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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팀 소개
  

  본 연구실은 1993년 3월 용접공정연구실로 출발하여 

용접지식정보센터(weldnet.co.kr)와 같은 전문지식과 

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 구축과 운 에 이르기까지 용

접관련 정보 기술(InformationTech nology)과 관련

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실의 명칭도 용접IT연구실

로 변경하 다.

 지금까지 많은 용접 전문 인력이 배출되었으며 현재는 

Post Doc. 1명,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7명 및 학부 

재학생등 10여명이 조상명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2. 연구 분야

  본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1)용접장비 개발(아크용접. 

저항용접) 2)용접 품질 불량율의 개선과 6시그마의 적

용 3)용접부의 피로수명 평가라는 3분야로 나눌 수 있

으며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용접장비의 개발

  아크용접 및 저항용접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과 그 

응용 수준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 분야의 

현장 데이터는 방대하게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용접공정을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파형설계기

술은 이미 다양하게 응용되었고, 최근에는 신개념의 파

형설계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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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모니터링을 통한 전압,전류 계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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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저항 점 용접시 전류 및 가압력 파형

  Fig. 2 아크 및 저항 용접시 계측된 파형

    

Fig. 3 극성가변 AC 펄스 MIG 파형과 용접비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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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접 품질 불량률의 개선과 6시그마의 적용 

  자동 용접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정 분석하여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연구분야는 독보적이며 최근에는 6

시그마의 적용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3 용접부의 피로수명 평가

  용접구조물의 피로파괴에서 균열 발생점은 일반적으

로 용접토우부 또는 구멍이나 개구의 필릿부 등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형상이 급변하는 곳이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첨단 단축피로시험기 및 2축 피로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크 및 저항 용접부의 구조물에 따

시험기를 사용하여 아크 및 저항 용접부의 구조물에 따

라 다양한 조건으로 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3. 주요 보유 장비
 

  연구실 주요 장비로는 피로시험기, TIG 및 플라즈마 

용접기, CO2/MAG 용접기 4대, 단상 교류 저항용접

기, 정  저항용접기 2대, 초정  저항용접기 및 용접

부 시뮬레이션용 응용 S/W와 Workstation이 있다. 

아크 모니터링 시스템 3Set, 스폿 모니터링 시스템 

4Set,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용 노트북 4대, 고성

능 디지털 캠코드 등 공정진단용 장비가 있다. 그 외에 

오토케리지 2대, 스패터 포집기, 와이어 송급특성 측정

기, 용접기용 Timer 등이 있다.

-신호획득및
처리

-데이터처리
-용접제품특성

-신호획득및
처리

-데이터처리
-용접제품특성

전류영역
전압영역
토치이동및 추적
CTWD 및 각도
컨택팁등 소모품
실드 가스량및 순도
와이어종류 및 직경
접지 상태 및 위치
작업물고정 및 회전
용접부표면

전류영역
전압영역
토치이동및 추적
CTWD 및 각도
컨택팁등 소모품
실드 가스량및 순도
와이어종류 및 직경
접지 상태 및 위치
작업물고정 및 회전
용접부표면

아크 모니터링

아크용접공정

평균전류, 전압

평균저항

용접시간

입열량

고급 CTP : 단락비

저항변동계수, 

아크 스타트 지수

다양한 용접

품질 불량

모니터링

CTPCTP

CTQCTQ

Fig. 4 6시그마에 의한 In-line 용접품질 모니터링의 개요

  (a) Feeder A        (b) Feeder B

Fig. 5 6시그마 적용에 의한 와이어 송급장치 평가

  

   (a) 피로시험 중인 레이저  (b) 인장 및 비틀림 피로시험기에 

     용접 시편                척킹된 시편과 Extensometer

      
    Fig. 6 피로시험기 장면

Fig. 7 개별 모듈의 개략도(2대의 용접기가 하나의 개별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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