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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합 은 성형성, 용 성, 내식성 등이 우수한 

표 인 경량소재이며, 총 비용 측면에서도 상 으

로 효율 이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

동차 배출가스  연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수송기기 산업에서 그 용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1). 배출가스 감  연비향상을 동시에 달

성하는 효율 인 수단은 차체 경량화인데, 그 표 인 

방법은 최 구조설계, 경량소재 사용, 새로운 성형공법 

등이다. 본 연구는 알루미늄합  자동차 부품제조에서 

요한 공정에 해당하는 알루미늄합  재의 용 특성

에 한 것이다.

  알루미늄합  부품을 제작하기 해서는 3차원 형상의 

조립용 이 요구되는데, 소량 생산의 경우 주로 TIG 

(Tungsten Inert Gas) 용 이 용된다. TIG 용

은 비소모성 텅스텐 극을 사용하므로 아크가 안정되

고 용 비드가 균일하고 용 부가 청정한 장 이 있다. 

그러나 MIG(Metal Inert Gas) 용  비 용 속도

가 늦고 이음부 리가 까다로워 자동화가 어려운 문제

이 있다. 한, 알루미늄합 의 표면은 치 한 연

성 산화피막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AC 원의 용 기를 

사용하여야 한다2). 알루미늄합 의 TIG 용 은 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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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 편이지만, 다양한 산업 용을 한 활발한 연

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차체 등 비교  강도가 요구되

는 부품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A6061 알루미늄합

의 맞 기 TIG 용 에서 비드형상에 미치는 주요 공정

변수의 향을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체계 으로 알아

보았다.

2. 이론  배경

  TIG 용 에서 비드형태, 강도 등의 반응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가 다양하고 복잡한 교호작용을 포함하

는 경우에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하면 은 실험 횟수로 

객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1에 실험계획법

(DOE, Design of Experiment)의 종류에 해 나타

내었다.

2.1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이란 반응치(특성치)에 향을 주는 변수

의 수   실험순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실험자의 심

리  성을 배제하고 객 인 인과 계를 악하는데 

유익한 방법이다. 정하게 설정된 계획에 따라 실험을 

하면, 은 실험횟수로 객 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IG 용 에서는 각 인자간의 교호작용이 있으므로 

비선형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식(1)에 나타낸 것

과 같은 2차 회귀모델을 가지는 실험계획법이 필요하다3). 

  ŷ     (1)

2.2 반응표면법

  반응표면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은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여러 개의 입력변수  

가 복합 인 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출력변수Ŷ에 향

을 주고 있을 때, 이러한 반응의 변화가 반응표면에 미

치는 향에 한 통계 인 분석방법이다4). 반응표면법

은 변수가 측량이 가능하며, 실험자가 그 수 을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반응표면법은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출력변수 값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은 수의 실험으로 상 회귀모형

의 추출이 가능하며, 입력변수에 한 출력변수의 최

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력변수들의 복합

인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최

의 값을 찾아내는 기법으로 회귀모델을 잘 추출할 수 

있는 실험계획법이 요구된다. 

2.3 심합성계획법
  

  출력변수를 최 화하기 한 반응표면은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방법에 의해 추정되므로, 실

험계획에 따른 실험의 결과 값을 통해 2차 회귀모델을 

구하며, 식(1)과 같이 나타난다3). 여기서, ŷ는 측된 

반응량 추정 값이고,  는 입력변수들의 코드변수 

값(Coded unit)이며       는 최소자

승법을 용하여 구한 계수이다. 심합성계획법(CCD; 

Central Composite Design)은 최 조건을 선정하기 

한 반응표면법의 일종으로, 이 분석에 필요한 실험  

회귀모델을 구하기 해 사용된다(Fig. 3). 심합성계

획법은 심 스계획법이나 2k요인배치법의 단 을 보

완하고 은 횟수의 실험으로 곡면을 추정하기 하여 

심 과 축 을 2k요인실험에 추가시킨 실험계획법이다5].

2.4 F-test와 P-value를 통한 검정

  심합성계획법에 의해 구해진 회귀식의 유의성에 

한 단은 F-test  P-value에 의해 결정된다. F-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sign

Confounding method

Full factorial design

Taguchi methodResponse surface 
method

Box-behnken design

Central composite 
design

Design of experiment

Factorial design

Fractional factorial 
design

Confounding method

Full factorial design

Taguchi methodResponse surface 
method

Box-behnken design

Central composite 
design

Design of experiment

Fig. 1 Classification of 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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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에서는, 회귀 평균제곱(MSR: Regression mean 

squares)과 잔차 평균제곱(MSE: Error mean square)

의 비율(


)을 계산하 을 때6), 표본 집단인 F0의 

값이 모집단인 F(α)와 비교하여 클수록 회귀방정식의 

정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7). P-value의 경우, 측된 

통계 값과 다른 결과값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F-test와 반 로 P-value의 값이 낮을수록 수학  회

귀모델의 정도가 좋다. 따라서 F-test 에서는 F0 > F

(α), P-value의 경우 (P-value) < (유의수 =0.05) 

을 만족할 경우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별된다.

2.5 호감도 함수

  실험계획법에서 출력변수의 최 화 기법인 호감도 함

수를 사용하여, 각 회귀모델의 출력값을 호감도 함수로 

평가한다. 호감도 함수의 범 를 0~1로 정의하면, 각 

응답에 한 만족도가 클수록 1에 근하고, 만족도가 

작을수록 0에 근한다8). 본 연구에서 호감도 함수는 

망목  특성을 나타내며, 수식으로 표 하면 식(2)와 

같다. T는 목표 값이며, d는 측정 값이고, L은 하한 

값, U는 상한 값이다. 비드 형상에 있어서 종합 인 용

품질을 평가할 각 호감도 함수를 식 (3)과 같이 복합 

호감도 함수로 바꾸어 주었다. 여기서 D는 각 출력변수

의 호감도 함수값이며,  는 요도인데 본 논문에

서는 각 출력변수의 요도는 동일한 비율로 선정하

다. 검증된 회귀모델과 호감도 함수식을 사용하여, 만

족도(D)가 가장 높은 비드형상을 구하여 최 화하 다9). 

      




  ≤ ≤




  ≤ ≤

  

(2)

   

 × × (3)

3. 실험방법  순서

  본 실험계획법에 따른 최 화를 하여 Fig. 4와 같

이 실험, 분석  최 화 등의 순서로 실시하 다. 

심합성계획법으로 설계된 실험계획으로 용 을 실시한 

후, 얻어진 실험 결과 값을 수학  회귀모델로 구한 뒤, 

이를 ANOVA, F-test, P-value  결정계수( )를 

사용하여 검정하 다. 검정 완료 후, 수학  회귀 모델

과 복합 호감도 함수를 사용한 최 화  회귀모델의 

정확도 검사를 진행하 다.

3.1 용  조건

  본 실험에서는 두께 2mm의 A6061 알루미늄 합  

압연 재를 사용하 는데, Table 1에 A6061 합 의 

화학  성분을 표기하 다. A6061 알루미늄합  재

는 200mm x 100 mm 크기로 가공하여 용 을 하 다. 

  용 기는 Fronius사의 Magic Wave 3000 TIG 이

었으며, 표면 산화층의 청정 기능이 있는 AC 류로 

용 을 실시하 다. 이면비드 생성 부근을 알코올을 이

용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맞 기 용 하 으며, Fig. 5

Axis point
0 / -1.414

Limit point
-1 / -1

Limit point
1 / -1

Axis point
-1.414 / 0

Axis point
1.414 / 0

Axis point
0 / 1.414

Limit point
-1 / 1

Limit point
1 / 1

Fig. 3 Central composite design

Experimental setting

Data Analysis

Conduct experiments

Set experiment order

Setting of factors levels

Verification and discussion

Fig. 4 Typical process of experiment and data analysi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6061 aluminum alloy 
(wt.%)

Si Fe Cu Mg Cr Zn Ti Al

0.669 0.429 0.210 0.809 0.152 0.120 0.0406 bal.

Welding direction

Fig. 5 Welding process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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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시험편을 지그에 장착한 후, 아래보기 자세(1G)

로 용 을 수행하 다. 비드의 형상에 향을 미치는 인

자로서는 용 류, 이송속도, 아크 길이, 토치 각도, 보

호가스 종류와 유량 등 많은 인자들이 있지만, 비실

험을 통해 비드 형상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인자

로 용 류  이송속도를 찾아내었고, 이 인자들이 용

입 깊이와 이면비드의 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고정변수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아크 길이(텅스

텐 극 선단에서 피용 재 표면까지의 거리) 1mm, 토치 

각도 90°, 극 직경 3mm, 보호 가스 Ar 15L/min를 

사용하 다. 입력변수는 용 류  이송속도 고, 출

력변수는 용입 깊이와 비드 폭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변수와 용 비드 특성치의 상 성 

 회귀식을 알아보기 하여 심합성계획법을 사용하

고, 입력변수인 용 류와 이송속도 범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3.2 용 비드 형상 측정

  TIG 용 실험은 단가공 된 알루미늄합  모서리를 

맞 기로 정렬한 상태에서 각 조건 당 3회를 실시하

다. 용 비드 형상을 측정하기 하여 정 단기를 사

용하여 TIG 용 시편의 앙인 약 100mm 지 에서 

단면조직검사용 샘 을 채취하 다. 상기의 샘 을 일

반 인 조직검사 차에 따라 몰딩, 연마  부식(나이

탈액)을 시킨 후, 학 미경 찰을 하 다. 용 부 형

상은 상부 비드 폭(WU), 하부 비드 폭(WL), 유효 용입 

깊이(DE), 언더 필(HU)  비드 쳐짐(HS)을 측정하

다. 완 용입 용 부에서 용입깊이는 모재 두께와 동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언더필  비드쳐짐이 발생하여 

모재 두께 보다 작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언더 필과 비

드 쳐짐을 제외한 깊이를 유효 용입 깊이로 정의하 다.

3.3 검정  용  품질 평가
  

  알루미늄 TIG 용 부에서 비드폭, 용입깊이, 비드쳐

짐 등 비드 특성치들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들을 통계

분석 로그램(Minitab R.18)을 사용하여 수학  회

귀모델과 회귀모델의 검정을 한 F-test와 P-value

를 통해 5% 신뢰수 에서 유의성을 확인하 다. 비드 

형상은 ISO 6520의 규격을 용한 망목특성의 호감도 

함수식을 사용하여 최 화하 다. 

  

4. 결과  고찰

4.1 용  비드 측정

  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설계된 실험조건표  그 비

드특성치 측정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 다. Fig. 7 

Torch angle, ° 90

Shielding gas Ar

Gas flow, L/min 15

Electrode dia., mm 3

Arc length, mm 1

Table 3  Input parameters and level for experimental 
design

Level X1

Current / A
X2

Travel speed / mm·s-1

-1 110 5

0 120 6

1 130 7

Table 2  Welding conditions for TIG welding test
No

Coded 
variables Response(mm)

X1 X2 WU WL DE HS

1 110 5 5.21 3.46 2.03 0.5

2 130 5 6.02 5.16 2.01 0.44

3 110 7 3.99 1.92 2.0 0.24

4 130 7 4.46 2.29 1.98 0.3

5 106 6 4.66 0 1.47 0

6 134 6 6.48 5.43 2.12 0.3

7 120 4.6 5.47 4.07 2.01 0.49

8 120 7.4 4.65 2.55 2.05 0.53

9 120 6 5.23 3.86 2.02 0.41

10 120 6 5.49 4.05 2.06 0.41

11 120 6 5.75 4.35 2.06 0.48

12 120 6 5.58 4.2 2.07 0.41

13 120 6 5.3 3.46 2.04 0.49

Table 4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experimental re-
sults

WU

H
U

H
S

WI

D
E

Fig. 6 Measuring parameters on the weld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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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나타낸 No. 3의 비드 형상의 경우, 완  용입이 

형성되어 모든 인자의 값이 유효하 다. 그러나 No. 

5(Fig. 7 (b))의 경우, 불완  용입으로 WL  HS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값은 이산형 데이터로서 측수

식의 정확도를 낮출 것으로 상되었다. 

4.2 ANOVA 결과

  총 13개 입력조건의 용 부에서 측정된 출력변수에 

해 반응표면법으로 수학  회귀모델을 생성하 다. 회

귀모델의 도출 방법은 Table 4의 실험계획에서 각 변

수의 비교를 통해 함수로 만들고, 심 역에서 입력변

수인 용 류(X1)  이송속도(X2)에 한 출력변수

의 회귀식은 식(4)에 나타내었다. 

          


 
  

        


 
  

        


 
  

        


 
  

         


 
  

(4)

  알루미늄합 의 맞 기 TIG용 에서 비드형성에 미

치는 각 인자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주 효과도와 

교호 작용도를 Fig. 8에 도시하 다. Fig. 8 (a)는 비

드폭(WU, WL)에 미치는 용 류와 이송속도의 향

을 나타낸 것으로 철강 등 TIG용 에서와 유사하게 비

드 폭은 이송속도 증가에 반비례하여 감소한 반면, 

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본 실험조건에 따라 얻

어진 WU  WL에서 용 류와 이송속도에서는 미소

한 교호작용이 나타났다10). Fig. 8 (b)는 유효 용입 깊

이에 미치는 용 류와 이송속도의 향을 나타낸 것

 

(a) Bead shape of No.3

(b) Bead shape of No.5

Fig. 7  Cross sectional views of the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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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반 으로 TIG 용 에서 용입 깊이는 류에 

비례하는데10), 본 연구의 경우, 류 역의 유효 용

입 깊이는 류 변화에 비례하고 고 류 역의 유효 

용입 깊이는 류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류 

역에서 상이한 거동을 보이는 이유는, 완  용입에 

의하여 용입 깊이가 제한되고 과입열의 경우 HU  HS

에 의하여 유효 용입 깊이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8 (c)는 HU  HS에 미치는 용 류와 이송속

도의 향을 나타낸 것이다. 류 역에서 HU  

HS은 류에 비례하여 증가한 반면, 고 류 역에서는 

감소하 다. HU  HS은 이송속도에 반비례하는 경향

을 보 는데, 6m/min 이상의 이송속도에서 HS의 변

화는 미미하 다. 한 HS에서 용 류와 이송속도의 

교호작용은 뚜렷하지 않았다.

4.3 검정

  ANOVA 해석으로 얻은 회귀모델인 식 (4)를 F-test

와 P-value를 통해 검증하 다. Table 5에 본 연구에

서의 ANOVA 분석표를 기재하 다. F-test에서 회귀

모델을 평가할 F0 값은 F(α) 보다 크며, P-value는 

유의수 인 0.05보다 작으므로 비드 형상에 한 회귀

모델을 F-test  P-value로 검정 결과, 본 회귀모델

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11). 

4.4 최 조건 도출  검증 실험
 

  A6061 합 에 해 심합성계획법으로 설계한 조

건으로 TIG 용 하여 도출된 회귀식(식 4)  호감도 

함수(식 2~3)에서 구한 반응표면도를 Fig. 9에 나타내

었다. 식 3에서 출력변수의 복합 호감도 함수의 최고값이 

최 조건이며 각각 DE=1.80mm, WU=5.40mm, WL= 

3.30mm  HS=0.40mm이었다. 그에 상응하는 용

조건은 X1=–0.5  X2=–0.3이었으며, 직교좌표계

로 찾아낸 실제 값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본 회귀모델로부터 도출된 최 의 용 조건으로 두께 

2.0mm의 A6061 알루미늄합  맞 기 이음부에 한 

검증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3회 반복하 으며, 비드 

형상의 측정값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DE=1.79mm, 

P-value   

Wu 0 93.53 20.24

3.79

Wl 0.022 79.95 5.58

DE 0.010 84.42 7.58

HU 0.019 80.76 5.88

HS 0.003 89.53 11.97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weld bead width and pen-
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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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s of the input parameters on the bea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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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  WL은 각각 5.31mm  3.43mm이었으며, 

WS=0.43mm이었다. 측오차는 DE=3.17%, WU= 

1.30%, WL=5.71%, HU=5.00%  HS=10.00%

이었다.

5. 결    론

  두께 2.0mm의 A6061합 의 맞 기 TIG용 에서 

용 비드형상에 한 수학  회귀모델에 한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기 실험을 통해 비드 형상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서 용 류와 이송속도를 선정하 으며, 그 범

는 각각 110~130A  5~7mm/s이었다. 

  2) CCD법의 반응표면법으로 수학  회귀 모델을 생

성 하 으며, 생성된 2차 회귀 모델에 해 F-test  

P-value를 통해 검증하 다.

  3) 수학  회귀모델을 통해 용입 깊이와 비드 폭에서 

각각의 입력변수에 한 주효과  교호작용을 확인하

다. 완 용입에 따른 용입 깊이 제한에 의하여 과입

열 조건에서는 언더 필  비드 쳐짐의 증가로 인해 유

효 용입 깊이가 오히려 감소하 다.

  4) 회귀모델과 호감도 함수를 사용하여 반응표면도로부

터 도출된 최 의 용 부는 DE=1.80mm, WU=5.40mm, 

WL=3.30mm  HS=0.40mm이었으며, 그 조건은 용

류 115A  이송속도 5.7mm/s 이었다.

  5) 검증 실험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한 회귀 모델

의 측정확도는 WU가 최 (98.7%)이었으며, HS가 

최소(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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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d variables Natural variables

X1 X2 Current, A Travel speed, mm/s

-0.5 -0.3 115 5.7

Table 7 Results of verification test

Target #1 #2 #3 Stdev.

Wu 5.40 5.39 5.28 5.26 0.070

Wl 3.30 3.65 3.33 3.30 0.194

PE 1.80 1.73 1.84 1.81 0.057

SU 0.20 0.19 0.20 0.19 0.01

SL 0.40 0.40 0.44 0.44 0.04

Table 6 Optimal weld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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