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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 공정은 선박  해양 랜트 건조에 있어서 가장 

요한 공정으로 구조물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한 요

소이다. 용 품질은 비드 형상과 용 부의 결함 유무에 

의해 일차 으로 결정되며 비 괴검사  기계  성질 

시험 등의 여러 가지 시험과 검사에 의해 결정된다.

  아크 안정성은 비드 형상과 용 결함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임의의 아크 류값에 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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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weld soundness based on arc stability and bead quality us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arc power and the arc dynamic resistance. To achieve this, 50 passes of weld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for every pass were obtained at a sampling 
rate of 5,000 Hz. The weld beads were classified into 4 quality levels by visual inspection and X-ray 
tests. The measured arc current and voltage were converted to a dimensionless value that was independent 
of the value itself, and then mapped onto a non-dimensional current-voltage plane. The welding data in the 
non-dimensional current-voltage plane were grouped into 50 areas (A0 ~ A49) surrounded by the lines of 
constant arc power and arc dynamic resistance, which changed every ±2% of mean value. The number of 
welding data points (N0 ~ N49) in each group were distributed in a quasi-lognormal distribution form. When
this distribution skewed more leftward, the data in the center became denser and the arc became more 
stable.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ntire welding data distribution of 50 passes showed that the cumu-
lative probability=0.8 at the percentile = 0.22 was an indication of weld soundness. The cumulative 
probability for a good bead was higher than 0.8, and was lower for a poor bead. This tendency remained 
consistent in a piecewise analysis of 125 sections of each bead. The sections with irregular bead or pores 
showed a much lower cumulative probability than 0.8, while sound bead sections had higher than 0.8, that 
is, a higher arc stability. The piecewise analysis makes it possible to evaluate weld quality in real time dur-
ing welding

Key Words : Welding current and voltage, Arc stability, Arc power, Arc dynamic resistance, Weld quality, Statistical

analysis

ISSN 2466-2232 (Print)
ISSN 2466-2100 (Online)



박 주 용․송 상 호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7, No. 6, 2019600

한 범 의 아크 압이 유지될 때 확보된다. 아크는 일

종의 방  상으로 그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물리 

상이며 GMAW나 FCAW와 같은 소모성 극이 사용

되는 용 공정의 경우 속 이행으로 인해 아크 길이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 아크 류와 아크 압은 항상 변

화하게 되며 용 속 이행의 양상에 따라 그 변화되는 

형태도 달라진다1,2). 한, 같은 용 속 이행에서도 

류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정된 아크를 보여주는 아크 

압의 범 는 달라진다. 아크 안정성에 련된 연구로

는 Y.J.Park(1998)3)등은 용 조건에 따른 비드 형

상, 스패터 발생량과 아크 신호 특성 등의 다양한 용  

변수를 고려하여 FCAW의 아크 안정성 평가를 하고자 

하 고 G.G.Koo(2014)4) 등은 압과 류 진동의 정

도로 아크 안정도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을 통해 최  

력을 투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 하고자 하 다. 

S.K.Kang(1997)5) 등은 용 공정을 해석하고자 하는 

추세를 따라 스패터 포집기를 이용한 아크 안정성을 

별하고자 하 고 단락 이행 상태의 특성에 주목하여 연

구를 진행하 다. H.W. Shina(1995)6) 등은 와이어 

송  속도의 변동에 따른 아크 안정성과의 상 계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 다. 아크 안정성에 해 상기와 같

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7-9), 아직도 용 류와 

용 압의 변화에 따른 정성 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

고 정량 인 척도에 의해 평가하는 기 은 아직 마련되

어 있지 않다. 

  한편 아크 류와 아크 압의 곱으로 표 되는 아크 

출력은 용 에 지로서 용  비드의 크기와 형상을 좌

우한다. 즉, 아크 류에 한 아크 압이 정범 에 

있어도 출력이 계속 변하게 되면 용  비드의 크기와 형

상이 일정하지 않게 되어 용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

이 된다. 따라서 용   아크 출력을 일정 범  내로 

유지하는 것이 용 품질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용  의 용 류와 용 압 신

호를 고속의 샘 링 속도로 측정하여 그 궤 을 류-

압 평면에 나타내고 이 데이터를 히 가공하고 통

계 으로 분석하여 안정된 아크와 일정한 출력을 유지

하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 

  

2. 아크 동 항  아크 출력

  아크 안정성은 아크 길이와 한 련이 있으며 아

크 길이는 일종의 항으로 용  시 지속 으로 변화하

므로 아크 동 항으로 일컬어진다. 식(1)은 옴의 법칙

으로 임의의 항값일 때 항값에서 이 계는 류-

압 평면에서 한 직선으로 나타나며 아크 동 항이 클

수록 기울기가 큰 직선으로 나타난다. 한편, 식(2)는 

아크 출력이며 임의의 아크 출력값에서 아크 출력 곡선

은 류- 압 평면에서 곡선으로 나타나며 아크 출력

이 클수록 원 에서 멀어진 곡선으로 나타난다.

  
   ∙ (1)

   ∙ ⇒  


(2)

  
  Fig. 1은 평균 류 200.5 A 압 28.79 V인  0104 

시편의 용  동안 5,000Hz의 샘 링 속도로 측정한 

아크 류  아크 압값을 (x, y) 좌표로 하는 용

데이터의 분포를 류- 압 평면에 나타낸 그래 이며 

심 은 평균 류  평균 압을 나타내는 상태의 

용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표시된 , 

, 선은 각각 동일한 아크 동 항을 나타내는 등아

크 동 항선이며 선으로 표시된 , , 선은 등아

크 출력선을 나타내며 각 선 에 표시된 숫자는 아크 

출력값과 항값을 나타낸다. Fig. 1에서 심 을 지

나는 직선 부근에 많은 이 치할수록 아크 길이가 

평균 길이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을 의미하며 안정된 아

크로 간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크 출력에서 Fig. 

1의 심 을 지나는 등아크 출력선 근처에 많은 이 

치할수록 아크 출력이 일정 범  내로 유지됨을 의미

하며 이는 용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기 이 된다. 

즉, Fig. 1의 류- 압 평면에서 용 데이터가 심부

에 많이 분포할수록 아크 안정성과 용 품질이 양호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Fig. 1에서 용 류  용 압은 요구 용 상황에 

따라 그 값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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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welding data and lines of arc power
and arc resistance mapped into the current-voltag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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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보다는 분포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요한 의미를 갖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들이 값의 크

기에 무 하게 2차원 평면에서 심 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무차원화하여 표 하 다. 

   

 (3)

   

 (4)

   


  (5)

   





 (6)

  식(3)과 식(4)는 류  압값을 무차원값으로 변

환하는 식이다. 여기서 , 은 무차원화된 아크 압, 

아크 류이고, , 은 평균 아크 압과 평균 아크 

류이다. 식(3)과 식(4)을 식(1)과 식(2)에 입하면 

식(5), 식(6)으로 표기된다. Fig. 2는 식(3)~식(6)을 

용하여 Fig. 1에 나타난 용 데이터 분포와 등아크 

동 항선  등아크 출력선을 무차원화된 류- 압 평

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3. 용 실험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용 실험은 연강 시편에 1.4mm 

Flux Cored Wire, 100% CO2를 사용하 으며 20개의 

시편에 시편 당 4 패스, 총 50 패스의 용 을 수행하 다. 

용 조건은 용 류 160A~220A, 용 압 23~27V, 

용 속도 25~35cm/min, 보호 가스 유량 25min가 

용되었으며 시편의 크기는 250×100×10mm이고 V 그루

 이음부의 맞 기 용 을 하 다.

3.2 용 결과

  Table 1은 50패스 용 비드 일부에 한 용 류, 

용 압, 비드 모양  비드 품질을 나타낸 표이다. 

비드 품질은 비드 외 과 방사선투과 검사결과를 바탕

으로 양호한 순서로 A~D 등 으로 평가하 다. 본 연

구에서는 5,000Hz의 샘 링 속도로 용 데이터를 측

정하 으며 불안정한 역인 아크의 시작, 종료 역 

약 5mm는 제외하고 정상 상태에 도달한 용 상태의 

데이터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패스 당 데이터 수는 

략 800,000개 내외이다.

4. 용 데이터의 통계  분석  검토

  FCAW와 같이 소모성 와이어를 사용하는 아크용

은 와이어의 용융으로 인해 아크 길이는 계속 변화하며 

이에 따라 용 류  압도 일정 범  내에서 변화

하게 된다. Fig. 1 는 Fig. 2에서 용 데이터의 분

포가 심 역에서 벗어난 부분이 증가할수록 아크의 

불안정성과 아크 출력의 불균일성이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용 데이터의 분포를 통계 으로 분석

하기 해 Fig.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차원화

된 류- 압 평면의 데이터 심  즉, 평균 류와 평

균 압을 나타내는 을 지나는 아크 출력선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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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welding data and lines of arc pow-
er and arc resistance mapped into the nondimen- 
sionalized current-voltage plane

Specimen
No

I_Avg V_Avg Bead shape
Bead 

quality

0104 200.5 28.79 A

0204 197.91 28.64 A

1103 194.97 28.65 B

1201 186.59 28.73 B

1101 185.48 28.78 C

1401 190.42 28.65 C

0301 218.75 28.55 D

0801 200.28 28.66 D

Table 1 Bead shape and quality level according to current, 
voltag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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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항선에서 아크 출력  아크 동 항값이 ±2%씩 증

감된 아크 출력선  아크 동 항선인 P1, P-1, R1, 

R-1로 둘러싸인 용 데이터 역을 A0, 거기에 ±2%씩 

추가로 더 증감된 아크 출력선  아크동 항선인 P2, 

P-2, R2, R-2로 둘러싸인 용 데이터 역에 A0 역을 

뺀 역을 A1,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2%씩 추가

로 증감된 역을 정의하 다. 그 다음 각 역을 지나

는 용 데이터의 수를 체 데이터 수로 나  값을 구

하면 이 값은 용 데이터가 각 역을 지나는 확률에 

해당된다. A48밖의 역은 한 역으로 간주하여 A49로 

정의하 다. 상기 과정을 Fig. 3에 나타난 용 데이터 

분포에 용하면 Table 2와 같이 나타나며 이는 각 

역을 지나는 용 데이터의 확률분포표에 해당된다. 이 

분포를 그래 로 나타내면 Fig. 4와 같으며 이는 로그

정규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Fig. 4의 유사로그정규분포

에서 왼쪽으로 치우치는 비 칭성(Leftward skewness)

가 클수록 용   아크 류-아크 압으로 이루어진 용

데이터가 평균 역 부근에 많이 집되어 있음을 뜻

하며 이는 아크 안정성  출력 균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는 Fig. 4의 용 데이터 분포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 이다. Fig. 4와 Table 2를 살펴보면 A10 

역까지 데이터의 분포확률은 정상 인 비드가 비정상

비드보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낮아진다. 즉, N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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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50 weld data areas in the nondimen- 
sionalized current-voltage plane

Pass No
N(Area(%)) Bead 

qualityN0 N1 N2 N9 N10 N11 N12 N13 N47 N48 N49

0104 1.4 4.2 6.8 7.1 5.9 4.8 3.9 3.0 0.0 0.0 0.0 A

1001 1.2 3.6 6.1 7.0 5.9 5.2 4.2 3.4 0.0 0.0 0.0 A

1504 1.7 5.0 7.8 ··· 6.8 5.7 4.7 3.6 2.6 ··· 0.0 0.0 0.0 A

0101 1.0 3.2 5.4 7.1 6.2 5.3 4.5 3.7 0.0 0.0 0.0 C

0801 0.9 2.5 4.2 6.2 5.6 4.9 4.3 3.6 0.1 0.1 0.2 D

2001 1.1 3.3 5.6 6.9 6.1 5.3 4.4 3.7 0.0 0.0 0.0 C

Table 2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elding data in 50 weld data areas of each welding pass

0.10

P
ro

ba
bi

lit
y

0.08

0.06

0.04

0.02

0.00

0 10 20 30 40 50
Area No.

0104 Specimen

1001 Specimen

1504 Specimen

0101 Specimen

0801 Specimen

2001 Specimen

Fig. 4 Probability distribution of weld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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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이 정상과 비정상비드에서 가장 차이가 많

게 되며 그 값은 0.8을 기 으로 구분된다. 이는 류-

압 분포에서 평균 류  평균 압의 ±22% 이내

의 역에 체 데이터의 80% 이상이 분포해 있으면 

정상 비드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4의 분

포를 유사 로그정규분포로 가정하면 백분 수 22% (𝛼= 

0.22)에서의 분포값=0.8이 정상비드와 비정상비

드를 구분하는 기 이 된다. Fig. 6은 체 50패스에 

해 𝛼=0.22에서의 확률을 나타낸 결과이며 

확률=0.8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정상 비드이며 여

기에서 멀어질수록 품질이 나빠지는 비정상 비드임을 

나타내고 있어 이 기 이 아크 안정성  용 품질 평

가의 척도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불량으로 평가된 비드의 경우 비드 체가 아니

라 부분 으로 기공이나 불규칙 비드 형상이 발생하여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평

가 기 을 한 비드 내에서 정상 인 부분과 불량인 부

분을 평가하는 데에도 유효한지를 조사하 다. 이를 

해 한 비드를 125구간으로 나 고 Fig. 7~8에서와 

같이 각 구간에 해 𝛼=0.22에서의 확률을 조사

하고 각 구간의 비드 형상  결함 여부와 비교하 다. 

Fig. 7~8에서 맨  그림은 X-ray검사결과, 그 아래

는 비드그림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정상 인 비드 형상을 나타내는 구간은 𝛼=0.22에서의 

확률이 0.8을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었으나 불규칙

한 비드 형상이나 기공이 나타난 비드 구간에서 는 0.8

에 미치지 못하 으며 불량의 정도가 심할수록 확

률값은 더욱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기의 

평가기 으로 용  에 실시간으로 용  불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다. 본 연구는 무차원화된 데

이터로 수행하 기 때문에 용 류  용 압의 크

기에 무 하게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지만 데이

터가 220~280A의 류 구간에 속해있어 용 속

이행 형태가 다른 류역이나 고 류역에서는 별도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보호 가스나 

와이어 직경이 다른 경우에도 본 연구 결과를 그 로 

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방

법론은 소모성 극을 사용하는 GMAW, FCAW 공정 

일반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 류- 압 평면에서 용 데이터

의 분포상태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양호한 아크 안정

성과 균일한 용 출력에 근거한 용  건 성 평가의 정

량  기 을 제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아크 류-아크 압 평면상의 용 데이터를 평균

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무차원값으로 변환하여 

아크 류  아크 압값의 크기와 무 하게 데이터의 

분포상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2) 무차원화된 아크 류-아크 압 평면상에서 데이

터 심 으로부터 떨어진 순서 로 역 50개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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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iecewise quality analysis of 125 sections in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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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 역을 통과하는 용 데이터 수의 분포를 조사

한 결과 유사로그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비 칭성이 클수록 양호한 용  건 성이 나

타나는 련성을 나타내었다.

  3) 용 데이터의 유사로그정규분포도에서 백분 수 

22%(𝛼=0.22)에서의 확률값=0.8이 정상 비드와 

불량 비드를 구분하는 기 이 됨을 알 수 있었다.

  4) 각 비드를 125구간으로 구분한 후 ‘𝛼=0.22에서

의 확률=0.8’ 기 을 용해 본 결과 한 비드 내

에서도 구간별로 정상 여부의 정이 가능하 으며 이

를 통해 용   실시간으로 아크 안정성  용 품질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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