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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Welding is an essential process in the automotive industry. Most welding processes that are used for 
auto body is spot welding. And CO2 arc welding is used in a small part. In production field, CO2 arc 
welding process is decreased and spot welding process is increased due to welding quality is poor and 
defects are occurred in CO2 arc welding process frequently. But CO2 arc welding process should be used 
at robot interference parts and closed parts where spot welding couldn’t. CO2 welding is divided into lap 
welding and plug arc spot welding. In case of plug arc spot welding, burn through and under fill were 
caused in various welding environment such as different thickness combinations of base metal, teaching 
point, over the two steps welding and inconsistent voltage/current. It makes some problem like poor quality 
of welding area and decrease the productivity.
  In this study, we will evaluate the effect of teaching point through the weld pool behavior and bead 
geometry in the arc spot welding at the plut hole. Welding position is horizontal position. And galvanized 
steel sheet of 2.0mm thickness that has plug hole of 6mm diameter was used. Teaching point was changed 
by center, top, bottom, left and right of the plug hole. At each condition, the phenomenon of weld pool 
behavior was confirmed using a high-speed camera. As the result, we find the center of plug hole is the 
most optimal teaching point. In the other teaching point, under fill was occurred at the plug hole.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gravity and surface tension. For performance of arc spot welding at the plug 
hole, the teaching condition should be controlled at a center of plug hole.

Key Words : Arc spot welding, Plug hole, Teaching point, Gravity, Surface tension

1. 서    론

자동차 산업에서 용접은 필수적인 공정이다. 자동차 

차체에 적용 중인 용접공정은 점용접(spot weld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점 용접기가 용접할 수 없는 Cowl

Side Outer, Dash, Wheel House 등과 같은 폐구간

에서는 주로 CO2 아크용접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차

체 생산라인과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는 완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 CO2 아크용접이 꼭 필요하다. 차체 생산라

인의 경우 사용되는 용접자세는 전 자세가 거의 다 사

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아래보기 자세 또는 수평 

필릿 자세로 용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용접 이

음부는 제품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한 성형시의 공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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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rn through (b) Under fill

Fig. 1 Welding defects

1 step : arc spot welding

2 step : lap welding or arc spot welding

Fig. 2 Increase cycle time

Welding system of CMT

Ar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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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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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C Mn P S Ti Nb

GA 0.002 0.07 0.01 0.008 0.003 0.01

(a) Chemical composition(wt. %)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Elongation

GA 280MPa 170MPa 46%

(b) Mechanical propertie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GA sheet

생 및 가공의 난해함 등을 이유로 맞대기 이음을 사용

하지 않고, 겹침 이음이나 플러그 용접을 사용한다1-4)
.

플러그 용접이란 접합되어야 할 두 판재 중 한쪽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을 통해 용탕을 채워 판재를 접

합시키는 용접법으로 아크 점용접(arc spot welding)

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판재의 한쪽 면만을 통한 접

합이 가능하며, 약 6.4mm 두께의 강판까지 겹치기 용

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 이러한 플러그 용접

의 경우 모재의 종류 및 두께 조합, 내부 간섭에 의한 

용접자세의 제한 등의 변수로 인하여 용락, 용접이상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품질 불량, 생

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Fig. 1은 실제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플러그 용접불량을 보

여준다. Fig. 2는 하나의 플러그를 용접하기 위해 2번 

이상의 용접을 진행하는 현장의 용접 조건을 보여준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티칭 위치에 대한 관리의 미흡으

로 이처럼 2-3번의 용접을 통해 플러그홀을 채우는데,

이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러그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품

질 불량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티칭 

위치를 변화시켜 가며 용접을 진행하였다. 각 티칭 위

치에 따른 용융풀 거동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였고, 용접 후 비드형상의 분석을 통

해 용접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용접품질 향상과 생산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최적의 티칭위치를 확인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및 장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차체에 사용되고 있는 2.0mm

두께의 합금화용융아연(GA) 도금강판을 사용하여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은 장치를 구성하여 수직자세 용접을 

실시하였다. 용접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오스트리아 

Fronius사의 CMT 프로세스 용접기를 사용하였으며,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용융풀의 거동을 확인하였다.

시험편의 형상은 Fig. 4에 나타나있고, 사용된 시험편

의 화학조성 및 기계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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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A)

Arc

length

correction

(%)

Work angle

(〫 )
Travel

angle

(〫 )
Welding

time

(sec)

140 30 90 0 2.2

Horizontal position Teaching point

90°

2

2mm
6mm

4

3

5

1

Fig. 5 Welding and teaching point

Table 2 Welding parameters

Position of plug hole

Teaching point

Front bead

Middle Top Bottom Left Right

Fig. 6 Bead shape

Direction of gravity 

Middle Bottom Left RightTeaching point Top

Cross section

Fig. 7 Cross section of bead

2.2 실험방법

용접은 직류역극성을 사용하여 CO2 100%의 보호가

스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은 17ℓ/min, CTWD(Contact

Tube to Work Distance)는 15mm로 하여 모재에 

대해 Table 2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티칭위치에 따른 용융풀의 거동 및 용접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티칭위치를 5가지로 변화시

켜가며 플러그 용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직자세에

서 티칭위치에 따른 용접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비드의 

육안검사와 단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또한, 용접시 나타

나는 용융풀의 거동 확인을 위해 3,000 frame/s로 3

초간 촬영을 하였으며, 동시에 각 수직자세 용접 별 스

패터 발생 현상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비드형상

3.1.1 비드외관

수직 자세에서 플러그홀 중앙과 상부에 티칭을 한 경

우에만 플러그 홀을 모두 채우며 용접이 되었다. Fig.

6에서 비드의 육안검사 결과, 비드가 중력의 영향을 받

는 쪽으로 흘러내려 채워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용융부에서 유동현상은 주로 표면장력

(surface tension), 및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

에 의한 대류(convection)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6-8)
,

상대적으로 중력 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

가 용융부 대류현상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접자세에 따라 중

력의 영향이 비드의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수직 자세에서 용융풀이 커짐에 따라 중력의 영향이 커

지게 되어 중력이 작용하는 지면쪽으로 흘러내리며 용

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용접 전의 플러그 

홀 위치와 용접 후 플러그 홀의 위치를 비교해 본 경우

를 보면 수직 자세에서 용융풀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면비드의 확인 결과 플러그홀 중앙에 티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에서는 입열의 

부족으로 이면비드가 얕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입열량이 클수록 용입의 깊이가 증

가하는데11), 이러한 현상은 티칭위치가 상판 플러그홀 

쪽에 가까울 경우 용접 시 발생하는 입열이 상판 쪽으

로 더 많이 전달되어 상판을 많이 녹이며 용접이 되기 

때문에 하판으로 들어가는 입열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3.1.2 비드단면

용접비드의 단면분석 결과는 비드 외관에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조건에 따

른 용접비드의 단면형상은 Fig. 7에 나와 있다.

수직 자세에서 모든 비드가 중력이 작용하는 지면 방

향으로 흘러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용입의 깊

이가 가장 깊은 조건은 플러그홀 중앙이었다.

따라서 플러그홀 용접 시 티칭 위치에 따른 비드 형

상을 분석해 본 결과, 플러그홀 중앙 티칭이 가장 좋은 

용접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용접을 할 경우, 플러그홀 용접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2~3회 용접하던 용접 횟수를 1회로 단축시켜 사이클 

타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차체 플러그 용접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크 위치에 대한 실험적 기초 연구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30卷 第3號, 2012年 6月 267

69

(a) Teaching point(middle) (b) Teaching point(top)

(c) Teaching point(bottom) (d) Teaching point(left)

(e) Teaching point(right) (f) Occurrence of spatter

(g) Phenomena of weld pool by wire

Fig. 8 Images of high-speed cam photography

3.1.3 용융풀 거동

Fig. 8은 각 티칭위치에 따른 용융풀의 거동을 고속

촬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플러그홀 쪽으로 티칭 위치가 치우쳐 있는 경우, 용

융풀은 하판에서 커지다가 곧이어 상판 쪽으로 붙어 상

판을 녹이며 커지게 된다. 수직 자세에서 상판을 녹인 

용융풀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플러그홀을 채우지 못하

고 상판을 녹이며 중력 작용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러그홀의 위치를 보여

주는 흰 타원과 용융풀을 형상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

다.(Fig. 8-c,d,e) Fig. 8 (a)의 경우 티칭 위치가 플

러그홀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용융풀은 플러그

홀의 중앙에서 채워져 올라오다가 용융풀의 크기가 커

질수록 중력의 작용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b)의 경우는 티칭위치가 플러그홀 상부

에 위치해 있는 그림이다. 이 경우의 용융풀은 상판에 

먼저 닿아 상판을 녹이긴 하지만, 일정한 크기의 용융

풀을 갖기 전에 중력작용 방향으로 흐르지 않다가 부피

가 증가하여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중력

작용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다량의 스패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8-f). Fig. 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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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에도 플러그홀의 위치를 나타내는 흰 타원과 

용융풀의 형상을 비교하여 용융풀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g)의 경우 단락을 제어해주는 CMT 용

접기의 특성상 와이어가 용융풀에 닿으며 끌어당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용융풀의 표면

장력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모든 액체는 표면

장력을 갖는다12)
. 이로 인해 용융풀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이 표면장력의 힘보다 커지기 전 까지 흐르지 않고 

플러그홀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직자세에서 티칭위치에 따른 플러그

홀 용접의 용융풀 거동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용융풀 

거동의 확인을 통해 용융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

인하였고, 최적의 용접조건을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플러그 용접 시 용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티칭위치, 표면장력, 중력이다. 3가지 요인 중 티칭위

치를 조정하여 건전한 용접품질을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차체 생산라인에서 플러그 용접 시 가장 중요한 용

접변수는 티칭위치로 판단된다.

2) 수직 자세 플러그 용접 시 용접성이 좋은 티칭위

치는 중앙과 상부이나 상부 티칭시 스패터 발생량이 많

고 입열량이 적어 용입이 깊지 않기 때문에 티칭위치가 

중앙인 경우가 가장 좋은 용접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차체 생산 용접현장에서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건전한 용접품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

하였다. 이는 기존의 아크용접 공정 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차종 생산시 용접조건을 선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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