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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os 
narrow gap technology



Narrow gap welding(내로 갭 용접)

소개

아크 용접으로 후판 용접 시, 토치 접근성 및 확실한

측벽 용입 확보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V 형태의 용접

개선이 필수적 입니다. 그 경우, 다층(레이어)으로 채워

져야 할 용접 단면적이 커지므로 용접 시간과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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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Narrow gap welding은 V 형태가 아닌 I 형태의

용접 개선을 가짐으로써, 용접 면적이 V 형태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300mm의 폭의 경우에도, 갭(gap) 

너비는 단지 20mm에 불과합니다. 이는 특수한 용접

프로세서 기술로써, 일반 토치가 아닌 Narrow Gal 

Welding을 위한 전용 토치 blade(블레이드)의

사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용접량 약

-65%

V-gap, opening angle(개선각) = 60°, t=100mm

about 200 layers (약 200 층) about 5800mm²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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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5 layers (25 층) ca. 2000mm²

Narrow Gap, opening angle(개선각) = 1°, b=20mm, t=100mm

약 200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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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er opening angles (개선각이 좁아짐)

� less filling volume (용접량 감소)

� less layers (레이어 감소)

advantages(이점):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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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layers (레이어 감소)

� less filler material(Gas, Wire) (와이어 및 가스 소모량 감소)

� less time to fill (용접 시간 단축)

� less heat input (입열량 감소)
- Mechanical- technological improvement (기계적 기술 향샹)
- Reduction of internal stresses and distortion (소재내부 응력 및 변형 감소)

� well automatable (자동화 용이)

� long times with burning arc (장시간 아크지속)



modes of operation (위빙 방식)

static methods (고정된 방식)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straight

(직선와이어 : 아크가

plasticly stretched electrode

(변형되는 2개의 와이어: (휘어진 두개의 튜브: 
, 

chained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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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methods (다이내믹 방식)

twisted wobbeling

(꼬인 와이어) (좌우 이동 튜브:
교차적으로 가장자리에 도달. 
갭이 큰 경우에는 부적절)

(팁이 고정된 위빙튜브 : 아크
방향 제어, 매우 깊은 갭 적용
가능.  팁이 좌우로 위빙 )

(직선와이어 : 아크가
닿는 위치의 제어 불가)

(변형되는 2개의 와이어:

와이어 변형의 제어가 어려움.)
와이어의 방향이 정해지나, 

변경 할 수 없음)

plasticly stretched 
filler metal

(다른 종류의 변형되는 와이어:
용접 중에 갭의 양 벽에 아크 도달, 

공정 제어 어려움)

weaving tip



� Standard-gap depth (표준 갭 깊이) : 300mm

� Gap width (oscillation-technology)

[갭 너비(위빙-기술)]                                 : 19-22 (24)mm

� weight (무게)    : 12 kg

� Rotation-angle (회전각도회전각도회전각도회전각도) : 360°

technical details (기술적 상세사항)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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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ation-angle (회전각도회전각도회전각도회전각도) : 360°

� sword dimensions (width/depth)

[스워드 치수(너비/길이)]                              : 16/30mm

� deposition rate(용착량)                     : up to 11kg/h

(11kg/h 까지)

� Cloos Arc technology (Cloos 아크 기술):

� Control Weld, Speed Weld, Rapid Weld, etc…   

� double water-cooling inside(내부 이중 수냉식)



� weave bead technique (위빙 비드 기술)

� adjustable oscillation width
(조절 가능한 이동 너비)

� adjustable oscillation freqency
(조절 가능한 이동 빈도)

� adjustable edge hold time
(조절 가능한 측벽 체류 시간)

� string bead technique (스트링 비드 기술)

� forward-backward-welding (180°)

[전진-후진-용접(180 )]

functions (기능)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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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후진-용접(180)]

� Seam tracking for gap-middle

(갭 중앙을 위한 용접심 추적)

� Seam tracking for given high value

(제공된 높은 값에 대한 용접심 추적)

� Gap illumination during teaching (티칭 동안 갭 조명)

� Double collusion sensor (이중 충격 센서)

1. CLOOS ROB collusion sensor (로봇 충격 센서)

2. Narrow gap swort collusion sensor

(내로 갭 스워드의 콜리젼 센서)



Narrow gap welding: macros (내로 갭 용접 : 마크로)

weave bead technique (위빙 비드 기술)
Plate thickness / gap depth: 165 mm
(판재 두께/갭 깊이)
# of Layers: 26

(층의 수)
Perfect penetration
(완벽한 용입)
- 아크가 좌우로 번갈아 미끄러지면서 용접
- 층의 수 감소, 층 간의 결함 위험성 최소화.
- 입열량이 스트링 비드 기술보다 높음.  

( 탄소강 S235 또는 S355에 적합, 

Narrow gap welding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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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강 S235 또는 S355에 적합, 
고강도 스틸 S690 이상에서는 스트링비드 사용)

string bead technique (스트링 비드 기술)
Plate thickness / gap depth:           100 mm
(판 두께/ 갭 깊이)
# of Layers: 21/61
(층의 수)
Perfect penetration
(완벽한 용입)
- 1개의 층에서 좌측 용접, 1개의 층에서 우측 용접, 1개의 층에서

중앙 용접. → 층의 증가로, 층 간 결함 발생 위험성이 증가 됨.
- 위빙 비드와 비교하여 속도가 더 빠름
- 위빙 비드보다 소재 내부 응력이 적음.



Areas of operation (내로내로내로내로 갭갭갭갭 용접용접용접용접 분야분야분야분야)

� power plant  (발전소)

� pipeline construction (파이프라인 건설)

� manufacture of reservoirs, tanks and containers
(저장소, 탱크, 컨테이너 제작)

� roller construction (롤러 건설)

� shipbuilding (조선소)
� wind park construction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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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park construction (풍력발전)

�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기계)

� high duty commercial vehicle (상용차량)

� agricultural machines (농기계)
� defense engineering (방산기술)

… plates > 35 mm thickness  (판 > 35mm 두께)



Areas of operation (내로 갭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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