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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용 기술은 많은 발 을 

하여왔으나 재 조선업 용 은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서 작업자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용  련 

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동용  공정 에 용

품질은 오직 용  문인력의 기량에 좌우되는 계로 

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용  련 업체에

서는 부정확하고 비효율 인 용 시공법을 용함으로

써, 용  불량, 용 결함으로 인한 불량증가  원가상

승 등의 경제 인 문제 에 당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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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pipes use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re expensive of the materials themselves and require excellent 
welds performance, the latest high-performance welding methods and automation are urgently needed, the level of 
demand for pipe welding equipment products is increased, and the cost reduction for securing competitiveness in 
overseas markets is being developed. In pipe welding, the worker's proficienc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quality 
and productivity of the welds, and the demand for the welding process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skilled 
workers decreases. Recently, the welding industry has been involv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everal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establish the smart factory and the high quality demand of products in the field of ac-
tual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Deep learning, on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shows outstanding 
performance in recent areas such as object recogniti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image classifi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computation processing speed. Therefore, in this study, 3D Scanner was used to obtain 
current voltage data through GTA welding using SA516-70 material and to identify the dimensions of bead width 
according to current voltage data. In addition, real-time current and voltage data and data obtained through 3D 
Scanner developed a DNN model to predict bea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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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확한 용 조건 선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용 공

정의 문제   하나는 용 변형인데 이러한 용 변형

은 외 상 미흡, 이음 강도감소  치수 부정확성 등과 

같이 용 된 구조물의 품질에 악 향을 미친다. 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정상 인 용 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가 발생한다. 특히 용 기에서 이러한 이상 상황을 감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자가 이를 인식

하지 못하여 용 품질 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재까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고효율, 

고생산성 용 기술을 통하여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던 

용 공정을 자동화하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

는데 완 한 용  자동화 과정을 해서는 아직도 해결

하여야 하는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문

제  에서 가장 요한 요인은 최 의 용 품질을 미

리 측하고 정한 용 조건을 선정하는데 있다. 용

공정의 최 화는 지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1990년 에는 용 품질 최 화를 하여 시뮬 이션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Lee2)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용 변수의 민감도 

해석을 통하여 용  최 화를 연구하 다. Park3)은 수

치해석을 통하여 Pipe 보수 용 조건을 최 화하 다. 

Lee4)는 GTA(Gas Tungsten Arc) 용 에 하여 

극  각, 아크길이  용 류 등이 용 부에 미치는 

향을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2000년 에는 용 품질에 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들

과 용 부의 비드형상과의 상 계를 통해 최  용 변

수 선정을 한 수학  모델개발에 집 되었다5). Park6)

은 GTA 아래보기 자세 다층용 부의 비드형상 측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공정변수와 비드형상간의 

상 계 분석  개발된 회귀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

다. Kim7)은 2차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GMA 용

부의 비드형상을 측을 한 수학  모델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공정변수와 비드 상 계 분석하

다. Son8)은 GMA 용 에서 유 자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2차방정식 모델과 3차방정식 모델을 개발하 으

며, 기존 회귀 모델과 개발한 모델을 비교ㆍ분석함으로

써 용 품질을 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Jung9)은 G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탄뎀 가스메탈아크 용  비드형상 

측 공정 최 화에 하여 연구하 다.

  2010년 부터 재까지는 신경망을 이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입력변수  출력변수 사이의 상호 계를 모

델링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10). 4차산업 명과 련

하여 연계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  하

나로 딥 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이용한 공정변

수 제어를 한 연구가 수행 이다. Kim11)은 딥 러닝

을 이용하여 GMA 용 에서 이면비드 생성 유무 단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하 으며, 심층 신경망을 사용

하여 이면비드가 생성된 용 인지 여부를 단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 다. Cho12)는 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용 부 품질 측을 하 다. Park13)은 딥 러닝의 

일종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법

을 이용한 스폿용  품질분류에 한 연구를 통하여 두 

알고리즘 모델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ㆍ분석하 다. Cho14)

는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차체용 강 의 겹

치기 필렛 이음부에 한 정 아크 용 조건을 도출하

다. 

  에서 언 한 부분의 연구가 재까지 최 의 용

변수 결정과 측모델 개발에 련된 분야와 용 공

정  변형량을 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한 기술

 방법들이 제시에 제한 으로 연구가 집 되었다. 하

지만 AI 기법인 딥 러닝기술을 이용하여 최 의 용

조건 선정  용 부 결함여부 확인을 한 알고리즘 

개발  실시간으로 비드폭을 측 할 수 있는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TA 용 의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류  압 데이터를 

획득하고, GTA 용 부의 미용   기공과 같은 결함 

발생 여부나 결함의 치를 실시간으로 단하는 알고

리즘 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 용 품질은 실제 

용 부 비드에서의 결함 발생여부와 결함 치를 3D 

Scanner를 통하여 확인하 다. 그리고 DNN(Deep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의 비드

폭을 측하고 실시간으로 결함을 측할 수 있는 연구

를 하 다. 

2. GTA 용 실험

2.1 용 실험 구성  방법

  SA516-70(ASME SA516-Grade70 Steel) 이

의 용 공정의 비드폭을 측하기 하여 용 실험을 

실시하 고 이  용  시 작업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비드폭을 선정하기 해 가장 효율 이고 리 사용되

는 GTA(Gas Tungsten Arc) 용 법을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용 의 측모델을 개발

하기 해 GTA 용 을 이용하여 SA516-70의 용 을 

수행하 다. SA516-70의 용 부의 품질을 확인하고 

최 의 공정변수를 개발하기 하여 MIYACH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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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star 700이 사용되었고 Fig. 1에 용 실험을 

한 체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용 실험은 

이  용  신에 평  실험이 수행되었다. 이 에 

직  용 을 하여 최 의 조건을 선택하려면 고가의 장

비가 필요하며,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Fig. 2

에서 알 수 있듯이, 250mm 직경 이 가 2° 회 으

로 용 되는 경우 비드높이 편차 (δ)는 약 0.0381mm

이다. 따라서 와 같은 이유로 평  시험편에 해 용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은 평

평한 치에서 비드 형상(Bead geometry)에 필요한 

기본 용 조건을 선택하여 용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은 실험을 하여 시험편 재질은 SA516-70을 

사용하 으며, 400×500×5mm (400mm×500mm×5T) 

규격으로 제살용  실험을 진행하 다. 비드용 (Bead- 

on-plate)으로 용 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험편 면에 

개선각도  루트면은 설정하지 않았다. 한 실험에 사

용된 시험편의 화학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용 실험에의 공정변수는 용 성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용 류, 아크 압으로 선정하 으며, 이에 

따른 출력변수로는 비드폭으로 선정하 다. 실험계획법

은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출력변수 반응의 비선형 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응할 수 있고 실험횟수의 최 화

를 고려하기 하여 완 요인설계(Full factorial de-

sign)을 선정하 다. 9개의 용 실험조건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입력변수의 실험변수  수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용 속도는 상수로 선정하여 실

험을 진행하 다.

  Fig. 4에 아크 압은 아크길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아크길이가 증가하면 아크 압은 선형 으로 증가한다. 

아크 압이 증가하면 입열량이 증가하므로 모재의 용융

량도 증가하지만, 아크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아크가 주

로 퍼지므로 아크열이 분산되어 비드폭은 증가하지만 

용입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측모

델에 활용하기 때문에 용 변수로 아크길이 보다는 TIG 

용  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크

압을 사용하 다.

Fig. 1 The apparatus for welding experimentation em-
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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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chematic diagram for GTA weld process

Material C Si Mn P S Cu Ni Cu V

SA516
-70

0.186 0.369 1.089 0.018 0.004 0.03 0.01 0.014 0.013

Table 2  GTA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Welding parameter Unit
Level

-1 0 1

Control 
factor

A Welding current Amp 150 160 170

B Arc voltage Volt 17 18 19

Fixed 
variable

• Shielding gas : Ar 100 %
• Torch angle : 90°
• Welding speed : 7 cm/min

Current

V
ol

ta
ge

Arc length 
increment

Fig. 4 Voltage characteristics with variation of arc length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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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 수집  비드폭 측정

  GTA 용 의 체계 인 실험 결과 분석을 하여 출

력되는 용 류  아크 압 값의 정확한 계측은 아크 

시작 시 발생하는 고주 의 향을 고려하여 TIG 용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 류와 아크 압

을 측정하 다. 용 실험 결과 데이터  측모델 개

발에 사용된 용 류  아크 압 값은 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계측된 데이터 값을 사용하 다. Fig. 5는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계측된 용  의 용 류  

아크 압 형을 나타난다. 이 게 실시간으로 측정된 

용 류  아크 압의 데이터들은 측모델 개발에 

사용하 다.

  류ㆍ 압 모니터링과 실시간 품질을 확인하기 하

여 3D Scanner를 사용하여 용 시작 지 과 끝 지

에서 각각 200mm를 제외한 가운데 50mm의 비드폭

을 측정하고 비드폭으로부터 측정된 20만개의 데이터

들을 최 화 모델 개발에 사용하 다. Fig. 6은 3D 

scanner를 이용하여 측정된 비드형상을 모델링한 결과

를 나타낸다.

2.3 실험결과

  용 실험결과 반 으로 아크가 안정 이고 양호한 

비드폭을 형성함으로써 외 상 결함을 나타내지 않았으

며, 용 조건에 따라 용융부의 형상에 미치는 향을 

별하기 해 학 미경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면형

상(Macro)을 촬 하여 특성을 분석하 고 측정된 결

과인 비드형상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3.1 GTA 용 공정 DNN 알고리즘 개발
 

  GTA 용 공정에서의 비드폭 측이 가능한 심층 신

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알고리즘을 개

발하고자 한다. DNN은 딥 러닝은 기존 인공신경망에

서 지속 으로 발 되어 온 기계학습법 에 하나로써 

인공신경망보다 더 깊고(Deep) 넓은(Wide) 구조를 가

지고 있다. 기존 인공신경망의 역  알고리즘(Back 

propagation algorithm)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구

조를 풀 수 있도록 하 다. 심층 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개의 은

닉층(Hidden layer)들로 이 진 인공신경망(Artificial 

 

Fig. 5  GTA welding monitoring system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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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bead geometry using a 3D scanner

Bead width(mm)

Case 
no.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Bead 
width

Bead 
geometry

1 150 17 11.25

2 150 18 11.52

3 150 19 11.86

4 160 17 12.54

5 160 18 12.72

6 160 19 12.93

7 170 17 13.61

8 170 18 13.82

9 170 19 13.90

Table 3  Design of experiment conditions for experiment 
using a F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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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al Network, ANN)이다. 

  심층 신경망은 일반 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

잡한 비선형 계(Non-linear relationship)들을 모

델링할 수 있다. 를 들어, 사물 식별 모델을 한 심

층 신경망 구조에서는 각 객체가 이미지 기본 요소들의 

계층  구성으로 표 될 수 있다. 이때, 추가 계층들은 

진 으로 모여진 하  계층들의 특징들을 규합시킬 

수 있다. 심층 신경망의 이러한 특징은, 비슷하게 수행

된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은 수의 유닛(Unit, Node)

들 만으로도 복잡한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

다. 심층 신경망은 표  오류역  알고리즘으로 학습

될 수 있다. 이때, 가 치(Weight)들은 아래의 등식을 

이용한 확률  경사 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

scent)을 통하여 갱신될 수 있다.

       


  (1)

여기서, η는 학습률(Learning rate)을 의미하며, C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의미한다. 비용함수의 선

택은 학습의 형태(지도 학습, 자율 학습(기계 학습), 

강화 학습 등)와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같

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를 들면, 다  클래스 

분류 문제(Multiclass classification problem)에 지

도 학습을 수행할 때, 일반 으로 활성화함수와 비용함

수는 각각 Softmax 함수와 교차 엔트로피 함수(Cross 

entropy function)로 결정된다.

  Softmax 함수는

   ∑exp 
exp  

            (2)

로 정의된다, 이때, 는 클래스 확률(Class proba-

bility)을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유닛 로의 체 

입력(Total input)과 유닛 로의 체 입력을 나타낸

다. 교차 엔트로피는

   


log    (3)

로 정의된다, 이때, 는 출력 유닛 에 한 목표 확률

(Target probability)을 나타내며, 는 해당 활성화함

수를 용한 이후의 에 한 확률 출력(Probability 

output)이다.

  기존 인공 신경망의 경우에는 XOR 문제 등 다소 간

단한 데이터를 구별해 낼 수 있었지만 은닉층(Hidden 

layer)의 층수가 증가했을 때 기울기가 사라지는 문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나 오버피 (Over- 

fitting)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은닉층에서의 층의 

개수에 따라 모델의 복잡도가 결정되고, 2개 이상의 은

닉층을 가진 경우를 DNN 알고리즘이라 하며 Fig. 7

과 같이 다 의 은닉층을 이용하면 다양한 비선형  

계를 나타낼 수 있다. 인공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의 가

장 큰 차이 은 은닉층의 수이다.

  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던 은닉

층의 수를 증가시키며 더 정 한 분류가 가능해지도록 

발 하 다. DNN의 은닉층 뉴런 수는 시행착오 방식

으로 결정되었다. 신경망의 반 인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자 하 으며, 학습은 목표 오차값에 도달하거나 최

 Epoch 수가 끝날 때 는 가 최 값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Fig. 8은 DNN의 Flowchart를 나

타내었다15).

3.2 GTA 비드폭에 한 DNN 알고리즘 
개발 

  은닉층 사이즈 선택은 신경망 설계에서 가장 요하

게 고려해야 할 요소  하나이며, 이 분야에 해 집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 인 솔

루션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경망 매핑이 

복잡하고 성공 으로 끝난 많은 트 이닝 차가 특성

Fig. 7 Structure of on-line learning neural network

Fig. 8 The flowchart of DN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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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비결정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는 용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

터들의 평균값을 이용하 고, 시행착오 방식을 통하여 

은닉층의 뉴런수는 3~10개로 설정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학습하 다. Fig. 9는 은닉층의 뉴런수에 따른 

비드폭의 실측값과 측값의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상  계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

계이고 0에 가까울수록 계가 없다. 은닉층의 뉴런수가 

7개일 경우 상 계수 R이 1에 가장 가까운 0.98612

로 은닉층의 뉴련수가 3개일 경우 보다 정확한 비드폭

을 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MSE를 통한 오차

  MSE(Mean Squared Error)는 실험 는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측 에 불확실성을 정량 으로 제공하

는 값으로써 모델의 구성을 해 선택된 실험 에서 멀

어질수록 측오차의 값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MSE

는 Cost function인데 MSE function은 모델의 측

값(Prediction) 과 실제 타겟값(True target val-

ue) 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들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통계에서 추정값의 평균 제곱 오차 는 평균 제곱 

편차는 오차의 제곱 평균, 즉 추정값과 실제 값 간의 

평균 제곱 차를 측정한다. 손실함수는 정답에 한 오

류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오답에 가까울수록 큰 값

이 나오고 반 로 정답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이 나온다. 

식 (4)의 는 실제값, 는 측값, 은 측값의 수

를 의미한다.

    
 
 



 
         (4)

  Table 4에 은닉층의 뉴런수를 찾기 한 네트워크 

구조를 재구성하여 학습한 신경회로망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은닉층의 뉴런수가 7개일 경우 시험의 MSE 

0.1247과 학습의 MSE 0.1425로 오차가 최소로 은

닉층의 뉴런수가 3개일 경우 보다 정확한 비드폭을 

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은 신경회로망을 이

용하여 얻은 시험과 학습에 한 MSE 오차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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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2-value for the neural-network configuration for 
bead width

Hidden 
layer

Epochs
Training time 

(sec)
Training error 

(MSE)
Testing error 

(MSE)

3 144 00:00:49 0.3241 0.2145

4 42 00:00:03 0.4191 0.2612

5 606 00:00:36 0.2728 0.1847

6 110 00:00:04 0.5367 0.3475

7 1000 00:01:17 0.1247 0.1145

8 1000 00:01:12 0.2141 0.1275

9 241 00:00:24 0.6124 0.4997

10 101 00:00:10 0.7815 0.6814

Table 4 R2-value for the artificial neural-network config-
uration with a number of between 3 and 10 neu-
rons in the hidde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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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AM 분석을 통한 검증

  GTA 용  비드폭을 측하기 한 DNN 알고리즘

의 보다 정확한 비드폭 측성능을 비교ㆍ분석하기 

하여 아래의 식 (5)와 같이 Poliak16)이 정의한 PAM 

(Predictive Ability of Model)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 다.

   


           (5)

여기서, 은 ≤


≤  범 의 측치

의 수를 나타내며, 은 체 측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은 실측치 비드폭이며, 는 계산된 비드폭

을 의미한다. PAM은 오차범  10% 이내에 측을 정

확한 측으로 간주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내며, 표

편차는 모델의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측정치 비드폭에 

얼마나 근 하게 측하는지를 나타낸다.

  개발된 DNN 알고리즘의 PAM분석 결과를 Table 5

에 나타냈으며, 측능력 확인을 해 각 실험조건별 

측정된 비드폭과 측된 비드폭을 Fig. 11에 나타냈다. 

PAM 분석 결과 100%의 높은 PAM의 측능력을 가

지고 있다. 이는 정확한 비드폭을 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3.5 DNN 알고리즘을 통한 오차 측

  개발된 DN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드폭을 측하

으며 평균 오차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Fig. 12

는 입력값(용 류  아크 압)으로 출력값(비드폭)

을 측하고 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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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raining and testing subset MSE value for the ar-
tificial neural-network configuration with a num-
ber of between 3 and 10 neurons in the hidden 
layer

Table 5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DNN algorithm  for 

bead width

Bead geometry PAM (%)

Bead widt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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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between measured and predicted bead 
width from the developed DN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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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del 1 for bead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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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TA 용 공정의 비드폭 측모델 개

발을 하여 SA516-70 평 의 제살용  실험을 실시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

로 공정변수와 비드폭간의 상 계 분석  비드폭 

측모델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완 요인실험방법에 따라 용 조건별로 총 27회

의 GTA용 실험을 실시하 으며, 용 실험 시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류‧ 압 데

이터를 추출하 다.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 품

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 으며, 류 압 데이터에 따

른 비드폭의 경향을 확인하기 해 3D Scanner를 사용

하 다. 한 실시간 류· 압 데이터와 3D Scanner를 

통하여 획득한 데이터들은 최 화 모델 개발하 다.

  2) 용 실험에서 측정된 실험결과를 기 로 신경회로

망을 이용하여 DNN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하여, 신경

회로망 구조를 이용하여 숨겨진 은닉층의 뉴런수를 결

정하 고 은닉층의 뉴런수 7개의 구조를 가진 최 화

된 DNN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3) DNN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

제 용 실험에서 얻은 비드폭과 상호 비교ㆍ분석하 으

며, PAM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 다. 그 결과 

DNN 알고리즘의 비드폭이 100%의 측성능을 확인

함으로써 DNN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비드폭

을 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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