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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istance spot welding, which has the advantages of low cost and high productivity, is the most common method 
used in the automobile industry for joining steel sheets. However, in practice, resistance spot welds are typically 
tested for welding quality using destructive rather than non-destructive inspection methods because of their lower 
cost. However, in destructive inspection, quality defects can be found only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cess. 
Accordingly, several studies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to predict the quality of welding in real time. Welding 
quality is determined by the diameter of the nugget, and its size depends on several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a linear regression model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nugget diameter. 
An electric power pattern was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a welding experiment, and nine types of electric power 
characteristic values   were extracted from the obtained electric power pattern as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nine 
electric power characteristic values, six having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nugget diameter   were determined as 
final independent variables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was built using a deep neural network model with 
two hidden layers and nodes of 64 and 16. In this study, the error between the actual measured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s was taken as 0.2 mm or less as a good predictive value. When the linear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predict the nugget diameter, only approximately 36% were predicted well. By contrast, whe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used, approximately 86% were predicted well. Thu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yielded better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with more welding data and information on steel types, the proposed welding quality 
prediction system c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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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항 용 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산업 분야에서 강

의 합을 해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

업의 경우, 생산성이 높고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

에 항 용 이 차체 용 에서 80% 이상인 4000~ 

6000타  정도로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 한, 최

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연비향상  안 성의 규제강화

에 따라 차량 경량화가 필수 으로 요구됨에 따라 강 의 

두께를 이고 강도를 높인 980 MPa , 1500 MPa

의 고장력 강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

로운 강 의 용에 따라, 새로운 강재 용에 따른 용

 품질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요구도 많다. 일반 으

로 항 용 의 용 부의 품질에 한 검사는 X-ray

나 음 를 이용한 비 괴검사 혹은 괴검사를 이용

하고 있다. 하지만 X-ray나 음 를 이용한 비 괴검

사법은 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비용 인 측면에서 활용

하기 힘들고 괴검사는 공정 이후에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 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작업자

가 공정이 끝난 후에 알게 된다는 문제 이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문제 들을 효과 으로 보완하기 해 즉

각 이고 자동으로 용  부의 품질을 측하는 실시

간 장 용  품질 측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1.2 선행연구

  실시간 용  품질 측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

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손찬석1), 이종 8)등의 연

구에서는 용  시뮬 이션을 통해 항 용 의 강도

와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용  시

뮬 이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실제 용  실험 결

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다. 용  시뮬 이션 

결과를 근거로 용 의 주요공정변수인 용 류, 용

 시간, 가압력과 강 의 두께를 이용하여 인장 단 

강도  겟 직경을 측해 용  품질을 단하는 2

차 다항 회귀모델을 제안하 다. 조용 2) 등의 연구에

서는 용 부의 품질과 직 인 인자를 계측하기 하

여 동 항(Dynamic Resistance)을 이용하 다. 이 

연구는 패턴 인식 기법을 통해 동 항의 패턴을 벡터화

하여 5가지로 구분하 으며, 이를 신경망에 용해 실

시간으로 용 이 완료됨과 동시에 동 항 패턴을 인식 

후 분류하여 용 부의 품질을 단하 다. 신석우3) 등

의 연구는 동 항의 패턴을 근거로 10가지의 인자를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 다. 추출된 10가지 인자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제시하 다. 조재형4) 등의 연구에서는 동 항 패턴을 

근거로 10가지의 인자를 추출하고 불필요한 독립변수

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후진 제거법을 수행하 다. 후진 

제거법을 통해 결정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다 회귀 

분석모델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해 용  품질을 측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Hee-Won Cho5) 등은 소재

의 화학 성분에 따라 항 용 부의 단 모드를 측

하여 측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

행하 다. 한 Sang-Gyu Choi6) 등은 한 강종에 

해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

용한 용 의 표면 이미지 인식을 통해 겟 직경과 

단 강도를 측하여 용  품질을 단하는 연구도 진

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용  압  류 신호를 

인공신경망에 용하여 용  품질을 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강

에 한 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측시스템을 구축

하 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강 에 해 이종 용 된 상

태에서도 범용  활용이 가능한지에 한 검증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강재를 사용한 연구가 아닌 

동종과 이종 용 을 진행한 강재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강재에 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용  품질 단을 수

행한다. 독립변수는 류 신호와 동 항 신호를 이용하

여 력 곡선을 추출하고 상 계 분석을 통해 력과 

겟 직경의 직 인 련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 그

리고 독립변수인 력을 활용하여 선형 회귀분석 모델 

 인공신경망 모델을 구축하고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분석의 결과 비교를 통해 인공신

경망을 사용한 측시스템의 우수성을 제시한다.

2. 선형회귀분석  인공신경망

2.1 회귀분석

  선형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한 개 이상인 독

립변수와의 선형 계를 모델링하는 회귀분석 기법이다. 

용  품질을 측하기 해서는 많은 변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선형 회귀분석 기법  다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다  선형 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를 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법

으로써, 다양한 독립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연 성을 

잘 설명해  방법이다.

  식 (1)은 다  선형회귀 모델에 한 일반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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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β β  ∙∙∙ β (1)

  Fig. 1은 인공신경망 모델과의 차이 을 보여주기 

해 다  선형회귀 모델을 도식화한 형태이다. X는 

독립변수로서 종속변수 Y를 설명한다는 의미로 설명변

수라고 부른다. β는 설명변수들의 계수로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향력을 나타내며 편회귀 계수라고 

부른다.

  비선형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 

계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회귀분석은 선형회

귀분석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계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식 (2)은 비선형 회귀 모델의 형

태를 보여 다.

    β β
β

 ∙∙∙ β (2)

2.2 인공신경망

  인간의 추신경계는 신경세포(Neuron)와 신경세포

들을 연결하는 시냅스(Synapse)로 구성되어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정보를 장하고 학습한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추신경계를 단순화시켜 모방한 통계

학  학습 알고리즘이다. 인공신경망에서의 신경세포는 

노드, 시냅스는 가 치라고 정의된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로써, 함수의 근사치를 결정하기 

해서는 다층퍼셉트론 신경망(Multi Layered Percept- 

ron, MLP)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MLP는 입력

층(Input Layer)과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

(Output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층에는 종

속변수를 도출하기 한 독립변수의 값들을 입력하는 

노드가 존재한다. 은닉층은 모든 입력층 노드로부터의 

입력값과 가 치와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노드가 존재하

고, 출력층은 마지막 은닉층의 노드와 가 치의 결합으

로 생성되는 노드가 존재하는 층을 뜻하며 노드에서 나

타나는 값이 종속변수가 된다. 은닉층은 층의 개수에 따

라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은닉층

을 가지고 있는 인공신경망은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이라 부르며, 심층신경망은 Fig. 2와 같이 다

의 은닉층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선형  계를 나타

낼 수 있다.

3. 항 용

3.1 항 용  품질 측

  Fig. 3은 항 용 (Resistance Spot Welding)

에 해 설명하는 그림이다. 항 용 은 두 극 간

에 두 강재를 해 놓고 양측에서 류를 통 한다. 

강재의 부는 통 된 류에 의해 항 열이 발생하

여 용융부를 생성하고 이를 가압하여 용 한다. 이러한 

용 의 결과인 용융부를 겟이라고 한다. 일반 으로 

항 용 은 200~300 ms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용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 생산 장에

Fig. 1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Input layer

Hidden layer1 Hidden layer 2 Hidden layer 3

Output layer

Fig. 2 Deep neural network model

Electric current
Pressing force

Nugget
Electrode

Electrode

Pressing force

Fig. 3 Resistance spot welding



김종규․구자훈․박 도․김 창․황 민․김희수․Siva Prasad Murugan․구남국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9, No. 6, 2021652

서 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량생산에 

가장 합한 방법이다. 항 용 은 인장 단 강도

나 겟 직경을 통해 용  품질을 단한다. 인장 단 

강도는 정  인장시험을 통해 최 하 을 측정하여 용

의 품질을 단하며, 겟 직경은 용 부의 심을 

지나는 단면을 당한 방법으로 단하여 연마, 부식 

후 겟 직경을 측정하여 용  품질을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겟 직경을 측하여 용  품질을 

단한다. 겟 직경에 따른  용 부의 검사 방법은 

KS B 0850에서 품질의 요구 조건에 만족하도록 한

다. KS B 08507)은 강재의  두께에 따라 겟 직경

이 가져야 하는 최소치  평균치를 기 화하고 있다.

3.2 용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 기는 Fig. 4와 같이 인버터 

DC 항 용 기를 사용하 다. Table 1은 용  조

건을 나타낸 것으로, 총 154번의 용 을 진행하 다. 

본 실험의 재료는 차체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합 화 

용융 아연도 강 인 SGACC와 도 재 핫스탬핑재인 

SABC1470, 표면 GA 코  냉간 압연 고장력 강 인 

SGAFC780, 자동차용 가공성 냉간 압연 고장력강인 

SPFC980, SPFC1180과 같은 강재들을 사용하 다. 

용 류는 각 강재의 조합에 따라 0.3 kA, 0.5 kA 

단 로 변화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가압력과 통 시

간은 용융부의 형성과 크기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

서 각각의 강재의 조합에 따라 한 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극은 통  경로를 좁게 제한하여 

류 도를 높이는 역할로서, 용융부의 형성을 제어하

는 데에 요하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Fig. 5와 같이 

일반 으로 항 용 에서 많이 사용하는 6 mm 직

경의 돔형 극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은 각 용 조건에 따른 류와 동 항 그래

를 얻기 하여 진행되었다. 류와 동 항은 이후 독

립변수로 사용될 용 의 특성값을 구하기 한 요한 

Fig. 4 MFDC resistance spot welding machine

Steel
Number 

of
weld

Weld time
(ms)

Current
(kA)

Force
(kgf)

SGACC 0.7t 
+ SGACC0.7t 13 200 6-7.5 200

SGAFC780 1.4t 
+ SGAFC780 1.4t 15 300 4.5-9 320

SPFC980 1.0t 
+ SPFC980 1.0t 18 300 3.5-8 350

SGACC 0.7t +
SABC1470 1.6t 21 233 3-9 300

SPFC980 1.0t +
SPFC1180 1.8t 21 283 3-10 350

SGACC 1.0t +
SGACC 1.0t 30 200 3-9 200

SGAFC780 1.0t 
+ SGAFC780 1.0t 33 300 3-9 320

SABC 1470 1.0t
+ SABC1470 1.0t 3 300 3-6 400

Table 1 Welding conditions

Fig. 5 6mm dom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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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rent graph of SGACC 0.7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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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되고, Fig. 6과 Fig. 7은 총 154개의 용  실

험  SGACC 0.7t + SGACC 0.7t 조합의 용  실

험 결과인 류와 동 항 그래 를 보여 다.

4. 겟 직경 측 모델 개발

4.1 용  특성값 선정

  본 연구에서는 용 기에서 얻을 수 있는 공정 변수와 

동 항을 이용하여 력값을 추출하고 겟 직경을 

측하는 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력은 식 (3)을 

통해 계산하며, Fig. 8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  (3)

  이러한 력 곡선의 패턴을 통해 용  품질 측 모

델에 사용될 9가지 인자를 추출하 다. P1은 최종

력, P2는 력의 최댓값, P3는 력의 최댓값과 최종

값의 차, P4는 최댓값까지의 시간, P5는 력의 최댓

값부터 최종값까지의 시간, P6는 P2에서 P4를 나  

값, P7은 P3에서 P5를 나  값, P8은 P3와 P5를 곱

한 값 그리고 P9은 력 곡선 아래의 면 으로 앞서 

실험을 통해 얻은 총 154개의 데이터로부터 각각 9가

지의 용  특성값을 추출하 다.

  본 연구는 용  품질 측 모델을 개발하기  종속

변수인 겟 직경과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력의 특성

값 P1~P9 사이의 상 계분석을 통해 상호 간의 

계를 악하 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상 계

가 클수록 독립변수가 겟 직경의 형성에 큰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Table 2는 겟 직경과 력 특성

값 사이의 상 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4는 력

의 최댓값 P2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P2는 겟 생

성에 큰 향을 끼치므로 P4가 커질수록 겟 직경은 

작아지기 때문에 상 계 분석 결과 음수 값을 보

다. P2와 P3, P6, P7, P8, P9은 겟 직경과 높은 

상 계를 가져 좋은 선형성을 보여 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P2와 P3, P6, P7, P8, P9을 회귀분석과 

인공신경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4.2 회귀분석을 이용한 품질 단

  본 연구에서는 P2와 P3, P6, P7, P8, P9 6개의 

력의 특성값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과 비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한 회귀 모델은 식 (1)

와 같은 다  선형회귀모델과 식 (2)와 같은 비선형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 다.

  3가지의 력의 특성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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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resistance graph of SGACC 0.7t combi-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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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traction of power patterns and characteristic 
values

Nugget diameter (mm)

P1  0.716

P2  0.862

P3  0.824

P4 -0.345

P5  0.324

P6  0.772

P7  0.792

P8  0.765

P9  0.897

Nugget diameter (mm)  1.000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etween the charac-
teristic value of electric power and the diameter 
of the nug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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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형 회귀 식은 식 (4), 비선형 회귀 식은 식 (5)

에 나타내었다.

  Y    P  P  P

     

 (4)

  Y    P
 P

 P


 
 

 
 

       

  

  결정계수는 종속변수에 한 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합한 정도를 나타낸다. 본 모델의 분석 결과인 결정

계수  는 식 (6)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

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는 실제 

측정값의 평균,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6)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는 측값에 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평균 인 오차를 확인하기 해 식 (7)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

    






  



  
 (7)

  다  선형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는 0.90의 결정계수

와 0.41 mm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졌으며, 비선형

회귀모델의 분석 결과는 0.96의 결정계수와 0.26 mm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졌다.

  Fig. 9, Fig. 10은 선형 회귀분석 결과와 비선형회

귀 분석 결과를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겟 직경 측정값과 측값의 오차가 0.2 mm 이하

인 경우를 양품이라고 가정하 다. 선형회귀모델의 실

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36%, 비선형회

귀모델의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60%

를 양품으로 측하 다. 이를 근거로 실제 측정된 

겟 직경을 정확하게 측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회귀모델은 회귀 계수 간의 계가 직 이

기 때문에 각 조건의 향력을 해석하기 쉽지만, 모든 

조건을 오직 선형 결합으로만 표 해야 하는 데에 한계

를 가진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겟 직경 

측 모델을 개발하 다. 인공신경망은 비선형 회귀 모

델링 방법으로서 측 자체가 요시되는 복잡한 문제

에 해서 사용한다. 실제 모델링 상이 되는 데이터

가 선형 결합으로 표 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면 정확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수 없다.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계도 부분 표 이 가능하므로 앞선 선형 회귀 모델

의 한계 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학

습을 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면, 불필요한 잡음을 모델에 반 하는 과 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 이 있다.

4.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품질 단

  인공신경망 모델 개발을 한 독립변수는 다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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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dicted 
nugget diameter using linear regression model

8

7

6

5

4

3

2

1

0
0 1 2 3 4 5 6 7 8  

Measured nugget diameter (mm)

Pr
ed

ic
te

d 
nu

gg
et

 d
ia

m
et

er
 (m

m
)

Fig. 10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
dicted nugget diameter using nonlinear regression
model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항 용  겟 직경 측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9권 제6호, 2021년 12월  655

회귀모델에서 사용한 변수를 사용한다. 인공신경망 모

델은 앞서 설명한 6가지 독립변수를 입력 노드로 설정

하고, 2개 이상의 은닉층과 노드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

으로 설계하 다. 이어에서의 활성화 함수는 relu 함

수를 선택하 으며, 학습 방법은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

화하는 함수 최 화 기법인 Adam을 사용하 다. relu 

함수는 선형 함수이며, 미분이 아주 간단한 함수로서 

분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많이 사용된다. 평균 제곱 

오차는 측값에 한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식 (8)과 같이 계산하 다. 여기서 는 실제 측정값을 

의미하며, 는 모델의 측값, n은 총 데이터 수를 의

미한다.

    



  



  
 (8)

  반복 학습 횟수는 1000번으로 하고 총 154개의 데

이터  80%를 훈련 데이터로, 테스트 데이터는 20%

로 하여 훈련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과 련된 라미터

를 결정하 다.

  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겟 직경 측 시

스템은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훈련 데이터를 학습 후 

생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 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모델은 과 합이라

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훈련 데이터의 학습 모델이 

과 합되는 상은 훈련 데이터에 한 정확도는 높을

지라도,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 해서는 

높은 정확도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개발된 모

델이 훈련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여 실제 측정된 데이

터에 한 오차가 증가하는 상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은닉층과 노드 수를 변경하여 인공신경망의 구조

를 바꾸는 방법과 상 계가 작은 독립변수를 제거하

는 방법을 통해 겟 직경 측모델을 생성하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겟직경을 측한

다. Table 3은 개발된 겟 직경 측 모델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 측 결과를 보여 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 P2, P3, P6, P7, P8, P9을 사

용하고, 2개의 은닉층과 64-16 노드를 가진 모델이 

0.99의 결정계수와 0.14 mm 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지며 가장 좋은 측 결과를 가졌다. 물론 독립변수 

P2, P3, P9를 사용하고 3개의 은닉층과 48-24-12 

노드를 가진 모델 역시 0.98의 높은 결정계수를 가진

다. 그러나 input의 개수를 이는 것은 입력 데이터

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

면서 과 합을 가능한 게 발생시키는 자의 모델을 

사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 다. Fig. 11은 가장 좋

은 테스트 데이터 측 결과를 가진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손실이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 다. 여기서 학습 

횟수는 epochs를 손실은 loss를 의미한다. Fig. 11의 

그래 에서 손실은 학습 횟수가 0~200까지 꾸 히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400~600번의 반복 학

습이 진행된 이후에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수렴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Fig. 12는 테스트 데이터를 통한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을 비교한 그래 이다. 다  

선형회귀모델과의 비교를 해 실제 겟 직경 측정값

과 측값의 오차가 0.2 mm 이하인 경우를 양품이라

고 가정하 다. 실제 측정값과 측값의 비교 결과는 

약 86%를 양품이라고 측하 다. Table 4는 인공신

경망을 이용한 테스트 데이터의 겟 직경 측 결과표

를 보여 다. 테스트 데이터의 겟 직경 측 결과는 

Input Number of
layers

Number of
nodes  RMSE

(mm)

P2, P3, 
P6, P7,
P8, P9

2
16-4 0.96 0.23
32-8 0.97 0.22
64-16 0.99 0.14

3

16-8-4 0.94 0.32
32-16-8 0.98 0.22

48-24-12 0.97 0.24
64-32-16 0.98 0.18

P2, P3, 
P9

2
16-4 0.93 0.33
32-8 0.94 0.33
64-16 0.96 0.24

3

16-8-4 0.96 0.29
32-16-8 0.94 0.27

48-24-12 0.98 0.18
64-32-16 0.98 0.18

Table 3 Nugget diameter prediction result of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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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vergence of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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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SPFC980 조합에서 6.5 kA 

조건과 SGACC 1.0t조합에서 7.5 kA 조건, SGACC 

0.7t 조합에서 7.5 kA 의 측 결과처럼 실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이 작은 오차를 가지는 값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SABC 1470 1.0t 동종 조합의 4 kA 

조건과 SGACC 0.7t 와 SABC 1470 1.6t 조합의 4 

kA 조건에서 각각 0.38 mm, 0.28 mm 정도의 큰 오

차를 보이는 결과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오차를 일 수 있다면 실제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  품질 측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용  품질을 측하기 

해 용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력 패턴에서 특성

값을 추출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총 15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력의 특성값과 

겟 직경 간의 상 계 분석을 통해 겟 직경과 가장 

큰 상 성을 가지는 6가지 인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하

다. 주어진 용  데이터에서 다  선형 회귀분석과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

을 개발하 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결정계수 0.90, 

평균 제곱근 오차 0.41 mm,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결정계수 0.96, 평균 제곱근 오차 0.26 mm의 결과를 

가졌다.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0.2 mm 이하 오차를 양품으로 가정하 을 때, 각각 

약 36%, 60%를 양품으로 측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회귀분석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겟 직경을 측하는 모델을 

개발하 다. 개발된 모델을 통한 테스트 데이터 측 결

과는 결정계수는 0.99, 평균 제곱근 오차는 0.14 mm 

로서, 실제 측정된 겟 직경과 측된 겟 직경의 

0.2 mm 이하 오차를 양품으로 가정하 을 때 약 86%

를 양품으로 측하 다. 다  회귀모델보다 높은 정확

도를 가짐으로써 인공신경망 모델의 우수성을 제시하 다.

  그러나 86%의 정확도는 실제 장에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보다 많

은 용  데이터의 확보, 장에서 발생하는 용  변수

에 한 고려와 각각 다른 종류의 강종에 한 정보를 

활용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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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actual nugget diameter and pre-
dicted nugget diameter of test data using artifi-
cial neural network model

Table 4 Nugget diameter prediction result of test data us-
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teel
combination

Current
(kA)

Measured 
nugget 

diameter (mm)

Predicted 
nugget 

diameter (mm)

SPFC980 1.0t + 
SPFC980 1.0t

4 3.6 3.42
5 4.4 4.46

6.5 5.7 5.69
5.7 5.63

SGACC 1.0t + 
SGACC 1.0t

6.3 2.2 2.06

7.5 4.4 4.33
4.4 4.26

7.8 4.6 4.70

SGACC 0.7t + 
SGACC 0.7t

6 3.0 3.14
6.5 3.7 3.57
7 4.1 4.02

7.5 4.4 4.42
4.4 4.39

SGAFC780 1.4t 
+ SGAFC780 1.4t

5 4.6 4.59
5.5 5.1 5.09
6 5.3 5.38

SGAFC780 1.0t 
+ SGAFC780 1.0t

3.5 1.4 1.39
5.5 4.3 4.39
6 4.8 4.94

6.5 5.5 5.34

7 5.8
5.8

5.70
5.65

8.5 6.7
6.7

6.56
6.50

SGACC 0.7t 
SABC1470 1.6t

4 3.0 2.73
4.5 3.8 3.57

5.5 4.8
4.8

4.75
4.73

SABC 1470 1.0t
+ SABC1470 1.0t 4 3.8 3.42

SPFC980 1.0 
+ SPFC1180 1.8

4 3.4 3.59
5.5 5.2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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