그림 4.1의 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4.1.2. 최적화 알고리즘의 재현성

표 4.2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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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최적화된 매개변수별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

그림 4.3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대한 매개변수 별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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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시작 매개변수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알고리

즘을 수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최적화 결과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

라서 4.1.1.절에서 확인한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이 뛰어나도, 매번 최적

화할 때마다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이 알고리즘을 신뢰할 수 없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재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결과로는 최종 제곱평균오차와 최종 매개변수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최종 제곱평균오차의 경우, 최적화 과정을 6번 반복

하였을 때 모든 경우에서 9이상 10이하의 값을 보여 항상 동일한 수준의

오차로 알고리즘이 수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최적화 과정마다 최

종 제곱평균오차의 값은 비슷하였지만 매개변수의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2.는 3.2.1.절에서 소개한 알고리즘을 6번 반복하여 진행하였

을 때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이때 매

개변수의 값이 음수이거나, 입상재료에서 관찰되는 값을 많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최적화 과정을 다시 진행하였다.

재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각 매개변수별로 표준편차

와 평균의 비를 그림 4.2에 도시하였다.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는 각 매개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널리 분포되어있는지를 나타내주어 알고

리즘의 정밀도 척도로써 사용될 수 있다. 표준편차와 평균의 비가 낮을

수록 데이터가 서로 모여있다는 뜻이 되어 해당 매개변수의 정밀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4.2의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해 각 매개변수별

민감도를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각 매개변수별 민감도는

그 매개변수를 제외한 다른 매개변수를 표 4.1의 평균값에 고정시키고

매개변수의 값을 평균에서 5% 변화시켰을 때 평균제곱근편차(root

mean square)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평균제곱근편차의 변화

(increased rMSE)는 식 (4-1)과 같이 정의하였다.

 

  
 (4-1)

이때 는 매개변수를 ±변화시킨 후 삼축압축실험의 결과를

계산하였을 때 실제 실험결과와의 평균제곱근 오차의 최대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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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변수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평균제곱근 오차이다.

와 의 차이를 250으로 나눈 이유는 그림 4.1(b)에서 삼

축압축실험의 결과가 250 kPa내에서 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3에서

제곱평균오차가 아닌 평균제곱근편차를 사용한 이유는 평균제곱근편차의

단위가 삼축압축실험의 응력과 같아 비교가 편하기 때문이다.

먼저 의 경우 표준편차가 평균의 1% 남짓으로 최적화 과정을 진

행할 때마다 거의 같은 값으로 최적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경우

높은 정밀도는 그림 4.3의 높은 민감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 4.3에서 는 매개변수가 5% 변화하면 평균제곱근오차를 약 3.5% 증

가시켜 다른 매개변수에 비해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 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삼축압축실험의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

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한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가 높은 정밀도로 최적

화되는 것이다. 반면에 의 경우에는 민감도가 0.05% 정도로 매우 낮지

만 와 비슷한 수준의 정밀도를 보였다. 이는 가 비록 삼축압축실험의

전체적인 결과에는 적은 영향을 끼치지만 파단응력에 와 함께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파단응력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오

차에 의해 가 최적화되어 높은 정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의 경우 표준편차가 평균의 30%를 넘어 최적화된 값이

평균을 기준으로 널리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삼축압축

실험에서 해당 매개변수들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4.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민감도는 거의 0에 가깝다. 표 4.1의 평

균값 부근의 범위 내에서 이들 매개변수가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삼축압축실험결과를 모사하는 방향으

로 최적화가 진행되는 알고리즘에서 이들 매개변수는 목적함수인 제곱평

균오차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로 최적화되지 않

은 것이다.

의 경우 를 제외한 다른 매개변수들보다 높은 민감도를 가지

고 있지만 표준편차가 평균의 약 20-30% 정도로 정밀도는 그리 높지 않

다. 이는 가 서로 조합되어 삼축압축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으로 보인다. 먼저 와 의 경우에는 경화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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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수로, 비슷한 모양의 경화곡선을 그리기 위해 서로 다른 조합의 와

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와 가 다른 모양의 경화곡선을 결정하여

도  값을 조절하여 비슷한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은 cap surface의 모양을 결정하는 매개변수이고, cap surface의 모양은

흐름법칙에 의해 체적소성변형률과 전단소성변형률의 비율을 결정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와 가 재료를 가공경화가 원래보다 더

잘 일어나도록 묘사하여도 값을 더 낮추어 체적소성변형률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비슷한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모사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매

개변수들이 서로 조합되어 삼축압축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도 정밀도는 높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 민감도는 에 비해 낮지만 정밀도는 더

높다. 이는 의 경우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는 전체 삼축압축

실험 결과에는 적은 영향을 끼치지만 응력-선형도 곡선의 초기 변형률

부분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삼축압축실험의 초기 변형률 구

역에서 발생하는 제곱평균오차로 인해 와 가 상당히 높은 정밀도로

최적화된 것이다.

종합하자면 를 제외한 매개변수는 보통 표준편차가 평균의

  정도이다. 최종제곱평균오차가 9정도로 일정한데 비해 매개변

수의 표준편차가 높은 이유는 특정 매개변수의 민감도가 낮고, 매개변수

들이 조합적으로 삼축압축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이는 경사하강법의 학습률을 낮춤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로 보인다. 매개변수의 민감도가 낮고 매개변수들이 조합적으로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조합의 매개변수가 똑같은 삼

축압축실험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다. 학습률을 낮추면 보다 더 세밀하

게 매개변수를 갱신하기 때문에 수렴속도는 다소 느려지더라도 최적화

알고리즘이 더 정밀한 매개변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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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유효성 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DPC 모델 매개변수는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었다. 따라서 최적화

된 매개변수가 실험적으로 측정한 매개변수와 유사한지, 그리고 다른 상

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과 압밀실험을 통해 DPC 모델 매개변수를 측

정한 후 표 4.1의 매개변수와 비교하여 본 알고리즘에서 최적화한 매개

변수가 실험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압입실험

을 수행한 후,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대입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하여 최적화된 매개변수가 삼축압축실험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4.2.1. 실험을 통해 측정된 매개변수와의 유사성

그림 4.4 실험을 통한 DPC 모델 매개변수 측정 (a) 삼축압축실험을 통해

그린 파괴포락선 (b) e-lnp 공간 상에 나타낸 압밀실험 결과 (c) 실험값과

최적화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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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실험값과 최적화값 비교

그림 4.4는 삼축압축실험과 압밀실험의 결과이다. 먼저 그림 4.4(a)는

모래-벤토나이트 혼합물의 파괴포락선이다. 파괴포락선은 서로 다른 구

속압에서의 파단응력들에 대해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결

정할 수 있었다. 파괴포락선의 축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DPC 모델 매

개변수의 와 이므로, 파괴포락선을 그림으로써 와 를 측정할 수 있

었다. 측정한 값은 각각 12.973 kPa, 52.63였다. 또한, 삼축압축실험 초

기의 소성변형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삼축압축실험 결과인 응력

-변형률 곡선의 초기 기울기가 탄성계수와 같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삼축압축실험의 응력-변형률 곡선의 초기 기울기를 측정함으로써

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은 6.86 MPa였다.

다음으로 그림 4.4(b)는 모래-벤토나이트 혼합물의 압밀실험 결과이

다. 압밀실험은 입상재료의 경화법칙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특정하기 위

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식 (2-9)와 (2-10)의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ln공간에 압밀실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물론 식 (2-9)와 (2-10)에서

의 압력은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이고, 그림 4.4(b)에서의 압력은

재료의 윗면에 가해진 압력으로 서로 다른 압력이다. 하지만 등방압축실

험 결과를 통해 구한 와 값과 압밀실험결과를 통해 구한 와 값이

비슷한 값을 보인다는 경험칙을 따라 압밀실험으로 와 값을 측정하였

다.[16] 측정한 값은 각각 0.0834와 0.0118이었다.

 , 의 경우에는 등방압축실험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값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포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 등방압축실험을 진행

하지 못했으므로 와 의 값을 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의 경우에는

삼축압축실험이나 등방압축실험을 통해 측정할 수 없는 값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의 경우에는 다른 매개변수들을 전부 특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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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0.001과 1000 사이의 값을 골라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압밀실험으로는 와 값을 특정하지 못하

기 때문에  또한 특정할 수 없었다. 의 경우에는 원해 0.01과 0.05 사

이의 임의의 상수를 골라 사용하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에는 삼축압축실험시 측면변형을 측

정함으로써 그 값을 특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삼축압

축실험기에는 측면변형을 측정하는 기능이 없어 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표 4.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한 매개변수와

실험을 통해 측정한 매개변수를 비교한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와 는 실험값과 최적화된 값 사이의 차이가 10% 미만으로 두 값

이 상당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적화 과정에 사용된 삼축압축실

험이 원래 와 를 특정할 수 있는 파괴포락선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실

험임을 감안해보면 당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 경우에는

실험값과 최적화된 값 사이의 차이가 약 30% 정도로 두 값에 차이가 큼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가정인 삼축압축실험

초기 변형에서 소성 변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가정이 유효하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최적화된 값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23.3 kPa이므로 구속압 30, 60, 90 kPa일 때는 삼축압축실험의 처음부

터 끝까지 소성변형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와 의

경우 실험값과 최적화된 값 사이에 각각 18%와 63% 차이를 보인다. 이

는 압밀실험으로 구한 와 값이 등방압축실험으로 구한 값과 같다는

가정에 기인한 오차로 생각된다. 비록 압밀실험과 등방압축실험으로 구

한 와 가 비슷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 결과가 반드시

같게 나오지는 않는다.[30] Liu et al.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방압축실

험으로 측정한 , 는 압밀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과 각각 0-20%,

49-87%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31] 이는 실험값과 최적화된 값 사이의

오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두 값 사이의 큰 오차가 가정의 오류에 기인했

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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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최적화된 매개변수의 일반성

표 4.1의 매개변수는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모사하는 방향으로 최적화

되어 삼축압축실험 상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

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최적화된 매개변수가 다른 응력상태를 갖는 입

상재료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압입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압입실험을 사용한

이유는 압입실험이 실험 과정은 쉽지만 실험 중 재료의 응력 상태는 매

우 복잡하여 삼축압축실험에서 관찰할 수 없는 응력상태를 압입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입실험 결과를 최적화된 매개변수가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매개변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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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압입실험 결과와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사용한 유

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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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은 압입실험 결과와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대입한 유한요소해

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파란색 선은 실험 결과로, 압

입 실험을 총 9번 반복한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오차막대의 경우

에는 9번 실험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빨간색 선은 표 4.1의 매개변수

를 대입한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험의 오차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삼축압축실험과 경사하강법으로 구한 DPC 모델 매개변수가

삼축압축실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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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개변수 갱신 방법간 성능 차이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3.2.3.절의 계산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는 사용하지 못

하였던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갱신하였다. 서론에서 경사하

강법은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갱신 방법과 비교하여 목적함

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결과를 더 빠

르게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가

정을 검증하기 위해 경사하강법뿐만 아니라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 알

고리즘을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4.3.1. 각 매개변수 갱신 방법이 도입된 최적화 알고리

즘의 수렴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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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경사하강법, 베이지안 최적화,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최적화 과정 중 제곱평균오차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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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900회 반복 중 최소

제곱평균오차

그림 4.6는 전체 알고리즘의 반복에 따른 제곱평균오차의 변화를 도시

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경사하강법은 각 반복에서 계산된 제곱평

균오차를 표시하였지만,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

리즘이 반복할 때마다 제곱평균오차값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최소 제

곱평균오차만을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사하강법은

베이지안 최적화나 유전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게 제곱평균오차를 감소시

키며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알고

리즘이 약 400회와 800회에 걸쳐 성취한 제곱평균오차값을 경사하강법은

약 50회 반복만에 성취하였다. 표 4.4는 각 매개변수 갱신 방법에서 900

회의 반복동안 얻은 최소제곱평균오차를 표시한 표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반복 횟수 내에 경사하강법은 다른 두 방법에 비해 절반

도 안되는 제곱평균오차로 매개변수를 수렴시킬 수 있었다.

두 그림을 통해 경사하강법이 다른 방법보다 빠른 수렴속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3.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사하강법은 목적함

수인 제곱평균오차에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개변수를 갱

신하는 반면에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 알고리즘은 이들 영향을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4.3.2. 각 매개변수 갱신 방법을 통해 최적화된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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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일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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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압입실험 결과와 각 매개변수 갱신방법으

로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대입한 유한요소해석 시

뮬레이션 결과 비교

그림 4.7는 각 매개변수 갱신방법을 통해 최적화한 매개변수로 유한요

소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와 압입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이 그림을 통해 4.2.2.절에서와 같이 각 매개변수 갱신방법을 통해 최

적화된 매개변수의 일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사하강법의 경우 표 4.1

에 표시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7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결과와 같다. 베이지안 최적화와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각각 3821회, 16000회 반복 후 최소 제곱평균

오차값을 갖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모

든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험 결과와 오차범위 내 또는 오차

범위와 비슷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매개변수 갱신 방법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특

정하는데 적합함을 의미한다. 모든 방법이 유효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

히 경사하강법은 다른 두 방법보다 정확하게 압입실험 결과를 모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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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사하강법이 매개변수를 갱신할 때 각 매개

변수가 제곱평균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사하강법이 아닌 다른 두 방법은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최적화

하기 때문에 삼축압축실험 결과의 일부에서 오차가 크게 나더라도 다른

후보 매개변수보다 더 낮은 제곱오차평균값을 가지면 그 매개변수가 선

택되게 된다. 따라서 짧은 범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가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매개변수 공간 내에서 는 삼축압축실험 상 초

기 변형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매개변수 갱신 방법으로는 의 최적화가 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편, 경사하강법은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는 오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차의 기울기벡터가 매개변수 갱신에 사용되어, 오차를 줄이

는 방향으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기 때문이다. 압입실험의 경우 가 결

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4.7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기울기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매개변수 갱신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경

사하강법을 사용한 결과보다 안 좋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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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과 삼축압축실험 하에서 입상재료의 거동

계산식,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여 DPC 모델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새

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알고리즘이 가능했던 이유는 삼축

압축실험 결과인 응력-선형도 곡선의 초기 변형 부분에 입상재료의 경

화법칙과 항복곡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즉, 파괴포락선

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응력-선형도 곡선의 뒷부분뿐만 아니라 앞부

분까지 함께 분석하여 삼축압축실험만으로도 DPC 모델의 모든 매개변

수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시된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삼축압축실

험 결과에 대한 해석적 해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유한요소해석 시뮬레이

션을 최적화 과정에서 배제하여 전체 최적화 시간을 눈에 띄게 줄이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계산식은 목적함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기울기 벡터 계

산을 가능케하여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사하강법은

목적함수에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개변수를 갱신하기 때

문에 기울기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베이지안 최적화나 유전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렴하여 전체 최적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최적

화된 매개변수는 실험적으로 측정한 매개변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 최적

화 과정을 통해 얻은 매개변수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적

화된 매개변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묘사할 수 있다

는 것을 압입실험결과와 최적화된 매개변수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시뮬

레이션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입상재료의

구성거동을 묘사하기 더 쉬워져 입상재료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

확하고 빠르게 입상재료의 거동을 모사함으로써 마이크로 전사 프린팅,

나노기술 등에 입상재료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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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삼축압축실험 결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DPC 모델 매

개변수를 최적화하였다. 하지만 삼축압축실험의 경우 파괴포락선과 관련

된 매개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수행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다른 매개

변수에 대해선 민감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매개

변수 최적화를 위해서 모든 매개변수에 대해 민감도가 높은 실험이 필요

하다. 현재까지는 한번의 실험으로 모든 매개변수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

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실험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음 단계로는 삼축압축실험이 아닌 모든 DPC 모델 매개변

수의 민감도가 높은 실험의 설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래-벤토나이트 혼합물 하나의 재료에 대해서만 최적

화 알고리즘을 진행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입상재료은 입자

의 크기 분포, 입자간 화학적 상호작용 등에 의해 그 성질이 매우 다양

해질 수 있는 재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화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과정을 다른

입상 재료에 대해서도 수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4.1.2.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개변수 갱신 방법

의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s)에 대한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들이 증명하듯, 초매개변수의 적절한 조

절을 통해서도 성능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합의 초

매개변수들을 적용해봄으로써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초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밀도와 무관한 DPC 모델의 매개변수를 특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압력에 의해 재료의 밀도가 바뀜에 따라 모델

매개변수가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 입상재료는 많은 압력을 받으

면 재료의 밀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입상재료가 대변형을 겪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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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초기와 DPC 모델 매개변수가 많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입상재료의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선 밀도 의존적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3.2.3.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입상재료가 비례하중을 겪

는 상황만을 고려하여 DPC 모델 매개변수를 특정하였다. 입상재료가 응

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비례하중을 겪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

수가 일반적인 상황에 응용되기에 부족하지 않지만, 보다 폭 넓은 경우

를 포함하는 매개변수를 특정하기 위해선 수치해석적 접근을 통해 3.2.3.

절의 계산식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입상재료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거동 예측이 힘들

어 정밀한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입상재

료의 거동 예측이 이전보다 쉬워졌으니 정밀함을 요하는 분야에도 입상

재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또다른 후속

연구로는 입상재료를 정밀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컨포멀(conformal) 전자기기 제작기술인 수전사 기술에서 물을 대체

하는 재료로 입상재료를 사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PC 모델 매개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필요로 했던

과거와 달리 본 연구를 통해 더 간편하게 매개변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

어 입상재료가 사용되는 제품들의 기계적 안정성 평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활물질의 거동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쉽게 특정하여 배터리의 안정성을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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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Numerical

Optimization of Parameters in

Drucker-Prager/Cap Model by

Incorporating an Analytical

Expression That Predicts

Triaxial Compression Test

Results of Granular Materials

Kyuho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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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material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intering, tablet manufacturing,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To

predict their constitutive behavior in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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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ified Drucker–Prager Cap model (DPC model) is commonly

adopted. However, the conventional method requires multiple triaxial

compression experiments and isotropic compression experiments to

determine a great number of parameters in the DPC model. In this

study, we propose an alternative method for the DPC model that

utilizes the entire stress–strain curves from triaxial compression

testing and the gradient descent algorithm to extract the parameters.

Also, the method significantly reduced the total optimization time by

replacing FEM simulation with analytical calculations during the

optimization process. The method was applied to acquire the

constitutive relation of FEM simulation for unsaturated sand-bentonite

mixtures, and it successfully predicted experimental depth-sensing

indentation results. Since our method dramatically reduces the number

of experiments and optimization time, we believe that it will facilitate

efficient exploration of the mechanical behavior of granular materials.

keywords : granular materials, accelerating materials

characterization, optimization, triaxial compression test,

analytical solution of triaxial compression test,

Drucker-Prager/Ca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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