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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 이후 용 산업은 생산성 향상시키기 하여 

용 자동화  기계화가 극 추진되면서 아크용 이 

가스메탈아크(GMA) 용 과 럭스 코어드아크(FCA) 

용 으로 발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도 지

속되고 있는데, 특히 GMA 용 은 슬래그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용  자동화에 가장 합한 기술

로 범 하게 용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로 용

  기계화용 이 확산되면서 GMA 용 으로 체되

는 추세에 있다1). 하지만 GMA 용 에서 용  스패

터가 발생하여 용 품질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으로 용  스패터는 용 부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노즐을 오염시켜 보호가스의 흐름을 막아 용 성을 떨

어지게 하고 최종 으로 용 품질 하를 일으킨다. 

한 스패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은 용  

생산성을 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스

패터 발생을 감하여 과거부터 용 이행 형태에 따른 

스패터 발생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지만, 

단순히 용 원에 집 되어 왔다.

  Ito et al.2)은 펄스 CO2 아크 용 에서 스패터 감을 

한 연구를 수행하 고, Mita3)와 Maruyama et al.4)

은 고속 제어 능력을 가진 인버터 용 기를 개발하여 

스패터를 감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Schweier et 

al.5)는 이  용 에서 고속 카메라 이미지를 이용하

여, 통계 으로 용 실험 에 스패터 수와 용  매개

변수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Jeong et al.6)은 수직 용 에서 스패터 색상  형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용  라인의 스패터를 이는 

방법에 해 연구를 하 고, Gao et al.7)는 디스크 

이  용 에서의 럼 분류  스패 터 특성을 기반으

로 한 용  안정성 평가하 다. Gunenthiram et al.8)

는 스패터 배출량의 정량화  용융물 풀 거동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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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분석하 으며, Wu와 Flynn9)은 GMA 용

에서 제안된 하이 리드 제어 방법으로 출력 압과 출

력 류의 빠른 조 의 효과를 실험 으로 증명하 다. 

Yamamoto et al.10)는 인버터 제어 펄스 Pulsed GMA 

용 기를 사용하여 스패터 감소 방법을 개발하 다. 

Suga11)와 Mita12)는 용 재료 에서 스패터를 

이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스패터 련 연구에 기 로하

여 스패터 발생을 감시키고자 용 이 용융지로 이행

하는  과정을 촬 하여 스패터 발생 과정  스패터

가 모재에 미치는 향을 찰하 으며, 이때 용 류

의 순간 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스패터 발생 순간과 

원인을 도출하 다. 한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을 

통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스패터 입자크기의 감 효과를 확인하고, 균열성

장에 의한 단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용 부 스패터 실험

2.1 실험 장치  방법

  가스메탈아크(Gas Metal Arc) 용 의 단락이행 역

에 있어서 용 이행은 용 의 성장  이행과 계된 

물리 인 양( 압, 류, 재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

히, 용 이 용융지속으로 이행될 때 용 의 성장이 정

상 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 류의 격한 

상승이 일어나면 용 이 용융지속으로 이행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아크가 발생하게 되어 스패터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스패터는 불량한 용 상태와 오염된 노

즐을 통해 보호가스의 흐름을 방해하여 용 품질을 

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스패터 분포  용

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500A  GMA용

기와 토치 구동부, 와이어 송 장치, 수직형 용  

JIG로 용  시스템을 구성하여 용 실험을 실시하 다. 

용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YGW 11, 1.2∅)를 사용

하 으며, 보호가스는 용 기를 통해 토치에 공 되도

록 개별 인 베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 다. 한 보다 체계 인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을 하여 용 류  압은 모니터링 시스템

(WTS-100A)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공

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분포를 수치 으로 확인하 다. 

모재는 표면온도가 20℃이상 열한 상태에서 수행하

다. 본 실험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되는 스

패터의 분포와 입자크기, 비행거리 등에 따라 용 부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용 품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기 하여 수행하 으며, 공정변수로는 용 류, 

아크 압, 용 속도로 선정하여 용 실험을 수행하 다. 

용 공정 분석을 하여 출력변수는 스패터의 분포, 입

자크기, 비행거리로 선정하 으며, Fig. 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실험을 수행하 다.

  기타변수들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용 토치 각도, 용 방향, CTWD(Contact Tip 

to Workpiece Distance) 등이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  비실험을 통해 선정하여 본 용 실

험에 용하 다. 따라서 CTWD  용 토치 각도의 

경우 기존의 수직 GMA 용 련 선행연구들에서 선정

해왔던 15mm, 15°의 값들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Fig. 3에 용 토치의 CTWD와 토치 각도에 

CO2 shielding 
gas

Welding carriage

I/F module & control panel

GMA welder
(500A)

Welding torch

Thermal-high 
speed camera

Image data 
analysis system

Vertical JIG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vertical GMA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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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variable
Welding current

Arc voltage
Welding speed

Fixed variable

Shielding gas
CTWD

Torch angle

GMA
welding
process

Output variable

Generation of s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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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distance

Fig. 2 Input and output variables of metal transfer weld-
ing experiment

 

Fig. 3 Torch angle and CTWD in vertical GMA welding 
experimental



수직 GMA 용 부의 스패터 추  알고리즘에 한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4호, 2019년 8월     349

한 모식도를 나타낸다.

  용 모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인 SS400 재질의 평

을 사용하 으며, 400×400×15mm 규격의 평  시

험편을 제작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기계  성

질  화학  조성은 Tables 1∼2에 각각 나타낸다. 시

험편에 용 하고자 하는 용 부의 녹, 스 일, 산화물 등 

이물질이 용 결함의 원인지 되지 않도록 와이어 러

시  샌드페이퍼로 시험편을 깨끗이 닦아내어 Fig. 4

에 용 시험편의 규격과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실

험 개략도를 나타낸다.

  

2.2 실험 계획

  일반 인 실험계획법으로 알려진 완 요인설계의 경

우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수 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모든 입력변수들간 수 의 조합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

지게 된다. 입력변수의 수가 n개이고, 수 의 수가 k개

인 경우 총 kn개의 실험횟수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완 요인배치법은 실험수행을 한 시간  비용

이 늘어나고 반응의 비선형  변화감지가 다소 부족한 

단 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변수 특성치에 한 공정

의 여러 가지 요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입력변수 변화에 따른 출력변

수 반응의 모든 요인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 고차의 교호

작용 효과를 검출하기 하여 완 요인배치법(FFD)을 

용하 다. 입력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의 

정수   범 는 비실험을 통하여 정하 으며, 입

력변수의 수는 3개이고 수 의 수는 3으로써 총 27회

의 실험조건이 생성되었다. Table 3은 입력변수의 실

험변수  수 을 나타낸다.

3. 실험 분석

3.1 스패터 발생량 분석

  용 부 스패터 실험은 수직 GMA 용 공정에서 발생

되는 스패터 발생량을 확인하기 해 수립한 실험계획

을 기반으로 수행하 으며, 스패터의 크기와 비행거리

는 육안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스패터의 발생량은 용

류  아크 압 모니터링 시스템(WTS-100A)을 사

용하 다. 스패터의 발생은 용 공정시 단락이행에서 단

락 후 다시 아크 재 발생  류  압조건의 불안

정으로 아크에 의한 용융풀의 비산에 의해 발생하거나 

와이어의 이물질이나 소재와의 합하지 않은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용 이행은 회 이행과 반발이

행으로 스트리  이행 조건보다 높은 류에서 발생하

는 이행 형태로써, 항열과 아크열에 의해 용융된 와

이어의 끝이 자기력의 향을 받아 나선형 궤 을 그

리면서 빠른속도로 용융지를 침식하는 형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행은 불안정한 회   반발 이행조건으로 

용 이 이루어지면 아크가 불안정하고 형 스패터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   반발 이행이 발생되지 않는 

범 에서 용 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13). 와 같

Materi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V)

SS400 250 400 23 16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

Material C Si Mn P S Cu Cr Ni Fe

SS400
(%)

0.15 0.01 0.697 0.013 0.007 0.087 0.041 0.503 Bal.

400mm

Spatter

Flight 
distance

Spatter 
size

Welding  torch W
el

di
ng

 d
ir

ec
ti

on

Weld bead

400mm

15mm

Fig. 4 A schematic diagram for vertical GMA welding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base metal

Level
Parameter

-1 0 1

Welding current(A) 250 260 270

Arc voltage(V) 23 25 27

Welding speed(cm/min) 46 53 60

Fixed variable

∙CTWD : 15mm
∙Torch Angle : 15°
∙Shielding gas flow rate : 

99% CO2 18ℓ/min

Table 3 Vertical GMA welding parameters and their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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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로 스패터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해 공정변

수에 따른 스패터 발생량, 크기, 비행거리를 분석하고

자 하 으며, 스패터의 발생량과 측정결과를 Table 4 

 Fig. 5에 나타낸다. 

3.2 경도 실험

  본 연구는 용착 속부와 열 향부에 한정된 경도 시

험을 수행하 으며, Fig. 6의 비커스경도계를 사용하여 

경도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사용된 하 은 0.5N으

로 용착 속부 가운데를 심으로 좌우측으로 3회씩 측

정하 으며, 경도 측정시 발생되는 미세표시에 의한 상

 경도들에 향을 주지 않은 0.15mm 간격으로 경도

분석을 수행하 다. Fig. 7은 용  시험편의 경도측정 

치를 나타낸 그림이며, 스패터 발생에 따른 모재인 

SS400 재질의 경도보다 어느정도의 강도가 상승하는

지 확인하기 해 Table 5와 같이 열 향부 7회, 용착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Test 
no.

Gene-
ration 
spatter

(ea)

Average
size

(mm)

Flight
distance

(mm)

Typical 
spatter 

geometry

1 1 1.24 1.63 10 2 1.34 1.81 19 3 2.44 2.55

2 2 1.62 1.16 11 8 1.54 1.66 20 4 2.61 1.94

3 7 1.01 1.45 12 3 1.93 1.47 21 2 1.92 1.82

4 6 1.31 2.14 13 4 1.04 1.84 22 4 2.61 1.71

5 4 1.21 2.32 14 3 2.06 4.18 23 3 2.31 4.31

6 4 1.94 2.46 15 5 2.09 2.34 24 2 2.59 2.14

7 5 1.01 4.15 16 9 2.18 2.61 25 4 2.02 6.47

8 5 0.81 5.62 17 11 2.34 6.17 26 3 2.53 2.86

9 5 0.92 2.57 18 2 1.81 2.72 27 2 2.84 3.14

Table 4 Results of vertical GMA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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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waveform(welding current)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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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ickers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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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asured location of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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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부 3회에 한 경도치를 평균값으로 산출하 다.

4. 결과  고찰

4.1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분석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사용된 3가지 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 따라 복잡한 공정변수들의 

상 계에서 스패터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기 하여 MINIT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효과도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은 스패터 형성하는데 향력

을 미치는 인자들의 연 성을 확인하고자 수행하 으

며, Figs. 8~10은 스패터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는 

다변량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스패터 발생량의 경우 3가지의 공정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서 향력은 모두 인자들 사이에

서 연 성이 찰되었으나 경향의 지속성은 유일하게 

아크 압이 증가될수록 스패터 발생량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아크 압을 제외한 용

류와 용 속도는 스패터 발생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인자

로는 단할 수 없는것을 의미한다.

  스패터 입자크기는 용 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크며, 경향의 지속성도 확인되어 스패터의 

입자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인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는 용 류가 증가됨에 따라 인칭되는 와이어 속도가 

동반 증가되어 아크의 불안정으로 인한 용착되지 못한 

입자의 크기가 와이어 속도에 의해 증가되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스패터의 비행거리는 용 류,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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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Test 
no.

Heat affected 
zone 

hardness(HV)

Weldment 
zone 

hardness(HV)

1 207.31 209.03 10 221.34 235.59 19 245.96 247.51

2 211.36 228.34 11 208.61 217.48 20 261.61 254.33

3 209.05 214.87 12 221.34 241.61 21 199.62 215.56

4 204.77 217.39 13 221.67 232.25 22 243.04 253.69

5 198.63 215.14 14 263.54 271.62 23 261.37 267.62

6 199.07 205.36 15 266.84 257.56 24 259.30 245.66

7 234.78 266.91 16 257.81 263.18 25 267.33 273.15

8 221.36 273.68 17 259.84 255.51 26 259.61 260.84

9 201.51 214.66 18 218.36 224.64 27 258.83 261.06

Table 5 Results of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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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용 속도에서 모두 주효과가 발생되었지만 상

으로 비교해 볼 경우 아크 압에서 가장 큰 향력이 

확인되었다. 용 류와 아크 압이 증가할수록 비행거

리가 동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용 류

와 아크 압이 상승할수록 아크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발이행에 의해 스패터의 비행거리가 동반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다. 비행거리가 감소하는 향은 용 속

도가 증가할수록 아크에 의해 용융된 모재에 빠른 속도

로 용착됨으로써, 용융지에서 반발되는 이행의 횟수가 

감소하고 반발력도 동반 감소되어 수직 GMA 용 부에

서 발생되는 스패터의 비행거리가 동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용 류와 용 속도 인자의 경우 

아크 압 보다 주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거리를 

제어할 수 인자로는 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

  의 장에서는 수직 GMA 용 공정에서 사용된 3가

지 변수(용 류, 아크 압, 용 속도)에 따른 복잡한 

공정변수들과 스패터 간의 상 계를 확인하 으며, 

스패터 발생 경향에 따른 모재(SS400)의 용착 속부 

 열 향부의 경도의 주효과 향을 확인하 다. 용

부 경도에 한 고찰은 해상환경에 노출된 선박건조시 

부식을 방지하기 한 분야로써, 용 부 건 성을 단

하는데 필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미국부식학회의 NACE 

MR0175 CODE14)에 따르면 용 부 경도가 23HRC 

(254.7HV)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수직 GMA 

용 부에서 동일한 권장조건과 합한 용 조건을 선정

하고자 하 다. 스패터와 용 부 경도 간의 주효과 

향력이 확인될 경우 용 공정 변수의 제어만으로 용

부 경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s. 11∼

12는 스패터 발생 경향에 따른 용 부 경도의 주효과 

결과를 나타낸다.  

  모재의 용 부 경도의 경우 스패터 입자크기가 2.01mm 

이상일 경우 경도가 격히 상승하여 250∼267HV의 

범 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 열 향부 

경도의 경우 스패터 입자크기와 비행거리에 따라서 경도

의 변화경향을 확인하 으며, 스패터 입자크기가 2.04mm 

이상이 될 경우 용 부 경도와 동일한 경향으로 격히 

증가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주효과 결과를 확인하 다. 

한 스패터 비행거리의 경우 5.34mm 이상이 될 경우 

열 향부 경도가 격히 증가되어 최  273.68HV 까

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따라서, 열

향부의 경도는 스패터의 입자크기의 향보다 비행거리

의 주효과 향이 우선되기 때문에 열 향부 경도를 제

어하기 한 주요 인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스패터의 입

자크기와 비행거리의 증가는 불안정한 아크에 따라 반

발 아크력에 의해 아크가 일시 으로 종료됨으로써, 냉

각이 속히 이 지면서 퀜칭효과가 발생되고 마르텐사

이트와 같은 아주 경한 조직이 생성되어 경도가 상승하

는 것으로 단된다. 

  최종 으로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하는 254.7 HV의 

용착 속부와 열 향부의 경도를 넘지 않게 하기 해

서는 실험 모재의 스패터 입자크기를 감소시켜야 하며, 

이는 기계  특성을 만족하는 조건하에서 낮은 용

류를 채택해야 한다. 한 열 향부 경도의 경우 스패

터 비행거리를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낮은 아크 압

을 채택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

공정 변수는 기계  특성(인장, 충격 등)을 만족하는 

환경을 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4.3 스패터 추  알고리즘 개발

  순간단락시 용융풀의 반경이 극의 반경보다 상

으로 작은 경우 용 에는 자기력이 용 을 로 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며, 용 이 완 히 이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핀치력에 의하여 용융지와의 이 끊어지면서 

아크를 재 발생시키는데, 이를 순간단락(Insta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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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ircuit, ISC)이라 한다. 이러한 순간단락은 스

패터를 다량 발생시키는데, 아크 재 발생시 강한 폭발

력으로 용 과 용융지를 강타하여 용 과 용융지의 일

부가 비산되기 때문이다. 한 아크 폭발로 인하여 표

면장력으로 구형을 유지하던 용 은 매우 불규칙한 모

양으로 바 고 용융지 유동도 매우 불규칙해짐으로써 

아크의 방향이 불규칙하게 바 어 여러 방향으로 스패

터를 발생시킨다. 순간단락에서 발생하는 스패터는 매

우 조 하므로 용융상태로 모재에 부착될 확률이 높이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한 추가 인 공정이 필요하다. 

순간단락의 제어는 Pinchuk15)등이 제안하 으며, 용

 압이 8∼12V이하가 될 경우 단락이 되었다고 

단하여 류를 2∼10A로 0.7∼1msec 시간동안 류

를 감소시켜 단락 류 상승을 지연시킨다. 즉 단락시 

류상승을 지연시킴으로서 용 을 어 올리는 자기

력을 약화시켜 순간단락을 정상단락이 될 수 있도록 유

도한다. 이와 같은 제어 개념을 Fig. 13에 나타내었으며, 

지연 시간을 용함으로써, 스패터를 하게 일 수 

있을 것으로 측하 다.

  한, Kim16)은 류상승제어를 통해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을 용하여 스패터의 발생량을 확

인하고 스패터 감 효과를 확인하 으며, 상승범 가 

250∼270A사이로 류 상승이 제한될 경우 기 단락

시 가장 은량의 스패터가 발생되어 시작지  용 부

의 아크의 안 성과 건 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일반 인 GMA 용 공정에서 순간단락  

스패터 발생은 0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러한 스패터를 최소화시키기 해 기계  기 인 제

어를 통해 안정한 용 이행과 최소 스패터가 발생되는 

기 단락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

은 안정한 용 이행을 수행하기 한 기단락 제어로 

반 인 용 부에 용착되는 스패터를 제어하기에는 한

정 인 용성이 있다. 

  따라서, 기단락 제어를 통해 Initiating arc의 안

성 확보로 반 인 용 부의 스패터 감 상을 확

인하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스패터 용착을 별할 수 

있는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 다.

4.4 기단락 제어를 통한 용 부 스패터 감

  단락기간  류가 최 치에 도달하 을 때 아크가 

재생되며, 이때 재생된 아크는 강한 폭발력(아크 반발력)

으로 용융지를 쳐내면서 소립의 스패터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크 재생 시 발생하는 스패터를 억제하기 해

서는 가능한 낮은 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크가 재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형

이 제안되고 있는데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하고, 

설정된 류이상에서는 류 상승속도를 감소시켜 궁극

으로 아크재생 시의 류를 낮게하는 유지하는 방법

과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 하고,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 류를 격히 하시켜 낮은 

류에서 아크가 재생성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 단락 류 상승기울기에 따른 단락거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4의 ②를 기 으로 ①과 같이 류 상

승기울기가 무 큰 경우에는 자기력이 짧은 시간동

안 가교에 강하게 가해져 가교의 단시간이 짧아지고, 

높은 피크 류에서 아크가 재생되기 때문에 다량의 스

패터가 발생하게된다. 하지만 ③과 같이 무 작은 경

우에는 자기력이 작으므로 가교가 단되는 속도가 

지연되어 장시간 단락이 해소되지 못하고, 와이어는 

항열에 의해 가열되고 결국 와이어 간에서 단되어 

스패터화 된다. 한 와이어가 간에서 단될 경우 

아크가 끊기고, 이 후 아크가 재생될 때 립의 스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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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형

이 제안되고 있는데 기 류 상승기울기를크게하고, 

설정된 류이상에서는 류 상승속도를 감소시켜 궁극

으로 아크재생 시의 류를 낮게하는 유지하는 방법

과 기 류 상승기울기를 크게 하고, 일정 류 이상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 류를 격히 하시켜 낮은 

류에서 아크가 재생성 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기 단락 류 상승기울기에 따른 단락거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4의 ②를 기 으로 ①과 같이 류 상

승기울기가 무 큰 경우에는 자기력이 짧은 시간동

안 가교에 강하게 가해져 가교의 단시간이 짧아지고, 

높은 피크 류에서 아크가 재생되기 때문에 다량의 스

패터가 발생하게된다.

  하지만 ③과 같이 무 작은 경우에는 자기력이 작

으므로 가교가 단되는 속도가 지연되어 장시간 단락

이 해소되지 못하고, 와이어는 항열에 의해 가열되고 

결국 와이어 간에서 단되어 스패터화 된다. 한 

와이어가 간에서 단될 경우 아크가 끊기고, 이 후 

아크가 재생될 때 립의 스패터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한 단락 류 상승기울기를 제어하여야 하지

만 아크가 피치 최고 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msec단

로 1/1000sec 정도의 미세한 류제어 기술을 용하

기에는 매우 많은 기술  한계가 있다17).

  따라서, 기 단락시 발생되는 류의 불안정한 형제

어를 통해 류 안정화 구간 후 반 인 용 부의 

형변화를 찰하고 용 부에 용착되는 스패터의 비행거

리  입자크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모재에 가해지는 

경화성을 방지하고자 하 다. Table 6는 스패터가 다

량 발생되어 모재에 향을 미치는 경화성을 기 으로 

선별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5는 류

상승제어(270A)를 용한 류 형과 용하지 않은 

류 형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류상승 제어는 

기 단락시 류가 상승되는 구간을 기  제어를 통

해 순간 류를 격히 하시킴으로써, 아크의 폭발력

을 최소화시켜 기존의 공정보다 은량의 스패터가 발

생되는 상을 기반으로 류상승 제어를 용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 기 단락시 발생되는 스패터는 

고속 카메라 상을 기반으로 산출하 으며, 스패터 

감은 용 부 표면에 용착된 스패터의 입자크기  비행

거리를 측정하여 감효과를 확인하 다.

  류상승 제어를 통해 스패터의 입자크기와 비행거리

를 감소시킴으로써, 용 구조물에 미치는 경화 상을 

최소화시키고자 하 으며, Tables 7∼8에 류상승 제

어를 통해 감소된 스패터 발생과 용 부 경화 상에 

한 결과를 나타낸다.스패터 입자크기와 비행거리의 

산출은 Fig. 4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용하 으

며, 용 부 경도의 경우 Fig. 7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

부 경도를 측정하여 데이터 비교에 신뢰성이 포함된 

결과를 확보하 다. 그 결과, 스패터 입자크기의 경우 

최소 43.58%의 최  58.91%의 감 효과를 확인하

고 평균 52.95%의스패터 입자크기의 감 효과를 확

인하 다. 

  비행거리의 경우 평균 31.94%로 감 효과를 확인

하 다. 이러한 스패터 감 효과는 용 부의 경화 

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착 속부 경도는 최  14.83%의 연화효과를 열 향

Test No.
Welding

current(A)
Arc 

voltage(V)
Welding 

speed(cm/min)
Average
size(mm)

Flight
distance(mm)

Weldzone
hardness(HV)

HAZ
hardness(HV)

15 260 25 60 2.09 2.34 263.54 257.56

16 260 27 46 2.18 2.61 266.84 263.18

17 260 27 53 2.34 6.17 257.81 255.51

23 270 25 53 2.31 4.31 261.37 267.62

25 270 27 46 2.02 6.47 267.33 273.15

26 270 27 53 2.53 2.86 259.61 260.84

Table 6 Design of experiment conditions for decrease of sp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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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ults for waveform of test 15 using control of 
gradient i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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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도는 최  14.21%의 연화효과를 확보하 다. 용

부의 인장강도는 경화 정도에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용 부 건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으로 요

구됨에 따라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한 제한조건에도 충

족하는 수직 GMA 용 부를 도출하 다.

 

5. 결    론

  GMA 용 의 스패터 발생과정을 찰하 으며, 용  

공정변수에 따른 스패터 주효과  스패터에 따른 용

부 경도 주효과 분석을 통해 수직 GMA 용 부 스패터 

추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1) 용 공정 변수에 따른 용 이행과 스패터 발생량

을 확인하기 해 용 실험을 수행하 으며, 주요인자

에 의한 스패터의 입자크기, 비행거리, 발생량을 분석

함으로써 용 부에 미치는 향력은 확인하 다.

  2) 기 단락시 발생되는 류의 불안정한 형제어를 

통해 류 안정화 구간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용 부 표

면에 용착되는 스패터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고자 하 으

며, 상승제어 구간을 지정하여 평균 52.95%의 스패터 

감효과를 확인함.

  3) 용 공정 변수의 제어로 용 부에 미치는 경화 

상을 확인하 으며, 미국부식학회에서 권장하는 경도

(254.7 HV)의 상한치를 선정하여 균열성장에 의한 

단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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