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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크 이터의 류, 압, 가스 제어, 와이어 피더 구동, 정 압 출력 제어, 고주  제어, 정

류 제어,  아크 용  제어 등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다기능 용 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 다.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90% 정도가 다기능 용 기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10%는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 없다는 답과 “용이하다”라고 응답한 상자 90%  30% 정도는 용 기를 사

용하면서 사용 연령층에 따라서 스마트 폰 활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조사되었다. 그러나 스마

튼 폰 이용은 진 으로 사용자의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re a proposed system that could control a multi-functional welder of the current, voltage of the crater, gas 

control, the wire feeder‘s driven, the constant voltage output control, high frequency control, rated current control and the ARC 

welding control etc., using the mobile-based smart phone. Approximately 90% of user of proposed system are very useful in 

multi-function welder in their task responded and rest of 10% of the answers don’t need it. 30% answered in 90% of the 

multi-function welding machine according to age group using a smart phone utilizing this "very difficult" at investigated. However, 

the use of smart phones is gradually lower the user's age group can be seen that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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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용 기는 제조․제작 산업에서 재료와 자재를 생산

하는 장치가 아니라 자재를 이용하여 가동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담당한다. 용 기는 용

 상이 되는 재료(모재), 가스열, 기에 지, 자

 에 지 등이 열원, 융합에 필요한 용 이나 납 

등의 용가재에 따라 용 기가 구분되며, 류의 양에 

따라 분류하며, 사용 소재로는 철강, 비철, 비 속류가 

해당이 된다. 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요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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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의 특성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는 단일 용 기 보

다는 다양한 모재로도 용 이 가능한 다기능 용 기

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기능 용 기는 통

상 으로 다양한 기 에 따라서 용 기를 분류한다. 

구분기 은 모재, 열원, 용가재에 따라서 용 기를 분

류하며, 사용에 여러 기기의 번잡함을 해결할 목 으

로 다기능 용 기가 생산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통상 으로 모재와 용가재가 달라짐

에 따라서 다기능 용 기의 제어 모드를 수동으로 설

정해야만 하는 문제 과 용  에 모재나 용가재의 

변경에 따라서 용 기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직  용 기로 이동하여 제어를 변경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과 에 지  작업

시간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비효율 인 문제  등을 

도출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다양한 용가재를 이용하여 용 을 수행하는 다기능 

용 기에 모바일 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면 최

의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다기능 용 기에서 각

각의 모드에서 류, 압, 가스, 크 이터 등을 제어

하도록 구성하여 제어함으로써 용 기를 원격에서 제

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신 수단으로는 Wi-Fi모

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용 애 리 이션

을 구 하고 에 지  작업시간의 낭비를 막고 효율

성 증 를 한 다기능 용 기 원격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용 기 종류  통신수단

1) 용 기 종류  원리

용 기는 소재에 따라서 CO2 용 기, MIG 용 기, 

MAG 용 기, TIG 용 기, ARC 용 기 등으로 구분 

된다. 한 두 개의 매체를 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기계  합과 속학  합으로 분류한다. 

속학  합이란 합면에 열에 지를 가하여 국부

으로 용융시키던지 는 속원자의 열확산을 진

시키는 방법으로 부분의 용 은 이 방법에 속한다

[5-6].

용 의 원리는 용 와이어가 와이어 송  장치에 

의하여 용 토치의 헤드부로 송 되고 용 토치의 헤

드에 있는 컨덕터 에 의하여 원과 연결되며 모재

와의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하여 이 아크열에 의하여 

용 모재  용 와이어를 용융시켜 속을 합시키

는 방식이다. 인버터 제어 방식 용 기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상용 주 수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고

속 스 칭 소자를 사용한 인버터에 의하여 10∼

50kHz의 고주 수로 변환된다. 고주  출력은 다시 

용 변압기에 의하여 용 에 합한 압으로 강압되

어 정류되고 이를 직류리액터를 통하여 직류 류를 

평활 시켜 아크부하에 한 직류를 공 하는 방식

이다[5].

그림 1. 인버터 제어기 구성도
Fig. 1 Inverter controller configuration

2) 블루투스(Bluetooth)의 원리  수단

블루투스의 무선 시스템은 ISM(Industrial Scie-

ntific and Medical) 주 수 역인 2400∼2483.5MHz

를 사용한다. 이  아래 주 수를 쓰는 다른 시스

템들의 간섭을 막기 해 2400MHz 이후 2MHz, 

2483.5MHz 이  3.5MHz까지의 범 를 제외한 2402

∼2480MHz 역에서 총 79개 채 을 유용한다. ISM

이란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할당된 주 수 역으로, 

사용에 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력의 

를 발산하는 개인 무선기기에 많이 쓰인다. 아마

추어 무선, 무선 랜, 블루투스가 이 ISM 역에 해당

된다.

여러 시스템들과 같은 주 수 역을 이용하기 때

문에 시스템 간  간섭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

를 방하기 해 블루투스는 주 수 호핑(Frequency 

Hopping) 방식을 취한다. 주 수 호핑이란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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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을 특정 패턴에 따라 빠르게 이동하며 패킷(데이

터)을 조 씩 송하는 기법이다. 블루투스는 할당된 

79개 채 을 1 당 1600번 호핑한다.

이 호핑 패턴이 블루투스 기기 간에 동기화되어야 

통신이 이루어진다. 블루투스는 기기 간 주(Master)기

기와 부(Slave)기기로 구성하여 연결되는데, 주기기가 

생성하는 주 수 호핑에 부기기를 동기화 시키지 못

하면 두 기기 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 인

해 다른 시스템의  간섭을 피해 안정 으로 연결

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하나의 주 기기에는 최  7

의 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주 기기와 부 기기 

간 통신만 가능할 뿐 부 기기 간의 통신은 불가능 하

다. 그러나 주기기와 부기기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로 역할을 바꿔 통신이 

가능하다.

3) 와이 이(WIFI)의 원리  수단

WIFI 기술에서 먼  알아야 할 것이 무선 랜

(LAN) 기술이다. 무선 랜 기술은 간단하게 말해서 네

트워크 구축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를 이용하

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무선 속장치

(AP)가 설치된 곳을 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스마

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고속 인터넷을 이

용할 수 있다. 무선 주 수를 이용하므로 화선이나 

용선이 필요 없으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는 무선 랜 유닛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와이 이는 기기의 종류, 혹은 사용 모드에 따라 

무선신호를 달하는 AP(Access Point, 무선공유기 

등)가 주변의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복수의 단말기

(PC, 스마트 폰 등)들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 라스

트럭처(infrastructure)모드, 그리고 AP 없이 단말기끼

리 P2P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드혹(Ad hoc)모

드로 나뉜다.

인 라스트럭처 모드는 일반 인 와이 이 사용 형

태다. 를 들면 무선 공유기를 인터넷 신호가 달되

는 유선랜 이블에 속한 뒤 집안에 설치하면 주변

에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모두 무선 인터

넷 속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인 라스트럭처 모드의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애드혹 모드는 용도가 제한 인 편인데, 주로 휴

용 게임기나 멀티미디어 이어에서 사용한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소재에 따라서 용 기의 종

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용가재에 따라서 다기능 

용 기의 모드를 원격에서 선택하는 통신수단으로 블

루투스와 WIFI에 한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었다. 블루투스 방식은 10m 안

의 단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와이 이는 100∼

200m의 거리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 블루투스

3.0의 경우 송 속도가 24Mbps인데 비해 와이 이 

IEEE 802.11n의 경우 송 속도가 300Mbps까지 지원

해 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와이 이에 비해 보안에 

많이 취약하다. 일반 으로 작업자와 다기능 용 기 

간의 거리가 50m정도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와이

이 모듈을 이용하여 다기능 용 기를 제어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사료되어 WIFI 통신 수단을 이용하 다.

Ⅲ. 제안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다기능 용 기 

제어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은 그림 2와 같이 제안

하 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용 기 제어시스템 구

에 있어서 다음 요소들이 필수 으로 설계되고 제

안되어야 한다. 먼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고주  

제어와 스 칭 압 제어이다. 이는 배터리로부터 공

받은 DC 압을 AC 압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DC 100V를 고주  제어를 통해 교류 220V 단상 출

력, 교류 380V 삼상 출력, 교류 440V 삼상 출력으로 

변환시킨다. 변환된 AC 교류는 Trans장치를 통해 

압을 낮추고 이를 정류 장치와 리액터장치를 걸쳐 

DC 15V 5A∼50V 500A를 출력시킨다[7-8].

그림 2. 제안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Proposed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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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드 모터 제어  가스 밸  제어로 이는 

용  모드에 따라 가스  용 재를 제어한다. 이러한 

모든 제어들은 스마트 기기 애 리 이션을 통해 손쉽

게 제어기에 탑제된 WIFI 모듈을 통하여 제어되며 이

에 한 제안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 시스템 구성도
Fig. 3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그림 3과 같이 제안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서

MLS-9PS 유닛은   / MAG 용 모드에서 선택을 

유도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 유닛에서는 정

압 출력 특성 제어, 와이어 피더 구동, 가스 등을 

제어하게 된다. MLS-11X는 TIG/ARC 용  모드에서 

선택을 유도하기 하여 DAC 포텐셔와 릴 이를 통

하여 MLS-11X 는 MLS-9PS와의 통신을 목 으로 

구성하 다. 더불어 워 스 칭 소자 IGBT를 직  

구동하는 회로를 탑재하지 않고 별도의 IGBT 구동 

기 을 사용하여, TIG 용 에서 필요로 하는 고주

제어, 정 류 제어, 기 가스  후기 가스제어, 크

이터 유무  반복제어, 아크용 (수동)제어 등의 기

능을 수행하도록 하 다.

그림 4. ADC 설계 구성도
Fig. 4 ADC schematic configuration

그림 4의 ADC입력 유닛에 따라서 스마트 기기에

서 압과 류의 제어를 통하여 용  방법이 결정됨

에 따라 제어모드의 지시에 따라 용 기가 제어된다. 

이상의 시스템의 구성되고 제어 여부가 설계에 따

라 수행되는지와 버그  에러를 체크할 목 으로 

Lab View 시뮬 이션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4

장에서 수행하 다.

Ⅳ. 제안 시스템 구   분석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구성한 시스템이 설계에 따라

서 작동되는지 여부와 구 에 따른 분석을 기술하

다. 우선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LabView 시뮬 이

션을 통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성하고 스

마트 폰에서 신호 값을 송하여 각각의 선택 모드가 

정상 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 다. 그림 7, 8은 서버

와 클라이언트 넬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정상

으로 신호 값이 정상 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

아보기 한 내부 회로에 해당한다. 그림 9은 안드로

이드 폰에서 다기능 용 기의 모드를 선택하고 제어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서버 면 넬
Fig. 5 Server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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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클라이언트 면 넬
Fig. 6 Client front panel

그림 7. 클라이언트 블록 다이어그램
Fig. 7 Client block diagram

이상의 환경에서 TIG 용 은 기본 으로 본 용  

류가 200A로 설정되며 5A단 로 본 용  류를 

조 한다. 용 의 기 류와 크 이터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 기본 100A로 설정되며 2A

단 로 기 류와 크 이터를 조 하여 용 을 하

는 계로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류와 크 이터 

수치를 제어하므로 분석을 하 다.

CO2, MAG, MIG 용  역시 기본 으로 사용하는 

류는 250A, 압은 28V로 설정 되어 있으며 류

.

그림 8. 서버 블록 다이어그램
Fig. 8 Server block diagram

는 5A, 압은 1V 단 로 용  류와 압을 조

한다. 용 의 크 이터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 크 이터의 기본 류는 200A, 압은 25V

로 설정되며 압은 5A, 류는 1V 단 로 크 이터

의 류, 압을 조 한다. 그리고 가스체크와 와이어 

인칭에 한 동작은 ON/OFF 형식으로 조 이 가능

하도록 구성을 하 다.

ARC 용 은 류만을 조 하는데 기본 으로 

200A의 류로 설정 되어있으며 5A 단 로 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9는 스마트 기기에서 다기능 용 기의 모드를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TIG, CO2, MAG, MIG, ARC 용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용 기에서 용가재를 변경할 

때마다 수작업으로 압과 류  크 이터를 수정

해야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 구성을 통하 을 때에는 항상 휴 하고 있는 

스마트 휴  단말기를 통하여 반경 100m 내에서 작

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용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환경에서 매우 용이하게 다기능 용 기 활

용의 극 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으로 

단이 되었으며, 다기능 용 기를 사용하고 있는 작

업자들을 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90%가 용이하

다, 10%는 있으면 좋겠지만 필요 없다는 답과 “용

이하다”라고 응답한 상자 90%  30% 정도는 용

기를 사용하면서 사용 연령층에 따라서 스마트 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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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기능 용 기를 사용하는 용  환경에서는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용  모드를 선택 

후 각 용  모드에 맞게 본 용  류, 기 류, 크

이터 등의 류 값을 설정하여 연결된 Wi-Fi 모듈

을 통해 손쉽게 용  작업을 변경 할 수가 있다는 결

론을 얻은 반면에 사용 연령층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할 경우에도 응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스마트 폰이 아닌 원격 리모트 컨트롤

러와 같은 사용 과정에서 내구성이 강하면서 사용 방

법이 매우 간결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림 9. 스마트제어 앱
Fig. 9 Smart control App.

Ⅴ. 결 론

최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의 시장이 격

히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재 용가재에 따라 용 기가 구분되어지고 용 기에 

공 되는 류의 양을 제어하는 다기능 용 기 제어

가 작업 장에 따라 제어기와의 거리가 멀어 작업용

도에 맞는 압, 류, 크 이터 조 에 비효율 인 

작업시간의 손실원을 발생시키는 문제 을 도출하

다. 이러한 문제 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스 칭 압 제어, 고주  제어, 피드 모터 

제어, 가스 밸  제어, 용 기 제어를 한 Wi-Fi 모

듈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용 애 리 이션

을 개발하여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에 지 효율과 용 작업에 용이한 환경으로 성

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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