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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ungsten Inert Gas Welding(이하, TIG 용 )은 

불활성가스(Ar, He) 분 기 속에서 텅스텐 극 과 

모재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용 하는 비소모식 아

크 용 이다. 다른 용  방법에 비해, 용 부 물성이 

우수하고, 표면 비드가 미려하다는 장 이 있으나, 용

 속도  용착률(Deposition rate)이 낮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 을 극복하기 해, TIG 아

크의 고 류화, 고 도화  고용착화, 자동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5). 그러나, TIG 아크가 고 류

화  고 도화 될수록 아크 온도가 증가하고 자동 용

이 용될수록 아크 유지 시간도 증가하여, TIG 아

크가 발생하는 텅스텐 의 열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열 자 방출을 해 텅스텐 을 날카롭게 

연마한 선단부(Tip)의 부하가 증가하여 훼손되면서, 

아크 재착화(Arc re-ignition) 불량  용 부 내 텅

스텐 혼입 결함 등이 발생하고, 이 상을 방지하기 

해 텅스텐 극  교체 주기가 짧아지므로, 용  속도 

증가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TIG 아크

의 고온화에 따른 텅스텐 극 의 내구성을 향상시키

는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 텅스텐 극 의 아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텅스텐 극 에 토륨, 

란탄, 세륨, 지르코늄 산화물 등을 첨가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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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각 산화물 종류  첨가량에 따른 텅스텐 극

의 장단 을 비교한 자료가 국내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

고, 평가 방법에 한 기 도 불분명하여, 사용자 입장

에서는 모재 종류  용  조건별 텅스텐 극  종류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세계 으로 재

까지 연구된 TIG 용 용 텅스텐 극  연구 결과를 

리뷰하 다. 

  

2. 텅스텐 극  소모 기구

  Fig. 1은 용  후의 텅스텐  변화를 나타내었다. 

(a)는 용   연마된 텅스텐 을 나타내고 있다. 텅스

텐  선단부(Tip)가 15도의 각도로 연마되어 있고, 표

면은 텅스텐  길이 방향으로 연마되어 있다. (b)와 

(c)는 자동 용  후 텅스텐 의 선단부 변화를 나타낸

다. 선단에서 1~2mm 높은 곳에서 이물질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질을 용  작업 장에서는 텅

스텐  꽃 는 우산이라고 표 하고 있고, Matsuda6)

는 Tungsten Rim(이하, 텅스텐 림)으로 명명하 다. 

(d)는 텅스텐 림을 폴리싱 페이퍼로 제거한 표면 사진

으로, 기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2는 텅스텐 림 발생에 따른 TIG 아크 특성 변

화를 확인하기 하여, Ar - 0.1% O2를 보호가스로 

사용하여 TIG 용 할 경우, 시간에 따른 아크 압과 

아크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7). Ar에 0.1% 산소

를 투입한 이후에 텅스텐 림이 발생하 고, 아크 압력

은 기에는 증가 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아크 압은 산소 투입 후에는 다소 증가하여 계속 

유지되었고, 250  이후부터 변동 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텅스텐 림 발생이 아크의 불안정을 나타내므

로, 용 부 용입에도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일정

한 용입 깊이를 해서는 텅스텐 림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 한편, 텅스텐 림을 자 미경으로 확 한 사진

을 보면, 덴드라이트(Dendrite) 형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덴드라이트의 성분 분석을 실시한 Fig. 

3을 보면, X선 회  분석을 통해 순수한 텅스텐으로 

확인되었다8). 

(a) (b)

(c) (d)

Fig. 1 Appearance of Tungsten Electrode, (a) Tungsten 
electrode as grinded before welding (b) Tungsten 
electrode after automatic TIG welding (c) Ma- 
gnification of (b) (d) Tungsten electrode of (c) af-
te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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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rim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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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는 텅스텐 림 발생 기구를 나타낸 결과이다6). 

Matsuda의 결과에 의하면, TIG 용 을 시작하면, 

TIG 아크 열에 의해 텅스텐 의 온도가 올라가고, 보

호가스 내 존재하는 산소와 텅스텐  표면이 반응하여, 

텅스텐 산화물이 생성된다. 통상 텅스텐은 400도 이상

에서는 공기 에서 산화가 일어나며, 고온으로 갈수록 

낮은 산소 함량에서도 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한편 TIG 용 시 사용하는 보호가스는 통상 

99.99% 순도의 아르곤을 사용하므로 100ppm의 산

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텅스텐 과 반응

하여, 텅스텐 산화물이 생성된다. 표면에 생성된 텅스

텐  산화물은 보호가스에 의해 아크로 이동하고, 아크 

내부에서 산소와 분리된 텅스텐은 Fig. 5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라즈마 제트(Plasma jet) 기류에 의해 텅

스텐  선단부로 이동되어, 덴드라이트로 형성  성장

되어, 텅스텐 림이 생성된다.

3. 산화물계 텅스텐 극  특성

  텅스텐 극 은 순수 텅스텐 극 과 La2O3, ThO2, 

CeO2, ZrO2 등 산화물 종류와 함량에 따른 다양한 텅

스텐 극 이 있고, 아래의 Fig. 6와 같이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12). AWS와 ISO 규정을 보면, 텅스텐 

극  구경, 크기 허용 범 와 구경별 사용 류 범

에 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 입자에서 각 텅스

텐 극 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KS 규격에서만 화학분석, 구경 허용 범 , 낙하 시험, 

아크 시험을 통한 텅스텐 극  소모량에 해 규정되

어 있다. 그러나 화학분석시험의 경우, 순수 텅스텐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에 해서만 진행할 수 있

W +
(WO2)

(WO3)

Cathode 
(-)

Ar+
O2

W

WO3

Deposition>vaporization

Deposition=vaporization W
W+
W+

OO
O2-

O2-
Arc

Anode(+)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of rim formation mecha-
nism6)

(a) (b)

(c)

1mm 1mm

i) Cr1

Cathode

Plasma jet
Circulation flow

Cr

Mn

Fe

Anode

J

ii) Mn1

Fig. 5 Illustration of behavior of metal vapor in TIG 
arc10) (a), (b): Radiant intensity distribution of Cr 
I and Mn I given by Abel inversion (c) Illustration
of behavior of metal vapor in TIG arc

AWS 
classification Color Alloying 

element
Alloying 

oxide
Alloying 
oxide%

EWP Green - - -
EWCe-2 Orange Cerium CeO2 2.0
EWLa-1 Black La La203 1.0

EWLa-1.5 Gold La La203 1.5
EWLa-2 Blue La La203 2.0
EWTh-1 Yellow Th ThO2 1.0
EWTh-2 Red Th ThO2 2.0
EWZr-1 Brown Zr ZrO2 0.25

  

Pure

2%
 Ceriated

1.5%
 Lanthanated

8%
 Zirconiated

2%
 Thoriated

Fig. 6  Color code and alloying elements for tungsten electrod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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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경우,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제 으로는 평가 차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작업 장에서 텅스텐 극 에 필요한 요구 특

성은 아크 착화의 용이성(최  아크 착화 용이성, 재아

크 착화 용이성)과 아크 내구성(아크 착화 최  횟수, 

용   텅스텐  선단 유지 정도)과 더불어, 용 부 

품질이다. 

  Fig. 7는 텅스텐 극  종류별 18~36V 압에서

의 TIG 아크 재착화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8). 수냉 동

 에 텅스텐 극 을 3mm 이격 후 아크 착화 실

험을 진행하 고, 텅스텐 극  선단부 각도는 45도, 

텅스텐 극  구경은 3.2mm이다. 순 텅스텐 극

은 낮은 압에서 아크 착화가 되지 않으며, 높은 압

에서도 재착화 횟수가 낮은 반면에, 산화물이 첨가된 

극 은 낮은 압에서도 착화가 일어나며, 아크 재착

화 횟수가 순 텅스텐 극 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아크 착화 

용이성이 가장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속 산화물의 

자 일함수(Electron work function, eV)가 낮아, 

자 방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특히 란탄 산화물의 

일함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아크 착화 용이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Fig. 8은 텅스텐 극  종류별 용  열화 시험 후

의 수직단면 미세조직 분석 결과이다8). 텅스텐 극  

(구경 1.6mm)를 이용하여, 용  류 180A로, 수냉 

동  에 1시간 용 을 진행하 다. 순 텅스텐 극

은 결정립이 매우 조 화되었고, 지르코늄 산화물계 텅

스텐 극 은 선단부가 훼손되었으며,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도 선단부 훼손과 더불어, 내부에 기공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란탄, 세륨  이리

듐 산화물계 텡스텐 극 은 비교  안정한 형상을 보

이므로, 아크 열에 의한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텅스텐 극  내부의 란탄  세륨 산화물의 

부피 분율이 토륨 산화물 부피 분율에 비해 높기 때문

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2를 보면, 동일 무게로 원소 

함유시, 토륨의 부피가 가장 낮고 도가 높기 때문에, 

토륨 산화물 함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14). 이 산

화물들은 열에 의한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

고, 용 시 우선 으로 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나, 

산화물 함량이 낮을수록 산화물이 일  소진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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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rc-starting characteristics evaluated by open cir-
cuit voltage tests8)

Table 1 Electron work function of tungsten and rare earth 
materials14)

Material Metal eV Oxide eV

Lanthanum 3.3 2.5

Thorium 3.35 2.6

Cerium 2.84 3.2

Pure Tungsten 4.5 No oxide present

Pure -W

La2O3(2%)-WY2O3(2%)-W CeO2(2%)-W

ThO2(2%) -WZrO2(2%)-W

0.5mm

Fig. 8 Change in microstructure of an electrode cross 
section after heavy loading8)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rare earth materials14)

Material Density
(g/cm3)

Volume % of 2%
by weight electrode

Lanthanum 6.15 5.7

Thorium 11.72 3.8

Cerium 6.6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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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립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 선단부가 훼

손되고, 특히 토륨 산화물이 소진된 자리에 기공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 9은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의 아크 방

시 란탄 산화물의 거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8). 란탄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을 사용할 경우, 아크 온도는 

2740K를 나타낸다. 용   아크 온도가 텅스텐 내부

로 도되면서, 텅스텐 내부에 존재하는 La2O3과 텅스

텐이 반응하여 La-oxytungstates(융 : 1773K)를 

형성하고, 이 화합물은 융 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역에서 용융 후, 모세  상에 의해 결정입계를 따라 

낮은 온도 역에서 높은 온도 역인 선단부 표면으로 

이동 후 증발함으로써 아크를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산화물의 선단부에서의 증발 속도와 텅스텐 내부에서의 

이동 속도, 즉 산화물의 공 속도의 균형이 아크 착화

성  아크 내구성에 매우 요하다. 한, 산화물의 

양, 분포, 크기와 더불어 텅스텐  결정립 형상은 아크 

내구성  아크안정성과 한 상 계가 있으나, 이

에 한 평가 기 은 없는 실정이다. 결정립 형상은 텅

스텐  길이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야, 산화물이 텅스텐

 선단부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토륨 산화물계 텅스텐 극 을 사용할 경

우, 아크 온도는 3600K를 나타내어, 텅스텐 극  

선단부에서 토륨 산화물의 증발 속도가 텅스텐 내부에

서의 이동 속도보다 매우 빠르기 때문에, Fig. 8의 미

세조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단부에 기공이 존재하

는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TIG용 의 고 류화, 고 도화  자동화에 따른 

TIG 용 용 텅스텐 극 의 아크 내구성 향상을 한 

텅스텐 극  연구 개발 동향을 리뷰하 다. 

  1) TIG 용 시 텅스텐 극  선단부에 발생하는 

텅스텐 림(Rim)은 보호가스 내 산소와 텅스텐 극  

표면이 반응하여 생성된 텅스텐 산화물이, TIG 아크에

서 순수한 텅스텐으로 분리되고, 라즈마 제트 기류에 

의해, 텅스텐  선단부로 이동되어, 덴드라이트로 형성 

 성장되어 발생한다. 생성 후에는 아크 압력  압 

불안정을 래한다.  

  2) 텅스텐 극 에 필요한 요구 특성은 아크 착화

의 용이성(최  아크 착화 용이성, 재아크 착화 용이

성)과 아크 내구성(아크 착화 최  횟수, 용   텅스

텐  선단 유지 정도)과 더불어, 용 부 품질이다.

  3) 순 텅스텐 극 보다 산화물을 포함한 텅스텐 

극 이 아크 착화성과 내구성이 좋고, 특히 란탄 산

화물이 낮은 자일함수와 높은 부피 분율로 인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4) 산화물계 텅스텐 극 에서는 산화물의 텅스텐 

극  선단부에서의 증발 속도와 텅스텐 내부에서 선

단부로의 이동 속도의 균형이 아크 착화성  아크 내

구성에 매우 요하다. 한, 산화물의 양, 분포, 크기

와 더불어 텅스텐  결정립 형상은 아크 내구성  아

크안정성과 한 상 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 

평가 기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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