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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펄스 아아크 용접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의 펄스 아아크 용접장치의 전원회로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2도는 종래의 펄스 아아크 용접장치의 용접전류파형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용적(溶滴)의 이행형태를 나타낸 도면.

제4도는 본원 발명의 일실시에의 전원회로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5도는 본원 발명의 펄스 아아크 용접장치의 용접전류파형을 나타낸 도면.

제6도는 아아크 전압과 용접전류를 검출해서 펄스폭을 제어하는 경우의 제어회로의 블록도.

제7도는 제6도에 나타낸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도.

제8도는 아아크전압을 검출해서 펄스주파수를 제어하는 경우의 제어회로의 블록도.

제9도는 제8도에 나타낸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도.

제10도는 아아크전압을 검출해서 피이크전류치를 제어할 경우의 제어회로의 블록도.

제11도는 제10도의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 구성도.

제12도는 아아크전압을 검출해서 베이스전류를 제어할 경우의 제어회로의 블록도.

제l3도는 제12도의 구체적인 회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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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도는 아아크전압을 검출해서 와이어송급량을 제어할 경우의 블록도.

제15도는 제14도의 구체적인 회로구성도.

제16도는 다른 제어회로를 나타낸 블록도.

제17도는 전원회로 구성을 모식적(模式的)으로 나타낸 도면.

제18도는 제17도의 회로에서 얻어지는 신호 및 출력전류파형의 설명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와이어전극과  모재(母材)와의  사이에  공급하는  직류의  용접전류(이하  베이스전류라고 
함)에,주기적으로  펄스상의  용접전류(이하  펄스전류라고  함)를  중첩시켜,  이  펄스전류에  의한 전자
수축력(電磁收縮力)으로  와이어를  세립화(細粒化)해서  모재로  이행시키는  (이것을  스프레이 이행이
라고 함) 펄스아아크용접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펄스아아크  용접장치로서,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것이  있었다.  도면에  있어서  (1)은 트
랜스이며  1차측은  3상(相),2차측은  6상의  권선(卷線)구조로  되어  있다.  (201)∼(206)은 다이리스터
이며,  교류전압을  직류로  변환하는  동시에,  위상제어에  의해  전압치도  변화시킬  수  있다.  (3)은 상
간(相間)  리액터이며,  이들  (1),(201)∼(206),(3)으로  베이스전류를  공급하는  전원(4)이  구성되어 
있다.  (5)는  베이스전류에  중첩해서  펄스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며,  트랜스(1)의  2차권선중  권수를 
많게 한 2상분 및 그것에 접속된 다이리스터 (60l),(602)로 이루어 진다. (701),(702)는 
직류리액터,  (8)은  와이어  전극,  (9)는  와이어  (8)를  송급하기  위한  모우터  등의  와이어  송급장치, 
(10)은  아아크,  (11)은  모재(피용접물)이다.  전원(4),(5)의  출력은  한쪽이  공통으로  되어  와이어에 
접속되며,  다른쪽은  직류리액터(701)과  (702)와의  사이에서  합쳐져서  모재(11)에  접속되어  있다. 그
리고,(12),(13)은 각기 전원(4)내, 전원(5)내의 다이리스터의 위상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회로이다.

다음에 종래의 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전원(4)으로부터는  베이스전류가  전원(5)으로부터는  펄스전류가  와이어(8),  모재(11)  사이에 공급되
며,동시에  와이어(8)가  와이어  송급장치(9)에  의해서  모재(11)측으로  송출되면,  모재의  용접이 행해
진다.  제어회로(12),(13)은  각기  다이리스터(201)∼(206)  및  (601),(602)의  점호위상(點弧位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베이스전류치 I B  펄스폭  τ,  펄스전류의  피이크치 IP (이하 피이크전

류치 IP 라고  함)가  변화한다.  용접전류의  파형은  제2도처럼  되지만,  펄스의  주파수는  기본전원 주파

수(일본에서는  50Hz  또는  60Hz)와  같거나  또는  그  2배이다.  그리고  제  2도(a)는  평균용접  전류가 작
을 경우, 동도(b)는 클 경우의 파형이다.

예를  들어  모재의  판두께가  없을  경우에는  평균용접전류(또는  와이어의  송급속도)를  작게  유지해서 
용접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제  2도(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이스전류 IB 를  작게,  또  펄스폭  τ를 

작게,  따라서  피이크전류치 IP 도  작게  설정하고,  펄스주파수도  예를들어  120Hz에서  60Hz로 떨어뜨리

는 일도 있다.

반대로  예를  들어  모재의  판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평균용접전류(또는  와이어의  송급속도)도  크게 
용접하므로, 파형으로서는 제 2도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IP를  크게 또 τ도 크게 따라서 IP도  크게 

설정한다.

종래의  펄스아아크  용접장치는  이상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2도(a)처럼  평균용접전류를  낮게 
했을경우 I P  가  작아지면  펄스전류에  의한  전자수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스프레이  이행이 곤란해지

며,  용적(溶滴)(14)은  제  3도(a)처럼  극단적으로  커져서  모재에  이행할  때에  와이어(8)와 모재(11)
가 단락하기 쉬우며,그때에 흐르는 단락전류에 의해서 용융(溶融)한 와어어가 스패터로서 
비산(飛散)한다.  또,  제  2도(b)처럼  평균용접전류를  크게  했을  경우  τ  및 IP 가  커지면  1펀스당 대

충  1회씩  용적(14)이  모재로  이행해  가지만,  펄스의  1주기당  와이어에  주입되는  열량이  커져서  제 3
도(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적(14)이  늘어져서  아아크길이가  짧으면  때때로  와이어와  모재가 단락
하며,  이것도  스패터발생의  원인으로  된다.  제  3도(a),(c)와  같은  경우에는  스패터를  피하려고 
하면,  아아크길이를  짧게  유지할  수  없으며  그래서  언더커트가  생기는  따위의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며,  용접속도도  올라가지  않는다.  제13도(b)처럼  아아크길이가  짧게(그  때문에  언더커트도 발생
하기  어렵고,  용접속도도  빨라짐),  용적도  작게  할  수  있는  적정한  용적  이행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펄스폭 τ, 피이크전류치 Ip, 베이스전류치 IB를 잘 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펄스아아크  용접장치는  적정한  용적이  행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정이  매우 곤
란하며,  따라서  조작자는  그들  용접인자의  정수(定數)를  적정치라고  생각되는  값으로  그때마다 설정
하고  있지만,  이들은  말하자면  조작자의  경험과  육감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반
드시  최적치(最適値)로  설정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불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종래장치에서는  상술한  용접인자를  설정된  것으로  하고,  제어회로(13)가 다이리스터(601),(60
2)의  점호위상을  제어해도,  펄스전류의  평균치를  제어할  수  있어도,  순시치(瞬時値)는  제어할  수 없
기  때문에,  아아크부하의  변동에  수반해서  순시에  있어서의  용적의  이행상태가  불균일해지며, 펄스
반복주파수가  전원주파수에  영향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용적의  이행상태를  얻는  용접전류대가 한
정되는 따위의 원리적인 결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종래의  용접장치에  있어서는  용접  개시시에  용접아아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자로서,  상술한 
바와같이  펄스폭,  펄스주파수,  와이어  송급속도  등을  개개로  조정할  뿐이며,  용접중에  있어서의 조
작자의  손이  흔들리는  따위에  기인하는  아아크길이의  변동에  대해서는  보정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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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었다.  따라서  용접중에  있어서,  때때로  발생하는  조작자의  손의  흔들림이나  모재의  불균일성 때
문에,  아아크길이의  변동이  발생하며,  그것에  수반해서  용접중에  스패터가  발생하거나 용융(溶融)길
이가  변동하거나  또는  아아크절단이나  언더커트  등이  일어나  여러가지의  용접불량이  발생한다고 하
는 결점이 있었다.

본원  발명은  종래의  결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폭넓은  평균용접  전류범위(즉, 와이어
송급속도  범위)에  걸쳐서,  스패터가  없는  적정한  용적이  행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펄스아아크 용접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아크길이가  짧으며,  인더커트  등의  용접불량의  발생이  없고, 용접속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펄스아아크 용접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아아크길이가  변동하더라도  펄스전류의  펄스폭,  펄스주파수, 피이크
전류치  또는  베이스전류나  와이어송급량의  용접인자의  적어도  한가지를  자동적으로  바꾸어서,  항상 
아아크전압을  소정의  값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손의  흔들림이  기인하는  아아크길이의  변동을 방
지할 수 있는 펄스아아크용접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은  용접조건마다  즉,  와이어경,  와이어재질,  시일드가스성분  등이  변했을 경
우의  각  조합(組合)에  대응한  용접조건마다  각  인자의  적정치를  함수  또는  정수로서  미리  규정해 놓
고,  각  용접조건에  응한  적정치의  선택이  스위치의  절환  등에  의해,  기계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다른  목적은  와이어송급량과  아아크전압과의  대응관계를  규정하여,  와이어송급량과 아
아크전압의  일원화를  도모하며,  아아크길이의  변동에  대응한  아아크전압의  변화로  펄스폭을  바꾸어 
항상  아아크전압을  소정의  값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의  흔들림  등에  기인하는 아
아크길이의 변동이 적으며, 또한 적정한 용적이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원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와이어  송급량과  펄스주파수의  일원화를  도모하며,  와이어송급량의 변
화에  응해서  펄스주파수를  바꾸어  항상  적정한  펄스  이행이  생기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아아
크길이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원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원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용접에  가장  적합한  펄스주파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펄스  피이크  전류치를  아아크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한 펄스아아크 용접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를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제  4도에  있어서  (15)는  트랜스  및  다이오우드 
등으로  구성된  직류전원이며,  전원(4)은  제어신호로  전류를  온-오프할  수  있는(직류전류에서도  그 
소자만의  작용으로  오프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  등의  스위칭회로  (16)와  직류리액터(703)  및 베이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212)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5)은  역시  트랜지스터  등의  제어신호로 
전류를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칭회로(17)  및  직류리액터(704)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스위칭회로 
(16),(17)은  전류용량  등의  관계로  다수개의  소자의  병렬  접속으로  되는  일도  있으며,  (18)은  그 병
렬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밸런스  저항을  나타낸다.  (19)는  스위칭회로  (16)  또는  (17)의  온-오프시에 
발생하는  서어지전압을  흡수하며,  더구나  펄스전류의  상승을  좋게  하고  또한  직류전원(15)의 출력전
류의  리플을  작게  하기  위한  콘덴서,  (221)(222)는  각기  스위칭회로  (16),(l7)의  오프후에  생기는 
서어지전압을  흡수하기  위한  플라이휘일다이오우드,  (211)은  용접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 
(22)는  고주파전원,  (23)은  승압트랜스,  (24),  콘덴서,  (25)는  불꽃갭,  (26)은  고주파전압을 아아크
부하에  인도하기  위한  커플링코일,  (27)은  페라이트  등의  자성체로  형성되며,  와이어가  관통하는 고
주파리액터,  (28)은  바이패스콘덴서,  (29)는  아아크전압  검출을  위한  검출기이다.  (31),(32)는 스위
칭회로(16),(17)의  온,오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회로이며,  아아크전압검출기(29), 용접전류검출기
(211)  및  베이스전류검출기(212)의  신호에  응해서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있다.  그리고  제4도에 있어
서 제1도와의 해당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여 놓았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고주파전원(22)의  입력전압은  승압트랜스(23)에  의해서  승압되어서  콘덴서(24)  즉, 불꽃갭
(25)의  양단에  인가되며,  어떤  한계치에서  갭사이에  방전파괴가  생겨  콘덴서(24), 커플링코일(26)과
의  사이에  직렬공진회로  가형되어서  고주파  고전압이  발생한다.  이  고주파  고전압은 커플링코일(2
6)을  통해서  와이어(8)와  모재(11)  사이에  인가된다.  이때,  고주파에  대해서  고임피이던스가  되는 
고주파  리액터(27)와  바이패스콘덴서(28)에  의해서  와이어  송급장치(9)  및  전원(4),(5)에는  고주파 
고전압이  침입하지  않는다.  이  고주파  고전압에  의한  와이어,  모재  사이의  방전파괴  때문에 와이어
와  모재가  단락하지  않아도  아아크가  점호(點弧)되며,  이것에  의해  아아크  점호시의  스패터의 발생
을  억제할  수  있다.  아아크의  점호와  전후해서  와이어  송급장치(9)에  의해  와이어(8)를 모재방향으
로 송출하면, 용접이 실시된다. 

용접전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직류전원에서  공급되는  직류전류는  스위칭회로(17)에  의해서 온-오프되
어서  펄스전류가  형성된다.  (스위칭회로(11)가  오프로  된  직후는  플라이휘일다이오우드(221), 직류
리액터  (704)를  통해서  용접전류가  흐름).  또,  스위칭회로(16)의  온-오프에  의해서  베이스전류가 형
성된다.  (스위칭회로(16)가  오프로  된  직후는  플라이휘일다이오우드(222),  직류리액터(703)을 통해
서  베이스전류가  흐름).  동시에  검출기(211)는  용접전류를  시시각각  검출하고  있으며,  그  출력은 제
어회로(32)에  입력되고,  피이크전류치 IB 가  와이어재질,  경(徑),  시일드가스의  종류의  조합에 의해

서  정한  소정의  범위내에  들어오도록,  스위칭회로(17)가  온-오프한다.  또,  검출기(212)에  의해서 베
이스전류가  시시각각으로  검출되며,  주로  와이어경에  의해서  정한  소정의  범위내가  되도록, 제어회
로(31)를  통해서  스위칭회로(16)가  온-오프된다.  또,  제어회로(32)는  펄스주파수와  와이어 송급속도
와의  대응관계  및  검출기(29)에  의해서  검출된  아아크전압이  평균치와  펄스폭과의  대응관계를 규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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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전류파형은  제5도처럼  되지만,  펄스주파수,  펄스폭  τ,  피이크전류치 IP ,  베이스전류치 IB 의 설

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면에  있어서  τ는  펄스의  주기이며,  또 IB 로서는 맥류(脈

流)의 평균치를 취했다.

먼저,  피이크전류치 IP 로서는  적어도  와이어를  세립화해서  모재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른

바  임계전류치(이것은  사용하는  와이어재질,  경,  시일드가스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됨)  이상으로 설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크게  하면  모재측에  대한  아아크력이  커져서  용접비이트가 흐트러
져  도리어  좋지  않다.  그래서 IP 의  설정치로서는  (평균전류치에  의하지  않고  일정하게  해  둔다고 해

서),  임계전류치  이상이며  더구나 IP 를  일정하게  해서  펄스의  주기  τ를  크게  해갔을  경우, 평균용

접전류치가  소정의  최대치로  될  수있도록  선정한다. IP 의  설정치  범위의  예를  여러가지의  와이어 재

질, 경, 시일드가스의 종류의 조합에 대해서 나타낸 것을 별지 표 1에 나타냈다.

다음에, 와이어 송급속도와 펄스주파수(또는 펄스의 주기)와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와이어가  아아크열  및  와이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주울열(Joule's  heaτ)등에  의해서  용융하며, 
더구나 전자수축력으로 세립화될 경우의 용융(14)의 크기는

(가) 용적에 작용하는 모재방향에의 전자력

(나) 와이어 방향에의 표면장력

(다) 중 력

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제3도(b)와  같은  적정한  용적이행이  일어날  경우의  용적의  크기(용적경  a)의 
실측결과를  표  1에  부기했다.  아아크길이를  짧게  해도  극력  스패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는  용적경a를  되도록  작게하면  된다.  즉,1펄스당  표  1에  나타낸  용적경으로  1회의  이행을  시키면 

된다.  따라서,  와이어  송급속도 U
cm
/S와  펄스주파수  fHz와의  대응관계는  일반적으로  용적경을 ammø

와이어경을  dmmø라고  하면,  매초  송급되는  와이어량과  이행하는  용적량이  같으므로  다음  식처럼 표
시된다.

표 1에는 각각의 와이어경, 용적경에 응한 U/f의 설정범위도 부가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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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펄스당  와이어에  주입해야  할  열량  W는  표  1에  나타낸  용적분의  와이어를  용융시키는데  충분한 것
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와이어가  연강(銅)  1.2mmø이며  용적경을  1.2mmø라고  하면  그  열량은 실
온을 0℃, 용적의 온도를 1,535℃(철의 융점), 비열을 0.15cal/g℃, 잠열을 65ca1/g, 밀도를 

7.8g/cm
2
로서  계산하면  2.08cal(8.74주울)로  된다.  여러가지의  와이어재질,  경,  시일드  가스의 종류

의  조합에  대한  1펄스당  와이어에  주입해야  할  최적열량범위도  표  1에  나타냈다.  그리고  사용한 물
리정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이상과  같이  피이크전류치,  와이어송급속도와  펄스주파수와의  대응관계(또는  1펄스당  와이어에의 주
입열량)을  설정하면,  용적의  이행은  적정한  용적경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용접을  할때에는  이밖에 
아아크길이를  적정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아크길이가  길어지면,  모재가  가열되는 범위
가  넓어져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또  지나치게  짧아지면  용적이  모재와  단락해서 스패
터가  생기기  때문이다.  통상  사용되는  0.9∼1.6mmø의  와이어때의  아아크길이는  2∼3m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때의  아아크전압은  20∼40V로  된다.  이  아아크길이의  제어는  아아크전압을 검출하
며,  이  값이  미리  설정한  값으로  되도록  평균  용접전류치,  즉  1펄스당의  입열량(入熱暈)및 펄스주파
수를  제어함으로써  행한다.  이  입열량의  조절은  펄스폭  τ  또는  펄스의  피이크치 IP 나  베이스전류치 

IB 를  바꿈으로써  행한다.  검출한  아아크방전전압이  설정된  기준치보다  높을  때에는  입열량의  감소를 

도모하며,  용적의  모재에의  이행을  늦춤으로써  아아크길이를짧게  하고,  반대로  아아크방전전압이 기
준치보다  낮을  때에는  입열량의  증대를  도모하여  모재에의  용적의  이행을  빠르게  함으로써 아아크길
이를 길게 한다.

그리고,  입열량  및  펄스주파수를  조정하는  대신에  와이어의  송급속도를  제어하여  아아크길이를 조절
하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와이어송급속도의  응답은  전기신호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충분한 
제어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베이스전류치 IB 는  펄스와  펄스와의  사이에서의  아아크절단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전류치를 

부여해  둔다.구체적으로는  와이어경0.9mmø의  경우는  약10A,  1.2mmø  1.6mmø의  경우는 약20∼30A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세경(細徑)  와이어에  대해서  베이스전류를  낮게  설정한  것은  평균용접전류가 
작은 영역에의 사용확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설명에서는  스위칭회로소자로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예를  나타냈지만,  이밖에 게이트터언오
프 다이리스터와 같은 것도 효과는 똑같다.

다음에 제어회로(31)(32)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6도는  아아크전압과  용접전류를  검출해서  펄스폭을  자동적으로  바꾸어  입열량을  제어하는  경우의, 
제어회로의  블록도이다.  도면에  있어서  (29)는  아아크전압검출회로,  (302)는  이  검출회로  (29)의 출
력을  입력으로  하는  적분회로,  (304)는  와이어송급속도를  설정하는  와이어송급량지령회로,  (305)는 
이  지령회로(304)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와이어송급량과  아아크전압의  대응관계를  규정한 함수발생
기  A,  (303)은  이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과  상이  적분회로(302)의  출력을  비교하는  비교기  A, 
(312)는  이  비교기  A(313)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펄스폭을  변화시키는  펄스폭설정회로,  (306)은 
상기  와이어송급지령회로(304)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와이어송급량과  펄스주파수와의  대응관계를 
규정한  함수발생기  B,(313)은  이  함수발생기  B(306)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펄스주파수를 변화시
키는  펄스주파수설정회로,  (211)은  용접전류검출회로,  (308)은  이  검출회로(211)의  출력을  증폭하는 
증폭하는  증폭회로,  (309)는  이  증폭회로(308)의  출력과  상기  펄스폭설정회로(312)의  출력과,  상기 
펄스주파수설정회로(313)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는  펄스피이크기간선택회로,  (310)은  펄스의 피이크
전류치를  지시하는  피이크전류치  지령회로,  (311)은  이  지령회로(310)의  출력과  상기 선택회로(30
9)에서  선택된  펄스의  피이크  기간중의  용접전류치를  비교하는  비교기  B,  (314)는  이  비교기 B(31
1)의  출력을  입력으로하여,  펄스의  피이크전류치를  변화시키는  펄스피이크전류설정회로,  (315)는 상
기  지령회로(314)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와이어송급량을  변화시키는  와이어송급량  설정회로, 

(316)은 베이스전류설정회로이다.

이  제  6도에  나타낸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의  일례에  대해서  제  7도에  나타낸다.  제  7도에 있
어서,  적분회로(302)는  검출회로(29)로부터의  검출신호가  입력되며, 저항(R1)(R2 ),  콘덴서 (C1 )  및 

증폭기(A1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와이아송급량지령회로(304)는 전원(E1 ), 가변저항(VR1 )  및 저항

(R3 )의  직렬회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와이어송급량의  지령치에  해당하는  신호를 가변저항(VR1)

를  조정함으로써  얻고  있다.  함수발생기  A(395)는  와이어송급량과  아아크전압의  대응관계를 규정하
는  것이며, 가변저항(VR2 ), 저항(R4 )및 증폭기(A2 )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와이어송급량지령회로

(304)로부터의  지령신호에  응해서 가변저항(VR2 )의  값이  변화하는  것이다.  비교기  A(303)는 저항(R

5)∼(R7 )과 비교증폭기(A3 )에  의해  구성되며,  적분회로(302)로부터의  신호와  함수발생기 A(305)로부

터의  신호를  비교하여,  차신호(差信號)를  출력하는  것이다.  펄스폭설정회로(312)는  비교기 A(303)로
부터의  신호를  입력신호로서  작동하는 N게이트다이리스터(S1 )와,  이 다이리스터(S1 )를  구동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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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로  이루어지며,  구동회로는 저항(R8),(R9 ), 트랜지스터(T1 ) (T2 ), 전원(E2 ), 콘덴서(C2 )  및 증폭기

(A4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함수발생기  B(306)는  와이어송급량과  펄스주파수와의  대응관계를 규정

하는  것이며, 가변저항(VR3 ), 저항(R10 )  및 증폭기(A5 )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와이어송급량 지령회로

(304)로부터의  지령신호에  응해서 가변저항(VR3 )의  값이  변화하는  것이다. 펄스주파수설정회로(31

3)는  함수발생기  B(306)로부터의  신호에  응해서  N게이트다이리스터(S2)를  제어하는  펄스주파수를 변

화시키는  것이며, 저항(R11)∼(R18 ), 콘덴서(C3),(C4 ), 증폭기(A6 ), 전원(E
ε
)  및 트렌지스터(T3),(T4 )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전압에  달함으로써, 트렌지스터(T4 )에서  펄스신호가  출력되는  것이다. 

용접전류검출회로(211)는  샤프트저항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증폭회로(308)는 검출회로(211)로부터
의  신호를  증폭하는  것이며, 저항(R19),(R20 ), 콘덴서(C5 )  및 증폭기(A7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펄스

피이크선택회로(309)는 플립플롭(F1 ), 전원(E4 ), 저항(R21),(R22 )  및 트랜지스터(T5 )에  의해 구성되

며,펄스폭설정회로(312)에  의해  설정된  펄스폭으로서,  펄스주파수설정회로(313)로  구성된 펄스주파
수를  사용하며,  검출회로(211)에  의해  검출된  용접전류에  응해서,  펄스피이크기간을  선택설정하는 
것이다.  피이크전류치지령회로(310)는 전원(E5 )  및 저항(R23)∼(R25 )에  의해  구성되며, 펄스피이크전

류치의  지령신호를  출력하는  것이다.  비교기  B(311)는 비교증폭기(A8 )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펄스

피이크전류설정회로(314)는 포토커플러(P1 ), 트랜지스터(T6 ), 저항(R26 )  및  스위칭회로(17)의 구동원

(E6 )에  의해  구성되며,  펄스의  피이크전류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단자(320)에서  스위칭회로(17)의 

구동신호가  출력되게  된다.  와이어송급량  설정회로(315)는 전원(E7 ),  트랜지스터 (T7 ),  다이리스터 

(S3 ), 저항(R27 ),  콘덴서 (C6 )  및  와이어  송급용의  모우터(M)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모우터(M)의 역

기(逆起)전력이  와이어송급량  지령회로(304)의  지령치보다  클때만  모우터(M)에  신호가  흐르도록 다
이리스터(S3 )의  개폐가  제어되고  있다.  또,  베이스전류설정회로(316)는 저항(R28)∼(R33 ), 증폭기

(A9),(A10 ), 전원(E8),(E9 ), 가변저항(VR4 )  및 트랜지스터(T8 )에  의해  구성되며, 가변저항(VR4 )을 조정

해서  설정된  베이스전류치와,  단자(321)에  입력된  베이스전류의  검출치를 증폭기(A10 )에  의해 비교해

서 트랜지스터(T8 )의  개폐를  제어하며,  설정베이스전류가  되도록  스위칭회로(l6)에  단자(322)로부더 

신호를 출력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  제  6도  및  제  7도에  나타낸  제어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면,  상기  구성에  있어서 적
정한  용접상태를  얻기  위해서,  용접을  개시함에  있어서,  펄스폭설정회로(312), 펄스주파수설정회로
(313),  펄스파이크전류설정회로(314)를  개개로  조정하며,  또  베이스  전류설정회로(316)  및  와이어 
송급량 설정회로(315)를 조정한다.

이  제어회로에  있어서는  이들  사전조정에  더해서,  용접중의  아아크길이의  변동에  의한  아아크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자동적으로  설정치를  적정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먼저 와이어송급량
을  결정하는  지령회로(304)로  송급량을  결정한다.  그러면,  지령회로(304)의  설정량은  함수발생기 
A(305)에  들어가,  여기서  와이어송급량에  응한  전압으로  변환되어,  비교기  A(303)에  입력된다. 다음
에  용접스타아트에  의해  와이어가  송급되어,  아아크가  발생하면  아아크전압  검출회로(29)로 아아크
전압을  검출하고,  적분회로(302)에  입력되어  평활(平滑)된  후,  상기  비교기(303)로  인도되며, 함수
발생기  A(305)의  출력과  비교된다.  이  비교된  후의  차전압이  펄스폭설정회로(312)에  들어가,  여기서 
상기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과  아아크전압이  같아지도록  자동적으로  펄스폭을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아아크길이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펄스폭은  좁아지머,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펄스폭이 넓어
진다.

또,  와이어송급의  지령회로(304)의  지령은  와이어송급량과  펄스주파수와의  관계를  정한  함수발생기 
B(306)에  입력됨으로써,  여기서  와이어송급량에  응한  전압으로  변환되어서 펄스주파수설정회로(31

3)로 인도되며, 펄스주파수가 설정된다.

한편,  용접전류검출회로(211)에  의해  검출된  용접전류는  증폭회로(308)로  증폭되며,  펄스피이크 기
간선택회로(309)에  있어서,  베이스기간중의  전류와  피이크기간중의  전류로  분리된다.  그리고  미리 
지시된  피이크지령회로(310)의  출력과  비교기  B(311)로  비교되어,  그  차전압에  의해서  항상 피이크
전류치가  일정해지도록  제어된다.또,  베이스전류는  베이스전류설정회로(316)에  의해  설정치로 되도
록 제어하고 있다.

또,  제  8도는  제어회로의  다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며,  아아크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펄스주파수
를  바꾸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  8도의  구성에서  제  6도의  것과  다른  점은  비교기  A(303)의 
출력을  펄스주파설정회로(313)에  넣고,  그리고  제  6도의  함수발생기  B(306)는  제외하는  동시에, 펄
스폭설정회로(312)에는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을  넣도록  한  것이다.  이  제어회로에서는  제  6도에 
나타낸  제어회로와  각블록내의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으며,  그접속에  있어서 펄스주파수설정회로
(313)는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과  아아크전압이  같아지도록  자동적으로  펄스주파수를  변화시키게 
되며,  예를들어  아아크길이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펄스주파수를  작게  하고,  반대로  줄어들었을 경우
에는 크게 하게 된다.

제8도에  나타낸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의  일례를  제9도에  나타낸다.  이  구성은  제7도와  대충 
같으며,  제  7도와  다른  점은  함수발생기  B(306)가  삭제도고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신호가 펄스폭
설정회로(312)의 N게이트다이리터(S1 )에  입력되며,  비교기  A(303)의  출력신호가  증폭기(A15)를 통해

서 N게이트다이리스터(S2)에 입력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제l0도는  제어회로의  다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며,  아아크  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펄스피이
크전류치를  바꿀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10도의  구성에서  제  6도의  것과  다른  점은  비교기 
A(303)의  출력을  비교기  B(311)에  넣고,  제6도의  피이크전류치지령회로(310)는  제외하는  동시에, 펄
스폭설정회로(312)에는  함수발생기  A(5)의  출력을  넣도록  한  점이다.  이  제어회로에서는  제  6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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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제어회로와  각블록내의  구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  접속에  있어서,  펄스피이크기간 선택
회로(309)에  있어서  선택된  피이크전류치는  비교기  B(311)로  비교되며,  그  양쪽의  입력이 같아지도
록  펄스피이크전류설정회로(314)로  피이크전류치를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아아크길이가  늘어났을  경우는  피이크전류치를  낮게  하고,  반대로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높아지도록 
제어한다.

제l0도에  나타낸  블록도의  구체적인  회로구성의  일례를  제11도에  나타낸다.  이  구성은  제7도와  대충 
같으며,  제  7도와  다른점은  피이크전류지령회로(310)가  삭제되며,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신호가 
펄스폭설정회로(312)의 N게이트다이리스터(S1 )에  입력되어,  비교기  A(303)의  출력신호가 저항(R40 )을 

통해서 비교증폭기(A8)에 입력되는 것이다.

제12도는  제어회로의  다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며,  아아크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베이스전류치를 
바꿀경우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회로구성의  일례를  제13도에  나타내어,  제6도,  제7도의 
것에  대해  제8도  내지  제11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변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아아크길
이가  늘어났을  경우는  베이스전류를  낮게  하고,  반대일  때는  높아지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다.

또한  제14도는  제어회로의  다른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며,  아아크  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와이어송
급량을  바꿀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  그  구체적인  회로구성을  제l5도에  나타냈으며,  제6도의  비교기 
A(303)의  출력을  와이어송급량지령회로(304)의  출력대신에  와이어송급량설정회로(315)에  넣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아아크길이가  늘어났을  경우는  와이어의  송급량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아아크길이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와이어공급량을  감소시켜,  와이어와  모재가  단락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단락
에 의한 과도한 스패터를 방지하게 된다.

그리고,  와이어송급량의  증감은  이것을  통괄하는  와이어송급용모우터의  회전을  바꾸거나  멈추거나 
하는것으로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상  설명한  제  6도∼제15도의  각  도면에는  아아크전압의  변화에  응해서,  어느  하나의 용접조건
을  바꾸는  예에  대해서  나타냈지만,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용접조건을  바꾸도록  해도  좋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상과같이  용접중에  있어서,  손의  흔들림이나  모재의  불균일성  등에  의해,  아아크길이에  변동이 생
겼을경우,  그  아아크길이의  변동에  대응한  아아크전압의  변화를  검출해서,  이  검출신호로  미리  정한 
용접조건을 바꾸어서, 항상 아아크전압을 소정의 값으로 유지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손의  흔들림에  기인하는  아아크길이의  변동에  수반하는  불안정현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
며, 적당한 용적이행을 달성할 수 있다.

또,  검출한  아아크전압은  적분회로에  넣어져,  평활된  평군아아크전압으로  되며,  이 평균아아크전압
으로  용접조건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제어조정은  신속하고  정확(精確)해지는  이점도  갖는 것이
다.

다음에 제어회로(31)(32)의 다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6도는  제어회로의  블록도를  나타내며,  제  6도에  나타낸  제어회로를  개량한  것이고,  동일부호는 
동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제어회로에서는  제  6도에  나타낸  제어회로에  각 설정회로(312)∼
(314)에 의한 설정치를 각기 수동으로 미조정할 수 있는 미조정기(318a)∼(318c)를 설치하는 
동시에,  각  함수발생기(305)(306)및  각  지령회로(310)(316a)의  함수관계  및  지령치를  각기  수동 또
는  자동적으로  절환하는  스위치(319a)∼(319d)를  설치  한  것이다.  그리고  지령회로(316a)는 베이스
전류설정회로(316)  베이스전류치를  지령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이며,  제7도에  있어서, 전원(E8 ) 

및 가변저항(VR4)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다음에  동작을  설명하면,  적정한  용접상태를  얻기  위해서  펄스폭설정회로(312), 펄스주파수설정회로
(313)  펄스피이크전류설정회로(3l4)  및  와이어송급량성정회로(315)  등의  각각을  조합해서, 변화설정
시킬  필요가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와이어송급량을  결정하는  지령회로(304)로  와이어의 송급량
을  결정한다.  그러면,  지령회로(304)의  설정량은  함수발생기  A(305)에  들어가,  여기서 와이어송급량
에  응한  전압으로  변환되어  비교기  A(303)에  출력된다.  다음에  용접개시에  의해  와이어가  송급되고, 
아아크가  발생하면  아아크전압검출회로(29)로  아아크전압을  검출하며,  적분회로(302)에  들어가 평활
된  후,  상기  비교기  A(303)에  인도되어,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과  비교된다.  이  비교된  후의 차
전압이  펄스폭설정회로(312)에  들어가,  여기서  상기  함수발생기  A(305)의  출력과  아아크전압이 같아
지도록  자동적으로  펄스폭을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면  아아크길이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펄스폭이 
좀아지고,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펄스폭은 넓어지도록 제어된다.

또,  와이어  송급의  지령회로(304)의  지령은  와이어  송급량과  펄스주파수와의  관계를  정한 함수발생
기  B(306)에  입력됨으로써,  여기서  와이어송급량에  응한  전압으로  변환되어서 펄스주파수설정회로
(313)로 인도되어 펄스주파수가 설정된다.

한편,  용접전류검출회로(307)에  의해  검출된  용접전류는  증폭회로(308)로  증폭되며, 펄스피이크기간
선택회로(309)에  있어서,  베이스기간중의  전류,  즉  베이스전류와  피이크기간중의  전류,  즉 펄스전류
로 분리된다.

그리고,  미리  지시된  피이크전류지령회로(310)의  출력과  비교기  B(311)로  비교되어,  그  차전압에 의
해서  항상  피이크전류치가  일정해지도록  제어되게  된다.  그리고  베이스전류는  용접중,  대충  일정한 
값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와이어경이  예를  들어  0.9mm°,  l.2mm,  1.6mm로  바뀌고,  와이어재질이 예
를  들어  연강,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으로  바뀌며,  시일드가스성분이  예를  들어  아르곤가스, 아르
곤가스+탄산가스  혼합등과  같이  바뀌면,  상기  각  함수발생기의  함수관계  및  상기  각  지령회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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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전류치나  백그라운드전류치  등을  그것에  대응시켜서  바꾸고,  가장  적절한  출력을  꺼낼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본원발명에서는  각  함수발생기(305)(306)와, 피이크전류지령회로

(310)와 베이스전류지령회로(316a)에는 각기 다접점의 절환기, 즉 스위치(319a)∼(319d)를 
설치하고,  이들  스위치의  절환에  의해서  와이어경,  와이어재질,시일드가스성분  등이  바뀌었을 경우
의  개개의  조합에  대응한  가장  적절한  값,  즉  와이어송급량과  아아크전압과의  대응관계치, 와이어송
급량과  펄스주파수와의  대응관계치,  피이크전류치,  백그라운드전류,  등이  설정되도록  미리 패터언인
식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스위치(319a)∼(3l9d)는  따로따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이라도,  또는  연동식으로  해도 
자동식으로 해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상술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와이어송급지령회로(304)의  출력을  함수발생(305)(306)에 입
력해서  함수를  만들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와이어송급량설정회로(31
5)의  출력  또는  도시하지  않았지만  와이어송급모우터의  전기자전압  또는  와이어송급  속도검출기의 
출력 등을 함수발생기(305)(306)이 넣어도 좋으며,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조정기를  구비함으로써,  같은  와이어경,  와이어재질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와이어메
이커나로트에  의한  얼마  안되는  성분의  차이에  의한  아아크특성을  완전히  보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제어회로에서는  스위치를  구비함으로써,  이것에  의해서  함수관계  등을  전환할  수 있
으며,  따라서  와이어경이  예를  들어  0.9mn,  1.2mm,1.6mm등으로  바뀌고,  와이어재질이  예를  들어 연
강,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등으로  바뀌며,  그리고  시일드가스가  예를  들어  아르곤가스, 아르곤가스+
탄산가스  혼합등처럼  바뀌었을  경우에도,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어려운  재조정이 불필요해지
는 효과가 있다.

다음에  제  4도의  스위칭회로(17)의  제어회로(32)의  다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7도는 전원회
로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  4도와  동일부분에는  동일부호를  붙였다.  제17도에  있어서, 트랜스
(350)와  직류발생기(351)에  의해  직류전원(15)이  구성되며,  제어회로(32)는  상한전류설정기(361), 
하한전류설정기(362),  비교기(363),  주파수설정기(364),  앤드회로(365)  및  스위칭소자(17)의 구동회
로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  제17도에  나타낸  구성에  있어서,  그  동작을  설명하면,  출력전류펄스주파수는  전원주파수에 부관
계로,용접에  적합한  일정주파수로  하여,  주파수설정기(364)에서  제1의  지령신호로서  출력하고 있다
(제18도  (가)의  「1」의  상태가  스위칭소자(17)의  폐로(閉路)지령기간을  나타냄).  한편, 비교기
(633)의  출력은  전류검출기(2l1)의  검출치가  상한전류설정기(361)의  설정치보다  낮을  동안,  상기 스
위칭소자(17)를  폐로하도록  폐로지령을  제2의  지령신호로서  내고  있다(제18도의  (나)의  「1」의 상
태가  스위칭소자(17)의  폐로지령기간을  나타냄).  따라서  주파수설정기(364)와  비교기(363)의  출력이 
모두  폐로지령으로  되었을  때,  앤드회로(365)는  출력을  구동회로(366)로  보내며,  스위칭소자(17)를 
폐로상태로 한다.

스위칭소자(17)가  폐로  상태가  되면,  직류발생기(351),  스위칭소자(17),  아아크부(10), 전류검출기
(211),직류발생기(351)의 경로에서, 어떤 시정수에서 전류가 증가한다. 전류검출기(351)의 
경로에서,  어떤  시정수에서  전류가  증가한다.  전류검출기(211)의  검출전류치가  상기 상한전류설정기
(361)의  설정치에  달하면,  비교기(363)의  출력은  스위칭소자(17)의  개로지령으로  반전하며, 스위칭
소자(17)는  개로해서,  자기  인덕턴스분에  의한  속류(續流)가  아아크부(10),  전류검출기  (211), 다이
오우드(221),  아아크부(10)로  의류(環流)하여,점차  감소해간다.  전류검출기(211)의  검출전류가 상기
상한전류설정기(361)의  설정치보다  낮게  설정된  하한전류설정기(362)의  설정치보다  낮아지면, 비교
기(363)의  출력은  다시  상기  스위칭소자(17)의  폐로지령으로  반전하며,  직류발생기(211), 직류발생
기(351)의  회에서  전류가  흘러  증가한다.  이후,  주파수  설정기(264)의  출력이  스위칭소자(17)의 개
로지령으로  반전하기까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출력펄스전류의  피이크치를  일정치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7도의  방식에  의하면  출력펄스주파수는  전원주파수에  무관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또
한 출력펄스전류의 피이크치는 아아크부하의 상태에 의하지 않고 일정치로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펀스전류의  피이크치를  일정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한설정기(361)외에 하한설정기
(362)를  설치한  것은  스위칭소자(17)의  스위칭시에  발생하는  열손실을  적게  하고,  기기(機器)를 안
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상한설정기(361)의  설정치만으로  검출기(211)의 검출전류치
와  비교시킨다면,  상한전류를  유지하려고  하면  스위칭소자(17)의  스위칭주파수는  매우  높아지며, 그
것에  의한  열파괴를  방지하기위해서  열용량이  큰,  그리고  고가의  스위칭소자  필요해진다.  그래서, 
상한설정기(361)와  하한설정기(362)의  양쪽을  설치하고,  비교기(363)에  히스테리시스특성을  갖게 함
으로써, 상술한 불합리성을 회피시키려고 하는 효과는 큰 것이다.

그리고,  또  상기  상한설정기(361)와  하한설정기(362)의  설정치의  차는  실측결과에 의하면,150A이하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을  넘어서면  아아크가  불안정  즉,  용적이행이  불안정해지고  또 아아
크음이 생긴다고 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된다.

또,  전류의  급격한  증감을  방지할  목적으로서  다이오우드(221)와  아아크(10)로  이루어진  폐회로중에 
스위칭소자(17)와  직렬로  직류리액터를  삽입해도  좋다.  직류리액터를  삽입함으로써, 스위칭소가(1
7)의  개로기간중에서의  전류의  감쇠가  완만해지며,  펄스전류의  전류검출기(211)에  의한 스위칭주파
수가  감소하며,  상기스위칭소자(17)의  발열  및  그  스위칭에  의한  전류의  변화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아아크음을  작게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삽입하는  직류리액터의  값으로서는 실험적
으로  구한  값에  의하면,10∼300μH정도가  타당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술한  직류리액터의 효과
가 감소되어 쓸모가 없는 결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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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스위칭소자를  사용하여  출력전류를  펄스화함에  있어서,  제어장치의  제1의 지
령신호에  의해서,  전원주파수에  무관계로  용접에  가장  적합한  임의의  출력펄스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하고,  더하여  제어장치의  제2의  지령신호에  의해,  스위칭소자의  개폐동작을  이용해서, 각펄스
의  피이크전류치를  아아크부하상태에  무관계로  일정치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외란(外亂)
에  대해  영향받지  않고  안정된  아아크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용접품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스위칭소자의 용량도 작게 할 수 있고, 염가로 제작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와이어전극과,  상기  와이어전극을  모재에  향해  송급하는  와이어송급장치와,  상기  와이어전극과 모재
간에  베이스전류를  공급하는  베이스  전원과,  상기  와이어전극과  모재간에  상기  베이스전류에 중첩시
킨  펄스  전류를  공급하는  펄스전원과,  상기  와이어전극과  모재간의  아아크방전전압을  검출하는 검출
기와,  상기  와이어전극과  모재간의  용접전류를  검출하는  용접전류검출회로와,  상기  검출기의  검출치 
또는  용접전류검출회로의  출력신호에  응해서  상기  아아크전압이  기준치에  가까와지도록  상기 와이어
전극에의 입열량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펄스아아크 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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