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A-GMA 하이 리드공정에 따른 

자동차용 아연도 강 의 용 부 기공감소 (II) 

- 하이 리드공정 용 결과

안  남․김 철 희

한용 ․ 합학회지 제34권 4호 별책

2016.  8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4 No.4(2016) pp48-54
http://dx.doi.org/10.5781/JWJ.2016.34.4.48

48

1. 서    론

  자동차 부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해 자동차 차

체부품의 경우 아연도 강 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샤시부품의 경우에도 아연도 강 의 용이 

확 되고 있다1). 이  샤시부품의 용 의 경우 주로 가

스메탈 아크(Gas Metal Arc, GMA)용 이 용되고 

있는데, 아연도 강 의 필릿용 이나 겹치기용 에서는 

아연의 비등 이 강 의 용융 보다 낮기 때문에 아연

의 폭발로 인해 스패터가 발생하기 싶고 피트나 블로우

홀과 같은 용 부 결함이 발생한다2,3). 기존 연강의 경

우 용 부의 강도가 모재보다 높아 용 부에 기공이 발

생하더라도 충분한 용 강도 확보가 가능하 으나 최근 

고강도 강 의 용이 확 되면서 용 부에 기공이 발

생할 경우 용 강도 하가 발생하기 쉽다1). 아연도

강 의 아크용 부에 발생하는 기공을 제어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H. Matsui 등은 보호가스

에 산소를 5 % 가량 첨가하거나 0.2~0.4 mm의 갭

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4). 보호가스에 첨가된 

산소는 Zn 산화물을 형성하고 기존 Zn 도 층과 비교

할 경우 기화  폭발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융  용 재료를 사용하여 용 공정 온도를 낮출 경

우 기공제어가 용이하 다. H. Matsui 등의 다른 연

구에서는 펄스용 을 용하거나 토치 작업각, 용 속

도 등 공정변수를 제어하여 기공이 감되거나5), 기계

 진동이나 펄스 형을 이용한 용융풀을 진동시킬 경

우 기공이 감됨을 확인하 다6). 아크 용 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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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AC (Alternating Current) 펄스용 7), 동

기화 펄스 와이어송 8), CMT (Cold Metal Transfer) 

용 9) 등 다양한 MAG(Metal Active Gas) 용 기법

을 이용하여 기공 감연구가 진행되었다. 한 용 재

료내의 원소  Si, Mn 함량을 일 경우 용융 속의 

성이 감소하여 아연증기 배출이 용이하며1), S을 

여 표면장력을 증가시킬 경우 용융풀의 선행이 방지되

어 루트로부터 아연증기배출이 용이하다고 제안되었다10). 

  앞의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경우 주로 용융풀내의 

아연증기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들로 부재간 갭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아연증기의 폭발로 인한 

용 부 결함을 원천 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물리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물리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자들은 아연도 강 의 겹치기 용 부에 이 용 을 

용하면서 선행 가스텅스텐아크(Gas Tungsten Arc, 

GTA) 열원을 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11,12). 아크 

선행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을 용할 경우 선행

열원에 의해 겹치기용 부 계면의 아연층이 기화되거나 

용융 후 산화되고, 열변형으로 인한 갭이 형성되는 효

과가 있어 용 부 결함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아크 하이 리드 용 의 경우 이

용  구 에 따른 비용문제와 겹치기 필릿 용 용의 

어려움에 따라 샤시부품 용이 쉽지 않아 본 연구에서

는 복합아크공정의 용을 검토하고자 하 다. 기존의 

복합아크공정의 경우 탠덤용 을 용하고 생산성을 향

상시키려는 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2개의 와이어

를 이용하고 동기화된 용 원으로 펄스를 교차하여 

용할 경우 아크간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용착량을 늘

일 수 있었으며13-15), 알루미늄 용착용 에도 용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16,17).

  보다 최근에는 W. M. Zhang 연구 에서는 DE-GMAW 

(Double Electrode-Gas Metal Arc Welding)을 제

안하 다18). 기 단계에서는 비소모성 극을 이용하

여 역극성의 GMA용 에서 모재로 흘러갈 류의 일부

를 바이패스하여 역극성의 극와이어와 모재의 가열을 

분리하여 제어하고자 하 다19,20). 이후 GMA용 토치

를 이용한 류바이패스를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

며21,22), 알루미늄 용   이종재료 합으로 확장하고
23,24) 용 이행 메커니즘에 한 연구25)가 수행되었다.

DE-GMAW와 달리 GTA-GMA 하이 리드용 의 경

우 선행 는 후행하는 GTA를 이용해 GMA를 안정화

하고 용 비드 표면을 개선하거나 용 속도를 향상시키

기 해 제안되었다. X. Meng 등은 GTA 선행방식의 

GTA-GMA 하이 리드 용 을 용할 경우 비드용

에서 3.5 m/min, 맞 기용 에서 4.5 m/min의 용

속도 구   열 향 감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하이 리드 용 공정변수의 향을 검토하 다
26). M. Tanaka 연구 에서는 GTA-GMA 하이 리드 

용 을 용할 경우 Ar 보호가스 분 기 하에서도 안정

된 GMA용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고, 이로 인해 

용착 속의 인성 향상이 가능하 다27). 한 STS강에 

용 시 기존 GTA용 에 비해 최  44 % 용 속도 

향상이 가능하 으며, 작동메커니즘28)  열원 모델29)에 

한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선행연구30)에서는 아연도 강 의 겹치기 용 부에 

GTA용 과 GMA용 을 각각 1패스로 총 2패스용 을 

실시하여 용 부 기공의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GTA-GMA 하이 리드 용 을 아연도

강 의 겹치기용 에 용을 시도하 다. 갭이 없는 

겹치기 필릿 용 부에 GTA-펄스 GMA 하이 리드 용

을 용하고, GTA의 거동과 펄스 GMA용  공정의 

안정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강 은 합 화아연도 (Galvannealed, 

GA)강 으로 면과 후면에 각각 42 g/m2의 아연이 

도 되어있으며, 그 화학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험재의 두께는 1.2 mm이며 용 실험을 하여 폭과 

길이를 각각 120 mm, 150 mm로 단한 후, 겹치기 

필릿 이음 시험편으로 제작하 으며, 이때 겹침길이는 

30 mm 이다. 실험에 용한 GMA용 기는 300 A  

인버터 용 기이며, 1.2 mm 직경의 ER70S-6 와이어

를 사용하 다. 모든 용 실험은 1축 이송장치를 이용

하여 1.0 m/min의 속도에서 실시하 다. 

  GTA 용 은 300 A  인버터 용 기에 2.4 mm 직경

의 W-Th계 극 을 사용하 으며 Fig. 1에는 GTA- 

GMA 하이 리드 용  실험을 한 GMA 토치와 GTA 

토치의 배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GTA 토치

는 후진각 20°, 작업각 0°로, 그리고 GMA 토치는 

진각 20°, 작업각 30°로 고정하 다.

  극 간격, D는 요 공정변수로 설정하여 그 간격을 변

화시키면서 용 을 실시하 다. GMA용  토치와 GTA

용  토치에는 모두 Ar-10 % CO2 혼합가스를 보호가

스로 공 하 으며, 유량은 15 l/min이다. 용 된 시

험편의 비드 표면, 단면결함은 학장비로 검사하 고 

C Si Mn P S Fe

0.0634 0.193 1.783 0.013 0.003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ase metal(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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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 내부결함은 X-ray 장치를 이용하여 비 괴검사하

다.   

3. 실험결과

3.1 GMA 단독용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아연도 강 의 겹치기 필릿 

이음부에 해 GMA 정 압 표 모드와 펄스모드용

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GMA 표

모드용 에 용한 용 류와 압은 각각 180A, 

19V 이다. Fig. 2(a)에서는 표면에 상당히 많은 기공 

결함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크열에 의

하여 아연도 층의 기화  기화된 가스 배출과정에서 다

량의 스패터와 함께 발생되었던 것으로 단된다. Fig. 

2(b)와 (c)는 펄스모드 GMA용 을 수행한 시험편의 비

드외   X-ray 사진을 나타낸 것이며, 평균 류 170 A, 

평균 압 20 V  1-용  1-펄스(One-Pulse One-Drop, 

OPOD) 조건에서 펄스용 을 수행한 결과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험편에서는 비드표면에 

기공결함이 없는 양호한 용 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험편의 비 괴 검사결과 Fig. 2(c)에 보인 것과 

같이 비드 체에서 기공 결함이 발견되었다(화살표). 

내부기공 발생원인은 이 경우에도 GMA 가열에 의하여 

기화된 아연증기가 모두 방출되지 못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3은 이 실험의 고속촬  결과로서 

OPOD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

만 스패터 발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

3.2 GTA-GMA 하이 리드용

  3.2.1 극 간격의 설정

  아연도 강 의 겹치기 이음 용 에서 기공의 발생은 

앞서 언 된 것과 같이 강의 용융 보다 아연의 비등

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GTA

와 GMA용 을 복합화하여 용하면서 선행하는 GTA 

열원으로 도 층을 제거하고 GMA용 으로 본 용 을 

실시할 경우 기공결함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하

다. 선행 연구에서 2개의 열원을 2패스로 용하여 아

연도 의 폭발로 인한 기공발생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30). 이 때, 각 용 열원에서의 용 조건은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조건을 사용하 으며, GTA-GMA 

하이 리드용 에서 요공정변수로 극 간격를 선정

GMAW

6 0º

30mm

GTAW

90º

GTAW GTAW

Welding direction

70º 70º
D

Fig. 1 Schematic diagram of GTA-GMA hybrid welding 
test setup

a

b

c

Fig. 2 Bead quality of GMA welds, a: Bead appearance 
for standard mode GMAW, b: Bead appearance 
for pulse mode GMAW, c: X-ray image for pulse 
mode GMAW

a b

c d

Fig. 3 High speed images for pulse mode GMA welding.
a: 1 ms, b: 2 ms, c: 3 ms, d: 4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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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26). 실험에서 용한 극 간격은 

5 mm, 10 mm 그리고 15 mm이었다. GTA 극의 

치는 이음부로부터 1 mm 떨어진 치로 설정하여 

용 부의 루트에 충분한 열을 주면서도 상 의 모서리

가 무 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으며, 용 류는 100 

A 인가하 다. GMA용 은 펄스모드를 사용하 고, 

용한 평균 용 류와 용 압, 와이어송 속도는 각

각 170 A, 20 V, 8.5 m/min이었다. 

  3.2.2 용 공정 안정성  

  GTA-GMA 하이 리드 용 에서 GMA용 의 안정

화는 생산성과 용 품질 확보를 한 핵심 요소이다. 

본 실험에서 극 간격에 따라 용 상을 고속촬 하

고 GMA용  공정 안정성을 평가하 다.

  Fig. 4는 극 간격이 5 mm일 때의 고속촬 결과로 

펄스 GMA용 의 베이스 류 구간(Fig. 4a)에서는 

GTA의 모양이 형 인 종 모양을 보이지만 피크 

류 구간(Fig. 4b)에서는 아크간 간섭에 의해 GTA가 

용 진행 방향으로 려나는 상이 찰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GTA열원의 사용 목 이 오로

지 도 층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 진행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GTA의 요동은 공정에 향이 없을 

것으로 단하 다. 이러한 아크 요동은 극 간격이 

10 mm일 경우에도 유사하게 측되었다.

  한편, Fig. 5는 극 간격이 15 mm일 때의 고속촬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는 극 간격이 5 mm와 10 mm

일 때와 마찬가지로 GTA가 펄스 GMA용 의 피크

류 구간에서 용  진행방향으로 리는 상은 찰되

지만 Fig. 4와 비교할 때 극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정도가 크게 경감됨을 알 수 있다.

  Fig. 6은 극 간격이 5 mm일 때 GMA용 의 용

이행 상을 확  촬 한 결과로, 펄스 류에 의해 

안정 인 OPOD 용 이행 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7과 8은 극 간격이 각각 10 mm, 15 mm일 때의 

고속촬 결과로 극 간격이 변화하여도 v펄스모드 GMA

용 의 OPOD 이행은 안정 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

a b

Fig. 4 TIG arc blowing at an electrode distance(D) of 5 mm
in TIG-MAG hybrid welding, a: 0 ms, base cur-
rent phase, b: 2 ms, peak current phase

a b

Fig. 5 TIG arc blowing at an electrode distance(D) of 15 mm
in TIG-MAG hybrid welding, a: 0 ms, base cur-
rent phase, b: 2 ms, peak current phase

a b

c d

Fig. 6 Metal transfer when D=5 mm, a: 1 ms, b: 2 ms, c: 3 ms,
d: 4 ms

a b

c d

Fig. 7 Metal transfer when D=10 mm, a: 0.5 ms, b: 1.5 ms,
c: 2.5 ms, d: 3.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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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GTA-GMA 하이 리드용

에서 극 간격은 펄스 MAG용 의 안정성에 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3.3.3 용융풀의 길이 추정   

  아연도 강 의 용 에 GTA-GMA 하이 리드용

을 용할 경우 선행 GTA 입열로 인해 산화아연이 형

성되고 이로 인해 용 결함이 방지가능하다30). 동일한 

용 조건에서도 극 간격이 길어질 경우 용융풀의 길

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기공의 배출에 유리하다. Fig. 

9는 펄스 GMA 단독용 과 GTA-GMA 하이 리드용

의 크 이터 길이를 비교한 사진이다. 용 이 완료된 

수 생성된 용  크 이터 길이는 용   용융풀의 길

이와 비례한다. Fig. 9(a)의 펄스 단독용 에서는 볼록

한 크 이터 형상이 찰되며 크 이터 치에 기공결

함이 찰된다. 반면에 Fig. 9(b)와 같이 GTA- GMA 

하이 리드용 에서는 오목한 크 이터가 형성되며 펄

스 단독용 에서 생겼던 기공결함이 찰되지 않는다. 

  극 간격과 크 이터 면 간의 계는 Fig. 10에 

제시하 다. 이 때, 크 이터 면 은 X-ray 사진을 활용

하여 측정하 다. 극 간격, 극 간격이 5 mm에서 

10 mm로 증가할 경우 크 이터 면 은 약 28 mm2

에서 약 46 mm2로 증가한다.  극 간격이 15 mm

로 설정될 경우 크 이터 면 은 85.2 mm2로 측정되

었다. 상했던 바와 같이 극 간격이 길어질수록 크

이터 면 이 증가하 고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용

부 내부기공의 잔류 가능성을 크게 경감시켰던 것으

로 나타났다.  

  3.3.4 GTA-GMA 하이 리드 용 부 품질 

  Fig. 11은 극간격에 따른 용 부 단면 마크로 사

진과 X-ray 비 괴 검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극 간

격이 5 mm와 10 mm일 경우에는 용 부에 비교  큰 

기공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나 극 간격이 15 mm일 

경우에는 기공결함이 없는 건 한 용 부를 얻을 수 있

었다. 한편 용융풀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불순물 편석

과 응고 결정립성장 형태의 에서 용 부 응고균열

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1) 본 연구

의 실험범 에서는 용 부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4. 결    론

  아연도 강 의 겹치기 필릿 이음에서 간극이 없는 

a b

c d

Fig. 8 Metal transfer when D=15 mm, a: 0.5 ms, b: 1.5 ms,
c: 2.5 ms, d: 3.5 ms

26mm
17mm

a b

Fig. 9 Typical shape and size of craters, a: Pulse GMA 
welding, b: GTA-GMA hybrid welding

TIG-MAG electrode distanc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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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rrelation between crater area and electrode 
distance(D)

D
(mm) X-ray image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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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electrode distance(D) on lap fillet weld 
quality in GTA-GMA hybrid welding of Zn coat-
e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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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GTA-GMA 하이 리드 용 법을 용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정 압 표 모드 GMA 단독용 에서는 아크열에 

의한 아연도 층의 기화로 인하여 스패터가 발생하 고 

비드 표면에는 기공결함이 발견되었다.  펄스모드 

GMA 단독용 에서 안정 인 OPOD 이행이 확인되었

고, 비드 표면품질이 개선되었으나 X-ray 검사결과 용

부 체에 기공결함이 산재함을 확인하 다.

  2) GTA-GMA간 극간격에 따른 용 성 평가에서 

펄스 GMA용 의 피크 류 구간에서 GTA가 반발력에 

의하여 용  진행방향으로 려나는 상이 고속촬 에

서 확인되었으나 GTA의 역할인 아연 도 층 제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GTA-GMA 하이

리드용 에서 극 간격의 변화는 본 실험조건 범

에서 펄스 GMA 용 의 OPOD 용 이행 안정성에 부

정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펄스 GMA 단독용 과 GTA-GMA 하이 리드 

용 의 크 이터 길이를 측정한 결과 하이 리드 용

법을 용하 을 때 약 30 % 증가하 다. 하이 리드 

용 에서 극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크 이터 길이도 

증가하 고, 그 결과 용   발생한 기체가 용융풀을 

통과하여 기 으로 더 용이하게 방출되었다. 이에 

따라 극 간격을 15 mm로 설정하 을 경우 용 부 

기공은 발견되지 않는 양호한 용 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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