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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act tip for gas metal arc welding has important functions to transmit the welding current to the 
wire and to guide the wire to molten pool. If the contact tip is damaged, it is a cause of lowering the welding
productivity due to removal of welding defects and replacement of contact tip. In case of the use of a contact
tip for a long time the arc is unstable because the processed hole in the contact tip center is larger, and the
variation of aiming position of the welding wire causes a seam tracking error.
  In this study, gas metal arc welding experiments using contact tip of three different materials were performed. 
The contact tips with Cu-P, Cu-Cr, and Cu-ODS were used at the experiments, and the welding characteristics by
each contact tip were evaluated. After welding contact tip appearance, welding spatter adhesion amount of 
the nozzle, and weld bead appearance were evaluated. The welding current and welding voltage were measured to
verify arc stability during arc welding.

Key Words : Gas metal arc welding, Contact tip, Solid wire, Wear resistance, Spatter, Welding curren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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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장에서는 용 품질  용 생산성 등을 고려한 

용 공정 자동화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솔리드 와이어

를 이용한 GMAW(Gas metal arc welding) 등의 용

기술이 용되고 있다.

  GMAW에서 아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와

이어의 송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와이어에 안정

된 류를 통 시켜 용융지로 동일한 용 이 이행되도

록 하여야 한다. 용 류는 용  토치 끝단부에 치

한 콘택트 을 통해 와이어로 통 되기 때문에 콘택트 

은 기 도도가 우수한 재질인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콘택트 은 와이어를 용융풀로 유도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콘택트 이 용  자동화 

공정에서 손상되면 보수 용 에 의한 용  결함제거  

콘택트  교체 등으로 인하여 용 생산성을 하시키

는 원인이 된다. 한 콘택트 을 장시간 사용하면  

구멍이 확장되어 와이어 선단에 지향하는 치를 벗어

나게 되고, 아크가 불안해져 용  품질에도 문제가 발

생 된다. 이러한 이유로 콘택트 의 내마모성에 한 

신뢰성  수명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Kim은 콘택트 에 한 신뢰성 평가 기 을 제정하

고 평가 장비를 구축하 다1). 그리고 콘택트 의 수명

을 높이기 하여 크롬동  개발에 한 연구를 하

고2-4), 재질에 따른 콘택트 의 수명을 평가5)하고 

측6)하 다.

  이와 같이 재까지의 연구들은 콘택트 의 내마모

성에 한 연구에만 편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류의 콘택트 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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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Diameter(ø) Appearance

Cu-P 1.2

Cu-Cr 1.2

Cu-ODS 1.2

 (a) Cu-P                 (b) Cu-ODS

Fig. 1 The cross section of contac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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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hardness of contact tip 

여 연속 용  시 콘택트  마모성에 한 평가에만 국

한되지 않고 노즐의 스패터 부착량  비드 외 을 

찰하는 등 용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리고 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아크안정성을 평가하 다. 

2. 콘택트   솔리드 와이어

  실험에 사용된 콘택트 은 Table 1과 같이 3가지 종

류를 사용하 다.  

  재질이 서로 다른 콘택트 을 이용하여 용 을 실시

하 으며, 인탈산동(Cu-P), 크롬동(Cu-Cr), 그리고 외

부와 내부가 서로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콘택트 을 

사용하 다. 이 콘택트 의 외부는 기동(E-Cu), 내부

는 산화물 분산강화동(Cu-ODS, Cu-Oxide Dispersion 

Strengthen) 재질이며, 산화물 분산강화동은 내마모성

을 향상시키기 하여 산화물을 인 으로 첨가한 것

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콘택트 을 분산강화

형동이라고 표기하 다. Fig. 1에서 일반 인 콘택트 

과 분산강화형동의 단면을 비교하 다.

  GMA용 을 수행하게 되면 콘택트 은 고온의 아크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에 의하여 경도가 하하게 된

다. 이러한 경도 하를 모사하기 하여 450, 650℃에

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한 후경도 측정을 실시하 다5).

  Fig. 2는 상온  열처리 후 콘택트 의 경도를 측

정한 결과이다. 상온에서 콘택트  경도를 측정한 결과 

약 176HV로 크롬동의 경도가 가장 컸고, 분산강화동은 

약 160HV 으며, 기동은 130HV 다. 그리고 인탈

산동이 약 135HV로 가장 작았다. 450℃ 1시간 열처

리 후 분산강화동은 156HV로 상온에서 측정하 던 경

도와 거의 유사하 으며, 크롬동은 135HV 다. 그리

고 기동과 인탈산동은 약 60HV로 하되었다. 650℃  

1시간 열처리 후 분산강화동는 152HV로 경도의 

하가 가장 작았으며, 크롬동의 경도는 약 75HV 다. 

그리고 기동와 인탈산동은 약 60HV로 450℃ 1시간 

열처리 후 경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한 솔리드 와이어의 AWS규격은 ER70S-3

이며, 직경은 1.2mm을 사용하 다. 와이어의 표면 도

방법은 화학도  제품을 사용하 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조건

  본 실험에서는 콘택트  평가 규격인 RS D 0031

을 이용하여 용 장치  용 조건을 선정하 다1). 

  Fig. 3은 용 장치를 나타낸 것이며, 용 장치는 용

속도와 토치의 이송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용 소재는 

400(D) × 1000(L) × 15(t)mm 크기의 구경 이

를 사용하 다. 용  원은 장시간 용 이 가능한 500A

 정 압 인버터 용 기를 사용하 다. 

  용 조건은 송 속도를 9m/min으로 일정하게 하고, 

용  압을 29.0V로 설정하 다. 모재와 콘택트  사

이의 거리(CTWD)는 20mm로 고정하 으며, 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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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ing system

(b) Welding torch

Fig. 3 Welding system and welding to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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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ppearance of contact tip after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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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mount of spatter after welding(10min)

Table 3 The appearance of nozzle after welding

도는 0.5m/min으로 설정하 다. 보호 가스는 80%Ar 

+20%CO2 혼합가스로 유량은 20ℓ/min으로 하여 실

험을 실시하 다.

3.2 용 작업성 평가방법

  용 작업성을 평가하기 하여 첫 번째로 콘택트  외

  마모량을 계측하 다. 용   번백(burn back)

이 발생하면,  외 만 찰하 고, 30분 용 이 완료 

시  마모율을 계산하 다. 두 번째로 노즐의 스패터 

부착량을 계측하 다. 측정 방법으로는 용   노즐의 

무게와 용 후 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세 번째로 

용  후 용 부 외 을 평가하 으며, 마지막으로 용  

 아크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계측주 수 10kHz로 

10 씩 연속 으로 용  류와 용 압을 계측하 다. 

  본 연구에서는 1회 실험시 30분 동안 연속 으로 용

을 실시하 으며, 아크 불안  번 백이 발생하면 용

을 종료하 다.

4. 실험 결과

4.1 콘택트  외

  Table 2은 용  종료 후 콘택트  외 을 나타내고 

있다. 세 종류의 콘택트  모두 용   번백이 발생

하 다. 인탈산동은 용  시작후 19분, 크롬동은 23분

에 번백이 발생하 으며, 분산강화형동은 25분 용  시 

번백이 발생하 다.

4.2 노즐 스패터 부착량

  용  후 노즐 외  형상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인탈산동은 번 백이 발생하기  19분 동안 5.9g의 스

패터가 노즐에 부착되었고, 크롬동은 23분동안 6.1g 스

패터가 노즐에 부착되었다. 분산강화형동은 25분 용 동

안 5.8g의 스패터가 노즐에 부착되었다.

  스패터 발생량을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하여 10분당 

노즐의 스패터 부착량으로 변환하 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용 시간 10분기 으로 인탈산동이 3.1g

으로 가장 많은 양의 스패터가 노즐에 부착되었고, 크

롬동은 2.6g이 부착되었다. 그리고 분산강화형동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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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elding current and welding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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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P

Table 4 The shape of b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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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ing current/Voltage

30sec

Average: 296A / 30.2V

10min

304A / 30.0V

20min

308A / 39.9V

23min

(Before 

burn back)

243A / 30.2V

(b) Cu-Cr

Welding 

time
Welding current/Voltage

30sec

Average: 288A / 30.4V

10min

290A / 30.2V

20min

275A / 30.2V

25min

(Before 

burn back)

217A / 30.9V

(c) Cu-ODS

장 은 양인 2.3g의 스패터가 노즐에 부착되었다. 

4.3 용 부 외

  Table 4는 세 종류의 콘택트 으로 용  후 용 부 외

을 찰한 것이다. 용 부 외 은 부분 양호하 다.

4.4 아크안정성 

  용   아크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연속 으로 

용  류, 압을 계측하 고, Table 5은 각 시각에

서 10 간 계측한 용  류, 용  압 형을 보여주

고 있다. 용  시작 후 세 종류의 콘택트  모두 안정

인 용 류, 용 압을 보 으며, 번백이 발생할 때 

용 류가 불안하 다.

  그리고 용  시간 경과에 따른 용 류, 용 압의 

변화를 평가하기 하여 용  시작부터 용  종료(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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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current, voltage according to weld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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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ntact resistance of solid wire and 

contact tip

발생)까지 10 간 평균 용 류  용 압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인탈산동의 용  류는 용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

류가 가장 크게 감소하 으며, 크롬동은 인탈산동

에 비해 용  류의 감소가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분

산강화형동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 류의 감소가 거

의 없었다. 

  이와 같이 용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 류가 감소하

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콘택트 과 

모재사이의 항은 Fig.6과 같다. R1은 아크 항을 

나타내며, R2는 와이어와 콘택트  사이의 항이고, 

R3는 콘택트  마모가 일어나면 변동되는 항이다.

  용  기의 체 항(R)=R1 + R2이다. 그리고 

용 이 진행되면 콘택트  마모가 진행되면서 와이어

와 콘택트 의 면이 A지 에서 B지 으로 이동하

게 되고, R3의 항은 계속 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용 이 진행되면 콘택트 과 와이어의 부 는 변

화하여 체 항은 증가하게 된다7). 이러한 항의 증

가는 정 압 용 기에서 압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도, 

용  류는 감소하게 된다. 

 

5. 결    론

  콘택트  재질에 따른 솔리드 와이어 연속 용  시 

용 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1) 연속용 시 인탈산동, 크롬동, 분산강화형동 순으

로 연속용 시간이 증가하 다.

  2) 노즐에 부착된 스패터량은 인탈산동, 크롬동, 분

산강화형동 순으로 게 부착되어 분산강화형 동이 가

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었다.

  3) 비드 외 은 세 종류의 콘택트 으로 용  시 양

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아크 안정성은 번백이 발생하기 까지 안정 인 

형을 보 으며, 용 류는 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인탈산동의 용 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크롬동, 

분산강화형동 순으로 류의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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