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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식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의 특성상 Body를 구

성하는 강재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으나 외피를 형

성하고 있는 피복방식재료의 부식으로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특히, 험한 해상작업의 환경 하에서 조선기자재 강재와 도막

의 부착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막의 들뜸 현상은 습기의 침

입 및 조기 부식의 원인이 되며, 도막의 들뜸 현상을 줄이기 위이기 

위한 표면처리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표면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샌드 블라스트 및 워터 젯의 경우 단순히 도막을 형성하기 위한 

균일한 조도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지만 쇼트 블라스트의 경우 물리적

인 타격을 인가하여 기계적 특성 향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양식장용 크레인은 재질변경만으로는 해수와 해풍에서 내식성 및 

도막의 부착력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염분에 노출되는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어 내식성 및 도막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

을 생산할 수 있는 쇼트 블라스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쇼트 블라스트란 금속 부품의 표면에 쇼트볼(shot ball)이라는 

강구를 고속으로 금속의 표면에 투사하여 금속의 표면을 햄머링

(hammering)하는 일종의 냉간 가공이다. 쇼트 블라스트 공정은 

제품의 날카로운 모서리, 쇠가시 등의 제거 및 외관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철골 표면의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등 이물질을 제

거하고 주물의 주조후 표면에 붙어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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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의 표면거칠기 및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처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Song은 쇼트 블라스트 수작업 공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고[1], 
Yang은 쇼트피닝 가공된 소재 표면의 압축잔류응력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2]. Cho는 시험편에 쇼트피닝 처리와 그릿 블라스트 처리

한 후 각각의 시험편에 대하여 경도분포와 조도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다[3]. Choi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힌지 스프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에 쇼트피닝 가공을 하여 쇼트피닝이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4]. 쇼트피닝 처리한 Ti-6Al-4V의 표면에 추가

적인 기계가공을 실시하고 부식 실험을 실시하여 추가 표면 가공 

깊이에 따른 부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5]. 
Lee는 Drive plate의 소재인 SK-5M에 대한 쇼트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피로수명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강도를 탐색하였다[6]. 
Shin은 기어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에 쇼트피닝 가공한 후 인

장시험 및 압축응잔류응력을 측정하고 회전굽힘 피로시험과 비틀

림 피로시험을 통하여 그에 따른 피로특성을 고찰하였다[7]. Yun은 

쇼트 블라스트 공정에서 쇼트볼의 속도와 투사각도를 설계인자로 

선정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을 진행하고, 설계인자들이 변형량에 미

치는 영향을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해석

하였다[8].
Lee는 용접 과정 중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이 용접강도에 미치는 

영향과 잔류응력을 최소화 시키는 일환으로 쇼트 공정의 최적 조

건을 평가, 규명하고자 하였다[9]. Kim은 일반적으로 고강도 합금

강으로 잘 알려진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강을 대상으로 하여 쇼트

피닝 강도에 따른 마찰계수 및 마모량을 측정하여 쇼트 공정이 마

찰 및 마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0]. Han은 연질 

주조재인 ALBC3 합금에 쇼트 거리를 변수로 표면 개질을 실시하

여 천연 해수 환경에서 캐비테이션 실험을 통한 표면 손상정도를 

평가하였다[11]. Lee는 고강도화를 위한 쇼트피닝이 피로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쇼트피닝을 통한 피로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2]. 
이와 같이, 현재 표면을 강화하는 쇼트 피닝에 관한 연구와 쇼트 

블라스트를 통한 재료의 강도 확인에 대한 연구만 있는 실정이다. 
표면거칠기나 이물질, 녹을 제거해주는 쇼트 블라스트 최적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보다 신뢰성 있는 쇼트 블라스트

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용 도막 접착력 증대 및 기계 부품

의 고탄성, 내마모성 증대를 통해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재질(SS400, S45C, SUS304)에 따른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통해 

표면거칠기를 도출하고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GA 최적화 기법

을 이용하여 최적의 공정변수 선정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2. 쇼트 블라스트 실험
2.1 쇼트 블라스트 실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재질(SS400, S45C, SUS304)에 따른 쇼트 블라

스트 실험을 통해 표면거칠기를 도출하고 최적의 공정변수 선정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위하여 SS400, 
S45C, SUS304 재질의 평판을 사용하였으며, 400 mm × 200 
mm × 6 t의 규격인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하고자 시험편 표면에 녹, 스케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결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Stainless wirebrush로 

깨끗이 닦아 내었으며, Fig. 1은 실제 쇼트 블라스트의 원리와 실

험 과정을 나타내었고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및 화

학적 조성은 Tables 1~2에 각각 나타낸다.
쇼트 공정에서 Paint의 종류, 도장의 두께, 제품의 놓여있는 환

경에 따라 조건은 다르지만 표면거칠기는 100 µm 이하이여야만 

하며, 75 µm을 이상적이라고 보고있다. 
본 실험은 시험편 재질마다 작업자가 요구하는 표면거칠기를 선

정하기 위해 분사각도는 40~80°, 분사압력은 20~60 m/s, 분사거

 

Fig. 1 Composition of shot blast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Material
Tensile 
strength

(kg/mm2)

Yield point
(kg/mm2)

Elongation
(%)

Impact
value

(kgm/cm2)

Hardness
(HV)

SS400 510 235 21 27 128

S45C 686 490 17 78 201

SUS304 520 205 40 183 187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Material C Si Mn P S Cu Cr Ni Fe Ni+Cr

SS400 0.15 - 0.697 0.013 0.007 0.087 0.041 0.503 Bal. -

S45C 0.42 0.15 0.60 0.030 0.035 0.30 0.20 0.20 - 0.35

SUS304 0.08 1.00 2.00 0.045 0.030 - 18.00 8.00 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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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70~90 cm로 공정변수를 적용하여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분사시간은 90 s로 일정하게 고정변수로 선정하였다. 
쇼트 입자는 Fig. 2와 같이 SB-8 (SAE S-280)를 사용하였으며, 
Table 3에 쇼트볼의 화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쇼트 블라스트 실험계획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완전요인시험으

로 구성하였으며,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의 경우 각각의 입력

변수들의 수준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모든 입력변수들 간 수준

(level)의 조합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입력변수 및 

수준이 많아질 경우, 실험 결과에서 경향파악 및 비선형적인 변화

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출력변수 반응의 

비선형적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실험횟수의 최적화

를 고려하기 위하여 완전요인설계(full factorial design)을 선정하

였다. 완전요인설계는 비선형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 요인설

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요인배치법의 표본 데이터에 

축점(axial point)을 추가시킨 형태로 실험횟수 N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수준(level)은 중심점과 3 k 요인배치법의 수준값(-1, 0, 1)을 갖

게 됨으로서 3개의 수준을 갖는 실험계획법으로 구성됨. 따라서, 
입력변수 k=3으로 설정할 경우 식 (1)에 의해 총 27회의 실험조건

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의 실험변수 및 수준은 Table 
4과 같이 설정하였고 각 재질별로 27회씩 81회의 실험을 Table 
5와 같이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쇼트 블라스트 공정변수 최적화

쇼트 블라스트 공정변수 최적화를 위해 표면거칠기와 쇼트 블라

스트 공정 변수간의 분석을 통해 표면거칠기에 미치는 영향 및 쇼

트 블라스트의 제한조건을 수립하였다. 또한 공정변수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목적함수 및 제한함수를 지정하고 최적화기법에 사용함

으로써, 표면거칠기에 적절한 공정변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쇼트 블라스트 공정변수에 따라 표면거칠기에 도출되는 영

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변수에 대한 표면거칠기 형성 조건을 파악하고 쇼트 블라스트 

공정의 제한조건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공정변수의 

Table 4 Scheme for the shot blast experiment

Test No. Injection angle Injection pressure Injection distance Test No. Injection angle Injection 
pressure

Injection 
distance

1 40 20 70 15 60 40 90
2 40 20 80 16 60 60 70
3 40 20 90 17 60 60 80
4 40 40 70 18 60 60 90
5 40 40 80 19 80 20 70
6 40 40 90 20 80 20 80
7 40 60 70 21 80 20 90
8 40 60 80 22 80 40 70
9 40 60 90 23 80 40 80
10 60 20 70 24 80 40 90
11 60 20 80 25 80 60 70
12 60 20 90 26 80 60 80
13 60 40 70 27 80 60 90
14 60 40 80 Fixed variable : Injection time of 90 s

Fig. 2 The shape of the shot ball used in the experiment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hot ball

Fe C Mn Si P S
Bal. 0.85 0.60 0.60 0.0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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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정도만 도출할 수 있으며, 정밀한 표면거칠기를 예측하는데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

을 활용하여 주어진 쇼트 블라스트 공정변수를 기준으로 표면거칠

기 형상을 예측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 개발을 위하여, 먼저 입･출력변

수들 사이의 상호관계 파악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

들 중 다른 변수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라 하고 반대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dependant 
variable)라 정의한다. 회귀분석이란 이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간

의 함수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떤 수학적 모형(model)
을 가정하고, 이모형을 측정된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말한다. 입출력변수 사이의 상호관계 파악을 위하여 회귀

분석을 이용한 수학적 모델 개발을 위한 입력변수로 분사각도, 분
사압력, 분사거리를 선정하고 출력변수로는 표면거칠기를 선정하

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13].

Table 5 Shot blast experiment results

Test No.

SS400 S45C SUS304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µm)

Geometry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µm)

Geometry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µm)

Geometry

1 50.4 42.5 51.7

2 53.7 45.3 53.1

3 55.5 48.1 54.9

4 51.2 44.0 52.6

5 54.3 48.5 55.1

6 57.9 50.2 58.2

7 53.4 46.2 54.1

8 57.8 49.8 57.2

9 60.5 51.6 60.1

10 67.8 55.7 66.8

11 69.2 57.1 68.7

12 73.4 60.1 72.2

13 69.2 59.8 70.1

14 71.6 62.3 72.3

15 74.2 66.1 75.4

16 71.9 63.7 72.3

17 73.2 66.3 73.9

18 75.9 69.1 75.8

19 75.2 73.5 76.3

20 75.9 75.2 77.0

21 77.1 76.9 78.1

22 79.5 75.3 80.5

23 82.3 76.8 81.2

24 83.9 78.6 83.7

25 82.0 77.1 83.6

26 85.8 79.6 86.2

27 88.3 81.5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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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은 여러 개의 입력변수 , , , ⋯, 가 복

합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출력변수 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이러

한 반응의 변화가 이루는 반응표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입력변수들과 출력변수 간의 함수관계를 데이터로부

터 추정하여 입력변수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 출력변수의 값이 어

떻게 달라지는가를 예측하고 입력변수의 어떠한 값에서 반응량이 

최적화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장 적은 

수의 실험으로 가장 좋은 정도를 주는 실험계획법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추정되는 적합한 반응표면의 통

계적인 성질을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4]

출력변수인 표면거칠기의 예측값이 입력변수와 선형적인 관계

를 갖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를 2차 선형회귀모델(second order 
regression model)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 



  (2)

식 (2)는 최소제곱법(method of least squares)에 의해 식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의 수가 3개 즉,   이므로 식 (3)은 

식 (4)와 같이 확장할 수 있다.


   

 
 



   
(4)

여기서,는 표면거칠기의 추정량이고, 는 입력변수(분사각

도, 분사압력, 분사거리)들의 Coded unit이며, , ,  는 각각 

, , 의 최소 제곱추정량을, 은 오차를 나타낸다.
회귀계수와 식 (4)를 사용하여 3가지 재질(SS400, S45C, 

SUS304)의 표면거칠기에 대해 개발된 2차 회귀모델은 식 (5)~(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6)


  

   



(7)

개발된 2차 회귀모델의 예측능력 확인을 위해 각 실험조건별 측

정된 표면거칠기과 예측된 표면거칠기의 비교한 그래프는 Fig. 3
과 같으며, 오차값의 범위는 대체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SS400, S45C, SUS304의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내

며, 99.4 %, 99.4 %, 99.7 %의 높은 결정계수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면거칠기를 2차 회귀모델에 의해 예측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앞서 수행한 쇼트 블라스트 공정의 표면거칠기를 예측할 수 있

는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쇼트 블라스트 공정에서 요구하는 표

면거칠기 75 µm에 대한 각각의 공정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종래의 쇼트 블라스트 공정변수 최적화는 작업자의 직관, 경험 그

리고 선행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대상 시스템을 기초로 시행착오법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적의 표면거칠기에 따른 공정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하

여 표면거칠기에 대한 분사각도, 분사압력, 분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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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최적화 기법은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경험적인 측면을 

Fig. 3 Comparisons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surface 
roughness from the developed 2nd regression model 

Table 6 Analysis variance tests for 2nd regression model

Material Geometry
SE

(Standard 
Error)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Adjusted R2

(%)

SS400
Surface 

roughness

1.1320 99.4 99.0
S45C 1.2700 99.4 99.0

SUS304 0.7729 99.7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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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대신 수학적으로 표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변수들을 수정함으로써, 시스템이 최적값을 가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과정

은 크게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의 두가지 요소로서 구성이 된다. 목
적함수는 시스템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며, 제약조건

은 시스템의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8)과 식 (9) 그리고 식 (10)은 각각 를 변수로 가지는 임의의 

시스템의 목적함수 와 이 함수를 최적화 시키는데 필요한 제

약조건 및 범위를 나타낸다.

    (8)

     (9)

 ≤  ≤ 

 ≤  ≤ 

 ≤  ≤ 

(10)

여기서 는 쇼트 블라스트 공정이 가지는 n개의 변수들을 

나타내는 변수이고,  는 각각의 도출결과인 하한경계와 상

한경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최적화 공정 개발 단계에서는 가중

치를 부여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 활성 함수의 선택, 함수공차

(function tolerance)등을 선정하여 고효율의 분석요인을 선정하

여야 하며, 최적화 기법을 적절히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

수공차들을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진화 알고리즘은 염색체를 표현하는 방법과 사용되는 유전 연산

자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다음 모델로 구분된다.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s, GA)은 고정된 길이의 이진 스트링을 염색체

로 사용하고,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ies, ES)은 실수의 값을 

취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벡터를 염색체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그래프와 트리를 염색체 표현에 사용하는 진화 프로그래밍

(evolution programming, EP)과 유전자 프로그래밍(genetic 
programming, GP)이 있다. 진화적 탐색에 사용되는 연산자로 진

화전략과 진화프로그래밍은 돌연변이(mutation), 유전자알고리즘

과 유전자프로그래밍은 교차(crossover) 연산자를 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GA는 진화에서 영감을 얻은 전산 모델 중 하나로

서, GAs가 적용된 문제의 범위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데이터 구조와 같은 간단한 염색체의 특정 문제에 대

한 잠재적인 해법을 인코딩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이

러한 구조에 재조합 연산자를 적용한다. GA를 구현하기 위해 염

색체 데이터 구조, 목적함수, 모집단 크기 및 GA 매개 변수에는 

생성 간격, 교차 비율, 돌연변이 비율 및 삽입 비율이 먼저 선택되

어야 한다. 염색체 데이터 구조는 식 (11)과 같다.

Choromosomes = 





           

           

⋯
           





 (11)

각각의 행은 각 개체에 해당하며, 와  (i = 0, …, 5, j = 1, 
…, N)는 지능형 모델의 계수이다. 바이너리 값이 실제 값을 염색체

로 변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값은 GA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해 사용된다. 실수 값에서 이진 값으로의 이산화(discretization)
에 의한 정밀도의 손실이 없으므로 컴퓨터에서 표현된 실제 유형

의 정확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 개체에 대한 목적함수

의 값은 식 (12)로부터 계산된다.

 
  






 (12)

인구 선택은 특정 개체의 수와 각 세대마다 새로 생성된 개체수(세
대 크기, 생성, 간격)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Crossover은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이며, 실수 한 개체에 대해 Crossover를 

수행하는 개별 재조합 함수가 기존의 Crossover 비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 변수 크로스 오버 비율 1.0은 호환될 때 사용된다. 
돌연변이는 돌연변이 속도에 따라 개개의 유전적 표현이 변경되도록

하며, 재삽입은 최악의 개인을 새로운 최상의 것으로 교체하는 연산

자이고 GA의 개략도는 Fig. 4에 나타낸다.
GA 최적화 기법의 적용과 산출은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여 각각의 함수공차들을 적용하였으며, 재질

Fig. 4 Flow chart for the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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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시험조건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GA method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사각도, 분사압력, 분사거리의 범위인 최소 [40°, 20 Pa, 
70 cm]에서 최대 [80°, 60 Pa, 90 cm]로 선정하였다.

목적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은 쇼트 블라스트 공정에서 주요인으로 

판단되는 분사각도, 분사압력, 분사거리로 적용하였으며, 제한함수은 

쇼트에 의해 형성되는 표면거칠기의 2차 회귀모델로 선정하였다. 최
적화 기법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Population size specify를 

다양하게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의 변수들은 Table 7에 

나타냈다. Population size specify에 따른 산출된 결과는 Tables 
8~10에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표면거칠기 75 µm에 대한 최적 공정

변수를 확인하였다.
GA method를 적용하여 Population size에 따른 표면거칠기를 

도출하여 75 µm를 만족하는 최적의 공정변수를 선정하였다. 공정

변수 최적화 수행 결과 표면거칠기는 모두 75 µm에 가깝게 도출

되었으며, 그 중 오차가 가장 적은 변수들을 최적의 공정변수로 

선정하였다. 재질 SS400의 경우 Population size가 30일 때 공정

변수는 Angle 71.694°, Pressure 25.685 Pa, Distance 78.251 

cm로 선정하였으며, 재질 S45C의 경우 Angle 76.51°, Pressure 
51.289 Pa, Distance 71.565 cm로 선정하였다. 재질 SUS304의 

경우는 Angle 66.806°, Pressure 27.397 Pa, Distance 85.844 
cm로 선정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쇼트 블라스트 공정의 최적화 방안제시를 위하여 

평판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쇼트 블라스트 공정의 최적 공정변수를 위하여 SS400, 

S45C, SUS304 평판에 완전요인 실험 방법으로 총 81회의 쇼트 

블라스트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표면거칠기 데이터를 확

보였다.

Table 7 GA Method parameters and their values 

Optimal method GA (Genetic Algorithm)

Population size specify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ange of 
parameter

Min. value 40°, 20 Pa, 70 cm
Max. value 80°, 60 Pa, 90 cm

Range of 
constraint value 75 µm

Mutation function Constraint dependent
Population type Double vector

Table 8 The Results of various population size using GA 
method (SS400)

Population 
size

Angle
(°)

Pressure
(Pa)

Distance
(cm)

Results of 
constraint



10 62.514 49.91 81.466 75.00005
20 67.818 47.457 70.666 75.00023
30 71.694 25.685 78.251 74.99997
40 70.690 20.250 85.629 75.00013
50 69.488 31.630 77.696 74.99979
60 65.433 34.492 84.465 74.99977
70 71.605 29.055 75.441 75.00004
80 69.595 25.474 82.735 74.99979
90 77.190 21.458 72.469 75.00011
100 66.965 24.849 88.994 74.99991

Table 9 The results of various population size using GA method 
(S45C)

Population 
size

Angle
(°)

Pressure
(Pa)

Distance
(cm)

Results of 
constraint



10 78.896 29.232 77.343 74.99995
20 73.224 52.908 81.874 74.99979
30 77.259 41.525 74.754 74.99975
40 75.271 38.085 84.434 75.00018
50 77.147 37.617 77.781 74.99983
60 78.195 28.991 80.258 74.99981
70 74.581 58.289 74.304 74.99984
80 74.699 52.940 76.801 74.99997
90 76.510 51.289 71.565 75.00002
100 78.396 20.894 86.542 74.99958

Table 10 The results of various population size using GA 
method (SUS304)

Population 
size

Angle
(°)

Pressure
(Pa)

Distance
(cm)

Results of 
constraint


10 60.624 53.422 82.909 75.00037
20 66.806 27.397 85.844 75.00003
30 58.724 59.405 85.152 75.00036
40 67.160 22.611 89.586 75.00018
50 58.658 58.491 85.679 75.00025
60 65.314 28.547 88.072 74.99994
70 65.521 26.940 88.998 75.00021
80 62.512 43.650 83.505 74.99977
90 64.787 42.689 77.998 75.00023
100 68.366 21.507 88.305 75.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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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거칠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수학적 모

델을 개발하고 G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의 쇼트 블라스트 공

정 변수를 도출하였다.
(3) GA 알고리즘을 통한 재질별 최적의 쇼트 블라스트 공정 조

건을 토대로 실제 작업환경에 적용함으로써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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