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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 TIG 용접로봇 제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Orbital TIG Welding Robo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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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비탈 TIG 용접은 용접공정 자동화에 있어 핵

심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전체 용접공정중 5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자동화의 비율이 낮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분야중 하나이다.

 산업현장의 핵심기술인 용접기술은 열악한 작

업환경과 유해하고 육체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꺼려하는 대표적인 3D작업 중에 하나

로 최근 숙련된 용접인력의 감소, 용접사의 고령화 

및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로 용접자동화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은 실정이다.
현재 파이프 용접로봇 시스템의 경우, 외국에서 

기 개발되어 시판하는 용접로봇은 가격이 고가이

고, 반자동 작업방식이라 용접조건 및 용접위치 

선정이 가능한 고기술의 용접사의 수급이 수반되

고 있다.
파이프 용접에 있어서 로봇의 용접 위치와 용접 

각도에 따라 용융지의 이동 효과로 용입 깊이가 

좌우됨으로 용접 부재의 크기에 따라서 적정 용입 

위치 및 각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이프 용접 

자동화를 위해서는 현재 용접점의 위치, 용접 각도 

등을 예측하고 상황에 따른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로봇의 용접위치에 따라 용접자세 및 공정변수

의 가변이 가능하며 용접대상부의 갭/단차 등의 

조건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저장된 용접 

D/B로부터 최적의 용접조건을 적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균일한 최적품질과 고생상성을 만드

는 용접로봇 제어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2. 용접로봇 기구부의 구성

용접로봇의 기구부는 가이드 레일과 캐리지로 

구성되어 있고, 캐리지는 구동축, 위빙축, 피더, 

용접부 인식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의 세부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다.
①가이드 레일: 파이프에 체결되어 용접로봇이 

레일을 따라서 주행을 하게됨

②캐리지: 용접로봇의 주행 및 용접장치

③구동축: 캐리지 주행의 메인 서보구동 

④위빙축: 용접봉의 좌우 위치제어 구동

⑤토치 높이축: 용접봉의 상하 위치제어 구동

⑥피더: 용접 와이어 공급 구동

⑦용접부 인식: 레이져 변위 센서를 통해서 용접

부위의 V자 홈을 인식

Fig 1 Guide rail and carriage of Orbital TIG welding 
robot

3. 용접로봇 기구부 제어시스템

Fig 2 Control system of Orbital TIG weld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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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션제어 시스템 H/W
용접로봇 모션제어 시스템은 32bit 프로세서인 

TMS320LF2812A와 8bit 프로세서인 ATmega128 
프로세서, 그리고 FPGA가 탑재되어 있다.

6축 엔코더 인터페이스, 16/8 bit bus 인터페이스, 
I2C serial bus 인터페이스, programmable ST clock 
generator, AD/DA, I/O확장, RS-232C통신, RS-485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Fig 3 Motion Control Board of Orbital TIG welding 
robot

3.2 모션제어 시스템 

Fig 4 Control system Flowchart

레이져 센서를 이용하여 용접선 추적(Seam 

Tracking)하여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용접시 

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용접 진행중에 Weavig

축을 용접위치 보정 구동한다.

아크 기동전 설정된 Weaving폭 값이 ±0(기준

점)이고 용접 진행중에 용접선 추적 데이터와 비교

하여 현재의 용접위치에서의 ±0(기준점)을 그 

차이만큼 보정한다.

파이프 용접시 용접 위치에 따라서 아래보기, 

하향, 윗보기, 상향용접 총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

고 구간별 용접공정 변수값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간제어 기능을 구현되었다.

파이프 용접자동화의 필수적인 AVC(Automatic 

Voltage Control)기능의 확인을 위하여 제어기와 

연계된 AVC 컨트롤러의 작동상태 및 용접 중 전압에 

따른 토치의 높이 변화를 확인하였다.

400A 파이프 자동 용접을 위한 용접 조건 선정을
위하여, 자세, 갭, 단차의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
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predicted and measured values 
of the width of the bead

Table 1 Spec of Orbital TIG welding robot

용접로봇 작업범위 350~500mm
용접속도 0.537mm/s

용접부 인식 정밀도 0.441mm
용접로봇 중량 13.58Kg

용접로봇 가반중량 20Kg 이상

가이드레일 중량 5.9/9.24/11.44Kg
용접품질(인장력, 굽힘) 90% 이상

4. 결론

오비탈 TIG 용접로봇을 통하여 파이프 용접공

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었으며, 제품의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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