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반응유동 수치해석의 반응기구 대체 연구

1. 서 론

연소 화학반응의 상세반응기구에 대한 정보는 발전을 

거듭하여 수천 개에 이르는 화학종과 수만 개의 화학반응

으로 구성된 모델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

델링을 직접 수치해석에 활용할 때에는 막대한 계산비용

이 발생하게 된다[1]. 최근에 반응유동 수치해석의 막대

한 계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intrinsic low-dimensional 

manifolds(ILDM)[2], look-up table(LUT)[3], in situ adaptive 

tabulation(ISAT)[4] 등의 테이블 내삽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ILDM, LUT, ISAT 기법은 대용량의 메모리

를 사용하며[5], 이를 고차원 테이블(multi-dimension table)

로 사용했을 때에는 계산 속도가 느려지고 내삽 오류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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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the computational cost of chemical kinetics is essential to implement detailed reaction mechanisms 

into realistic numerical simulations.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that 

can predict the chemical source terms of each species for the given species mass fractions and temperature, 

replacing the conventional chemical terms based on Arrhenius rate equations. The ANN was trained using 

numerical solutions of opposed-flow flames that can cover a wide range of combustion problems. The 

OPPDIF code and a detailed reaction mechanism for hydrogen and air with 9 species and 19 reactions were 

used to generate a training dataset comprised of species mass fractions, temperature, chemical source terms. 

A physics-guided loss function that considers mass conservation of elemental species was employed. Using 

the trained ANN, a modified OPPDIF, named OPPDIF-ANN, was prepared by replacing the CKWYP with 

CKWYP-ANN evaluating the chemical sources via the trained ANN. For multiple global strain rate 

conditions, the solutions using ANN-based source terms were proven to be identical to those using Arrhenius 

sourc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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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는 단점이 있다[6].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복잡한 

비선형 함수들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어[7], 최근 이를 활

용하여 반응유동 수치해석의 계산비용을 줄이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8-12]. 

Christo 등[8]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난류 화염에서 

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조성(Species composition) 변화

를 예측하였다. 난류 제트 확산 화염의 PDF/Monte Carlo 

해석에서 인공신경망은 direct integration(DI) 기법과 LUT 

기법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보였다.

Blasco 등[9]은 4개의 화학반응과 7개의 화학종으로 구

성된 메탄 축소반응기구를 대체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되

는 화학종의 조성과 온도 및 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신

경망을 구축하였다. 인공신경망은 DI 기법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보였으며, 테이블 내삽 기법보다 RAM 메모리를 

덜 사용하였다.

Sen 등[10,11]은 인공신경망을 반응유동의 LES 해석에 

접목하였다. Sen 등[10]의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은 DI 기

법보다 약 5.5배 빠르게 반응속도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

라 인공신경망이 탑재된 유동 해석자는 DNS와 유사하게 

소염 및 재점화 현상을 포착하였다. 또한, Sen 등[11]은 인

공신경망이 탑재된 유동 해석자를 통해 난류 예혼합 화염

에서 발생하는 화염-난류 상호작용을 해석하였고 이는 

DVODE(Double-precision Variable-coefficient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ver)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3.5배 

빠른 계산 속도를 보였다.

최근 Wan 등[12]은 인공신경망을 반응유동의 DNS 해석

에 접목하였다. 인공신경망은 CVODE(C-language Variable- 

coefficient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ver)를 대체

하였으며 2차원 DNS 해석에서 GRI 3.0 상세반응기구

[13]보다 25배 빠른 계산 속도를 보였다.

앞서 제시된 선행 연구 사례들은 신경망에 학습시킨 시

간 간격(Time step)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용성을 위해 기존 

아레니우스 기반의 생성률 산출 기법을 대체하여 화학종

의 생성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제시한다. 제시

된 인공신경망의 예측 정확도와 계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아레니우스 기반의 생성률 산출 기법과 비교하

였다. 또한 인공신경망의 응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인공신경망을 CHEMKIN OPPDIF code[14]

에 탑재한 후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기법

본 연구에서는 대향류 확산 화염해를 학습시킨 인공신

경망을 제시하였다. 대향류 확산 화염은 상사를 통해 1차

원 화염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 쉽게 수치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향류 확산 화염은 canonical flame의 일종으

로 이를 학습시킨 인공신경망은 다양한 연소해석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은 대향류 확산 화

염의 구조를 나타낸다. 연료와 산화제 사이 간격은 2 cm로 

설정하였다. 상부 노즐에서는 산화제인 공기가 공급되었

으며 하부 노즐에서는 연료인 수소가 공급되었다. 수치해

석에는 대향류 확산 화염 해석에 적합한 CHEMKIN 

OPPDIF code를 사용하였고, 화학반응기구로는 9개의 화

학종과 19개의 화학반응으로 구성된 수소/공기 상세반응

기구[15]를 사용하였다.

3. 기계학습 기법

3.1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기계학습 방법론의 일종으로 뇌와 같은 

생물학적 신경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영감

을 받은 연산모델이며 예측, 이미지 또는 패턴 인식, 분류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6]. 

인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층은 뉴런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공신경망은 순전파(Forward pro-

pagation)와 역전파(Back propagation) 과정을 통해 학습

된다. 순전파 과정은 인공신경망에 입력된 값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전파되는 과정으로 식 (1)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X와 Y는 입력값과 예측값을 나타내며 h, W, 

b는 각각 활성화 함수, 가중치, 바이어스를 나타낸다. 순전

Fig. 1. Schematic diagram of opposed-flow diffusion 

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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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과정은 각 뉴런의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

를 더한 다음,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값을 계산한

다. 오차 역전파는 출력값과 목표값 사이의 오차를 계산한 

후 오차를 역방향으로 전파하여 뉴런을 잇는 연결선의 가

중치 값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신경망 학습은 이 과정을 

통해 출력값과 목표값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진행된다. Fig. 2는 인공신경망의 구축 과정을 설명하

는 도식이다. 

3.2 변수 선정 및 데이터 세트 구축

화학반응속도론(Chemical kinetics)에 의하면 화학종의 

생성률은 식 (2)와 같이 온도, 압력, 질량분율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이 1기압인 등압조건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압력은 입력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H



H ⋯H

O  (2)

이에 신경망의 입력 변수는 질소를 제외한 8개의 화학

종에 대한 질량분율(YH2, YH, YO2, YO, YOH, YHO2, YH2O2, 

YH2O)과 온도로 설정하였다. 출력 변수는 입력 변수에 해

당되는 화학종에 대한 생성률로 설정하였고 생성률의 단

위는 mole/cm3-s이다.

본 연구에서는 CHEMKIN OPPDIF code를 활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화염 신장률에 따라 화염 구조

가 변하기 때문에 연료 입구 속도와 산화제 입구 속도를 변

경시킴으로써 다양한 화염구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전

체 화염 신장률을 0 s-1에서 소염 현상이 발생되는 12,000 

s-1 전까지 100 s-1씩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진행하였고 각 

계산에서는 적응격자(Adaptive grid)를 통해 300개와 400

개 사이의 격자수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총 44,072개의 

케이스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3.3 데이터 전처리 과정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 중복 케이스 제거, 데이터 정규

화(Data normalization), 데이터 세트 분리(Data splitting)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중복 케이스를 제거하였다.

데이터 정규화 과정은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스케일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학습 전 이를 활용하여 신경망의 예

측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최소 최대 

정규화 기법(Min-Max Normalization)을 활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켰다. 식 (3)은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정규화 기법의 식을 보여주며, xnorm는 정규

화 기법을 통해 변환된 데이터를 나타낸다. 



max  min

  min
×    (3)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 데이터 세트(Trai-

ning dataset), 검증 데이터 세트(Validation dataset), 시험 

데이터 세트(Test dataset)로 분리하였다. 학습 데이터 세

트, 검증 데이터 세트, 시험 데이터 세트는 각각 전체 데이

터 세트의 81%, 9%, 10%를 차지하였다. 학습 데이터 세트

는 신경망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검증 데이터 세트는 학습 

중 신경망 하이퍼파라미터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

었다. 시험 데이터 세트는 신경망 학습 후 신경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3.4 신경망 모델링

신경망 하이퍼파라미터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설계자

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시행착오법 또는 베이지안 최

적화(Bayesian optimization), 랜덤 탐색(Random search), 

그리드 탐색(Grid search) 등의 최적화 기법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사용하여 신경망 하이퍼파

라미터를 최적화하였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그리드 탐색 

또는 랜덤 탐색과는 다르게 관측된 정보를 반복 탐색 과정

에 반영하여 주어진 모델의 최적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한

다[18]. 본 연구에서는 100번의 반복 탐색 과정이 진행되

었다. 탐색 과정에서는 학습률, 활성화 함수, 은닉층의 뉴

런 수가 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손실 함수

(Loss function)를 생성하는 신경망 하이퍼파라미터 조합

을 탐색하였다. 

인공신경망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신경망 라이브러

리인 Keras[19]를 활용하여 구축되었고 신경망 하이퍼파

라미터는 Keras-Tuner[20]를 활용하여 최적화하였다. 

Keras-Tuner는 신경망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해 

Fig. 2. Overview of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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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파이썬 언어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닉층의 수는 3개로 설정하였으며 은닉

층의 뉴런 수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통해 결정되었다. 

Uzair 등[21]은 은닉층의 수가 3개일 때 신경망이 시간 복

잡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밝혔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섯 종류의 학습률(1 × 10-3, 5 × 

10-4, 3 × 10-4, 1 × 10-4, 5 × 10-5, 3 × 10-5, 1 × 10-5)과 네 종류

의 활성화 함수(Sigmoid, Hyperbolic tangent, Rectified 

Linear Unit, Exponential Linear Unit[22])가 고려되었다. 

각 활성화 함수 적용시 epoch 당 학습에 약 0.9 s, 1 s, 0.6 s, 

1 s가 소요된다. 본 연구의 활성화 함수 선정 기준은 손실 

함수 최소화이며, 이에 가장 낮은 손실 함수를 보이는 

Sigmoid 함수를 선정하였다. Table 1은 베이지안 최적화

를 통해 탐색된 신경망 하이퍼파라미터 조합으로 탐색 과

정에서 가장 낮은 손실 함수를 생성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나타

낸다. 신경망은 Fig. 3과 같이 한 개의 입력층, 세 개의 은닉

층, 한 개의 출력층으로 구성되었다. 입력층을 구성하는 

뉴런 수는 9개이며 화학종의 질량분율과 온도로 구성되

었다. 출력층을 구성하는 뉴런 수는 8개이며 화학종의 생

성률로 구성되었다.

반복 횟수(Epochs)는 5000으로 설정하였지만 과대적

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early stopping 기

능을 통해 반복 횟수가 641일 때 학습이 완료되었다. 과대

적합은 신경망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

이지만 이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23]. Early stopping 기능은 검증 손실(Validation 

loss)을 모니터링하면서 학습 성능이 더 이상 개선되지 않

는다고 판단될 때 자동적으로 학습을 멈추는 기능이다

[24]. 또한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계산 효율이 높고 계산 요

구량이 작은 Adam 알고리즘[25]을 사용하였다. 

손실 함수는 출력값과 목표값의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

이며 신경망 학습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

행된다. 그러나 신경망 학습에 사용되는 손실 함수들은 화

학반응에서의 원소질량보존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해 식 (6)과 같이 주로 사용

되는 손실 함수인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에 원소질량보존을 규제하는 항을 추가하였다. 식 

(6)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손실 함수의 식을 나타내며 식 

(7)은 평균 제곱 오차의 식을 나타낸다.

   
  (6)

 




  



 
  

 (7)






 
  

             max  minmin (8)






 
  

              max  min   min (9)

식 (7)의 i,pred는 신경망의 출력값이며 ti는 목표값이다. 

본 연구의 입력 및 출력 변수에 해당되는 화학종은 수소 원

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과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 (6)의 Hterm은 수소 원자와 

관련된 항이고 Oterm은 산소 원자와 관련된 항이다. 식 (8)

의 nm, 
m,pred, 

m,max, 
m,min은 각각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종 m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의 수, 화학종 m에 대

한 신경망 출력값, 화학종 m에 대한 생성률 최댓값, 화학

종 m에 대한 생성률 최솟값을 나타낸다. 식 (9)의 nk, 

k,pred, 
k,max, 

k,min은 각각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종 k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수, 화학종 k에 대한 신경망 

출력값, 화학종 k에 대한 생성률 최댓값, 화학종 k에 대한 

생성률 최솟값을 나타낸다. 식 (8)과 식 (9)에서 신경망 출

력값은 -1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된 값이기 때문에 식 (3)

을 활용하여 신경망 출력값을 원범위로 변환시켰다. 

Fig. 3. Archite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Table 1. ANN hyperparameter obtained by Bayesian 

optimization

The number of neurons  36, 28, 16

Activation function Sigmoid

Learning rat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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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과

4.1 신경망 학습 정도 평가

인공신경망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 데이터

에 대한 신경망의 예측값과 목표값 사이의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계산하였다. 결정계

수는 모델의 정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신경망 모델이 표본에 맞게 잘 학습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은 각각 MSE와 

MSE에 원소질량보존을 규제하는 항이 추가된 함수를 손

실 함수로 사용했을 때 모든 화학종의 생성률에 대한 결정

계수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원소질량보존을 규제하는 항

이 추가된 함수를 손실 함수로 사용했을 때 결정계수가 1

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와 Fig. 5는 각각 

MSE와 MSE에 원소질량보존을 규제하는 항이 추가된 함

수를 손실 함수로 사용했을 때 시험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과 목표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원소질

량보존을 규제하는 항이 추가된 함수를 손실 함수를 사용

했을 때 시험데이터에 대한 예측값과 목표값 사이의 상관

관계가 Y=X 선형모델에 더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신경망 예측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 구축된 인공신경망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기존 아레니우스 기반의 생성률 산출 기법과 비교

하였다. CHEMKIN OPPDIF code에서 화학종의 생성률

은 CKWYP 서브루틴을 통해 산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CKWYP 서브 루틴을 대체하여 화학종의 생성률을 산

출할 수 있는 CKWYP-ANN 서브루틴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경망을 Fortran 언어에서 사용하

기 위해 Fortran-Keras Bridge(FKB)[26] 라이브러리를 활

Table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each normalized 

chemical source terms with MSE

H2 0.9992

H 0.9984

O2 0.9990

O 0.9982

OH 0.9978

HO2 0.9936

H2O2 0.9971

H2O 0.9990

Table 3.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each normalized 

chemical source terms with loss function 

considering the mass conservation of elemental 

species

H2 0.9997

H 0.9987

O2 0.9998

O 0.9987

OH 0.9982

HO2 0.9975

H2O2 0.9979

H2O 0.9992

Fig. 4. Comparison of the ANN predictions on 

normalized chemical source terms of the 8 

species against the normalized target values 

for the testing database unseen during 

training with MSE.

Fig. 5. Comparison of the ANN predictions on 

normalized chemical source terms of the 8 

species against the normalized target values 

for the testing database unseen during 

training with loss function considering the 

mass conservation of elemental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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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FKB 라이브러리는 Keras를 통해 구축한 신경

망 모델을 Fortran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변환시

켜준다. 본 연구에서는 주 화학종인 H2의 생성률과 부 화

학종인 OH의 생성률을 비교하였다. Fig. 6부터 Fig. 8은 

각각 다른 전체 화염 신장률 조건에서 혼합분율에 따른 화

학종의 생성률 분포를 나타내며 Table 4는 전체 화염 신장

률 조건에 따른 CKWYP-ANN과 CKWYP 사이의 MSE

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인공신경망이 화학종의 생성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 MSE between chemical source terms obtained 

by CKWYP-ANN and CKWYP at the different

global strain rates

Global strain rate Species MSE

1,055 s-1
H2 4.68 × 10-7

OH 9.35 × 10-9

5,550 s-1
H2 4.52 × 10-7

OH 1.06 × 10-8

10,955 s-1
H2 4.52 × 10-7

OH 9.49 × 10-9

Fig. 6. Chemical source terms obtained by CKWYP 

and CKWYP-ANN at the global strain rate = 

1,055 s-1.

Fig. 7. Chemical source terms obtained by CKWYP 

and CKWYP-ANN at the global strain rate = 

5,550 s-1.

Fig. 8. Chemical source terms obtained by CKWYP 

and CKWYP-ANN at the global strain rate = 

10,955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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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경망 계산 효율성 평가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경망의 계산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CKWYP와 CKWYP-ANN의 CPU time을 비교해보

았다. 수소/공기 상세반응기구의 경우 CKWYP의 평균 소

요 CPU time은 약 2.5 × 10-5 s이며 CKWYP-ANN의 평균 

소요 CPU time은 약 1.5 × 10-5 s로 CKWYP-ANN은 

CKWYP보다 약 1.7배 빠르게 화학종의 생성률을 산출하였다. 

보다 큰 규모의 화학종 및 반응식을 포함하는 상세반응

기구에 대해 신경망의 계산 효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

고자 이를 GRI 3.0 상세반응기구에 적용해보았다. GRI 

3.0 반응기구에 포함된 화학종 및 반응식의 수는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수소/공기 상세반응기구에 포함된 화학종 및 

반응식의 수보다 훨씬 많다. 은닉층의 수와 은닉층의 뉴런 

수가 많을수록 신경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1]. 이에 인공신경망을 GRI 3.0 반응기구에 적용하기 위

해 은닉층의 수를 증가시켰다. 또한 메모리를 더욱 효율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닉층의 뉴런 수는 2의 거듭제곱인 

수들로 설정하였다[27]. Fig. 9는 인공신경망을 GRI 3.0 

반응기구에 적용했을 때 신경망 구조에 따른 CKWYP-ANN

의 speed -up을 나타낸다. Fig. 9에서 첫 번째 구조는 4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층을 구성하는 뉴런 수는 

128, 64, 32, 16개이다. 두 번째 구조는 5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층을 구성하는 뉴런 수는 256, 128, 64, 

32, 16개이다. 세 번째 구조는 6개의 은닉층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층을 구성하는 뉴런 수는 512, 256, 128, 64, 32, 16

개이다. Fig. 9를 통해 GRI 3.0 반응기구의 경우 세 번째 구

조보다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사용한다면 CKWYP-ANN

이 CKWYP보다 빠르게 생성률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GRI 3.0 반응기구에 적

용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4.4 신경망 응용성 확인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경망의 응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을 CHEMKIN OPPDIF code에 탑재한 후

(OPPDIF-ANN)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OPPDIF-ANN

은 CKWYP 서브루틴 대신 CKWYP -ANN 서브루틴을 

통해 산출된 화학종의 생성률을 사용해 화염해를 구했다. 

Fig. 10부터 Fig. 12는 각각 다른 전체 화염 신장률 조건에서 

위치에 따른 화학종의 질량분율과 온도 분포를 나타내며 

Table 5는 전체 화염 신장률 조건에 따른 OPPDIF-ANN과 

OPPDIF 사이의 MSE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OPPDIF-ANN

은 화염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1차원 정상화염 해석자를 이용하여 화염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변수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Newton- 

Rhapson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종 수렴해를 얻기

까지는 OPPDIF-ANN이 OPPDIF보다 약 2.9배의 시간을 

소요하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성률 산출에 의한 오차

가 해의 최종 수렴에는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함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전산유체역학 해석자에서 비

정상해의 산출을 위해 시간전진을 하는 경우에는 인공신

경망을 이용한 생성률 산출비용감소가 여전히 유효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형한계와 소염한계 strain rate 범위를 

학습하여 학습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의 화염을 원천적으

로 배제하였으며, 화학반응의 높은 비선형성으로 인해 인

공신경망에 의한 생성률 산출 기법이 학습범위 바깥의 외

삽에 적용될 경우 그 예측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Fig. 9. Speed-up between CKWYP and CKWYP- 

ANN for GRI-Mech 3.0.

Table 5. MSE between target values obtained by 

OPPDIF-ANN and OPPDIF at the different 

global strain rates

Global strain rate Target MSE

1,055 s-1

YH2 5.20 × 10-15

YOH 5.69 × 10-19

YH2O 3.41 × 10-15

T 4.96 × 10-14

5,550 s-1

YH2 1.65 × 10-12

YOH 5.04 × 10-16

YH2O 5.44 × 10-13

T 5.46 × 10-13

10,955 s-1

YH2 6.83 × 10-12

YOH 1.24 × 10-15

YH2O 1.02 × 10-11

T 1.37 × 10-10



(a)

(b)

(c)

(d)

Fig. 10. Target values obtained by OPPDIF and OPPDIF-

ANN at the global strain rate 1,055 s-1: (a) H2

mass fraction (b) OH mass fraction (c) H2O 

mass fraction (d)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fuel nozzle.

(a)

(b)

(c)

(d)

Fig. 11. Target values obtained by OPPDIF and OPPDIF- 

ANN at the global strain rate 5,550 s-1: (a) H2 

mass fraction (b) OH mass fraction (c) H2O 

mass fraction (d)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fuel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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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레니우스 기반의 생성률 산출 기

법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제시하였다. CHEMKIN 

OPPDIF code를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

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으로는 중복 케이스 제거, 데이터 

정규화, 데이터 세트 분리를 진행하였다. 신경망 학습 과

정에서 화학반응에서의 원소질량보존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 손실 함수에 원소질량보존을 규제하는 항을 추가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공신경망의 예측 성능과 계산 효

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아레니우스 기반의 생성률 산

출 기법과 비교하였다. 인공신경망은 기존 기법보다 빠른 

계산 속도를 보이면서 화학종의 생성률을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신경망은 확산화염의 1차원 정상

해 해석자에 탑재되었을 때 화염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신경망을 전산유체역학 

해석 코드에 탑재하여 다양한 연소해석 문제에 적용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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