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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호는 건물에서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벽이나 지붕에 비해 단열성능이 낮아 

에너지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진공유리패널이

다. 진공유리 패널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간극을 

띄우고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하여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재로 건축뿐 아니라 가전 등의 확대

적용방안이 연구 중이다.[1-2]
이런 진공유리패널의 단열성능은 지지대 및 모

서리 접합부가 Heat bridge 역할을 하게 되며, 접합

두께 및 형상에 따라 패널의 기밀성 및 강도 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4] 
본 논문에서는 수소혼합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유리 모서리부를 용융 접합 하고자 하였다.  모서리 

접합부 단면의 두께 및 형상은 모서리를 용융 접합 

할 경우 공정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서리 

접합 시 접합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를 설정

하고 접합단면의 형상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두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회귀식 도출을 위해 공정변수가 

형상변수에 미치는 주효과 및 교호작용을 분석하

였으며 변수간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다항회귀식

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의 각 상수들을 벡터

로 정의하고 이를 역변화 하여 원하는 형상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공정변수를 도출할 수 있는 식으로 

도출하였다.  

 

2. 모서리 접합실험

수소혼합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유리모서리 접

합 시 모서리 접합부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

수를 설정하였다. Fig.1은 각 공정변수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리시편은 전기로(Furnace) 내부

의 세터(Setter) 위에 배치하고 3가지의 공정변수를 

설정하였다. Table 1은 각 공정변수의 수준 및 설정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 Process parameters of glass edge sealing 

  Process parameters Level
Q   Flow rate of gas (ℓ/min) 10, 12
V   Speed of torch (mm/sec) 4, 5

D   Distance between glass and torch (mm) 4, 5

   Furnace temp.(℃)  570
   Glass thickness (mm) 3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experiments for edge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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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parameters of glass edge 

Fig. 2는 모서리 접합 결과 접합 두께 및 처짐량을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모서리 접합결과 유리

패널의 성능을 좌우할 뿐 아니라 공정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형상변수로 설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분석

모서리 접합 실험 결과 형상변수 측정을 위해 

워터젯을 이용하여 단면을 절단하였으며, Digital 
micrescope를 이용하여 Fig.3과 같이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공정변수에 따른 형

상을 예측할 수 있는 다항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Fig. 3 Results of glass edge sealing

   

여기서,

af~gf, : 실험계수

Q : 수소혼합가스 유량

V : 토치의 이송속도

D : 토치와 유리 사이의 거리

각 형상변수에 따른 각각의 식을 식(1)과 같은 

형태로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식을 벡터로 정의하

고, 이를 목적형상을 도출할 수 있는 식으로 변환하

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소혼합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유리 모서리 접합 시 모서리 접합부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수를 설정하고 요인실험계획법에 

의해 접합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공정변수에 따른 형상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되 회귀식을 변환

하여 목적형상으로 접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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