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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건설, IT

산업, 조선 등에 효과가 가장 큰 기반산업이다. 

한 용 산업은 제조업에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조

선 산업에서 선박 건조비용의 35%가 용 련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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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more than 90%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processes for the Liquefied Natural Gas (LNG) storage 
tanks rely on weld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the advancement of weld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is di-
rectly connected to the productivity and therefore the advancement is critical to be competitive in the domestic ship-
building industry. The welding technology using a laser light source is a more advanced technology than conven-
tional arc welding in terms of workability, precision, and productivity. Although its application area is currently lim-
ited, this technology has been emerging as an important assembly tool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shipbuilding 
and offshore structures in the future. Because the LNG storage tank is a cryogenic structure, 9% nickel steel is wide-
ly used to manufacture the tank for both room temperature and low-temperature environments due to it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fatigue strength. In terms of strength, 9% Ni steel is equivalent to 680 MPa-level 
high-tensile strength steel, and is usually used in applications where the operating temperature is below -150℃, such 
as LNG tanks with QT treatment. The 9% Ni steel has higher strength and better weldability than A5083-O alumi-
num alloy, has better impact toughness at cryogenic temperatures than SUS304L, and is economic. Therefore, 9% 
Ni steel is widely used to manufacture LNG tanks. Previous studies on the 9% Ni steel are based on butt welding, 
an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welding process. However, because 30-40% of LNG storage tanks 
are formed in a curved shape, research on the fillet welding proces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butt welding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to date. More specifically,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for setting proc-
ess variables,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fillet welding, needs to be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fiber la-
ser welding, which is a fillet shape, is studied and performed using 9% Ni steel.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optimize the welding process variables by predicting weld properties. To derive the optimal process variables, the 
GBO algorithm was developed based on mathematical models. Finally, the developed algorithm showed an average 
error rate of 0.01831%, which ensures the high reliability of the optimal process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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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박의 부가가치에 큰 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따

라서 용 기술의 고도화는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어 국내

의 조선해양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인 요소

이다1). 

  조선에 용되는 용 이음은 선박의 구조상 필렛 용

이음부가 부분으로 체 용 부 길이의 약 80%를 

유하고 있다. 재, 유럽의 조선산업은 이  용  

기술을 용하여 용 의 후 공정에 한 고속화, 자

동화 기술의 동향, 일   연속 생산 라인의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선박 용 부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한 기술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하고 있다2).

  이 는 기존의 천공이나 방 가공  용 에서 스

폿용 이나 아크용  등의 타 용 법의 체 방법으로

써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타 용 법으로 합할 수 없는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 다. 이처럼 이  응용기술은 산업계의 필수 인 

핵심 요소기술로 발 하고 있다3). 

  최근 들어 셰일가스 생산증가로 LNG(Liquefied Na- 

tural Gas) 장탱크, 이 라인, 수송용 LNG 선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LNG 장탱크는 30~ 

40 %가 필렛 형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필렛 용 에

서 모재의 합 면 이 단강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로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

다. 때문에 이  용  용입형상 제어와 최 화 알고

리즘개발이 시 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최 화 기법은 수학 인 방법인 LP(Linear 

Programming), NLP(Non-Linear Programming)  

DP(Dynamic Programming)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

제를 해결하 다4). 그러나 이러한 수학  방법은 단순

하여 복잡한 자연 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

다. 특히 복잡한 자연 상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문

제를 단순화하는 과정으로 정확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

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발견  탐색법(Heuristic 

Method)이 제안되었다5-8).

  1900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용 공정 자동화에 하

여 많은 이론  시험연구가 수행되었다9). Kim10,11) 등

은 용 변수와 비드형상 사이의 상 계  GTA(Gas 

Tungsten Arc) 용 공정을 최 화하기 해 회귀분

석 기법을 사용했으며, 용  비드-지오메트리 매개변수

에 한 공정 매개변수의 향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Ganjigatti12) 등은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MIG(Metal 

Inert Gas) 용 공정에서 설정된 입/출력 계에 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Xue13) 등은 로  아크 용  공

정에서 최 의 용 변수들을 측하기 한 퍼지 회귀

법을 용 하 다. 한 용 비드 형상 최 화를 하

여 GA(Genetic Algorithm)를 사용하 다. Atashpaz- 

Gargari와 Lucas14)는 실제 공학  최 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ICA(Imperialist Competitive Algorithm)

를 도입하 다. 한 용 부 품질에 향을 미치는 공

정변수들과 용 상태를 변하는 비드형상  용입형상

의 상 계를 통해 최  용 조건 선정을 한 측모

델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Drayton15)은 공정변수

와 비드형상과의 계를 나타내기 하여 수학  모델 

개발에 하여 연구하 으며, 최  공정변수를 선정할 

수 있는 Tolerance Box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최근

에는 인공지능 기법인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입출력 변수 사이의 상호 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Fang16)은 SAON (Self 

Adaptive Offset Network) 신경망을 이용하여 SAW 

(Submerged Arc Welding)에서의 기하학  구조 특

성과 용  공정변수 사이의 비선형 계를 수학  모델

로 개발하 다.

  기존의 최 화 방법은 공학자의 직 , 경험 그리고 선

행조사 등의 사 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하는 시행착오

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해석과 설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법의 사용은 공학자의 주  의견 개

입으로 인해, 부 한 최 값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고, 비경제 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반복

으로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알고리즘이 

가지는 단 을 극복하기 해서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경험 인 측면을 제거하는 신 수학 으로 표 된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필렛 용 의 핵심요소기술인 최  

용 변수 선정을 한 연구가 시 하게 요구된다.

  최  용  공정변수 선정을 해 공정변수의 크기가 

상당히 큰 설계 문제의 수와 목표  제약의 수보다 상

당히 큰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GBO(Gradient- 

Based Optimization) 알고리즘이 효과 이다. 한 

명확한 수렴 기 으로 빠른 수렴 속도로 인한 상 인 

계산 효율성이 ICA알고리즘 보다 약 300배 정도 빠르

게 수렴하며, 약 6배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 % Ni 강재를 이용하여 필

렛 형상의 이  용 을 수행하고, 용 부 특성 측

모델을 GBO 알고리즘을 용하여 이  용  공정변

수의 최 화를 최종목표로 하 다. 본 논문은 2장에서 

이버 이  필렛 용 부의 용  특성을 확인하기 

한 이  필렛 용 실험  용입형상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의 정범 를 규명하 다. 한 선정한 공

정변수를 통해 본 용  실험을 실시하 으며 각 용 공

정에 해 발생되는 용 부 특성을 분석하 다. 3장에

서는 GBO 알고리즘의 메커니즘에 해 설명하 으며, 

4장에서는 용입형상 측모델을 기반으로 GBO 알고

리즘 개발을 통해 용  공정변수 최 화 과정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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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의 신뢰성 확보에 해 서술하 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향후 연구 방향에 해 언 하 다.

  

2. 이  용  실험

2.1 실험장치 구성  방법

 이 는 고 도 열원으로써, 입열을 최소화하면서 고

속용 이 가능한 장비이다. 특히 최근 상업화된 고출력 

이버 이 는 특유의 발진원리 때문에 높은 빔품질

과 소형화된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 들로 인해 

이버 이 는 LNG 카고탱크에 해 선박 내부에서 

용 이 가능한 가장 합한 열원이라고 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산업에 이  용 기술을 용

하기 해 이버 이 를 이용하여 LNG 탱크선용 9 

% 니 강의 필렛 이  용 을 수행하 다. 극 온강 

9 % 니  용 부의 품질을 확인하고 최 의 공정변수를 

개발하기 하여 MIYACHI 모델 ML-6950A(5 kW 

섬유 이  용 기)가 사용되었고, 체 시스템은 YA- 

SKAWA 모델 DX100의 MOTORMAN로 구성하 다. 

Fig. 1은 이  용  시스템의 공진기, 냉각기, 로  

제어기, 원장비  실험에 사용 된 Jig를 나타낸다.

  실험을 통해 합면 길이에 향이 큰 3가지의 공정

변수를 설정하여 필렛 이  용 을 수행하 다. 실험

을 하여 같이 5 kW 섬유 이  용 기가 사용되

었다.

  용  공정변수에 따른 용입형상을 확인하여 합면 

길이, 용입면 의 향에 주요 요인이 되는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로 선정하여 이버 이  용 실

험 계획을 수립하 으며, 제외된 Defocusing, Focal length

은 고정변수로 설정하 다. 용 실험 계획은 일반 으로 

알려진 실험계획법 에 완 요인실험계획법(Full fac-

torial design)으로 구성하 으며, 요인설계(Factorial 

design)의 경우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수 을 일정간격

으로 배치하여 모든 입력변수들간 수 (Level)의 조합

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다.실험 수 은 Table 1

과 같이 나타내며, 실험에 사용된 이  용 공정의 

개략도는 Fig. 2와 같이 나타낸다.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력변수는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이며, 이에 따른 출력변수로는 용입

형상(용입면 , 합면 길이, 각장 길이)으로 선정하

다. Fig. 3는 용입형상의 측정을 한 모식도를 나타

내며 Fig. 4은 이버 이  용 공정의 입력변수  

출력변수를 포함한 용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용  실험 결과 용입부 형상을 표 하는 함수를 기반

Fig. 1  Configuration of 5 kW fiber laser welding system

        Level
Parameter

-1 0 1

Laser power(kW) 3 4 5

Welding speed
(m/min)

0.5 1 1.5

Welding angle(°) 30 45 60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 flow rate : 15  /min
- Defocusing : 0 mm
- Focal length : 0 mm

16mm
8mm

300mm

15
0m

m
W

eld
ing

 

dir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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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ld

 be
ad

Laser Torch

Fig. 2 A schematic diagram for laser fillet weld process

J1  : Joint surface length(mm)

L1 : Upper Base metal leg length(mm)

L2 : Lower Base metal leg length(mm)

A1 : Upper Base metal weld area(mm2)

A2 : Lower Base metal weld area(mm2)

J1

A

1 A2

A1
L1

L2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bead geometry for the 
study

Input variable

Output Parameter

Laser power(kW)

Welding speed(m/min)

Welding angle(°)

Joint surface length(mm)

Upper Base metal leg length(mm)

Lower Base metal leg length(mm)

Upper Base metal weld area(mm2)

Lower Base metal weld area(mm2)

Fiber laser

welding process

Shielding gas(l/min)

Defocusing(mm)

Focal length(mm)

Selected variable

Fixed variable

Fig. 4 Input and output variables of the fiber laser welding

Table 1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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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용입면 의 분을 통해 산

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낸다. 한 27

회의 실험조건  3회 반복 용 의 조건에 따른 각장

길이를 측정 하 으며, 이  필렛 용 에서 상 모재

의 각장길이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도 감소, 용

 각도가 낮을수록 증가하 다. 

  반 로 하 모재의 각장길이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도 감소, 용  각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장길이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필렛 용  각장 

길이 3.2 mm 이하의 길이가 도출되어 모든 용  조건

에 해서 요구 각장길이를 만족하 다.  

  필렛 용 에서는 겹쳐진 용 부의 면 이 단 인장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이다. 합면 길이(J1)는 이  출력이 증가, 용 속

도 감소, 용  각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하 다.

3. GBO 알고리즘
  

  GBO 알고리즘는 유 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

해를 찾으며, 주어진 시스템의 목 함수와 제약조건이 

결정되어지고 산출 차에 따라 최 화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최 화 기법을 사용한다. 유 자 

알고리즘 GA(Genetic Algorithm)는 목 함수의 최

해를 발견하는 모의진화(Simulation evolution)형 

탐색 알고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최 화 기법들은 하나의 에서 출발하여 다

음의 을 찾아가는 탐색방법들로 지역 최 화(Local 

optima)에 빠지기 쉬운 단 이 있다. 하지만 GBO 기

법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므로 보다 넓은 

역에서 정수 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

으로 우수한 후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역 최 화

(Global optima)를 유도할 수 있다. GBO 수렴해석

에 한 이론  연구는 스키마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

며, 최 의 스트링을 탐색하는 과정은 스키마타의 경쟁과

정에서 최 의 스트링을 인스턴스를 가지고 Population 

Size를 늘려가면서 선택과정을 정리한다. 

  GBO 알고리즘은 반복되는 설계변수에 의해 최 화

할 기울기를 구하며 식(1)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반복 에서의 설계 변수 벡터이고, 는 

설계 변수 변경 방향의 벡터이며, 스칼라 는 목  함

수의 개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단계 길이 제어 매

개 변수이다. 설계 변수 변경 방향의 벡터는 다음과 같다.

 ∇ (2)

  의 각 성분에 한 의 부분 도함수에 의해 형성된 

구배 ∇는 유한 차에 의해 근사화 될 수 있다. ∇의 

벡터 노름이 0이면, 국소 최소값의 필요한 조건이 충족

되고 알고리즘이 수렴된다. 단계 방향이 주어지면 Line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목  함수의 최  축소를 

생성하는 단계 크기 를 식별한다. 이는 식(3)과 같

이 정의 된 하나의 변수에 해서만 스칼라 의 최  

값을 찾는 것과 같다.

min            (3)

   근처 목  함수의 2차 함수 모델 와 그 주변 

반경 ∆ 는 Taylor -series expansion을 통해 식(4), 

(5)와 같이 나타낸다.

Test
no.

Area 1(mm2) Area 2(mm2)

1st 2nd 3rd 1st 2nd 3rdll

1 6.13 6.04 6.28 8.69 8.94 8.77

2 2.81 2.95 3.03 4.88 4.94 4.97

3 2.25 2.36 2.38 4.07 4.16 4.15

4 5.08 5.12 4.94 13.1 13.3 13.3

5 3.04 3.15 3.10 8.76 8.99 8.82

6 2.71 2.79 2.85 8.70 8.84 8.77

7 6.31 6.29 6.35 17.2 17.0 17.2

8 3.97 4.08 4.02 11.2 11.3 11.5

9 3.09 3.15 3.11 8.78 8.90 8.91

10 3.86 3.95 3.80 10.5 10.6 10.5

11 2.41 2.53 2.67 6.17 6.31 5.99

12 1.87 1.95 1.89 6.25 6.11 6.20

13 6.00 6.16 6.10 16.6 16.8 16.9

14 3.51 3.65 3.67 7.25 7.00 7.26

15 2.45 2.34 2.39 7.85 7.67 7.72

16 7.96 8.00 7.84 18.3 18.6 18.5

17 4.17 4.21 4.19 10.0 10.2 10.4

18 5.45 5.54 5.32 11.0 11.3 11.1

19 3.78 3.85 3.76 8.39 8.56 8.49

20 3.63 3.49 3.59 6.40 6.61 6.20

21 1.58 1.66 1.75 5.07 5.13 4.99

22 7.58 7.66 7.65 12.5 12.7 12.7

23 3.14 3.03 3.25 9.50 9.64 9.77

24 2.52 2.61 2.65 8.26 8.44 8.45

25 12.5 12.9 12.8 17.2 17.2 17.0

26 4.52 4.75 4.69 14.0 14.2 14.3

27 3.07 3.12 3.09 9.51 9.33 9.66

Table 2 Result of weld penetr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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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여기서   ,  ∇, =(0, 1) 이며, 2

차 함수 모델 는 Hessian matrix ∇에 의

해 근사값 를 구할 수 있다.

  쇠값 는  반경∆의 범 는 식(6), (7)과 같

이 나타낸다.

min
∈     


     (6)

∥∥≤∆    (7)

  를 이용하면 의 성능은 실제 감소에 한 목

함수의 측 감소로서 비율 를 사용하여 다음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8)

  가 1에 가까워 와 목 함수 f 사이의 일치를 나

타내면 다음 반복을 해 신뢰 역을 확장해야 한다. 

가 양수이며 1보다 상당히 작은 경우, 신뢰 역의 반

경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가 0에 가까우거나 음수이면 

신뢰 역이 어들며, 가 충분히 크면   

이다. GBO 알고리즘의 신뢰 역은 일반 인 비선형 

목  함수의 최 화에서 2차 함수 모델을 사용하며, 비

선형 목  함수와 비선형 동등성  제약 조건을 갖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4. 최 화기법을 이용한 용 공정 분석

4.1 GBO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정변수 최
화

  이버 이  필렛 용 공정의 매개변수를 도출하기 

해 입력자료를 구성하고자 하 으며, 목 함수에 입

력할 주 입력자료는 용  입·출력변수들을 사용하 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GBO 최 화 기법의 로그램 

모식도를 Fig. 5에 나타낸다.

  GBO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  출력, 용 속도, 

용 각도에 한 범 값은 최소 [3 kW, 0.5 m/min, 

30 °]에서 최  [5 kW, 1.5 m/min, 60 °]으로 선정

하 으며, 지속 인 반복산출을 통해 공정변수 결과 오

차를 감소시키다가 변화가 안정화되는 부분에서 산출을 

정지하도록 구성하 다. 

  목 함수에 사용된 변수들은 용 공정에서 입력변수

로 단되는 이  워, 용 속도, 용 각도로 선정

하고 이러한 변수에 의해 형성되는 각장 길이는 회귀모

델를 입력하 으며, 용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합면 길

이, 용입면 의 수학 모델을 사용하 다. GBO 알고

리즘의 설정 변수는 Table 3에 나타낸다.

  GBO 최 화 기법을 용하여 Population size에 따

른 상․하  모재의 각장길이, 용입면 , 합면 길이를 

도출하 으며, 이버 이  용  공정변수의 최 화 

수행 결과를 Figs. 6~9에 나타낸다.

  이버 이  용  공정변수( 이  워, 용 속도, 용

각도)의 최 화 수행 결과 상 모재의 각장길이 2.5 mm

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2.E-06, 3.0 mm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7.E-06일 때의 공정변수를 선정하

Fig. 5 A flow chart for GBO method to predicting weld-
ing parameters 

Table 3 GBO method parameters and their values 

Optimal method GBO(Gradient-Based Optimization)

Function tolerance

(Population size)

1E-6, 2E-6, 3E-6, 4E-6, 5E-6, 

6E-6, 7E-6, 8E-6, 9E-6, 1E-5

Range of 

parameter

Min. 

Value
30 °, 3 kW, 0.5 m/min

Max. 

Value
60 °, 5 kW, 1.5 m/min

Range of 

Constraint value

2.5 mm

3.0 mm

Solver Constrained nonlinear minimization

Algorithm Active set

Derivatives Gradient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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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  모재의 각장길이 2.5 mm인 경우는 Population 

size가 1.E-06, 3.0 mm인 경우 Population size가 

8E-06일 때의 변수를 최 의 공정변수로 선정하 으

며 그결과를 Table 4에 나타낸다.

4.2 GBO 알고리즘 신뢰성 확보

  다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선형/비선형 시스템의 해

를 구하기 한 공학  측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 

최 화 이론이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최 화 기법은 

다양한 주제의 설계, 운   유지 리 분야에서 물론 

매개변수 산정을 한 역해석(Inverse analysis)에 까

지 범 한 범 의 문제에 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

향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 에 따라 종래에는 생각하

기 힘들었던 형태의 문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버 이  필렛 

용 에서 LNG 탱크 제작을 해 GBO 알고리즘의 오

차율을 계산하 다. GBO 알고리즘은 집단을 이루어 

동시에 탐색을 하므로 보다 넓은 역에서 정수 의 

다양성을 유지해가면서 병렬 으로 우수한 후보들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역 최 화를 유도하 다.

  공정변수 최 화 결과 GB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높

은 솔루션 품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필렛 용

의 최 의 알고리즘은 소요시간과 Error를 일 수 있

는 것을 확인하 다.

  GBO 알고리즘의 Error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5

에 나타내며, 평균 0.01831 %로 알고리즘의 신뢰성

을 확보하 다. 여기서 Error는 에서 선정된 최

의 공정변수를 입력하 을 경우 Leg lengtrh의 출력

값이 목 값인 2.5 mm, 3.0 mm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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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s of GBO method(L1-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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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GBO method(L1-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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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 of GBO method(L2-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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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sults of GBO method(L2-3.0mm)

No.
Leg length

(mm)
CPU time(s) Error(%)

Error 
aver.(%)

1 2.5(L1) 0.047 0.00844

0.01831
2 3.0(L1) 0.045 0.01870

3 2.5(L2) 0.042 0.03240

4 3.0(L2) 0.046 0.01370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optimization algorithm

Parameter
Leg length

Laser 
power(kW)

Welding speed
(m/min)

Welding 
angle(°)

2.5(L1) 4.0763 0.8955 41.3340

3.0(L1) 4.6051 0.5928 31.7561

2.5(L2) 3.9828 0.5941 31.1165

3.0(L2) 4.6227 0.5003 46.4314

Table 4  The results of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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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버 이  필렛 용 공정을 수행

하여 용입 형상에 따른 기계  성질과의 계를 분석하

고, 최 화기법에 용을 통해 요구하는 각장길이  

인장강도에 따른 최 의 용 공정변수를 선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GBO 최 화 기법을 용하여 Population size

에 따른 용입면 (A1, A2)의 비율을 비교하여 상 모

재(A1)의 용입면 이 25 % 이상인 조건과 합면 길

이가 최  일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한조건과 요구

조건인 각장길이(2.5 mm, 3.0 mm)에 따른 최 의 

공정변수를 선정하 다. 

  2) 상 모재의 각장길이(L1) 2.5 mm의 경우는 Po- 

pulation size가 2.E-06일 때, 상  모재의 용입면  

25.895 %, 합면 길이 5.3195 mm로 가장 높아 

이  출력 4.0763 kW, 용 속도 0.8955 m/min, 

용  각도 41.334 °로 선정하 다, 3.0 mm의 경우는 

Population size가 7.E-06일 때, 상 모재의 용입면

 27.69 %, 합면 길이 6.81415 mm로 최 의 공

정변수는 이  출력 4.6051 kW, 용 속도 0.5928 

m/min, 용  각도 31.7561 °로 선정하 다.

  3) 하  모재의 각장길이(L2)가 2.5 mm일 경우 

Population size가 1.E-06일 때 상 모재의 면  비

율은 27.75 %로 25 % 이상을 만족하며, 합면 길

이가 6.239892 mm로 가장 높아 최 공정변수는 

이  출력 3.9828 kW, 용 속도 0.59419 m/min, 

용  각도 31.1165 °로 선정하 다. 3.0 mm의 경우

는 Popilation size가 8E-06일 때 상  모재의 면

비율은 31.565 %이며, 합면 길이가 6.45324 mm로 

가장 높아 최 의 공정변수는 이  출력 4.6227 kW, 

용 속도 0.5003 m/min, 용  각도 46.4314 °로 선

정하 다.

  4) 필렛 용 에서는 겹쳐진 용 부의 면 이 단강

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한 면 의 확보가 필수 이

며, 이를 해 이  용  용입형상을 제어하 다.

  5) GBO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를 해 CPU Time 

 Error를 분석한 결과를 평균 0.01831 %로 최  

공정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

  6) 향후 극 온강 재질, 보호가스 종류, 용 방법과 

같은 다양한 용  환경에서 용 품질 측  공정 최

화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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