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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n intelligent robotic arc welding system which exploits sensors like as LVS (Laser Vision 

Sensor), Hall effect sensor, voltmeter and so on. The use of industrial robot is saturated because of its own limitation, and one of the 

major limitations is that industrial robot cannot recognize the environment. Lately, sensor-based environmental awareness research of 

the industrial robot is performed actively to overcome such limitation, and it can expand application field and improve productivity. 

We classify the sensor-based intelligent arc welding robot system by the goal and the sensing data. The goals can be categorized into 

detection of a welding start point, tracking of a welding line and correction of a torch deformation. The Sensing data can be 

categorized into welding data (i.e. current, voltage and short circuit detection) and displacement data (i.e. distance, position). This 

paper covers not only the explanation of the each category but also its advantage and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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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산업용 로봇은 단순한 반복 작업을 빠르고 정밀하게 수행

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최적화 되어 많은 산업 현장에 

자동화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업

용 로봇은 그 사용추세가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은 2012년 World robotics [1]에서 공개한 전세계 산업용 로봇

의 사용 수이고, 그림 2는 Mizuho bank [2]에서 2014년에 공개

한 중국의 신규 산업용 로봇 수이다. 그림 1과 그림2에 의하

면 다음에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로봇 사용 대수의 포화 추세를 볼 수 있고, 2011

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2011

년 이후 증가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이 신기술의 등장, 기술적 향상 등에 이유가 아닌 단지 중국 

로봇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일시적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며, 2011년 이후에도 기술적 한계에 의한 포화 상태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산업용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여 로봇의 적용분야를 확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교시된 작업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중

간 발생하는 예외적인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어렵고, 작업 

전체에 대한 사전 계획이 로봇 교시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로봇은 교시된 곳으로 작업 대상

물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로봇과 작업물은 항상 고

정적 위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또한 

로봇을 교시하는 교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 품질이 크게 

좌우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작업 

대상물의 위치가 유동적인 환경이나 교시자에게 낯선 환경

에서는 로봇의 사용이 제한되고, 좋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

게 된다. 또한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을 대신하고자 하는 산

업용 로봇의 목적과 달리 사람과 유사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원만히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사용 수[1]. 

Fig.  1. Worldwide operational stock of industrial robots [1]. 

 

 

그림 2. 중국의 신규 로봇 수[2]. 

Fig.  2. New industrial robots in Chin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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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센서 데이터를 피드

백하여 작업 환경을 인식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아크 용 

접 로봇이 작업환경을 인식하여 로봇과 작업물의 위치 관계

가 유동적이거나 작업 중간에 예외적인 이벤트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

템에 대해 소개한다.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은 표 1과 같이 

인식해야 하는 대상과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

다. 유동적인 환경에서 아크 용접의 안정된 품질을 얻기 위

해서는 용접 시작/종료점과 용접선을 인식하여 용접 대상물 

위치가 변하여도 원하는 곳에 용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용

접 중간 토치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 이를 인식하여 보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은 

위의 용접점 검출, 용접선 추종, 토치 변형 보정을 목적으로 

하며 각각은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사용되는 센서 데이터는 용접 시 발생하는 전류, 전압, 통전 

여부 등의 용접 데이터와 로봇이나 로봇 외부에 설치된 거리

감지센서로 측정한 거리나 위치 정보 데이터가 사용된다. 

본 논문의 II 장에서는 용접점 검출을 위한 터치 센싱과 

레이저 터치 센싱 기술의 동향에 대해 소개를 할 것이다. III 

장에서는 용접선 추종을 위해 사용 중인 아크 센서와 LVS기

반 용접선 추종 기능에서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IV 장

에서는 용접 중 변형된 토치의 보정을 위해 사용되는 ATDC 

(Auto Tool Data Calibration)와 비접촉식 토치 변형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할 것이다.  

 

II. 용접점 검출 기술 

용접점 검출 기술은 용접선이 직선인 경우 용접의 시작점

과 종료점을 검출하여 용접선이 변경되어도 이를 인식하여 

원하는 곳에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fillet 용접에서 

많이 사용되고, fillet 뿐만 아니라 틈이 있는 butt 용접이나 

groove 용접에서도 시작점과 종료점 검출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용접점뿐만 아니라 폭이 변하는 groove 용접에서 

위빙 폭과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 되기도 한다[3]. 이 

기술은 로봇의 용접 와이어와 용접 대상물의 통전을 통해 접

촉 여부를 이용하는 터치센싱과 토치 부근에 설치된 레이저 

센서로 측정한 거리 정보를 이용하는 레이저 터치 센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터치 센싱: 그림 3과 같이 fillet joint가 구성되어 있을 때 

로봇을 X, Y, Z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용접 대상물과 통전이 

될 때의 로봇 툴 끝의 좌표를 이용하여 시작점과 종료점을 

찾을 수 있다. 로봇을 X, Y, Z축으로 각각 이동시켰을 때 통

전 시 로봇 툴 끝의 X, Y, Z 좌표를 각각 Px, Py, Pz라고 하면 

시작점 혹은 종료점의 좌표 P는 식 (1)과 같다.  

 ( , , )
x y z

P P P P=  (1) 

위의 방법으로 검출한 용접점을 기존 교시점 대신하여 사용

하여 용접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 터치센싱은 용접기에서 제공하는 통전 여부만을 이용

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통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부가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과 용접 대상물과 접촉 시 용접 와이어나 팁에 변형이 생

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직각이 아닌 용접 대상물의 

경우 용접점 검출 과정이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레이저 터치 센싱: 레이저 터치 센싱은 통전 방식 터치 센

싱의 단점을 보완한 기술로 그림 4와 같이 1점 레이저 센서

나 2D 레이저 스트립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점 

레이저 센서의 경우 용접선 인근에서 로봇을 이동시켜 센싱

되는 거리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용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

림 4(a)의 점 B는 로봇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센싱 

거리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변곡 순간을 검출하여 찾을 수 있

다. 또한 점 C는 거리가 일정하다 증가하는 순간을 점 A는 

거리가 감소하다 일정해지는 순간을 검출하여 찾을 수 있다. 

점 A와 B의 거리는 로봇의 위빙 파라미터를 설정하는데 사

용한다. 거리를 위빙 폭으로 설정하고, 폭에 맞게 위빙 진동 

표   1.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 기술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sensor-based intelligent arc welding robot system technology. 

목적 용접점 검출 용접선 추종 토치 변형 보정 

사용 

데이터 

통전여부 

(용접 데이터) 

거리 정보 

(센서 데이터) 

전류/전압 

(용접 데이터) 

용접선 위치 

(센서 데이터) 

통전 여부 

(용접 데이터) 

거리 정보 

(센서 데이터) 

기술명 터치 센싱 레이저 터치 센싱 아크 센싱 LVS Tracking ATDC 
비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그림 3. Fillet joint에서의 터치 센싱. 

Fig.  3. Touch sensing in a fillet joint. 

 

(a) (b) 

그림 4.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터치 센싱: 1점(좌)과 2D (우). 

Fig.  4. Touch sensing in a fillet joint. 

Ji Hoon Joung, Hyeon-Ho Shin, Young Hoon Song, and SooJ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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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변경하여 위빙 폭이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환

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b)의 2D 레이저 스

트립 센서는 1점 센서와 달리 로봇을 이동시키지 않고 용접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레이저 스트립의 위치를 분

석하여 코너와 같은 용접점을 검출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

하며, 이 과정은 상용 레이저 센서에서 수행되어 용접점의 

위치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레이저 터치 센싱은 용접점 검출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이 소요되고, 용접 와이어나 팁의 변형이 없고, 용접 대상물

이 이루는 각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부가적인 센서가 필요하여 시스템 구성 비용이 상승

하며, 센서의 볼륨에 의해 주변 기구들과 간섭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센서의 위치 변화에 따른 오차에 위험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용접선 추종 기술 

용접선 추종 기술은 용접 중 변경되는 용접선이나 직선이 

아닌 용접선의 변형 등을 인식하고 추종하여 원하는 곳에 용

접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시하기 복잡

한 형상의 용접선의 경우 시작점과 끝점 만을 교시 후 용접

선을 추종하게 하여 교시자나 교시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일

정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용접선 추종 기술은 

로봇의 위빙 동작 중 변화하는 전류/전압의 추이를 이용하는 

아크 센싱과 토치 부근에 설치된 LVS를 사용하는 LVS 기반 

용접선 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크 센서: 아크 센서의 기본 원리는 위빙 시 토치와 용접 

대상물과의 거리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 변화 경향을 이

용하는 것이다. 소모성 와이어를 송급하는 GMAW (Gas Metal 

Arc Welding)에서 그림 5와 같이 평탄하지 않은 용접 대상물 

위를 위빙할 때 토치와 용접 대상물의 거리가 변하여 돌출되

는 와이어의 길이가 변하게 된다. 이는 와이어의 저항을 변

화시켜 용접 전류에 차이를 야기한다. 이러한 전류 변화는 

홀 센서(hall effect sensor)나 용접기에서 제공하는 전류 데이터

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위빙 모션의 중앙과 용접선이 

일치되었을 때의 전류 변화를 기준으로 용접선이 위빙 모션 

중앙에서 좌/우로 치우친 경우 기준이 되는 전류 변화 경향

을 갖도록 로봇을 이동시켜 용접선을 추종하도록 한다(그림 

5). 또한 용접선과 토치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경우 위빙 한 

주기 동안의 전류 총량(적분)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이

용하여 위빙 한 주기당 전류 총량의 변화를 검출하고, 총량

이 기준보다 적을 경우 로봇을 작업 대상물과 가깝게, 클 경

우 멀리 이동시켜 로봇과 작업 대상물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

게 유지시킬 수 있다[7]. 

비소모성 전극을 이용하는 TIG나 플라즈마 용접은 용접 

작업물과 토치 사이의 거리에 따라 전류가 아닌 전압이 변화

하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용접선 추종

이 가능하다. 비소모성 전극을 이용하는 용접법은 용접 대상

물과 토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른 용접

법에 비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빙을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높이 센싱(height sensing)과 AVC (Arc 

Voltage Control) 기술이 있으며, 원리는 앞서 설명한 높이 추

종 방법과 유사하게 기준 전압/전류에서 변화한 양을 보상하

도록 로봇을 이동시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8]. 

용접 전류/전압 변화를 이용한 토치의 용접선 이탈 검출 

연구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관련 연구들

은 위빙 구간별 용접 전류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용접선을 

추종하는 공통된 아크 센서 모델을 사용하며, 용접선 이탈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3]은 위빙 모션 중

용접선 기준 좌우의 양 구간에서 변화하는 전류를 curve 

fitting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4]는 위빙 구간별로 

전류면적법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외

에 전류의 적분을 이용하거나 위빙 중간점에서 전류를 미분 

후 부호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검출 방

법의 선형 조합을 위해 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도 연

구되었다[5]. 

아크 센서는 직선이 아닌 용접선을 추종할 수 있고 용접 

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용접선도 추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용접기의 용접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상

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센서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용접 데이터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위빙 동작이 반드시 필요하며, 급격한 변화에는 취약하고 한

정된 용접 joint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LVS기반 용접선 추종: 일반적인 LVS는 그림 6과 같이 발

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되어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수광위치

를 거리로 환산하여 레이저 선의 위치를 추정하는 센서이다. 

기존에는 하나의 직선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원형의 레이저 선을 사용하거나[9,11], 다수의 직선

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한 시스템[10]도 개발되고 있다. LVS

에서 발광되는 레이저는 650~700nm의 파장을 지니고 있고

[10], 이 파장은 용접 시 발생하는 불꽃에서 그 강도가 상대

 

그림 5. 위빙 모션에 따른 전류 변화. 

Fig.  5. The current change according to weaving motion. 

 

그림 6. LVS의 구조 및 원리. 

Fig.  6. The structure and principle of LVS. 

Trends of Sensor-based Intelligent Arc Welding Robo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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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은 파장이기 때문에[14] 카메라에 특수 필터를 사

용하면 용접 중에도 레이저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용접 중 

발생하는 흄과 같은 연기가 수광부의 시야를 가려 측정을 방

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센서의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air 

cooler의 공기 일부를 센서 밖으로 배출하여 연기를 제거하고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LVS기반 용접선 추종 기술은 용접 중에 LVS로 측정한 용

접점의 위치를 로봇으로 전달하고, 로봇은 그 측정된 위치로 

툴 끌을 이동시켜 용접선을 지속적으로 추종한다(그림 7). 이

를 위해서는 LVS로 측정된 위치를 로봇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로봇 좌표계와 센서 좌표계 

사이의 위치관계 추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을 LVS-robot 캘

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 기존에는 수동 조작이나 기구를 이

용한 캘리브레이션을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작업 현

장에 설치하기 쉬운 원형 평면 구조물을 이용한 자동 캘리브

레이션 기술이 개발되었다[12]. 

LVS는 용접선 추종을 위한 용접선 인식뿐만 아니라 

groove나 butt 용접 시 용접선의 틈새 길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 길이에 따라 용접 전류/전압, 로봇 속도, 위

빙 속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8). 그리고 용접 비드의 형상을 검사하여 용접 불량을 

검출하는 시스템에 사용하기도 한다[6]. 

LVS 기반 용접선 추종은 직선/곡선과 각도 추종도 가능하

며, 용접선의 급격한 변화에 아크 센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인하다. 또한 로봇의 위빙 동작과 무관하게 추종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가적인 센서로 인한 비용과 간섭 문

제가 있으며, 센서 위치변화가 즉각적으로 용접 추정 성능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돌이나 진동에 의한 센서 위치변화를 대

비하는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토치 변형 보정 기술 

용접 중 로봇의 토치가 충돌하거나, 진동에 의해 토치가 

변형되어 툴 끝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토치나 팁 등을 교체 시 툴 끝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이전 작업의 교시를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작업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토치의 위치를 감안한 보

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토치 변형의 보정을 위한 

기술은 와이어나 토치의 통전 여부를 이용하는 접촉식 기술

과 광학 센서나 레이저 센서의 거리 정보를 이용하는 비접촉

식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 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

은 주로 용접 와이어나 토치 노즐이 특수 형태의 구조물과 

접촉한 위치를 기반으로 변형 정도를 검출한다. 구조물은 접

촉을 통해 로봇의 토치를 전역 좌표계 상의 일정한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구로, 주로 ‘ㄱ’자 형태나 원형 링 모양

을 사용한다. 이런 구조물을 사용할 경우 토치가 변형된 후

에도 토치를 동일한 전역 좌표계 상의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어 변형 전과의 차이를 검출하여 로봇에 설치된 툴 데이터

를 변경할 수 있다. 변형된 토치를 일정한 위치로 이동시키

기 위해 로봇을 지정된 패턴을 따라 X, Y, Z방향으로 이동시

키며 접촉 순간의 위치를 저장하고 그 위치를 기반으로 변형

된 토치의 위치를 추정한다. 접촉식 토치 변형 기술은 Fanuc

의 TorchMate 3[15]과 같이 토치의 위치만을 보정하는 기술과 

현대중공업의 ATDC [16]와 같이 위치와 자세를 보정하는 기

술로 나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의 ATDC는 그림 9와 같이 원형 구조물을 이용

하여 변형된 토치를 검출하고 보정한다. 토치가 변형되기 전

에 링의 전후, 좌우 접촉을 통해 정확한 중앙 위치를 검출하

고 토치를 수직으로 세워 원형 구조물의 정중앙에 툴 끝 위

치가 오도록 로봇을 이동시킨 후 그 위치를 기준 위치로 저

장한다. 이후 토치 변형이 발생하면 다시 원형 구조물에서 

지정된 패턴을 따라 토치를 접촉시켜 원형 구조물의 정중앙

을 찾는다. 이 때 로봇을 Z방향으로 이동시킨 후 지정된 패

턴대로 움직여 변형된 토치의 자세 정보를 얻는다. 이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변형된 토치를 수직으로 세우고 툴 끝의 위

치가 변형되기 전과 동일전역 좌표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위치와 기준위치를 비교하여 토치의 변형 정도를 계산하여 

로봇의 툴 데이터를 보정한다. 

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은 부가적인 센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단한 구조물의 설치로 시스템을 

그림 7. LVS기반 용접선 추종 절차. 

Fig.  7. The process of LVS-based seam tracking. 

그림 8. 현대중공업의 gap 적응형 용접 기능. 

Fig.  8. Gap adaptive arc welding of Hyundai robot. 

 

그림 9. 현대중공업의 ATDC 기능. 

Fig.  9. Auto Tool Data Calibration of Hyundai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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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이어를 접촉 시키는 경우 와이어

의 변형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즐이나 구조물, 

혹은 와이어에 스패터와 같은 이물질이 붙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물리적 접촉으로 구조물이나 토치가 

손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비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 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비접촉식 방식이 최근 활발히 개발되

고 있다. 비접촉식 방식은 접촉식 방식과 유사하게 특수한 

형태의 구조물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지정된 패턴을 따라 

이동하며 토치의 변형 정도를 검출한다. 접촉식은 토치와 구

조물이 접촉할 때 그 위치를 저장하여 변형을 검출하지만 비

접촉식은 초음파 센서나 레이저 센서와 같이 원거리에서 거

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조물에 내장하여 구조물에서 

토치 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변형을 검출한다. 대부분의 비

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을 위한 제품(그림 10)은 현대중공업

의 ATDC와 같이 위치와 자세를 모두 보정하며, 사용되는 센

서는 광학 센서[17,21]와 카메라[18]가 대표적이다. 

비접촉식 토치 변형 보정 기술은 접촉식에 비해 상대적으

로 빠르게 토치 변형을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물리적 접

촉이 없어 토치와 툴에 손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리측정 센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은 필수적

이고, 접촉식 방식에는 없는 전원 및 통신선이 작업현장에 

추가로 설치된다. 또한 토치나 와이어에 붙은 이물질에 의한 

오차가 상대적으로 강인하긴 하지만 거리 측정 센서에 이물

질이 붙을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한

계가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의 

기술을 목적과 사용 센서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술에 대한 

소개, 연구, 개발 동향, 장점 및 한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전

반적으로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은 센서와 

센서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합쳐진 기술집약 고부가가치 시스

템으로 작업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 안정적인 용접 품질을 

보장하고 교시자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형화된 환경을 탈피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산업용 로봇 

적용 방법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용할 센서 특징과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장점을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시자나 시스템 사용자

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 쉬운 사용을 위한 UI (User Interface)

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센서의 측정 거리나 노이즈와 같

은 한계로 일부 환경에서는 적용 불가할 수 있고, 일부 레이

저 센서는 고가로 인해 기술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 기술, 센서 성능의 향상, 새로운 센

서 적용 등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추후 센서기반 지능형 

아크 용접 로봇 시스템의 확산 및 대중화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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