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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인간을 대신

하여 기계가 수행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보다 용접품질을 향상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수적으로 선박의 건조과정에서 선체 외판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마크 및 

마킹이 되어진다. 하지만 해상과 같은부식 환경에서 쉽게 손상되

기 때문에 마크 및 문자를 용접 비드로 표시하거나 미리 절단된 

강판을 수동으로 용접한뒤 도장함으로써 마크 및 문자의 손상을 

방지한다.[1] GBO (Gradient-Based Optimization) 구배율 기반 

알고리즘의 전역 탐색법은 지역 탐색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여러 

개의 정점을 가지는 다중모드 목적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사

용되어지고 있다. Karnopp는 전역최적화 기법 중에서 Random 
Search Method를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였으며, 이후에 

Krajewski은 ARS (Adaptive Random Search Method)를 사용

하여 각각 SAC-SMA모형과 SMA-NWSRFS모형을 최적화하

였다.[2-6]

전체 탐색법은 결정적(Deterministic), 확률적(Probabilistic), 
두 가지의 방법을 조합한 탐색방법이 있다. 결정적 방법은 전체 

최적값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함수의 연속성과 목적함수의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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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정보가 필요하며, 비선형 문자마킹 용접공정 모형을 최적

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확
률적 탐색방법은 탐색공간 내에서 탐색을 시작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수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난수로 매개변수를 구성하

여 목적함수의 결과를 얻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순

수한 무작위 탐색은 탐색공간이 크거나 매개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률분포를 선택적으로 조정

하여 매개변수들을 선택하는 선택적 무작위 탐색법과 자연선택

설을 모방함 유전자 알고리즘 등이 개발되었다.[7] 기존의 방법

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최적화 기법은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경험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대신 수학적으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변수들

을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이 최적값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

정을 말하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

은 크게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두 가지 요소로서 구성되어진

다. 목적함수는 시스템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며, 
제약조건은 시스템의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낸 것

이다. 따라서 용접비드 형상에 대하여 Starling et al.[8]은 NG 
(Narrow-Gap) 용접에서 마그네틱을 이용하여 아크 유동효과에 

의한 용접 비드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용접 

비드형상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문

자마킹 용접공정의 전자동화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Kim[9]은 이중 케리지 구조를 갖는 판넬 

브라스팅 및 마킹장치를 개발했다. 제품 식별을 위한 식별 정보

를 입력 받거나 수신하여 마킹하는 시스템 및 장치를 개발하였

다[10]. Kwon은 메인서버와 단말기 및 검측로봇과 마킹로봇으로 

구성된 마킹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11], Park, Min 등은 선체 외

판의 문자 중에서 흘수마크를 자동으로 용접할 수 있는 흘수 마

크 용접장치를 개발하였다[12]. Ryu, Lee, Kim 등은 X, Y, Z축

으로 구성된 직교 좌표형 마크 자동용접장치와 핸들링장치 그리

고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13-14]. Cha, Kim은 IGPS를 이용한 

벽면 마킹방법을 고안하였으며[15], Yoon, Yang 등은 4축으로 

구성된 문자 자동 마킹 장치를 개발하였다[16-17]. 이 외에도 몇몇 

개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로 인해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자마킹 용접부 비드형상(표면비드 폭, 높이)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문자마킹 용접부에서 요

구하는 4 mm에 대한 각각의 공정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적

의 비드형상에 따른 향후 문자마킹의 용접과정 최적화를 제공함에 

있다.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개발된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그 중 가장 

우수한 예측모델을 목적함수 및 제한함수로 지정하고 최적화기법

에 사용함으로써, 표면비드 폭에 적절한 공정변수를 산출에 주안

점이 있다.

2. 용접실험
2.1 실험장치 구성 및 방법

산업구조물 문자마킹 용접부의 품질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정변

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GMA 용접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을 위

하여 600 A급 GMA 용접기 및 용접토치, 토치 크레인, 유압 JIG, 
용접 제어부, 3D Scanner 등 전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용접실험

에는 ∅1.2의 K-71 플럭스 코드 와이어 및 CO2 100%의 보호가스

가 사용되었으며, 개별적인 봄베를 사용하여 보호가스를 18 /min
으로 고정하여 분사하였다. 문자마킹 용접부의 보다 신뢰성 있는 

실험 결과분석을 위하여 3D Scanner를 설치하여 PC를 통해 정밀

한 용접부 크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일반구조

용 압연강재인 SS400 재질의 평판을 사용하였으며, 400×400×9 
mm 규격의 맞대기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문자마킹 용접공정은 산

업구조물 외판에 Bead-on-Plate로 용접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험

편 옆면에 개선각도와 루트면은 설정하지 않았다. 시험편의 소비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안정적인 용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체 용

접길이를 350 mm로 설정하고 제작한 평판 시험편에 3회의 용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 험편에 용접하고자 하는 표면부의 녹, 스케

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용접결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Stainless 
wire-brush 및 Sand paper #400, #800, #1500 순서로 시험편을 

깨끗이 닦아내었다. Fig. 1는 문자마킹 GMA 용접공정의 개략도

를 나타내며,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나타내었다.

Material
Tensile 
strength
(MPa)

Yield point
(MPa)

Elongation
(%)

Impact
value (J)

Hardness
(Hv)

SS400 400 250 17 60 160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Letter-marked Weld Process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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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C Si Mn P S Cu Cr Ni Fe
SS400 0.15 0.15 0.697 0.013 0.007 0.087 0.041 0.503 B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2.2 실험계획

용접공정 변수에 따른 비드형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비드형상 변화에 주요 요인이 되는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전극간 거리로 선정하여 문자마킹 용접실험 계획을 수

립하였다. 또한 선정된 공정변수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안정적인 

표면비드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도출된 적정값인 용접전류 135
∼195 A, 아크전압 18∼28 V, 용접속도 400∼800 mm/min, 전
극간 거리 12∼18 mm로 선정하였다. 용접실험 계획은 일반적으

로 알려진 완전요인시험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의 경우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수준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

여 모든 입력변수들간 수준(Level)의 조합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

지게 된다. 입력변수 및 수준이 많아질 경우 용접실험 결과에서 

경향파악 및 비선형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사료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출력변수 반응의 비선형적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고 실험횟수의 최적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완전요인설계법

(Full Factorial Design)을 적용하였다. 완전요인설계는 비선형적

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요인설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

존의 요인배치법의 표본 데이터에 축점(Axial point)을 추가시킨 

형태로 실험횟수 N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수준(Level)은 중심점과 2k 요인배치법의 수준값(-1, 0, 1)을 갖

게 됨으로서 3개의 수준을 갖는 실험계획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입력변수 k=4로 설정할 경우 식 (1)에 의해 총 81회의 실험조건이 

생성된다. 사전 예비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적정 범위값을 바탕으

로 입력변수의 실험변수 및 수준은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순차적으로 3회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2.3 용접실험 결과 
산업구조물 문자마킹 GMA 용접실험 결과 모든 실험조건에서 

매우 안정적인 표면비드가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고전압

의 용접조건에서 약간의 언더컷(Undercut)이 발생되었으나 용접

성에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용접조건에 따라 

용융부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 단면형상(Macro)
을 촬영하여 용접부 특성을 분석하였다. 용접부의 표면비드 형상

을 측정하기 위하여 용접이 완료된 시험편의 가로축 중간부분을 

레이저절단기(Laser cutting machine)를 사용하여 40×20 mm
의 크기로 절단하고 단면부를 연삭한 후 폴리싱(Polishing)을 수

행하였다. 
시험편의 단면비드형상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질산, 염산, 알코올

을 각각 1 : 3 : 1의 비율로 혼합하여 단면부에 대해 에칭(Etching) 
작업을 수행한 후 정확한 표면비드 크기 측정을 위하여 광학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총 81회의 실험조건의 단면 비드크기를 측

정하였다. Fig. 2는 표면비드 형상 측정에 사용된 현미경과 대표적

인 단면 비드형상의 크기를 측정하는 화면을 나타낸다.
실험은 총 81개의 용접조건별로 각 3회씩 반복하여 총 243회 

실시하였다. Fig. 3~4는 용접조건별 3회의 평균을 구하여 비드 폭

과 높이 값을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슬래그 혼입(Slag inclusions), 
용입불량(Incomplete fusion) 등의 용접결함이 없는 단면 비드형

상임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회귀분석법을 이용한 문자마킹 예측모델 개발

용접 공정변수에 따라 비드형상이 도출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접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공정변수에 대한 비드형성 

조건을 파악하고 용접공정의 제한조건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공정변수의 범위정도만 도출할 수 있으며, 정밀한 비드형

상 예측하는데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적 기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용접 공정변수를 기준으로 비드형상을 

예측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수학

적 모델 개발을 위하여, 먼저 입 ․ 출력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 파

악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들 중 다른 변수에게 영향

LevelParameter -1 0 1
Welding current (A) 135 165 195

Arc voltage (V) 18 23 28
Welding speed (mm/min) 400 600 800

CTWD (mm) 12 15 18

Fixed variable
∙ Torch angle to Surface : 90°
∙ Shielding gas flow rate : 18 /min

Table 3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Fig. 2 Measurement of Bea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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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라 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라 정의한다. 
회귀분석이란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함수적인 관련성

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모형(Model)을 가정하고, 이모형

을 측정된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말한다. 입출

력변수 사이의 상호관계 파악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 개발을 위한 입력변수로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를 선

택하고 출력변수로는 표면비드 형상(표면비드 폭과 높이)을 설정

하면 이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2)

         (3)

여기서, 식 (2)에서  는 측정된 표면비드 형상(표면비드 폭

과 높이)의 평균값이며,  는 용접전류(A), 는 아크전압(V), 
는 용접속도(mm/min)를 나타낸다. 식 (3)은   는 

모델을 위해 계산되어지는 선형계수이다.

3.2 최적화기법을 이용한 문자마킹 용접공정 분석 
본 절에서는 문자마킹 용접부 비드형상(표면비드 폭 및 높이)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문자마킹 용접부에서 요

구하는 4 mm에 대한 각각의 공정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종래

의 용접공정 최적화는 작업자의 직관, 경험 그리고 선행조사를 바

탕으로 하는 대상 시스템을 기초로 시행착오법을 적용하였다. 그
러나 최적의 비드형상에 따른 공정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표면

비드 폭과 높이에 대한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등 복잡하고 

상호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행착오법의 사용은 부적절한 최적

값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은 매우 비경

제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에서 소모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최적화 기법은 기존의 방법

이 가지는 경험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대신 수학적으로 표현된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변수들을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이 최

적값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최적화 기법을 이용

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은 크게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두

가지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진다. 목적함수는 시스템의 특성을 수

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며, 제약조건은 시스템의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4)와 식 (5) 그리고 식 (6)은 

각각 를 변수로 가지는 임의의 시스템의 목적함수 와 이 

함수를 최적화 시키는데 필요한 제약조건 및 범위를 나타낸다.

    (4)

     (5)

 ≤  ≤    ≤  ≤  (6)

여기서 ,  , 는 문자마킹 용접공정이 가지는 n개의 변수들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는 측정된 표면비드의 폭,  는 측

정된 표면비드의 높이로 정의한다.    는 각각의 

도출결과인 하한경계와 상한경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최적화 공

정 개발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 활성 

함수의 선택, 함수공차(Function tolerance)등을 선정하여 고효율

의 분석요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최적화 기법을 적절히 구동시키

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수공차들을 무작위로 설정한다. 러한 방법

들을 통해 최적의 비드형상을 도출하는 공정변수들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양한 기법에 따라 분석되는 동안 요인들이 수렴되지 않으

면 함수공차들을 재선정해야한다. 이 경우 최적화 기법이 산출되

지 못하고 오차가 안정화되지 않거나 분석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 최적화 기법도 GA (Gentic Algorithm) 알고리즘이나 학습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효과와 컨버전스의 학습문제 

및 네트워크 구조도 깊이 연관되어 확인할 수 있다. 문자마킹 

GMA 용접의 공정변수는 상호 종속적이며, 변수들 간의 간섭이 

심하므로 입 ․ 출력 파라미터의 사이를 비선형적으로 도출할 수 있

는 증감율 기반의 최적화 기법(Gradient -Based Optimization)을 

Fig. 3 Results of top-bead width for letter-marked welding 
process

Fig. 4 Results of Top-Bead Height for Letter-Marked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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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적화 flowchart은 목적

함수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되며, 상이한 분석 상황에 적

합한 단일 도출 함수공차값은 없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한

조건과 목적함수 결과를 상호 ․ 비교하여 함수공차 값들을 거쳐 선

택되어야 한다.

3.3 GBO를 이용한 문자마킹 용접공정 최적화
산업구조물 문자마킹 용접공정의 매개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입

력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목적함수에 입력할 주입력자료는 

수행한 용접실험을 통해 작성된 용접 입 ․ 출력 변수들을 사용하였

다. GBO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적해를 찾으며, 주어진 

시스템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결정되어지고 산출절차에 따라 

최적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최적화 기법을 사용

한다. 유전자 알고리즘 GA는 목적함수의 최적해를 발견하는 모의

진화형 탐색 알고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최적화 기법

들은 하나의 점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점을 찾아가는 탐색방법들로 

지역 최적화(Local optima)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Gradient-Based 최적화 기법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

므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적정수준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

적으로 우수한 후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전역 최적화(Global 
optima)를 유도할 수 있다. GBO 수렴해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스키마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적의 스트링을 탐색하는 과

정은 스키마타의 경쟁과정에서 최적의 스트링을 인스턴스를 가지

고 Population Size를 늘려가면서 선택과정을 정리해간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GBO 최적화 기법의 프로그램 모식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18].

Fig. 5 A Flowchart for Predicting Optimal Welding Parameters

Fig. 6 A Flowchart for GBO Method to Predicting the Optimal Weld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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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최적화 기법의 적용과 산출은 상용 수치해석 프로

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여 각각의 함수공차들을 적용하였으

며, 총 81개의 조건에 대한 243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도출된 

최적화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3회 반복실험을 통한 평균 비드형

상 데이터를 토대로 용접공정 변수를 산출하였다. GBO 기법에 

서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의 범위값은 최소 [135 A, 18 V, 
400 mm/min]에서 최대 [195 A, 28 V, 800 mm/min]으로 선정

하였으며, 지속적인 반복산출을 통해 공정변수 결과 오차를 감소

시키다가 변화가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산출을 정지하도록 구성하

였다[19].


        

      

     

(7)


        

      

     

(8)

회귀계수를 사용하여 표면비드 폭과 높이에 대해 개발된 2차 회

귀모델은 식 (7)∼(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목적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은 용접공정에서 주요인으로 판단되는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로 선정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형성되는 표면비드 높이

로 식 (8)를 선정하였으며, 제한함수는 표면비드 폭을 도출하는 식

인 (7)로 선정하였다. 제한함수의 매개변수 상 ․ 하한값은 문자마킹

에서 요구하는 표면비드 폭인 4 mm에서 ± 0.5 mm씩 범위를 지정

하였으며, 목적함수는 표면비드 높이를 적용하여 수요처에서 요구

하는 3.5 mm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문

자마킹 용접공정시 과대하게 발생되는 용접부 잔류응력을 방지하

고 최적화 기법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수공차를 다양하게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의 변수들은 Table 4에 나타내

었다. Gradient-Based 최적화법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토대로 문자마킹 용접부의 표면비드 폭에 대

한 최적 공정변수를 확인하였다. 
Fig. 7은 GBO 기법을 적용하여 군집 크기(Population size)에 

따른 제한조건 오차율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요구조건인 표면비드 

Optimal method GBO (Gradient-Based Optimization)
Function tolerance
(Population size)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Range of 
parameter

Min. Value 135 A, 18 V, 400 mm/min
Max. Value 195 A, 28 V, 800 mm/min

Range of 
Constraint 

value
4 mm 3.5 mm < 4 mm < 4.5 mm

Solver Constrained nonlinear minimization
Algorithm Active set
Derivatives Gradient supplied

Table 4 Parameters and Their Values for GBO Method

Population size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mm/min)

Results of 
objective

(mm)

Results of 
constraint

(mm)

Error of constraint
(%) 

50 148.87 19.67 798.68 2.075 3.951 1.236 
60 152.63 19.58 782.26 2.125 4.054 -1.342
70 143.87 19.24 795.16 2.076 3.818 4.555 
80 141.71 19.22 799.27 2.072 3.848 3.804 
90 155.16 20.16 784.63 2.110 4.362 -9.046
100 146.59 19.68 784.25 2.057 3.985 0.370 
110 145.19 20.14 751.63 2.021 4.274 -6.840
120 145.99 19.42 783.31 2.074 3.894 2.651 
130 146.68 19.68 789.34 2.058 3.967 0.823 
140 143.87 19.67 784.66 2.044 4.002 -0.042

Table 5 The Results of Various Population Size for 4 mm

Fig. 7 Error Distributions of Top-Bead Height for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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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4 mm)에 따른 최적의 공정변수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용접부 

표면비드 폭에 따라 산출된 용접공정변수를 기반으로 표면비드 폭 

예측에 있어 1%이내로 오차율을 나타내는 Population size 중 표

면비드 높이가 가장 낮은 조건으로 채택하였다. 표면비드 높이가 

높을수록 잔류응력이 과다해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표면비

드 높이가 낮은 조건이 내구성에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비드 폭이 4 mm일 경우 Population 

size가 100, 130, 140일 때 1%의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140일 때 표면비드 높이가 2.044 mm로 가장 낮게 나타나 용접

전류 143.87 A, 아크전압 19.67 V, 용접속도 784.66 mm/min으로 

선정하였다. 

3.4 최적화된 문자마킹 용접공정의 효용성 분석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요구조건인 표면비드 폭의 4 

mm에 대한 용접공정 변수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능력이 충분

한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접실험을 수행하였다. 산업구조물 

문자마킹 용접실험과 동일한 실험장치와 방법을 적용하여 공정능

력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출력변수인 표면비드 폭에 대한 측

정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은 작업자가 요구하는 표면

비드 폭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50회씩 반복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용접실험에 대한 계획은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비드 

폭의 측정은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5 Point에 대한 비드폭을 

평균화하여 산출하였다.
정밀한 표면비드 폭을 도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공정능

력 용접실험 결과, 표면비드 폭의 오차를 넘지 않는 정밀한 표면비

드가 형성되었으며, 표면비드 폭의 정략적인 값은 5개의 Point의 

평균치로 산출하여 총 9가지 공정변수의 실험 결과를 산출 하였다. 
측정오차의 경우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4 mm의 표면비드 

폭의 최소 오차율은 GBO에서 0.25%를 확인하였으며, 평균오차

는 2.17%로 GBO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물 문자마킹 용접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이나 형상의 변동이 작으면 공정능력이 우수하다고 말하고 변동이 

클 경우 공정능력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때 이 공정은 

외부원인에 방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능력이란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그 공정에서 생

산되는 제품이나 문자마킹의 변동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양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공정능력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연공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자연공차는 외부원인에 방해 없이 생산되는 품질 

분포의 로 정의된다. 공정능력에 대해 정량화를 할 경우 품질특

성 분포에 의해 추정되는데 에서 를 추정하는 방법은 식 (9)
에 나타낸 바와 같다.

   


  

∑   

(9)

일반적으로 공정능력을 판별하는 방법은 잠재적 공정능력 지수

인 는 규격에 대한 프로세스의 변동 관계를 나타내며 식 (10)으

로 나타낸다. 는 프로세스자연변동을 뜻하며   은 

규격허용범위를 나타낸다. Table 7에 나타낸 기준에 의거하여 용

접공정 변수의 공정능력 결과를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용접공정 

변수에 대한 공정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프로그램인 

MINITAB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공정능력 분석을 수

행하기 전에 데이터에 적합한 분포를 식별하거나 정규 분포를 따

르도록 데이터를 변환해야 한다. 

 


   (10)

Fig. 8 The Measured Bead Geometry for Analysis of Process 
Capability

Fig. 9 The Error of Top-Bead Width for 4 mm

Target top-bead 
width (mm)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mm/min)

4 143.87 19.67 784.66

Fixed variable
∙ Torch angle to Surface : 90°
∙ Shielding gas flow rate : 18 /min
∙ Contact tip work distance : 15 mm

Table 6 Experimental Design for Analysis of Process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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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또는 비정규 분포여도 공정능력 분석이 가능하고 부분군 

사이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정규분포 데이터에 대한 공정

능력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가 심각하게 비대칭인 경우에

는 정규 분포화가 되도록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그 데이터에 대한 

다른 확률분포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Johnson 변환, Box-Cox 
변환 및 개별 분포 식별을 수행하고 공정에 강력한 부분군 사이 

변동의 의심될 경우 공정능력 분석을 군간 ․ 군내로 지정하여 사용

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용접공정 변수에 대하여 공정능력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고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잠재적 공정능력 

지수인 의 비교 ․ 분석을 통해 각각의 표면비드 폭(4 mm)에 따

른 공정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 mm의 경우 공정능력 지수

가 GBO에서 1.85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용접 공정변수 선정으

로 GBO기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정된 GBO 기법의 공정능력 분석은 Fig. 10의 (a) I-Control 

chart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관리도 타점들이 관리한계선 안에서 

랜덤으로 분포되어 있음에 따라 전체 용접공정이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b) Moving range의 이동범위에서 공정 데

이터 중 일부가 규격의 상한의 근처로 나타나지만 오차 정상범위 

내에서 용접공정을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으며, (c) Histogram 
of process capability의 경우 전체 공정에 대해 대략적인 정규분

포를 따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정규성을 검증하는 단계로써, 
상관관계 및 예측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a) I-Control chart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기법의 관리도 타점

들도 GBO 기법과 동일하게 관리한계선 안에서 랜덤으로 분포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b) Moving range에서는 오차 정상범위 내에

서 용접공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c) Histogram of 
process capability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규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접 공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공정능력 분석의 경우 가  ≥   범위에 있을 

경우 아주 이상적인 공정 상황으로 현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평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만족시켜 현장에서 비용절감이나 관리의 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직 GMA용접공정에서 적용되는 선체에 적용

되는 다양한 용접 공정변수에 따른 비드 폭을 예측하기 위한 GBO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기위해 총 81회의 용접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표면비드 폭에 대한 용접 공정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회귀분석법과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도출된 최적 공정변수

들의 공정능력 분석을 통해 안정화된 문자마킹 공정을 증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표면비드 폭의 요구조건인 4 mm에 대한 공정능력 분석 결과 

1.85의 공정능력 지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공정능력 지수는 아

주 이상적인 공정 상황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현장에서 비용절감이나 관리가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자마킹 용접에서 요구하는 표면비드 폭(4 mm)에 대한 공

정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최적화기법(GBO)을 적용하였으며, 2차 

Target 
top-bead 

width (mm)

Process 
capability 

index,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mm/min)
4 1.85 143.87 19.67 784.66

Table 8 The Results of Optimal Welding Parameter according 
to Process Capability 

Process capability 
index Grade

Process 
capability 
judgment

 

 ≥  0 Best    ± 

   ≥  1 Good    ± 

   ≥  2 Acceptable    ± 

   ≥  3 Bad    ± 

   4 Worst    ± 

Table 7 Method of Judgment according to Process Capability

(a) I-Control chart

(b) Moving range control chart 

(c) Histogram of process capability
Fig. 10 Analysis of Process Capability for 4 mm Top-bea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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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개발된 예측모델을 목적함수와 제한함수로 입력

하여 표면비드 폭에 따른 공정변수를 도출하였다. 표면비드 폭을 

예측하는 최소 오차율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표면비드 폭이 4 
mm일 경우 Population size가 100, 130, 140일 때 1%의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Population size가 140일 때 오차는 

-0.042%이며 표면비드 높이가 2.044 mm로 가장 낮게 나타나 용

접전류 143.87 A, 아크전압 19.67 V, 용접속도 784.66 mm/min
가 나타났다.

2차 회귀분석법 및 최적화방법을 적용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였

다. 그 결과로 표면 비드 폭의 요구조건이 4 mm에서는 Vertical 
position 용접 자동화 구현을 위하여 GBO기법 적용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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