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5 No.6(2017) pp59-66
https://doi.org/10.5781/JWJ.2017.35.6.9

59

1. 서    론    

  Grey System Theory(이하 GST)는 1982년 국

의 Julong Deng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써, 불규칙한 

시계열 Data와 과거, 재의 상태에 따른 진단  경

향 측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1). GST의 가

장 큰 특징은 불확실한 시스템의 행동을 추정하기 해 

한정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 보통의 경우, 외부의 불확실한 데이터를 단하고 

평가하기 해서 통계  수법인 회귀분석, 최소 분산

측법과 연속  수법인 Box-Jenkins 시계열 측법 그

리고 지수평활법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을 

용할 경우 량의 데이터 는 일정 수 이상(최소 표

본수)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계산량이 많아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GST는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새

로운 경향 측 법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자연과학 

 공학 분야에서 응용  연구되고 있다. 한, 퍼지이

론은 부정확함, 애매함을 나타내는 퍼지니스(Fuzziness)

의 개념을 퍼지 집합 이론(Fuzzy set theory)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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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미국 버클리 학교의 Zadeh 교수에 

의해 1965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다2). Zadeh 교수는 컴

퓨터의 사고를 2진 논리 체계보다 인간에 가까운 논리

체계로 나타내기 하여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상들

이 어떠한 표 을 만족하는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

는다’, ‘어느 정도 속한다’ 하는 불명확한(Fuzzy) 논리 체

계를 다루는 퍼지 집합(Fuzzy set)의 개념을 제안하고, 

각 상들을 그 집합에 ‘속하는 정도(Grade of mem-

bership)’로 표 하여 언어 인 불명확한 표 을 수치

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3).

  이러한 논리로 제안된 Grey-Fuzzy Logic(GFL)은 

그 이 시스템 이론과 퍼지 추론의 장 만을 활용하여 

상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재 국내에서는 GFL

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분야는 상처리, 설계분야, 시장

분석분야에 사용되었지만, 용 공정 최 화분야에는 아

직 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 열교환기 산업에서 많이 

연구되어지는 Ti 소재를 사용하여 디스크 이  용  

후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 부의 품질에 연 된 

출력변수들의 교호작용을 고려하여 용  공정 입력변수

의 최 화를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하여 우선 으

로 다양한 조건에서 최소한의 실험을 해 다구  기법

의 직교배열표를 통하여 이  용 실험을 수행하고 

다구  분석을 통해 최 화를 목표하는 출력인자에 발생

되는 잡음 비 신호비(Signal to noise ratio, SNR)

를 이용하여 제어변수의 경향 측을 우선 으로 수행

한다. 경향 측 방법으로는 Grey System을 이용하여 

잡음 비 신호비를 Grey 상 계수로 변환하고 계수들 

사이의 연 성을 퍼지 추론을 통해 비퍼지화 과정을 거

쳐 산출한다.GFRG등 으로 분류하여 출력데이터를 도

출한다. 도출된 데이터를 일원 분산분석법(One-way 

ANOVA)을 통해 인장강도와 DWR(Depth to width 

ratio)을 고려한 Ti에서 겹치기 이  용 에서의 최

 용 공정 입력변수를 측한다.

2. 실험 계획

2.1 다구  실험계획

  디스크 이  용 공정에 사용된 실험에서 용 품질

에 향이 있는 입력변수가 많으므로 일반 으로 주로 

사용되는 완 요인배치법으로 계획하여 실험을 수행하

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Grey-Fuzzy Logic의 

특징인 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향 측할 수 있으므

로 다구  실험계획법인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실험계

획  분석하는 방법이 합하다. 다구  실험계획법의 

직교배열표는 은 수의 실험으로도 많은 효과를 각 열

이 직교가 되게 미리 만들어 놓은 표이므로 어떤 수

에 해서나 다른 열의 체 수 이 동일한 횟수로 나

타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러므로 인자의 수가 많은 경

우에 주 효과와 기술 으로 의미 있는 2인자 교호작용

을 검출하고, 기술 으로 의미 없는 2인자 교호작용  

고차의 교호작용에 한 정보를 희생시켜서, 실험횟수

를 게 할 수 있도록 특성을 지녔다4-7).

  실험계획에서 입력변수는 이 의 출력, 이송속도, 상

부 보호가스 유량, 하부 보호가스 유량으로 총 4개의 입

력변수를 선정하 으며, 각 변수는 비실험을 통해 

략 인 데이터 값을 구성하고 3수 에 한 실험계획을 

수립하 다. 한, 4번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제어할 

수 없는 공정변수에 한 용  품질에 끼치는 향을 최

소화하 다. 다구  실험계획법으로 구성된 실험 조건

에 한 수 과 변수들을 Tables 1~2에 나타낸다.

Welding parameter Unit
Level

-1 0 1

Control 
factor

A Welding speed m/min 2 3 4

B Laser power kW 1.1 1.3 1.5

C Shielding 
gas flow 

rate

Top ℓ/min 10 20 30

D Bottom ℓ/min 10 20 30

Noise 
factor  • Repeated experiment : 4 times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 : Ar 99%, 
 • Wave length : 1,030 nm
 • Shielding gas Nozzle angle : 60°

Table 2 Design of experiment conditions for experi-
ment using taguchi method

Case No. Welding
speed

Laser
power

Shielding gas

Top Bottom

1 2 1.1 10 10

2 2 1.3 20 20

3 2 1.5 30 30

4 3 1.1 20 30

5 3 1.3 30 10

6 3 1.5 10 20

7 4 1.1 30 20

8 4 1.3 10 30

9 4 1.5 20 10

Table 1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for the ex-
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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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실험 방법

3.1 실험 장치 구성

  순수 Ti(ASTM-B265 Grade 1) 소재에 GFL을 

용하여 용 공정을 최 화하기 하여 디스크 이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TRUMPF

社 TruDisk 3302모델의 3.3 kW  디스크 이  용

기, Yaskawa 회사의 6축 로 , 시편의 산화와 열변

형을 방지하기 한 퍼징  지그 장치, 원격 조정 장

치로 구성되었다. Fig. 1은 본 연구를 하여 디스크 

이  용  장치의 체시스템을 나타낸다. 이  용

장치의 주요사양은 Table 3에 정리하 다. 

3.2 실험 재료  방법

  용 실험에 사용된 모재는 순수 Ti 재질의 평 을 사

용하여 Fig. 2와 같이 두 종류의 모재 모두 150×100× 

0.6mm 규격의 겹치기 용  시험편을 제작 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되는 형열교환기의 가스켓 방

식의 고질 인 문제인 고압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단

을 해결하기 하여, 내부에 고압이 발생되어도 형열

교환기의 용 합면이 손되지 않는 품질을 확보하기 

하여 GFL을 용을 한 겹치기 용  실험을 수행

하 다. 

  시험편의 용 하고자 하는 평면에 녹, 스 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용 결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Ethyl Alcohol

과 Sand Paper를 이용하여 시험편을 용 시험을 수행

하기 에 닦아내었다. Fig. 3은 겹치기 용  시험편의 

규격을 나타낸다.

4. 실험 결과  다구  분석

4.1 인장강도 시험 결과  분석

  겹치기 디스크 이  용 공정에서 다구  실험계획

으로 수립한 이스별로 Ti 소재 시험편에 하여 인장

강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기 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장강도 시험은 이 용

을 이용하여 용 한 Ti 시험편의 용처인 형열교환

기에서 열  내부의 유체의 이동에 의해 단면에 하

을 가한다고 단하여 인장시험을 선정하 으며, 모

재의 인장강도를 용 품질의 평가기 으로 제시하 다. 

한 인장시험의 정성을 단하기 해 동일한 조건

에서 용 된 시험편을 3등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12

회에 걸쳐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평균값을 구하 다. 겹

치기 용 이음 인장시험편의 형상은 3mm이하의 박

에 사용되는 기 인 KS 13 B호를 기 으로 시험하여 

그 시험결과와 다구  분석을 이용하여 SNR데이터를 

산출한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다구  실험계획을 통해 용 실험을 수행하여 획득한 

각 조건에서 획득된 인장강도 결과 데이터를 다구  분

6axis robot

Jig and purging

3.3Kw Power disk laser welders Remote control unit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disk laser welding

Table 3 Specification of disk laser

Equipment Specifications

Laser type CW Ytterbium disk laser

Model Trudisk 3302

Wavelength 1,030 nm

Maximum laser power 3.3 kW

Spot size 6 mm

Working distance 94 mm

Laser beam head

Ti G
rad

e 1

W
eld

ing
 

dir
ec

tio
n

Welding bead

Fig. 2 A schematic diagram for disk laser welding process

Ti Grade 1
Ti Grade 1

100mm
100mm

150mm

80mm80mm 20mm

180mm

0.6t

Fig. 3 Specification of lap weld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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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해 다구  분석4,5)과 같이 망 특성으로 하여 

비실험에서 측정한 인장강도 값을 SNR(Signal to 

noise ratio)로 구하여 Table 4에 나타낸다. SNR분

석을 통해 인장강도에 향을 끼치는 인자는 이 의 

출력, 하부 보호가스 유량, 상부 보호가스 유량, 이송 속

도순으로 단하 다.

4.2 DWR 분석 결과

  디스크 이  용 시 각 조건에서 순수 Ti의 용 부

의 앞면과 뒷면에 충분한 용입이 이루어졌는지 단면형

상(Macro)을 통해 용입의 형태를 확인하 다. 비드의 

단은 Wire cutting을 사용하여 겹치기 용 이 완료

된 시편을 가로축 간부분을 15×15mm의 크기로 

단하 다. 단된 용  시편은 단공정 도 에 생길 

수 있는 스크 치를 최소화하기 해 연삭한 후 단면부

를 폴리싱(Polishing)하 다. 시험편의 단면형상을 확

인하기 해 50% 증류수 + 40% Nitric acid(1.40) 

+ 10% Hydrofluoric acid(40%) 용액을 정 수

으로 혼합하여 단면부에 해 에칭(Etching)작업을 수

행한 후 정확한 비드형상 크기측정을 하여 학 미

경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10배의 학 미경

으로 촬 된 용 부의 단면형상은 용 공정 입력변수 

조건별로 분석하 고 실험횟수에 따라 나 어 표로 나

타내었다. 비드 단면의 학 미경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각각 나타낸다.

  Table 5에 나타난 비드 단면을 이용하여 비드형상

의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드 폭과 용입 깊이의 

측정 치를 정의하 고, 모식도를 바탕으로 비드의 형

상을 측정하여 그 비를 DWR(Depth to Width Ratio)

로 측정하여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 다. 다구  실

험계획을 통해 용 실험을 수행하여 각 조건에서 획득

된 시편을 단하여 단면분석을 통해 DWR을 검출하

고 DWR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구  분석에서 망 특성

으로 고려하여 SNR를 산출하여 Table 6에 함께 나타

내었다. SNR분석을 통해 다구  분석한 결과 상부 보

호가스 유량, 이송속도, 이  출력, 하부 보호가스 유

량 순으로 DWR에 향을 끼치는 인자로 단하 다.

Case 
No.

Tensile strength(MPa) SNR 
(dB)Test 1 Test 2 Test 3 Test 4

1 242.53 238.60 210.80 222.23 47.14

2 274.73 266.30 265.07 253.83 48.45

3 226.53 270.57 264.50 275.13 48.19

4 201.3 40.3 defect 216.47 37.81

5 273.23 272.97 253.97 268.50 48.52

6 236.57 215.57 215.00 247.57 47.14

7 Welding defect -

8 198.33 234.97 221.43 180.33 46.26

9 271.50 247.50 268.17 271.80 48.44

Table 4 Results of tensile strength and SNR

Case 
No.

Specimen
note

Test 1 Test 2 Test 3 Test 4

1

2

3

4
Test 
2,3 

defect

5

6

7
Test 

1,2,3,4
defect

8

9

Width

Depth

Width

Depth

Fig. 4 Schematic diagram for measurement of weld bead 
geometry

Table 6 Results of DWR(depth to width ratio)

Case 
No.

DWR
SNR (dB)

Test 1 Test 2 Test 3 Test 4

1 0.977 0.447 0.434 0.895 -4.98652

2 1.156 0.489 0.671 0.758 -3.46929

3 0.764 0.980 0.572 0.728 -2.843

4 0.930 0.842 0.573 0.594 -3.24623

5 1.020 0.838 0.964 0.990 -0.49369

6 0.578 0.664 0.653 0.465 -4.85414

7 0.911 0.790

8 0.765 0.780 0.919 0.614 -2.54608

9 1.141 1.065 0.637 0.892 -1.27999

Table 5 Results of disk laser welding for surface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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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ey-Fuzzy Logic

5.1 Grey-Fuzzy Logic을 용한 최 화

  Grey-Fuzzy logic의 최 화 기법은 기존의 퍼지추

론에서의 소속도함수의 정의를 용이하도록 Grey 시스

템 이론을 사용하여 최 화하고자하는 데이터의 경향을 

[0-1] 사이의 수로 변환시켜 Fuzzy 추론을 통해 다수

의 출력값을 최 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최 화 기법이

다8-11).

  Grey-Fuzzy logic의 순서도는 Fig. 5와 같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를 다구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SNR값으로 산출한다. 

산출된 SNR데이터를 Grey relational coefficient 값

으로 변환하여 불규칙하게 분포되어있는 데이터들을 

[0-1]사이의 정수로 정의한다. 정의된 그 이 상 계수

를 퍼지 추론을 통해 최 화하고자하는 최 화인자들을 

멤버쉽(Membership) 함수와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연

계한다. 연계된 데이터를 정수로 산출하기 해 무게

심법을 이용하여 비퍼지화하여 다수의 인자를 고려한 

최 의 출력 데이터를 획득한다. 일반 으로 출력데이

터의 분석은 일원분산분석법을 이용하여 입력변수들의 

기여도  최  변수를 정의한다.

5.2 Grey system

  일반 으로 SNR분석을 수행했을 경우, 하나의 상

의 출력값에 한 최 값만을 확인할 수 있어 앞서 분

석한 다구  분석과 같이 최 의 인장강도의 용 조건

과 최 의 DWR의 용 조건과 향도가 상이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용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 인장강도 값과 DWR의 값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디

스크 이  용  용 조건을 최 화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계를 연계할 계수로써 그 이 상  계수로 변환

하 으며, 그 이 계 계수는 각 출력값의 계수를 연

속체로 인식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인장강

도  DWR의 그 이 계계수를 구하기 해서는 앞

서 구한 망 특성의 SNR 값을 0～1사이의 값으로 변

환하기 해 일반 으로 Pre-Processing 과정을 거치

고 데이터를 획득하여 그 이 계 계수를 구하게 된

다. 망 특성 SNR값의 그 이 계 계수로 변환하기 

한 Pre-processing의 식은 식(1)과 같다11,12).

   max   min 
 min 

         (1)

  계산된 처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 식(2)에 입

하여 그 이 계 계수를 구한다.

    
 maxmax  

minmin maxmax      (2)

  인장강도  DWR의 망 특성 SNR값을 그 이 

계계수로 변환하게 되면 그 이 계 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인장강도  DWR의 용 품질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데이터를 Tables 7~8에 

정리하 다.

5.3 퍼지 추론 모델

  퍼지 추론 통해 0과 1이 아닌 불명확한 수 의 데이

Fuzzy inference 
engine

Membership
Function

Fuzzy rules

Grey system 
theory Defuzzifier GFRGWelding

output data

Taguchi analysis

Fuzzy inference 
engine

Membership
Function

Fuzzy rules

Grey system 
theory Defuzzifier GFRGWelding

output data

Taguchi analysis

Fig. 5  Process of the grey-fuzzy logic

Case 
No. SNR Pre-processing Grey relational 

coefficient

1 47.1378 0.871 0.365

2 48.454 0.993  0.335

3 48.1922 0.969  0.340

4 37.8137 0.000  1.000

5 48.5239 1.000  0.333

6 47.1367 0.870  0.365

7 - 0.000  1.000

8 46.258 0.788  0.388

9 48.4365 0.992  0.335

Table 8 Results of grey relational coefficient in DWR

Case 
No. SNR Pre-processing Grey relational 

coefficient

1 -4.98652 0.000  1.000

2 -3.46929 0.338 0.597

3 -2.843 0.477 0.512

4 -3.24623 0.387 0.563

5 -0.49369 1.000 0.333

6 -4.85414 0.029 0.944

7 -1.60602 0.752 0.399

8 -2.54608 0.543 0.479

9 -1.27999 0.825 0.377

Table 7 Results of grey relational coefficient in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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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값을 비슷한 수 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사용된

다. 앞서 계산된 그 이 계 계수를 통해 0에 가까운 

그 이 계 계수일수록 용 품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하 고 퍼지추론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의하여 입력하여 퍼지 추론 모델을 생성해야 하는데, 

그 규칙의 일반 인 형태는 식(3)과 (4)와 같다13).

         and         (3)

         and          (4)

여기서, M은 Fuzzy 규칙들의 경우의 수이고(   

⋯ )  와 는 그 이 계 계수입력 변수이다. 

 ,   그리고은 퍼지 추론의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그룹에 의해 정의된다. 에 언 한 규칙을 사용하여 Ti 

소재의 디스크 이  용 의 퍼지 추론 모델을 작성한다.

  Matlab을 이용하여 정의된 규칙을 통해 퍼지 추론을 

작성하게 되면 Fig. 6과 같이 2개의 입력 값과 1개의 

출력 값으로 구분하여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사용된 

퍼지 논리는 Mamdani 방법을 사용하여 정의하 다. 

퍼지 추론 모델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소속도함수의 경

우는 Figs. 7～8과 같이 인장강도와 DWR의 그 이 

계 계수 데이터를 S, M, L 3가지 등 으로 나 어 

정의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최 화된 품질의 용 공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 고 출력 값은 Fig. 9에 나

타낸바와 같이 5개의 등 으로 나 어 정의하 다. 즉, 

Table 9와 같이 DWR과 인장강도의 그 이 계계수

가 을수록 용 품질이 좋다고 단하 다.

5.4 Grey-Fuzzy Reasoning Grade

  그 이 퍼지 추론 등 (GFRG)은 퍼지규칙을 통해 

Fig. 10에 나타낸 3차원 등고선과 같이 0에 수렴할수록 

고품질의 용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정의하 다. 한, 

앞서 정의된 소속도 함수와 퍼지 규칙을 이용하여 디스

크 이  용 공정의 각각의 조건에서 Grey-Fuzzy 

reasoning grade를 정의하 다. Grey-Fuzzy logic은 

그 이 계 계수(Grey relational coefficient)값을 이

Grey-relational-coefficient-of-DWR

Grey-relational-coefficient-of-Tensile

Fuzzy gray
(mamdani)

Grey-Fuzzy-reasoning-grade

Fig. 6  Defined fuzzy model

Fig. 7  Grey relational coefficient of DWR

Fig. 8 Grey relational coefficient of  tensile strength

Fig. 9 Grey-Fuzzy reasoning grade

Table 9 Fuzzy rules for defining grade of activated laser 
welds

GFRG(Grey-Fuzzy 
reasoning grade) Grey relational coefficient of DWR

Grey relational 
coefficient of  

tensile strength

S M L

S Excellent Good Fair

M Good Fair Poor

L Fair Poor Bad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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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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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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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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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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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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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0.9 0.80.7 0.60.50.4 0.30.20.1 0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Grey-relational-coefficient-of-Tensile Grey-relational-coefficient-of-DWR

Fig. 10 Three-dimensional contour of fuzzy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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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Fuzzy추론의 통해 각 등 을 구분하 다14,15).

  Fuzzy추론은 소속도함수에서 퍼지규칙을 통해 각 조건

에서 향도를 무게 심법을 통해 비퍼지화하여 GFRG 

(Grey-Fuzzy reasoning grade)값을 산출하 다. Grey- 

Fuzzy logic의 반 인 과정은 Table 10에 나타낸바

와 같이 출력값을 다구  분석에서 망 특성으로 SNR

값을 산출하여 그 이 상 계수를 한 처리를 수행

하여 0-1사이의 데이터로 정의하고, 퍼지추론을 통해 

그 이 상 계수를 구해 상호간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GFRG를 구할 수 있도록 하 다.

5.5 일원분산분석법

  DWR과 인장강도를 고려하여 Grey-Fuzzy추론을 통

해 획득한 GFRG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방법  

일원 분산분석법을 통해 각 변수들이 용 품질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여 Fig. 11과 Table 11에 나타낸다. 

 분석결과 DWR과 인장강도에 향을 기여하는 인자의 

순서는 상부 보호가스(47.812%), 이송속도(22.193%), 

하부 보호가스(21.824%), 이 의 출력(8.171%) 순

서로 DWR과 인장강도를 고려한 용 품질에 향을 미

쳤고, ANOVA 분석을 통해 두 출력인자의 최  입력

변수를 측하 고 그 결과, 최 의 디스크 이  용  

조건은 이송속도 2 m/min, 출력 1.3 kW, 상부 보호가

스 유량 30 ℓ/min, 하부 보호가스 유량 10 ℓ/min에서 

최 의 DWR값과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이  용 공정의 출력변수인 

인장강도와 DWR을 고려하여 입력변수를 추츨할 수 있

도록 Grey-Fuzzy logic을 이용하여 최 화를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다구  실험계획법을 통해 산출된 SNR 데이터로 

측할 수 있는 최 의 입력변수는 단일 상의 출력변

수를 목표로만 수행할 수 있고 최 화 상에 따라 최

의 입력변수가 다름을 확인하 다. 

  2) 용 공정에서 2개 이상의 출력변수를 고려한 최

화 방안으로 그 이 계 계수와 퍼지 추론을 사용한 

Grey-Fuzzy logic의 용을 제안하 고 두 상의 그

이 계 계수를 퍼지추론의 비퍼지화 방법  무게 

심법을 사용하여 GFRG데이터를 획득하 다.

  3) 획득한 GFRG 데이터를 일원 분산분석법을 통해 

최 화하는 상의 출력변수에 향을 미치는 입력변수 

순 를 분별하고 인장강도와 DWR의 최 출력값을 얻

을 수 있는 입력변수(이송속도 2m/min, 출력 1.3 kW, 

상부 보호가스 유량 30ℓ/min, 하부 보호가스 유량 

10ℓ/min)를 측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Ti 소재에서 디스크 이  용 변

수의 최 화 기법으로 사용하여 2개의 출력인자를 고려

한 최 의 입력변수를 측할 수 있었다. 한, Grey- 

Fuzzy logic을 이용하여 이  용 뿐만 아니라 여러 

용 공정에서 최 화 기법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본 연구에서 용한 인장강도-DWR의 

연계 외에도 다수의 출력인자를 고려한 용 변수 최

Case 
No.

Pre-processing Grey relational 
coefficient

GFRG
DWR Tensile 

strength DWR Tensile 
strength

1 0.000 0.871 1.000 0.365 0.538

2 0.338  0.993  0.597 0.335 0.376

3 0.477  0.969  0.512 0.340 0.337

4 0.387  0.000  0.563 1.000 0.628

5 1.000  1.000  0.333 0.333 0.312

6 0.029  0.870  0.944 0.365 0.502

7 0.752  0.000  0.399 1.000 0.551

8 0.543  0.788  0.479 0.388 0.346

9 0.825  0.992  0.377 0.335 0.319

Table 10 Results of grey-fuzzy reasoning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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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e

y-
Fu

zz
y 

re
as

on
in

g 
gr

ad
e

0.7

0.65

0.6

0.55

0.5

0.45

0.4
2 3 4 1.1 1.3 1.5 10 20 30 10 20 30

(kW) (ℓ/min) (ℓ/min)
Welding speed Laser power Top shielding gas Bottom shielding gas

Fig. 11 Activated laser welding parameter levels

DOF SS MS F-Test
Pure 

sum of 
square

Percent 
contribution

Welding 
speed 2 0.0285 0.0143 1 0.421 22.193 %

Laser 
power 2 0.0527 0.0264 2.58 0.155 8.171 %

Top shield 
gas 2 0.0037 0.0018 0.1 0.907 47.812 %

Bottom 
shield gas 2 0.029 0.0145 1.02 0.414 21.824 %

Error
(Pooled) 6 0.085425 0.014225 - - -

Total 8 0.1139 - - 1.897 100 %

Table 11 The ANOVA for the GF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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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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