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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불활성가스 아크용 (gas metal arc welding; GMAW)

은 소모성 극과 모재 간의 아크를 생성해 용융  결

합을 일으키는 용 법  하나이다. 소모성 극인 용

 와이어가 아크의 열에 의해 용융되어 용 부에 공

되며, 가스노즐을 통해 공 되는 보호 가스에 의해 아

크와 용 부가 보호된다1).

  이면 비드(back bead)란 맞 기 아크용 에서 아크 

가열면의 반 면(후면)에 생성되는 비드를 의미한다2). 

이면 비드가 생성됨으로써 원패스 용 으로 면과 후

면을 동시에 용 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 특히 배   

선박 용 에서 이면 비드의 유무와 형상은 정  체결강

도  피로강도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면 비드 용 은 용 을 시

행하는 사람의 자세나 용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간혹 이면 비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이면 비드의 생성 유무를 단하기 한 방법

으로는 용 부를 괴하여 확인하는 방법 는 용 부

를 괴하지 않는 비 괴검사방법이 있다. 특히 선박용

에서 용  부 를 괴하지 않는 비 괴검사방법으로

는 음 탐상검사(UT), 자분탐상검사(MT)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실험 으로만 의미가 있다는 한계

과 상 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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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비드 형상을 측하는 로 용  조건  고정된 

용  자세에 한 입력변수를 통계 으로 계산하는 방

법이 제시되었다3). 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용  

조건들에 한 입력변수들을 설정하여 비드 형상을 

측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4).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용

의 조건이 고정된 환경에서 형상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최근 생산과 제조의 과정에서 높은 품질의 요구와 공

장 자동화의 양상들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용

부의 구조  결함의 검출을 해 시간 , 경제 인 

손실을 일 수 있는 보다 효율 인 실시간 진단 시스

템에 한 연구의 요성이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러

한 필요성에 따라 공작기계의 결함 검출  기계 상태의 

진단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평가  검사가 가능한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용한 결함 검출 방

법에 해 최근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있다5).

  본 연구에서는 용 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계측된 

류와 압 신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면 비드의 생성

유무를 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제 용

에 입해 실험 으로 검증하 다. 시스템의 기계학습 기

법으로 최근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기법을 사용하 으며, 입력 변수들은 해당 

류  압신호의 특징을 추출하여 구성하 다. 한 딥

러닝의 성능을 기존 인공신경망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

증하 다.

2. 딥 러닝

2.1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딥러닝은 기존 인공신경망에서 지속 으로 발 되어

온 기계학습법 에 하나로써 인공신경망보다 더 깊고

(deep) 넓은(wide)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층 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은 딥러닝의 하나이며 

기존 인공신경망의 역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구조를 풀 수 

있도록 하 다. 기존 인공 신경망의 경우에는 XOR 문

제 등 다소 간단한 데이터를 구별해 낼 수 있었지만 은

닉층(hidden layer)의 층수가 증가했을 때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나 오버

피 (overfitting)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6). 

  이후 여러 인공신경망에 한 연구로 신경망의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 다양한 활성화 함수 등의 발 으

로 심층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많은 수

의 연산을 그래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를 통해 계산하여 기존 CPU 비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 

  역  계산법으로 해당 구조의 가 치(w)와 편향값

(b)을 구하기 해서는 오차함수(E)의 기울기를 계산

해야한다. 학습에서 가 치를 수정 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용된다.

  ← ∆ (1)

  ∆∂
∂

여기서 η 는 학습율(learning rate)이며 보통 0.001~ 

0.01의 값을 사용한다. 오차를 가 치에 하여 미분하

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2)

  에서 오차는 활성화함수의 출력값(f)에 의존하고 

활성화함수는 다시 입력총값(s)에 의존하므로 연쇄법칙

을 용하여 개하 다. 이 때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

이드(sigmoid)를 사용할 시 출력값과 입력총값의 미분

식은 다음과 같다.

  

   (3)

  


 

 ∑   (4)

  식 (3)에서 치역의 최 값은 0.25이며 가 치의 값 

한 항상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은닉층의 수가 증

가할수록 새로운 가 치를 재추정 하는데 미비한 변화

만을 이르켜 재추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신경망 구조에 Table 1에 제시

된 루(rectifier liner unit; ReLU)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용하여 가 치 재추정이 더욱 용이하게 만들

었다. 루 함수는 음수에서 출력값이 0으로 활성이 되

지 않으며 양수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1로 일정하기 때

문에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발생하는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한 기울기 하강법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 인 방법이 

식(1)에서 제시되었는데 심층 신경망의 경우 기본형태에서 

변형된 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 데이터 

신 일부 조그마한 데이터의 모음(mini-batch)에 해서

만 오차함수를 계산하는 확률  기울기 하강(stochastic 

gradient descent)의 방법  하나인 아담 옵티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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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optimizer)를 사용하 다7). 아담 옵티마이

는 기울기의 지수평균과 기울기의 제곱값의 지수평균을 

장하며 가 치를 업데이트한다.

         ∇ (5)

          ∇
 (6)

  ←√   ϵ 


 (7)

  β1과 β2 는 보정계수로 각각 0.9, 0.999를 사용하며 

ε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약 10-8 정도

의 아주 작은 값을 사용한다. 식 (5)는 가 치 재추정시 

성을 주는 의미로 최 화 과정에서 진동(oscilation)

으로 인해 추정이 느려질 때 더 빠르게 추정할 수 있도

록 만들어주며 식 (6)은 미니배치 사용시 각각 변수마

다 업데이트 횟수에 따라 단계 크기(step size)를 다르

게 용하여 더 빠르게 최 값을 추정할 수 있도록 만

들어 다. 

  일반 인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과 심층 신경망의 가장 큰 차이 은 은닉층의 수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던 은닉층

의 수를 증가시키며 더 정 한 분류가 가능해지도록 발

하 다. 특히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

키며 여러 형태의 딥러닝이 존재하는데 표 인 경우

로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과 합성

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있다.

2.2 심층 신경망 기반 이면 비드 생성 단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기법  하나인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GMAW의 류, 압 신호를 학습하여 다른 

테스트 신호들에서 이면 비드 생성 유무를 단하는 시

스템을 구성하 다. Fig. 1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하

Structure Activation function f(x) Graph

ANN Sigmoid  



-10 -5 0 5 10
0.0
0.2
0.4
0.6
0.8
1.0

DNN ReLu        ≥ 

-10 -5 0 5 10

10
8
6
4
2
0

Table 1 Activation functions used in the neural network structure

Welding

Collect current/voltage 
signal from sensor

Input layer

Deep neural network
Hidden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

Windowing for prediction 
in every 0.5 second section

Collect feature vector 
from the signal

… 5 layers

Prediction of back bead formation 

Fig. 1  Process of back bead detection

1 2 3 4 5 6 7 23

1 2 3 12

1

1

2

3

5

…

…

…

…

…

4…

Fig. 2  Structure of DNN layer used for learning and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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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최종 으로 0.5 의 용  구간에서 이면 비드가 

생성되었는지 유무를 단한다.

  학습과 시험을 해 사용된 DNN구조는 Fig. 2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입력층 노드(input node)는 류, 

압에서 추출된 12개의 변수로 이루어지며 출력층 노

드(output node)는 이면 비드가 생성되었을 시 1을 출

력하고 생성되지 않았을 시에는 0이 출력되게 했으며 

출력층 노드 수는 1개이다. 은닉층은 5개의 층으로 구성

하 으며 각 층은 23개의 노드로 구성하 다. 학습율는 

0.001이며 100,000번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 다. 

  각 층에서의 활성화 함수로 루 함수를 사용하 으

며 이는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역  계산시 기울기의 크기 역이 더 크게 나타난

다. 한 각 노드의 가 치를 계산하기 해 아담 옵티

마이 를 사용하 다.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인공신

경망이 가지고 있던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나 오버피

을 해결하며 DNN이 구  가능하도록 만들어 다.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해 사용한 기존 인공신경망은 

은닉층이 2개로 이루어져있고 활성화 함수와 옵티마이

로 각각 시그모이드 함수와 배치 그래디언트 디센트 

오티마이 (batch gradient descent optimizer)를 

사용하여 같은 내용의 입력값을 학습하고 시험하 다. 

3. 류· 압 신호기반 이면 비드 생성 단 
기법

3.1 GMAW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편은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길이 180 mm, 폭 150 mm, 두께 2.6 mm의 아연

이 도 된 SGAFH 590FB 재이며 이면 비드 실험을 

하여 맞 기 이음을 사용하 다. 

  용 실험에 용한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용 속도는 600 mm/min으로 진행하 으며, 용

 류와 압은 각각 232 A, 20.4 V이며 이는 와이

어 송 속도를 7 m/min으로 진행했을때 GMA 용 의 

최  조건이다.

  아크 용 기는 Fronius사의 TPS-4000모델을 사용

하 다. 용  비드를 보호하기 한 보호가스로는 Ar-90%, 

CO2-10%의 혼합가스를 사용하 으며, 속이행은 정

압모드에서 단락이행모드로 시행하 다. 본 실험에서

는 이면 비드의 유무를 단하기 하여 임의로 두 시

편사이에 갭을 주지 않은 경우와 0.2 mm 갭을  경

우로 나 어 실험하 다.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갭을  경우에는 아크로 

인한 입열이 시험편의 아랫면까지 잘 달되어 이면 비

드가 생성되는 반면에 갭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Fig. 5

와 같이 이면 비드가 생성되지 않았다. 같은 류, 

압의 조건으로 단락이행모드를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18
0 

m
m

150 mm

(a) Top view of specimen

Welding
2.6 mm

(b) Side view of specimen

Fig. 3 Specification of weld specimen

Table 2 GMA welding conditions for experiment

Variable Value

CTWD 15 mm

WFR 7 m/min

Welding speed 600 mm/min

Arc current 232 A

Arc voltage 20.4 V

(a) Front bead

(b) Back bead

Fig. 4 Bead shapes with 0.2mm gap

(a) Front bead

(b) Back bead

Fig. 5 Bead shapes with no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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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 에 큰 차이가 발생하 고 이 때 생성되는 아크의 

모양이 계측되는 신호에 향을  것으로 상하 다.

3.2 용  류· 압 모니터링 시스템

  용 을 수행하는 동안 류신호와 압신호를 실시간

으로 당 10000개의 데이터를 20  동안 획득하여 

장하 다. Fig. 6와 같이 20 간 계측된 류와 

압 신호를 구간별로 p1부터 p8까지 8개의 구간을 학습 

데이터(train data)로 사용하 고 Test p1과 Test 

p2 구간을 시험 데이터(test data)로 사용하 다.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진행할 때에는 입력값

뿐만 아니라 출력값도 함께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p1부터 p4구간과 p5부터 p8구간을 교차 배치하여 

학습에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Fig. 6의 류, 압 신호를 계측한 용 에 해당하는 

상면 비드와 이면 비드 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구간은 체 측정기간 20  

에서 불완 한 역인 시작 부분과 종료 부분인 4 를 

제외한 구간의 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학습을 해 16  

동안 진행된 용  구간을 p1부터 p8으로 구별하여 수행

하 다. 시험 데이터로 사용된 구간은 8  동안 진행된 

용  구간이며 Test p1의 4 와 Test p2의 4 이다. 

3.3 특징벡터 추출

  Fig. 5에서의 계측한 데이터를 0.2 의 임에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 다. 학습데이터가 16 간 진행

되었을 때 더 많은 특징 벡터를 추출하기 해 90%씩 

첩하며 임을 설정하 다. Fig. 8에 나타낸 것 같

이 4가지 종류의 카테고리에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

다. 각 카테고리는 한 임 내에 아크의 상태와 련

된 변수들이며 특징들(features)은 그 변수들의 평균, 

표 편차, 최 값, 개수 따 로 이루어진다. 두 개의 카

테고리는 압과 련된 변수이며 0.2  도우 내에 

단락시간(short circuit time)과 아크시간(arc time)

과 련된 특징들로 이루어진다. 다른 두 카테고리는 

류와 련된 변수들이다. 류의 피크(peak)값과 

련된 특징들과 피크값들 사이의 시간과 련된 특징들

이 이를 이룬다. 

  0.2  임 내에 찰된 모든 단락시간과 아크시간 

각각의 평균, 표 편차, 최 값을 추출하 고 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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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값들의 평균, 표 편차, 피크의 개수를 추출하 으며, 

마지막으로 피크 사이의 시간값들의 평균, 표 편차, 최

값을 추출하 다. 총 12개의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

으며 Table 3에 정리하 다. 

  추출된 특징들은  일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계

에 있다. 가령 압에서의 단락시간과 아크시간을 더하

면 이론상 류에서 피크값 사이의 시간이 된다. 시간과 

련된 값들이 첩 으로 사용되어 노드의 수로써 가

치를 더 부여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4 시험 결과

  3.4.1 심층 신경망 시험결과

  추출된 12차원의 벡터를 입력값으로 하는 712개의 

데이터를 Fig. 2와 같은 심층 신경망 구조에 학습하

고, 학습된 심층 신경망 구조를 통하여 356개의 데이

터를 시험하 다. 학습을 모두 진행한 결과 학습데이터

에 한 정확도는 94.52%이다. Fig. 6에서 제시한 

Test p1과 Test p2 구간을 시험하 으며 Test p1의 

경우는 이면 비드가 생성된 경우로써 출력값이 1이 되

어야 알맞게 측했다고 볼 수 있다. 반 로 Test p2 

구간의 경우는 이면 비드가 생성되지 않았고 출력값이 

0이어야 한다. 

  Fig. 9은 0.2  도우를 용한 심층 신경망 결과값

을 나타낸 것이다. 정확도 79.21%로 산출되었으며 이 

출력값은 4 구간의 데이터를 0.2  단 로 90% 첩

하여 계산하 으므로 간헐 으로 정상 인 값으로 측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첩되는 구간이 함께 고려되

었을 때 결과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을 고려하여 본 시스템의 최종 은 단은 0.5  

구간, 즉 심층 신경망 구조에서 연속된 9개 출력값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연속되는 9개의 출력값의 평균이 

0.5이상일 경우 비드가 생성된 구간이라고 보고 0.5미

만일 경우 비드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단하 다. 그 

결과 324개의 결과값을 도출했으며 Fig. 10과 같이 

96.91 %의 정확도로 계산되었다. 

  3.4.2 인공 신경망 시험결과

  심층 신경망에서의 실험 과정을 인공 신경망 구조에서 

동일하게 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Fig. 11은 일차 으로 

인공 신경망 구조를 거친 결과값이다. 정확도 68.26% 로 

해당값이 앞서 제시된 심층 신경망의 결과값보다 10.95% 

조한 것을 찰할 수 있다. 

  최종 인 단 결과는 Fig. 12에서 볼 수 있다. 71.91%

의 정확도로 이면 비드의 생성 유무를 측하 으며 심

층 신경망 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히 낮은 수 이라

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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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inal prediction after 0.5 second windowing in 
DNN

Category Features

Short circuit tim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Arc tim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Current peak valu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peaks

Time interval between 
peak valu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ximum

Table 3 Features from the categories of the signal



김민석․신승민․김동 ․이세헌

206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2, 2018

80

  3.4.3 결과 비교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심층 신경망 구조는 용  시행시 발

생되는 류와 압의 신호에서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입

력값으로 설정하 고 출력값은 1과 0으로 이면 비드가 

생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도록 학습하고 시험하 다. 

  Table 4는 최종 인 결과치를 심층 신경망과 인공 

신경망을 비교하며 나타낸 것이다. 인공 신경망의 경우 

71.91%의 정확도로 테스트 데이터를 측하 으며 심

층 신경망의 경우 그보다 약 25% 상승한 96.91%의 정

확도로 이면 비드 생성을 단하 다. 특히 심층 신경

망의 경우 이면 비드가 생성되지 않을 시에 더 높은 정

확도로 단하 다.

  비드 생성에 따라 용 의 류, 압값의 차이를 이

용하 다. 이 때 류의 피크값의 크기는 용 의 조건

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보편 으로 사용되기 어

려운 한계 을 지닌다. 그 지만 이 외에 시간을 활용한 

라미터들은 용  조건, 즉 류와 압의 크기와 상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류의 피크값 한 정규화 과

정 이후 크기에 상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4. 결    론

  기계 학습법  딥러닝의 한 종류인 심층 신경망(DNN)

을 사용하여 이면 비드가 생성된 용 인지 여부를 단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아연도  강 의 맞 기 용

을 GMAW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류와 압을 

계측하여 특징추출 후 심층 신경망으로 학습하 다. 특

징벡터로는 압과 련된 변수 6개 류와 련된 변

수 6개, 총 12개를 사용하 다. 학습한 신호를 기반으

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신호를 시험하 고 결과값으

로 출력되는 측값을 다시 0.5  구간으로 묶어 이면 

비드가 생성되었는지 단하 다. 그 결과 심층 신경망 

구조의 Hidden layer가 5층, 23노드일때 가장 높은 

약 96.91%의 정확도로 이면 비드의 생성 유무를 단

하 으며 인공 신경망 구조로 학습 후 시험했을 때보다 

약 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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