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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 속 아크용 (GMAW) 공정은 산업 장에서 

로 을 이용한 자동화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로

을 이용한 자동화로 용 을 하게 될 경우 열에 의한 모

재의 변형 때문에 용 선 추 이 필수 이다1-3).  

이 라인, 선박, 해양구조물 등 형 구조물의 용 에

서는 생산성과 용착량을 향상시키기 하여 탠덤 가스 

속 아크 용 를 이용하고 있다4,5). 탠덤 아크용 은 

용착량이 높으나 두 개의 아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

나의 아크를 이용할 때 보다 모재에 많은 열변형이 발

생한다. 따라서 탠덤 아크용 에서의 용 선 추 이 필

수 이다. 그러나 두 개의 인 한 극을 이용하기 때

문에 아크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류  압을 

이용한 용 선 추 이 어려워지게 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용 선 추  알고리즘

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탠덤 용

선 추  신호를 선정하고자 한다.

  

2. 동기형 탠덤 용  메커니즘
 

  DC 펄스 탠덤 용 의 경우 아크 간섭의 발생을 최소

화시키기 하여 Fig. 1과 같이 두 개의 펄스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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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andem welding process is frequently used in the welding of large structures with the aim of improving productivity 
and deposition rate. However, in this process, considerable thermal deformation of the base material occurs owing to two 
arc heat sources, thereby deteriorating the welding quality. Seam tracking in tandem welding is essential to improve the 
welding quality. However, in tandem welding, there are several issues in selecting a welding line tracking signal owing to 
arc interaction. Therefore, in this study,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select signals for seam tracking in tandem 
welding. The existing seam tracking signal selection method predicts the contact tip to work distance(CTWD) by measur-
ing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The CTWD, varies depending on the welding current and voltage signal; in this 
study, it was predicted to perform regression analysis and signal-to-noise(SN) ratio analysis. Through the SN ratio anal-
ysis, the highest SN ratio was selected as the seam tracking signal. Subsequently, machine learning linear models and re-
gression tree models were train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chine learning model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ion equation of the regression tree model is appropriate as the welding line track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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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를 180도로 설정하여 용 을 한다. Fig. 1의 1

에서 후행토치의 류가 감소하며 용 을 이행시킨다. 

그리고 선행토치의 용  류를 상승시킨다. Fig. 1의 

2에서 피크 류는 선행토치의 용 을 분리시키기 한 

핀치력을 제공하며 용융 액 을 생성한다. 후행 토치는 

베이스 류에서 추가 용융 없이 아크를 유지시켜 다. 

Fig. 1의 3에서는 Fig. 1의 1과 마찬가지로 선행토치

의 류가 감소하며 용 을 이행시킨다. Fig. 1의 4에

서 피크 류는 후행토치의 용 을 분리시키기 한 핀

치력을 제공하며 용융 액 을 생성한다7). 

3.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용 선 추 하는 방법  하나로 용  류, 압 신

호를 수집하여 CTWD(Contact Tip With Distance)

를 측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8-10). 용  

류  압 신호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하여 도출해낸 

CTWD 측식으로 용 선을 추 하게 된다. 하지만 

탠덤용 에서는 아크간섭 등으로 인한 신호의 불안정 

때문에 용 선 추 을 한 신뢰성 높은 측식을 용

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높은 측식

을 도출해내기 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용하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표 인 측 알고리즘으로는 

선형 회귀모델과 트리모델이 있다. 선형 회귀 모델은 

숫자형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기 가 되는 모델

로 식(1)과 같은 모델을 통해 측을 하게 된다. 

         ⋯ (1)

여기서 c는 상수항을 나타내며 x는 모든 변수에 해 

나타낸다. 한 k겹-교차검증 는 홀드아웃 방법을 통

해 측정된 데이터에서 무작 로 훈련모델과 검증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 트리모델은 분류와 회귀 모두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수치 측을 하여 회귀트리모델을 이용하

다. 수치 측의 경우 부분 선형 회귀모델을 이용하

게 되지만 변수가 많아 비선형 인 계를 가질 경우 

트리모델이 더 정확한 측을 할 수 있다. 회귀트리모

델은 식(2)를 바탕으로 터미  노드를 형성하게 된다. 

설명변수 x1부터 xp 기 의 값들로 J개의 다르고 겹치

지 않는 집합 R1, R2,..., Rj로 분할하는 것이다.

 

   





∈
 

 (2)

  분할은 모든 Rj내 각각의 데이터와 측값 Rj간의 잔

차제곱합(RSS: Residual Sum of Squares)를 최소

화하는 Rj를 구함으로서 수행된다. Rj는 j번째 그룹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 반응변수 값이다11). 

4. 실험 방법
 

  앞서 설명한 동기형 펄스 탠덤 용 에 해 용 선 

추 을 한 가장 합한 아크센싱 신호를 선정하는 실

험을 진행하 다. 실험을 하기 한 장치구성을 Fig. 2와 

같이 구성하 다. 실험에는 다원시스사의 용 기를 사

용하 다. 탠덤 용 을 진행하기 해 용  원을 2개

로 구성하 다. Yaskwa사의 용 로 을 사용하여 비

드용 을 진행하 다. 펄스 용 의 류  압을 측

정을 해 샤빈 아녹스(Chauvin Arnoux)사의 홀센

서와 감압회로를 구성하 다12-14). 측정 장비의 경우 각

각의 용 원에서 측정을 하기 하여 용 원 당 하

나씩의 측정 장비를 설치하 다. National Instrument

사의 DAQ 보드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받아들

고 이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Labview를 이

용하여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데이터의 처리과정은 Fig. 3와 같으며 측정된 펄스

형을 각각 선행과 후행토치의 류, 압신호로 수집하

Leading torch welding current
Trailing torch welding current

[l]

[t]

Trailing 
torch

Leading
torch

Droplet Arc

Fig. 1 DC pulse synchronized tandem weld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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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된 각 토치의 류  압신호는 Labview

의 신호 분류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피크, 평균, 베이스

로 분리하여 장되게 하 다. 기존의 용 선 추  신

호를 선정하는 방법인 회귀분석과 SN비 분석을 통해 

용 선 추  신호를 선정하 으며 회귀식의 검증을 

하여  


의 SN비 분석을 수행하 다. 여기서 G는 

CTWD의 변화에 따라 수집된 피크, 평균, 베이스 신호 

데이터를 선형 회귀분석 했을 때 직선의 기울이며 신호 

민감도의 척도이다. 는 피크, 평균, 베이스 데이터의 편

차평균이다15). 

  추가 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용하여 용 선 추

 신호  측식 도출 과정을 수행하 으며 데이터의 

분리과정은 Fig. 4와 같다. Fig. 4a는 하나의 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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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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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equipment configuration for welding monitoring and data analysis. a) schematic diagram for 
measure welding signal, b) weld power source, c) hall sensor(pac-22), d) decompression circuit, e) DAQ-board 
(NI-9229)

Data Separation Data analysis

Pulse data

Leading torch

Trailing torch

Peak current

Mean current

Base current

Peak voltage

Mean voltage

Base voltage

Regression 
analysis

Machine 
learning

SN ratio

Linear

Tree

Select 
seam

tracking
signal

Fig. 3 Data separation and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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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 separation method a) leading torch pulse welding current, b) separated curr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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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집되는 류의 펄스 형을 나타내었다. DAQ보드

에서 5kHz의 샘 링 속도로 류, 압 데이터를 수집

하고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피크, 평균, 베이스로 분

류된 데이터 추출하 다. 분류 수집된 데이터를 이동평

균 필터링을 수행하 으며 Fig. 4b와 피크, 평균, 베이스 

신호의 시간에 따른 신호 민감도를 확인하 다. 선행 

토치와 후행토치 류, 압에 해 동일한 과정을 진

행하여 데이터를 확보하 다. 

  Table 1의 용  조건을 바탕으로 비드용 을 진행하

고 CTWD에 따른 탠덤 토치의 류, 압 신호 분

석  측식 수립과정을 진행하 다.

5. 실험 결과
 

   Table 1의 용  조건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회귀 분

석  SN비 분석 과정을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5a와 b의 그래 는 선행 와이어와 후행와이어의 

용  류, 압 신호의 변화를 CTWD에 따라 피크, 

평균, 베이스의 값으로 분리한 후 회귀 분석하여 나타

낸 그래 이다. 회귀분석 결과 베이스 류의 기울기가 

14.1으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크와 평균 

류에 비해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c

와 d는 앞서 Fig. 5a와 b에서 회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SN비 분석을 진행한 그래 이다. SN비 분석 

결과 선행토치의 평균 류와 후행토치의 평균 류가 가

장 우수한 신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분

의 압신호에 해 SN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회귀식의 측값에 한 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1.33으로 나

타났다.  

  그 후 선형 모델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 다. 

교차검증은 5번 진행하 다. Table 2의 Estimate는 

각 변수에 한 계수 추정값을 의미하고 SE는 계수의 

Parameter Value

Wire feed speed(mpm) 6, 9, 12

Welding speed(cm/min) 60

CTWD(mm) 10, 12, 14, 16, 18

Ar gas flow rate( /min) 17

Shielding gas Ar(80%) + CO2(20%)

Table 1 Welding conditions(DC pulse synchronized tan-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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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 analysis process a) welding current data regression analysis graph, b) welding voltage data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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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오차를 나타낸다. tStat의 경우 ‘ 응하는 계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가설에 해 ‘계수가 0이다’ 는 귀무

가설을 검정하는 데 사용된 각 계수에 한 통계량이

다. Table 2는 p-값이 0.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유효

하지 않은 모든 인자들을 풀링한 후 머신러닝을 진행한 

결과이다. 선형 모델을 통해 구한 CTWD의 측식은 

다음 식과 같다.

     




 (3)

  Table 2와 같이 C는 상수항을 의미하고 A는 각각의 

변수, B는 각 변수의 계수를 의미한다. 식(3)의 평균

제곱근오차(RMSE)는 1.16이며 선형 모델에 한 p-

값은 0으로 유의한 모델이다. 

  그리고 트리 모델을 이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

다. 교차검증(k-fold cross validation)은 5번 진행하

고 트리모델의 측 결과를 간략화 하여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삼각형의 경우 터미 노드이며 각 조

건에 맞는 가지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값을 추정해 나가

게 된다. 맨 아래의 은 나뭇잎 노드로 트리모델을 통

해 측된 결과 값을 나타낸다. 실제 측 트리모델의 경

우 터미 노드가 총 191개로 나타났으나 Fig. 6에서

는 터미 노드를 8개까지만 표 하 다. Fig. 6의 모

든 변수에 해 훈련을 진행하 으며 측 모델의 평균

제곱근오차(RMSE)는 0.63으로 선형모델 보다 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ameter Estimate SE tStat p-Value

Intercept 74.738 (=C) 2.6873 27.811 2.1128e-159

Wire feeding speed (=A1) 0.2057 (=B1) 0.00785 26.198 1.1371e-142

Leading torch peak current (=A2) -0.0339 (=B2) 0.00238 -14.216 4.5498e-45

Leading torch average current (=A3) -0.0768 (=B3) 0.00166 -46.367  0

Trailing torch peak current (=A4) -0.0280 (=B4) 0.00375 -7.4799 8.6093e-14

Trailing torch average current (=A5) -0.0907 (=B5) 0.00252 -35.932 3.3659e-254

Trailing torch base current (=A6) 0.0574 (=B6) 0.00288 19.93  2.1375e-85

Trailing torch peak voltage (=A7) 0.2937 (=B7) 0.02144 13.696 5.2307e-42

Trailing torch average voltage (=A8) -0.3340 (=B8) 0.02861 -11.675 3.9817e-31

Trailing torch base voltage (=A9) -0.0311 (=B9) 0.00783 -3.9703 7.2691e-05

Table 2 Linear model machine learning results

 Leading current leading voltage Traiil current Trail voltage

Peak A2 A5 A8 A11

Mean A3 A6 A9 A12

Base A4 A7 A10 A13

A3

<180.5 A3

≥177.0<177.0 <43.6 ≥43.6

21.2 20.2 15.7 19.0

≥ 180.5

<196.5 ≥ 196.5A3

A3<205.6

A11 A11
<43.5 ≥43.5

A915.6
<207.2 ≥207.2

15.3 14.2

<510.6 ≥510.6
A2

≥205.6

18.1 18.1

Fig. 6 Regression tree model prediction tree (A1: wire feed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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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분석한 모델들을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

다. RMSE값이 가장 작은 회귀 트리 모델이 동기형 

펄스 탠덤용 에서 가장 한 모델이라고 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길이에 따라 용  류  압이 

변하는 아크 특성을 이용하여 탠덤에서 용 선 추 을 

한 신호선정에 해 연구하 다. 탠덤 용 을 해 

용  원과 신호 측정을 한 장비를 구성하 으며 측

정된 신호는 피크, 평균, 베이스로 분리하여 수집하 다. 

  용  조건은 와이어 송  속도를 6mpm, 9mpm, 

12mpm으로 변화시키며 실험하 고 각 송  속도 별 

CTWD를 2mm씩 변화시키며 비드용 (BOP)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와이어 송 속도별 압, 류신호에 

해 기존의 용 선 추 방법인 회귀분석과 SN비 분석을 

수행하 으며 SN비 분석 결과 선행토치의 평균 류가 

용 선 추  신호로 하다고 단되었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용 선 추  측 모델을 도출하기 

하여 선형 회귀모델과 회귀 트리모델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용하 으며 수행 결과 회귀 트리모델의 RMSE값

이 가장 낮았다. 3가지 용 선 추  측 모델의 RMSE

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머신러닝을 이용한 회귀 트리 

모델이 용 선 추 을 하기 한 가장 한 모델이라

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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