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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Welding Speed

Using Infrared Ther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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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현재 조립과정에 따라 발생되는 용접변형을 측

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

다.
(1)

 용접변형의 예측에 관해서는 많은 공학자들

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3차원 구조물

의 용접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2) 하지만 용접변형의 해석 및 제어

기법에 관련된 연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용접공정 

전 변형량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적 방법들이 제시 되었을 뿐 용접 중 실시간으로 

용접변형을 계측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논문에서는 시험편의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변형을 실시간으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통하여 용접속도별 따른 

변형 측정을 연구하였다.

2. 시험편 시험편 시험편 시험편 및 및 및 및 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

시험편의 강도와 재질면에서 우수하여 산업설

비에 많이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STS304재질을 

이용하여 용접 및 촬영을 하였으며, 시험편의 두께

는 5mm이며 Fig.1과 같다. 용접시험편은 CO2 용접

이며 양면으로 용접하였다.

Fig. 1 Welding Specimen

Fig. 2 Infrared Thermography Shooting Image

Table 1 Welding Condition

Welding Speed(m/sec) Welding bead width(mm)

0.0018

10

0.0029

0.0032

0.0037

0.0038

0.0015

15

0.002

0.0024

0.0025

0.0027

0.0012

20

0.00125

0.0017

0.0019

0.002

본 논문에서는 시험편에 용접작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변형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접속도별로 Fig.2 와 같이 
촬영하였으며, 시험편의 용접시 변형을 CCD 

Camera를 통해 측정 하였다. Table 1은 시험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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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lding Deformation(x-y-z)

용접 조건이며 Fig. 3은 용접 시험편의 변형을 측정

한 것으로 시험편 중심에서 수직 방향의 높이 값을 
통해 변형값을 얻어내었다.

3. 실험결과 실험결과 실험결과 실험결과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각의 용접 조건에 

따라 시험편의 용접을 촬영한 결과 용접 시 발생하

는 평균 온도는 약 1700℃로 측정되었으며 Fig. 

3은 용접 시험편의 용접 시 평균 온도 분포를 나타

낸 그래프이다. 또한 CCD Camera를 이용하여 시험

편의 용접 속도에 따른 변형을 측정 한 결과를 

Tablee 1에서 제시하였다.

 Table 1 Welding Condition

Welding
Speed

(m/sec)

Pursuant
Temperature

( )

Deformation
(x-y)

Deformation
(y-z)

0.0018 1625.6 7 2.5

0.0029 1714 7 3

0.0032 1716.6 7 2

0.0037 1693.4 8 3.5

0.0038 1696.8 7.5 3

0.0015 1718.6 6.5 4

0.002 1717.8 9.5 4.5

0.0024 1717 9 4.5

0.0025 1693.6 8 3

0.0027 1696 9 4

0.0012 1719.8 8 6

0.00125 1718 8.5 5

0.0017 1717 7 5.5

0.0019 1715.4 10 4.5

0.002 1693.6 11 4

Fig. 4 Pursuant Temperature

4.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와 CCD Camera를 

이용하여 각각의 용접 조건에 따른 시험편의 온도 

분포와 변형량을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접시 시험편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온도는 약 1700℃로 

측정되었으며 용접 속도가 빠를수록 온도가 

낮게 측정된다.

(2) CCD Camera를 이용하여 용접 속도에 따른 

시험편의 변형을 측정한 결과 약 8㎝의 변형이 

일어났으며 비드폭이 좁을수록 변형이 작게 

일어난다.

본 실험을 통하여 용접속도와 비드폭을 통하여 

변형과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변형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차후 용접구조물의 해석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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