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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  스테인리스스틸은 주로 GTAW  GMAW 공정, 

이  용 을 통해 랩조인트 필릿용 을 하고 있다. 하지

만 제품의 가공 공차로 인해 갭이 발생하고, 용   제품

의 용 선이 일정하지 않아 용락  비드 어 남 등과 같

은 용 불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GMAW를 통한 랩

조인트 필릿용  시 갭 릿징을 보다 안정 으로 하기 

해서는 용착단면 을 증가시켜야 한다. 하지만 용착단면

을 증가시키기 해서 용 속도를 낮추면 생산성이 감소하

게 되고, 용가재 송 속도를 증가시키면 용가재 송 속도

와 류가 동기화되어 있는 GMAW의 특성상 입열량이 

증가하여 용락 발생의 험이 높아진다1). 따라서 용 선이 

일정하지 않고, 갭이 존재해도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강건한 공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GTAW 공정

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여 랩조인트 필릿용 을 하는 경

우에는 폭 넓은 C형 용가재로 인해 일반 GTAW 공정 

비 갭 릿징 능력이 향상되며, 비드폭을 넓게 하기가 용

이하기 때문에 용 선이 일정하지 않아도 용 불량을 방지

할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진각과 경사하진을 변경

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토우 각도가 가장 큰 조건을 선정

하여 공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을 진행하 으며, 공정의 강

건성 확인 실험은 갭을 0 mm에서 2.5 mm까지, y축 티

칭 은 상  모서리에서 하 쪽으로 2.0 mm의 치를 기

으로 하여, ± 1.0 mm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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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n plate stainless steel is mainly used for lap joint fillet welding in GTAW and GMAW pro- cesses. 

However, due to the machining tolerance of the product, gaps are generated, and the weld line of the prod-

uct before welding is not consistent. As a result, welding defects such as burn through and discontinuous 

bead frequently occur. If C-Filler is used for lap joint fillet welding with GTAW, the gap bridging ability 

is improved compared to rod-type filler due to the wide C-Filler,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

ble to prevent weld defect even if the weld line is not consist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olten 

pool flow ahead of the arc by changing the push angle, inclined downward angle and deposition area in 

lap joint fillet welding. We also increased the gap and moved the weld line to test the process robus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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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120 mm × 40 mm × 2 mm

의 STS 304 재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2은 

GTAW에서 사용한 단면  5.5 mm2의 STS 316L C형 

용가재의 횡단면이다. Table 1은 모재인 STS 304의 조

성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STS 316L 용가재의 조

성을 나타낸 것이다.

2.2 티칭 포인트의 정의

  Fig. 3은 티칭 포인트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본 연

구에서는 상 의 가장자리를 기 으로 (y, z)로 치를 지

정하여 용 을 실시하 으며, 이 때 상 의 가장자리를 기

으로 (y, z)만큼 이동한 거리를 티칭 포인트라 정의하 다.

2.3 실험 조건

  반복하 을 받는 부재에서 용 비드의 토우 각도가 작을 

경우에는 피로 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4), 본 실험에서는 

토우 각도 100° - 110°를 양호한 비드, 토우 각도 110° 

이상을 우수한 비드라고 정의하 다. 본 실험에서는 진

각과 경사하진을 변경하며 실험한 후 토우 각도가 가장 넓

은 용 비드를 형성하는 조건을 찾아보았다. Table 3은 

진각을 사용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4는 

경사하진을 사용한 실험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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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base metal(dimensions in mm)

Fig. 2 Cross section of filler met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e metal(wt%)

Classification C Si Mn P S Cr Ni

STS 304 0.08 0.75 2.00 0.045 0.03 19.00 10.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iller metal(wt%)

Classification C Si Mn Cr Ni Mo P N

STC 316L 0.001 0.38 1.90 12.1 19.1 2.3 0.021 0.021

z  

y 

Fig. 3  Schematic of teaching point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Teaching point(y, z) 2.0, 3.5

Current(A) 300

Work angle(°) 20

Varied
Push angle(°) 10, 20, 30

Deposition area(mm2) 7, 8, 9, 10 11

Table 4 Welding condition of inclined downward angle 
experiment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Teaching point(y, z) 2.0, 3.5

Current(A) 300

Work angle(°) 20

Varied
Inclined downward angle(°) 10, 20, 30

Deposition area(mm2) 7, 8, 9, 10 11

Table 3 Welding condition of push ang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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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는 공정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한 실험의 용  

조건이다. 진각과 경사하진 변경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

로 용  비드의 토우 각도가 가장 큰 경사하진 30°로 선

정하 으며, 한 용착단면 이 큰 경우에는 토우 각도가 

작게 형성되며, 용착단면 이 작은 경우에는 갭 릿징 능

력이 감소되므로 간 값인 9 mm2으로 선정하 다. 한 

용  시에는 용 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용 압을 

계측을 하 다5).  

3. 토치 진각과 시편 경사각 변경 실험

3.1 실험 결과
 

  Fig. 4는 진각을 10°, 20°, 30°로 변경하여 각 진

각 별로 용착단면 을 7 mm2에서 11 mm2으로 증가시켜

가며 실험한 비드의 횡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4는 Fig. 

3의 각 비드 횡단면의 토우 각도를 측정하여 진각에 따

른 토우 각도를 나타내었다. 용착단면 이 증가할수록 토

우 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각이 10°에서 

20°로 증가한 경우 토우 각도가 증가하 으나, 20°에서 

30°로 더 증가한 경우에는 토우 각도가 반 로 감소하 다. 

  Fig. 6는 경사하진 각도를 10°, 20°, 30°로 변경하여 

각 경사하진 각도별로 용착단면 을 7 mm2에서 11 mm2

으로 증가시켜가며 실험한 횡단면을 나타내었다. Fig. 7는 

Fig. 6의 각 비드 횡단면의 토우 각도를 측정하여 경사하

진 각도에 따른 토우 각도를 나타내었다. 용착단면 이 증

가할수록 토우 각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경사

하진 각도가 10°에서 30°로 증가할수록 토우 각도가 증가

하 다.

3.2 실험 고찰

  Fig. 8은 진각에 따라 용융풀이 선행되는 것을 나타

낸 것이다. 진각 사용 용  시, 용융풀을 선행시키는 힘

Fixed

Base metal STS304, thickness: 2.0 mm

Filler metal
STS 316L C-Type

Filler (cross section area: 
5.5 mm2)

Shield gas 93% Ar + 7% H2 (25 L/min)

Welding speed(cm/min) 100

Deposition area(mm2) 9

Current(A) 300

Work angle(°) 20
Inclined downward 

angle(°) 30

Varied

Gap(mm) 0, 1.0, 2.0, 2.5

Teaching point(y, z)
(1.0, 3.5), (1.5, 3.5)

(2.0, 3.5)
(2.5, 3.5), (3.0, 3.5)

Table 5 Welding condition of process robustness experi-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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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e angle according to push angle

Inclined 
downward 

angle
Deposition 
area  

10º 20º 30º

7 mm2

8 mm2

9 mm2

10 mm2

11 mm2

Fig. 6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inclined down-
ward angle and deposition area 

Push 
angle

Deposition 
area  

10º 20º 30º

7 mm2 - -

8 mm2

9 mm2

10 mm2

11 mm2

Fig. 4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push angle and 
deposi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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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크력이다. 따라서 진각이 10°에서 20°로 증가하

을 때 용융풀의 선행량이 증가하여 토우 각도가 증가한 것

으로 단된다. 하지만 진각이 20°에서 30°로 증가하

을 때는 지나치게 큰 진각으로 인해 아크압력이 모재보

다 용가재로 집 된다. 따라서 모재 입열량이 감소하고 용

가재 입열량이 증가하여6,7), 용융풀의 젖음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토우 각도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Fig. 9는 경사하진에 따라 용융풀이 선행되는 것을 나타

낸 것이다. 경사하진 사용 용  시, 용융풀을 선행시키는 

힘은 력이다. 따라서 경사하진이 10°에서 30°로 증가하

을 때 용융풀의 선행량이 증가하여 토우 각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진각, 경사하진에 따른 용  비드의 

토우 각도 측정 결과 경사하진 30°에서 토우 각도가 가장 

큰 값을 가졌으므로, 공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을 한 용

 조건은 경사하진 30°로 선정하 다. 한 용착단면 이 

큰 경우는 토우 각도가 작게 형성되고, 용착단면 이 작은 

경우는 갭 릿징 능력이 감소되므로8) 용착단면 은 간

값인 9 mm2으로 선정하 다.

4. 공정 강건성 확인 실험

4.1 실험 결과 

  Fig. 10은 각각의 조건에 한 비드 횡단면이며, Fig. 

11은 Fig. 10의 각 횡단면에서 측정한 토우 각도를 나타

낸 것이다. 갭 2.5 mm에서는 큰 갭으로 인해 갭 릿징

을 하지 못하 으나 갭 2.0 mm 까지는 건 한 비드를 형

성하 다. y축 티칭 이 증가함에 따라 토우 각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으며 갭 2.0 mm, y축 티칭  

1.0 mm에서는 토우 각도가 100° 이상 110° 이하로 양

호한 수 의 비드를 형성하 다.

4.2 실험 고찰 

  Fig. 12에서 Fig. 14는 y축 티칭  2.0 mm에서의 공

정의 강건성 확인 실험  촬 한 동 상의 스냅샷이다.  

Gap
Y-axis 
teaching 
point

0 mm 1.0 mm 2.0 mm 2.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Fig. 10 Bead appearances with variable gap and y-axis 
teac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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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oe angle according to y-axis teac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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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e angle according to inclined downward angle

10.0° 20.0°
30.0°

  (a) Push angle 10º    (b) Push angle 20º      (c) Push angle 30º

Fig. 8 Modelling of phenomenon that the molten pool 
goes ahead of the arc according to push angle 

20.0°10.0° 30.0°

(a) Inclined 
downward 
angle 10º

(b) Inclined 
downward 
angle 20º

(c) Inclined 
downward 
angle 30º

Fig. 9 Modelling of leaded molten pool according to in-
clined downward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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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y축 티칭  2.0 mm, 갭 0 mm에서 C형 용가

재가 상 과 하  2곳에서 이행되는 것을 보여 다. Fig. 

13은 y축 티칭  2.0 mm, 갭 1.0 mm에서 C형 용가재

가 상 에서는 연속교락이행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 에서

는 용 이 성장하여 력과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으로 

이동 에 용융풀에 교락되는 것을 보여 다. Fig. 14는 y

축 티칭  2.0 mm, 갭 2.0 mm에서 C형 용가재가 상

에서는 연속 교락이행이 일어나고 하 에서는 용 이 성장

하여 력과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에서 이행하는 것을 

보여 다.

  Fig. 15에서 Fig. 18은 각각의 갭에서 y축 티칭 에 따

른 아크 압을 계측한 형이다. 한 y축 티칭  3.0 mm

에서는 앞서 찰한 로 용 이 성장하는 분리단계와 용

이 이행하는 교락단계가 나뉘어져 나타난다. Fig. 19는 y

축 티칭  3.0 mm일 때의 압 형을 확 하여 나타낸 

것이다. 용 이 분리되었을 때는 높은 분리 압이, 용 이 

교락되었을 때는 낮은 교락 압이 측정되었으며 갭이 증가

함에 따라 교락과 분리의 주기가 증가하는 것이 찰되었

다. Fig. 20은 y축 티칭 이 증가할수록 아크 압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Fig. 21에서 Fig. 24는 GTAW의 랩조인트 필릿 용

에서 C형 용가재를 사용하 을 때 나타나는 이행 상을 

찰하여 모델링한 것이다.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 

용 은 Fig. 21에서 모식화한 바와 같이 하 과 상  2곳

에서 교락이행을 하며 비드가 형성된다. 하지만 갭이 존재

하는 경우에는 하  쪽 용 이 곧바로 교락되어 이행되지 

Fig. 12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0 mm

 

          (a) Grow of droplet      (b) Moving and bridging of droplet

Fig. 13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1.0 mm

         (a) Grow of droplet      (b) Moving of droplet

   (c) Bridging of droplet

Fig. 14 Snap shot of y-axis teaching point 2.0 mm at gap 
2.0 mm

21.1V21.1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2.5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2.7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5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0 mm

21.4V

(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3.3V23.3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3.9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6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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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이동하는 상이 나타난다. Fig. 22은 갭 1.0 mm

로, 하  쪽 용 이 력에 의해 C형 용가재의 심으로 

이동하고, 갭이 비교  작기 때문에 이동하던 용 이 용융

풀에 교락되어 이행되는 상을 나타냈다. 한편, Fig. 23

은 이행되지 못한 하 의 용 이 력에 의해 C형 용가재

의 심으로 이동하고, 아크압력에 의해 상 쪽에서 이행

되는 상을 나타냈다. Fig. 24는 갭이 지나치게 큰 경우

에 갭 사이로 용융풀의 쳐짐량이 증가하여 갭 릿징에 실

패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Fig. 25는 GTAW 공정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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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axis teaching point 1.0 mm

23.0V

(b) y-axis teaching point 2.0 mm

24.5V

(c) y-axis teaching point 3.0 mm

Fig. 17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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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Wave forms in 5 second range at gap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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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Wave forms in 1 second range at y-axis teaching 
point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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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rc voltage according to y-axis teaching point

Fig. 21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0 mm

    (a) Growth of droplet       (b) Moving and bridging of droplet

Fig. 22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1.0 mm

(a) Growth of droplet (b) Moving of droplet (c) Bridging of droplet

Fig. 23 Transfer mode of lap joint fillet welding by 
C-Filler at gap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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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필릿용 에서 용  가능 역을 나타낸 것이다. 공정

의 강건성 확인 실험 결과 갭 2.0 mm까지 갭 릿징이 

가능하 고, y축 티칭 은 ± 1.0 mm까지 용  가능하

다. 갭 2.0 mm의 y축 티칭  1.0 mm는 토우 각도가 

100° - 110°, y축 티칭  3.0 mm는 용가재의 교락과 

분리  스패터가 발생하 으므로 normal한 용 비드로 

표기하 다. 랩조인트 필릿용  시 보다 강건한 공정을 

해 CMT, AC GMAW, 이  용 , GMAW와 이 의 

하이 리드 용  등을 통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GMAW 

공정을 통해 갭 릿징 시 갭 2.0 mm에서 용 은 가능하

지만 양호하지 못한 비드 횡단면을 확보하 으며8,9), 이  

용 은 용착 속이 없으므로 갭 릿징이 최  0.7 mm

까지 용  가능하 다10,11). 따라서 Fig. 30은 GTAW 공

정에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랩조인트 필릿용 에서 공정 

강건성에 한 범 를 나타낸 것이며 CMT, GMAW, 

이  용  비 공정의 강건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폭 넓은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에 의한 류 300A, 

속도 100 cm/min의 고속용 으로, 두께 2.0 mm인 STS 

304 모재의 랩조인트 필릿용  공정의 갭 변동과 심이탈

에 한 강건성 확인을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갭 0 mm에서 갭 2.0 mm 까지는 모두 건 한 비

드를 형성하여 갭변동에 한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2) 상  모서리에서 하 쪽으로 2.0 mm의 치를 기

으로 하 을 때 좌우 ± 1.0 mm까지 건 한 비드를 형

성하여 용 선 이탈에 한 강건성이 확인되었다.

  3) C형 용가재를 사용하여 랩조인트 필릿용  시 갭 0 mm

의 y좌표 기 치에서는 C형 용가재가 하  쪽과 상  

쪽 2곳에서 이행되며, 갭이 존재하면 하  쪽 용 이 곧바

로 교락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상  쪽으로 이동하는 상

을 찰하여 모델링하 다.

  4) 랩조인트 필릿용  시 C형 용가재를 사용하는 GTAW 

공정은 GMAW공정  이  용  비 공정 강건성이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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