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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따른 용접 중 콘택트 팁 내마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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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e contact tip for flux cored arc welding has important functions to transmit the welding current to the 
wire and to guide the wire to molten pool. A damaged contact tip causes a productivity reduction and a 
welding quality problem. 
  In this study, the welding experiments for the wear resistance of contact tip regarding flux cored wire 
types were performed. With two fold type and a seamless type flux cored wires, the wear rates of contact 
tips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wear rate was checked according to the contact tip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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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택트 의 주된 역할은 용  류를 와이어에 송

하는 역할과 용융풀로 와이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콘택트 이 손상되면 용  결함제

거  콘택트  교체 등으로 인하여 용  생산성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콘택트 을 장시간 사

용하면  앙에 가공된 구멍이 확장되어 와이어 선단

에 지향하는 치를 벗어나게 되므로 아크가 불안해져 

용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콘택트 

 내마모성은 용  생산성과 용  품질에 한 계

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콘택트 의 내마모성에 한 

신뢰성  수명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Villafuerte은 콘택트 의 마모기구는 고온에서의 

마찰마모(abrasion)와 기  에로존(electrical erosion)

이 주된 손상기구라고 제안하 다1). 그리고 Kim은 콘

택트 에 한 신뢰성 평가 기 을 제정하고 평가 장

비를 구축하 다2). 한 콘택트 의 수명을 높이기 

하여 크롬동  개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3-6)

, 

콘택트 의 수명 평가
7)
  측

8)
에 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 

  이와 같이 콘택트  개발에 한 연구가 부분 진

행 되어져 왔으며, 용  재료에 한 콘택트  마모에 

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  해양 랜트 제작 공

정에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해양 랜트에 사용되는 모재의 고강도화  

온균열 방 책의 일환으로 극인 용인 검토

인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에 한  내마

모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2. 용 와이어  콘택트 

2.1 럭스 코어드 와이어

  실험에 사용된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Table 1 과 

같이 3가지 종류를 사용하 다. 

  각 종류별 와이어 직경을 측정한 결과, Fold_I은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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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Φ)

AWS 

Spec.
Treatment Appearance

Fold_I 1.2

A5.29 

E81T1-

K2C

Baking

Fold_II 1.2

A5.29 

E81T1-

K2C

Non 

Baking

Seamless 1.2

A5.29 

E81T1-

GC

Copper 

coating

Table 1 Flux cored wire 

Fold_I Fold_II Seamless

×70

×1k

연결부 X

(a) Cross section of flux cored wire 

Fold_I Fold_II Seamless

×70

×1k

×5k

(b) Surface of flux cored wire 

Fig. 1 Cross section and surface of flux cored 

wire

Appearance

Cross section

Fig. 2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of Contact tip

1.19Φ, Fold_II는 1.19Φ Seamless형은 1.18Φ 다. 

세 종류의 와이어의 직경은 1.2Φ로 거의 유사하 다.

후  연결부의 형태가 Fold형인 용  와이어 2종류와 

후  연결부 형태가 Seamless형인 용  와이어를 비교

하 다. 와이어 외 에서의 차이 은 Fold형의 경우 베

이킹(Baking)처리를 한 베이킹형과 베이킹 처리를 하

지 않은 논베이킹(Non-baking)형으로 구분되며, Seamless

형은 와이어 표면에 구리 도 이 되어있다. 각 용  와

이어의 표면  단면을 비교하 으며, 결과는 Fig. 1 와 

같다.

  Fold_I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는 후  연결부의 형

태가 Butt형식이며, Fold_II형의 럭스 코어드 와이

어는 후  연결부 형태가 Lap형식의 연결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

는 후  연결부는 육안으로 찰되지 않은 완 히 융합

되어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와이어 표면

을 육안으로 비교해본 결과 Seamless형의 경우 Fold

형태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 보다 표면 거칠기가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종류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속 Sheath

부분의 경도를 10타  측정하 다. Fold_I의 경도는 

248Hv, Fold_II의 경도는 242Hv, 그리고 Seamless

형은 244Hv 다. 세 종류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경도는 거의 유사하 다.

2.2 콘택트 

  용  실험은 인탈산동 을 사용하여 실시하 다. 

Fig. 2 는 콘택트  외   단면 형상을 나타내고 있

다. 콘택트 의 길이는 45mm, 무게는 약 17g이며, 

콘택트  끝부분 구멍의 평균직경 범 는 1.32 ~ 

1.38mm이었다.

  콘택트 의 내마모성은 콘택트 의 경도와 한 

련이 있다. 그래서 상온에서와 450 ℃1 시간 열처리 

후의 콘택트 의 경도를 측정하 다. 상온에서 콘택트 

 경도는 약 135Hv 고, 450℃에서 1시간 열처리 

후 경도는 약 60Hv 로 경도가 하되었다. 이러한 이

유는 인탈산 동 은 가공 경화에 의해 경도가 증가하

는데 열처리를 하면 회복  재결정에 의하여 경도가 

하되기 때문이다9).

3. 실험 방법

3.1 용 장치  용 조건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  평가 규격인 RS D 0031

(가스메탈아크 용 용 콘택트 )을 이용하여 용 장치 

 용 조건을 선정하 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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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ing System

(b) Welding Torch

Fig. 3 Welding System and Welding Torch

Fold_I  Fold_II  Seamless

Before 

welding

30

min

60

min

90

min

120

min

Fig. 4 The Ware shape of contact tip according to 

welding times 

  Fig. 3 은 용 장치를 나타낸 것이며, 용 장치는 용

속도와 토치의 이송속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용

소재는 400(D) × 1000(L) × 15(mm) 크기의 구

경 이 를 사용하 다. 용  원은 장시간 용 이 

가능한 600A  인버터 용 원을 사용하 다.

  용 조건은 송  속도를 9mpm(용  류 :약 270A)

으로 일정하게 하고, 용  압을 29V로 설정하 다. 

모재와 콘택트  사이의 거리(CTWD)는 20mm로 고

정하 으며, 용  속도는 0.5mpm으로 설정하 다. 보

호 가스는 80%Ar + 20%CO2의 혼합 가스로 유량은 

20l/min으로 콘택트  내마모성 평가를 실시하 다. 

3.2 콘택트  내마모성 평가 방법

  용 을 수행하면 콘택트 의 가공된 구멍의 면 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마모된 콘택트 구멍의 면 을 

측정하 으며, 콘택트  마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마모  구멍의 면 이 A0이고 At는 t시간 용

한 후에 마모된 구멍의 면 을 나타낸다. 콘택트  마

모율(Wt)은 식 1 과 같이 마모  구멍의 면 (A0) 

비 용  후 증가된 구멍의 면 (At-A0)을 백분율로 표

한 것이다.

 

  
×                   (1)

  본 연구에서는 콘택트  내마모성 평가를 하여 

120분 용 을 실시하 고, 30분 간격으로 콘택트 의 

마모율을 측정하 다.

4. 실험 결과

4.1 콘택트  마모율

  Fig. 4는 총 용  시간 120분  30분 간격으로 콘

택트  구멍의 상을 나타낸 것이다. 콘택트  마모

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체 으로 마모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용  시작 30분 후 마모가 가장 

심했는데 그 이유는 콘택트 과 와이어가 선  상

태로 마모가 진행되다가 콘택트 의 내면이 어느 정도 

마모되면 면  상태로 변환되어 마모가 진행되므로, 

 부 에 면의 면압(단 면 당의 하 )이 감소

하여 단  시간당 마모량은 지속 으로 감소하기 때문

이다10). Fig. 5는 용 시간에 따른 콘택트  마모율

을 나타낸 그래 이다. 기 용  30분의 콘택트  마

모가 가장 심했으며, 마모율은 Fold_II형 럭스 코어

드 와이어의 경우 32% 정도로 가장 마모가 컸고,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경우 13%로 마

모가 가장 었다. Fold형의 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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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re rate of contact tip according to welding 

times

Appearance of contact tip 

Before welding

 Fold_I

Fold_II

Seamless

Fig. 6  The Ware shape of contact tip according to 

welding times 

Solid Wire Fold_I

Fold_II Seamless

Fig. 7 The shape of bead after 2 hours

8mm 8mm 8mm

45mm

① ② ③ ④

Fig. 8 Measurement of contact tip diameter

경우 90분 용 시 45%이상의  마모율을 보 다. 

120분 용 시 Fold형으로 용 한 경우 약 50% , 

후의 마모율을 보 고, Seamless형의 마모율은 30% 

정도 다. Seamless형 용  와이어로 용 한 경우 콘

택트 의 마모율은 가장 었으며, Fold형으로 용 시 

콘택트 의 마모율은 유사하 다. 

  그리고 120분 용  후 콘택트  외 을 Fig. 6 과 

같이 비교하 다. Fold형 와이어로 용 시 스패터 부착

량은 유사하 으며, Seamless형 와이어 용 시 스패터 

부착량이 가장 었다. 

  Fig. 7은 120분 용  후 비드형상을 나타내었다. 솔

리드 와이어로 용 시 콘택트  마모율이 45%정도 

될 경우 사행비드가 발생한다고 Koh의 연구에서 보고

되었지만10), 럭스 코어드 와이어인 Fold_I와 Fold_II

의 경우 50%정도의 콘택트  마모율을 보 는데도 

사행비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4.2 콘택트  치별 단면 형상

  콘택트 의 치에 따른 마모를 확인하기 하여 

Fig. 8에서와 같이 콘택트  치에 따른 구멍의 면

을 측정하 다.

  Fig. 9는 콘택트  치에 따른 마모율의 결과이며, 

치 ① 에서는 Fold형으로 용 시 10%의 마모율을 

보 으며, Seamless형의 경우 마모가 거의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 ② 도 ① 와 유사한 마모

율을 확인하 다. ③ 의 치에서 Fold_I형의 경우 

27%의 마모율을 보 고, Fold_II형은 21%의 마모율

을 보 으며, Seamless형은 7%의 마모율로 가장 작

았다. 콘택트  끝부분인 ④ 은 가장 큰 마모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Seamless형은 콘택트  끝부분에

서만 마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콘택트  끝부분으로 갈수록 마모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콘택트  마모는  끝부분에서 부분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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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welding

 Fold

 type_I

 Fold        

type_II

Seamless 

type

①

0% 10.0% 10.0% 2.3%

②

0% 10.6% 10.1% 2.8%

③

0% 27.0% 21.3% 6.9%

④

0% 49.2% 53.3% 29.8%

Fig. 9 The shape and ware rate according to 

location of contact tip

5. 결    론 

  두 종류의 Fold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와 한 종류

의 Seamless형 럭스 코어드 와이어로 콘택트  내

마모성 평가를 수행하 다.

  1) 용  시간에 따른 콘택트  마모율을 살펴  보았

다. 용  90분 후에는 Fold형 와이어의 콘택트  마

모율은 45%이상 증가하 고, Seamless형 와이어의 

콘택트 은 18%의 마모율을 보 다. 용  120분 후 

Fold형 와이어 용 시 50%정도의 콘택트  마모율을 

보 으며, Seamless형 와이어의 콘택트  마모율은 

30%로 가장 작았다. 용  완료 후 콘택트  외 의 

스패터 부착량을 살펴본 결과 Seamless형 와이어로 

용 시 스패터 부착량이 가장 었다.

  2) 솔리드 와이어로 용 시 콘택트  마모율이 45%

에서 사행비드가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지만 럭스코어드

 와이어로 용 시 콘택트  마모율이 50 %에서 사행

비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콘택트 의 치에 따른 마모율을 비교하 다. 

Fold형의 경우 콘택트  끝단부로 갈수록 마모율은 

증가하 고, Seamless형은 콘택트  끝단부에서만 마

모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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