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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크 용접의 자동화 추세는 고속, 고전류 용접기법의 개발과 

가동률의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콘택트팁 수명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콘택트팁

의 수명 감소는 생산 지연을 유발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으나 

GMAW, 300A 이하의 용접조건, 그리고 내경 확장의 손상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기 때문에 고전류 FCAW의 콘택트팁 수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CAW, 고전류 용접 조건에서 FCA와이어의 구리도금이 콘

택트팁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접 중 콘택트팁의 온도 및 콘택

트팁-와이어 마찰력을 측정하고 콘택트팁 손상 원인을 미세조직적으로 분석했다. 

콘택트팁의 수명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무도금 와이어에 비하여 3~4배 더 

길었으며, 콘택트팁의 온도는 구리도금 와이어가 약 200℃ 더 낮았다. 콘택트팁 

손상 유형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burnback이 발생하였으나,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하였고 콘택트팁-와이어 마찰력은 구리도금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할 

때 급격하게 증가했다. 콘택트팁 내부 분석을 통해서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와 관

계없이 잔류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으며, 콘택트팁 막힘은 이러한 잔류물이 성장

하여 와이어가 잔류물과 콘택트팁 내벽 사이에 부착되는 것이 원인이었다. 잔류물

의 형성 원인은 와이어의 표면 손상, 콘택트팁의 높은 온도, 잔류물의 미세조직으

로 나눌 수 있으며,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구리도금 와이어에 비하여 콘택트팁

의 높은 온도 때문에 응착 마모 속도가 빠르고, 잔류물의 높은 경도 때문에 마모의 

촉진되는 것이 잔류물이 빨리 성장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전류 FCAW

에서는 와이어 표면의 구리도금이 콘택트팁 온도를 낮추고 콘택트팁 내부에 형성되

는 잔류물의 경도 또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콘택트팁의 막힘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수명이 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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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서론 

 

1.1 연구 배경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봇 및 자동화 공정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

라서 Fig.1-1과 같이 제조 현장에서의 아크 용접 로봇의 적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1,2,3] 아크 용접의 자동화는 용접부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을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용접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

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4,5] 용접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의 향

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연속 용접이 가능하고 교환 주기가 긴 

용접 부품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용접토치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서 토치의 끝단에 

있는 콘택트팁은 용접 중 아크와 스패터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교환 주기가 다른 

부품에 비하여 매우 짧다.[6] 콘택트팁 손상이 발생하면 용접이 중단됨은 물론이고 

용접부의 결함이 발생하므로 용접부의 수정작업 및 콘택트팁의 교체로 생산지연을 

유발하여 용접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7] 따라서 콘택트팁 수명을 향상하기 위

하여 콘택트팁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GMAW(gas metal arc welding)와 Fig.1-2 같은 콘택트팁의 

내경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이유는 GMAW가 비교적 먼저 로봇 용접으

로 도입되었고 콘택트팁 내경 확장이 GMAW의 주요한 손상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콘택트팁 수명의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FCAW(flux cored arc 

welding)의 콘택트팁 수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FCAW에서 콘택

트팁의 수명이 감소하는 것은 고속, 고전류 용접기법의 개발과 가동률의 증가로 인

하여 콘택트팁의 사용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8,9]. 특히 Fig.1-3의 필렛 용

접은 고속으로 용접하면서도 설계 각장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높은 전류를 사용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Fig.1-4과 같이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이러

한 추세에 따라 기존의 콘택트팁의 내경 확장과는 다른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한다

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손상 유형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

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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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콘택트팁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콘택트팁, 와이어 그리고 기타 송

급 장치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콘택트팁과 기타 송급 장치에 관한 연구

는 앞서 수행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FCA와이어의 표면 상태 중에서 와이

어의 구리도금이 콘택트팁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부

적으로는 필렛 용접에 사용되는 고전류 용접조건(380A)에서 콘택트팁의 손상 유

형과 수명 경향을 확인하고 콘택트팁 내부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서 손상 원인을 분

석함으로써, 콘택트팁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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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creasing trend of the worldwide arc welding robot 

 

 

 

 

 

Fig. 1-2. Contact tip bore expansion and bead shape due to the bo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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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antry type multi-pole fillet welding machine 

 

 

 

 

 

 

 

Fig. 1-4. Effect of the mechanization on opera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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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2.1 Flux cored wire의 제조 공정과 표면 종류 

FCAW는 생산성이 높고 반자동 및 자동 용접이 가능하므로 조선 및 중·화학 

공업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용접 기법이다. FCAW에서 사용되는 flux cored 

wire(FCW)는 와이어 튜브의 중심부를 flux로 채운 것이 특징이다. FCW의 제조 

공정은 Fig.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성형 공정, 심(Seam)부 용접 공정 그

리고 표면 처리 공정으로 나뉜다. 성형 공정은 스트립을 U자형으로 성형하여 각 와

이어의 사용 목적에 맞는 flux를 채우고 O자형으로 성형하는 것이다. 이때 O자형

의 튜브 표면에는 길이 방향으로 심부가 남게 된다. 이 심부를 전기저항, 플라즈마, 

레이저 용접 등의 공정을 통해서 제거한 것을 심리스(Seamless) 와이어라고 하고,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와이어를 폴디드(Folded) 와이어라고 한다. 마지막 와이

어 표면 처리 단계에서는 전기적·화학적 도금방법을 사용하여 표면을 구리로 도금

한 구리도금 와이어와 도금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도금 와이어로 나뉜다. 그리고 무

도금 와이어는 인발 후 표면에 잔류하는 윤활제의 처리 방법에 따라서 고온에서 건

조하여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시키는 베이크드(baked) 타입과 건조 공정 없이 물

리적, 화학적으로 윤활제를 제거하고 송급성 향상 목적으로 액상 또는 고상 처리제

를 도포한 것을 언베이크드(Un-baked)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10] 이러한 와이

어의 표면 상태는 용접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와이어 표

면의 구리도금은 Table.2-1과 같이 콘택트팁 마모량 감소, 전기전도성 향상, 방

청성 향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송

급성 악화, 생산비용 증가, 흄(Fume) 발생량 증가 그리고 구리 함량의 제어가 어

려운 단점으로 무도금 와이어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6] 따라서 와이

어 제조사들은 콘택트팁의 마모량이 적고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도포제를 경쟁적으

로 개발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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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eamless flux cored wire and types of wire surface 

 

 

 

Table 2-1. Pros and cons of the copper plating on th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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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콘택트팁 역할 및 특징 

콘택트팁은 토치의 끝에 있는 부품으로 Fig.2-2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제조사

에 따라서 다르지만 길이는 와이어가 내부 구멍을 통과하면서 직선으로 유도될 정

도이며 구멍은 와이어의 지름을 기준으로 10~20% 더 크게 길이 방향으로 가공되

어 있다.[7] 이러한 콘택트팁은 접촉을 통해 용접 전원으로부터의 전류를 와이어로 

전송시켜주고 와이어를 원하는 위치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콘택트팁 내

경은 지속적인 와이어의 마찰로 마모되는 특징이 있고 콘택트팁은 용접 중 아크의 

복사열과 전기 저항 열로 인하여 높은 온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모가 촉진되는 특

징이 있다. 콘택트팁의 내경 마모는 와이어를 원하는 위치로 유도하는 콘택트팁의 

역할을 상실하게 하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콘택트팁의 소재는 

자체의 전기적 저항이 낮으면서도 고온 환경에서 장기간 경도를 유지하여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전기 저항이 낮은 인탈산동(CuP) 을 인발하여 

경도를 높인 콘택트팁이 사용되었으나 용접 중 경도의 열화로 인한 심한 마모 때문

에 수명이 짧은 단점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리 기지에 미량의 크롬

이나 지르코늄 원소를 첨가한 콘택트팁이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리 

기지에 0.5~1.0 wt.% 크롬을 첨가한 경우에는 Fig.2-3와 같이 고용화 처리와 

석출 공정을 통해서 고온에서의 경도를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산화물분산구리(ODS) 등 내마모성이 뛰어난 소재를 콘택트팁에 적용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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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Features of the contact tip 

 

 

 

 

 

 

Fig. 2-3. Cu-Cr phase diagram and heat treatment for the contact tip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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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콘택트팁의 손상 유형 

콘택트팁의 손상은 용접이 중단된 후 다시 용접할 수 없거나 다시 용접할 수 있

더라도 원하는 품질을 얻을 수 없고 콘택트팁을 교체해주어야 정상적인 용접이 가

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콘택트팁이 손상되면 용접의 중단, 콘택트팁 교체 그리고 

용접부의 결함 제거 과정으로 때문에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콘택트팁

의 손상은 Fig.2-4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콘택트팁의 내경 확장, 번백

(Burnback) 그리고 콘택트팁 막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콘택트팁의 내경 확

장은 와이어의 출구 쪽 내경이 확장되어 아크가 불안정해지고, 와이어를 의도한 위

치로 유도하는 콘택트팁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상의 원인은 고온 환

경에서 와이어 표면의 거친 돌기들이 마찰하며 콘택트팁 내벽을 긁어내는 기계적 

마찰과 미세아크의 발생으로 콘택트팁 표면 일부가 녹아 마모되는 전기적 마찰로 

인한 콘택트팁의 마모이다. [13, 14] 

번백은 용접 아크가 와이어를 타고 콘택트팁과 가까워지면서 와이어와 콘택트팁

이 용융 접합된 손상 유형이다. 손상의 원인은 와이어의 송급 속도 변동뿐만 아니

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자에 기인한다. [15, 16] 

 

1) Transient power conditions occurring during arc starts, craters, 

pulsing or short-circuiting 

2) Anything that opposes the regular supply of consumable 

electrode; conditions of electrode, wire feeder, liner and 

contact tip 

3) Contact tip to work distance(CTWD) variability 

4) Excessive spatter accumulation inside the tip cavity 

 

마지막 손상 유형인 콘택트팁 막힘은 콘택트팁 외관의 손상은 없으나, 와이어가 

콘택트팁 내부에서 결합하여 송급이 정지되는 손상이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와이어

와 콘택트팁 사이에서의 아크 발생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결합 부분에서의 미

세조직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

지지 않았다.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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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ypes of the contact tip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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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용접 중 콘택트팁의 온도상승 

용접 중 콘택트팁의 온도 상승은 콘택트팁의 마모 속도를 증가시키고 경도 열화

를 유발함으로써 콘택트팁의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콘택

트팁 온도 상승은 아크 복사열과 전기적 저항 열로 인하여 발생한다.[20] 먼저 아

크 복사열은 고온 아크에서 방사된 열에너지이며 콘택트팁은 아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21] 

전기적 저항 열은 콘택트팁 소재의 저항 열과 콘택트팁-와이어 접촉점의 저항 열

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접촉점의 저항은 소재 자체의 저항에 비하여 훨씬 높으므

로 전기적 저항 열로 인한 온도 상승은 대부분 콘택트팁-와이어 접촉점에서 발생한

다. 접촉점에서 대부분의 저항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접촉점의 미시적인 특징으로 

국부적인 저항의 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2] Fig.2-5과 같이 실제 금속의 표

면에는 미세한 돌기들이 존재하며, 두 금속 표면이 접촉하면 돌기와 돌기가 맞닿게 

되고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 층 및 산화물층을 뚫고 금속결합 한다. 이때 금속 결합

한 부분의 면적은 명목 접촉면의 면적에 비해서 훨씬 작다. 전류는 금속 결합한 부

분으로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접촉면에서의 갑자기 좁아진 전도 면적으로 인하여 

저항이 발생하는데 이를 접촉 저항(Contact resistance)이라고 한다. 이러한 접

촉 저항은 와이어의 표면 상태, 접촉 금속의 상대 경도, 접촉 하중 등에 따라서 달

라질 수 있다.[23] 

추가적으로 콘택트팁의 온도 상승에서 콘택트팁과 와이어의 마찰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Rabinowitz의 sliding electrical contact의 온도상승 경험식으로 예상

할 수 있으며 고전류, 저속 마찰의 특성상 마찰열은 전기 저항 열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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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chematic of the current constriction and the real contact are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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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실험 방법 
 

3.1 용접와이어 

용접와이어는 Table3-1과 같이 표면 상태에 따라서 구리도금, 베이크드 타입

(Baked type) 2가지를 사용했고 모두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며 규격은 AWS 

A5.29 E81T1로 같다. 와이어 지름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1.4mmΦ를 

선정했고 심(seam)의 존재로 인한 형상 불균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eamless 

wire를 사용했다. 와이어 표면 처리는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 중 

화학 도금되었고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제조 공정 중 윤활제, 탄소 등을 도포

한 뒤 건조하여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된 상태이다. 표면 처리제의 종류나 양은 

제조사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와이어의 표면 형상 측정을 통한 

조도는 무도금 와이어가 구리도금 와이어에 비해서 조금 더 거칠었지만, 그 밖의 

cast, 인장 강도, 경도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면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은 

거의 같도록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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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roperties of two wires for the weld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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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장비 

3.2.1 용접기 및 송급 장치 

Fig.3-1와 Table.3-2을 통해서 실험장치의 구성과 용접기 및 송급장치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다. 와이어 스풀(Spool)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으며 와이어는 

송급속도 측정장치(Encoder)를 통과하고 송급 롤러에 의해서 송급된다. 송급 롤러

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단 롤러는 세라믹 소재에 V-groove형상이고 상

단 롤러는 스틸 소재에 flat형상이다. 와이어는 롤러를 지나서 용접 케이블로 들어

간다. 케이블 내에는 스틸라이너를 설치했으며 라이너는 토치 내부에서 콘택트팁 

바로 앞까지 연결되도록 길이를 조절했다. 케이블 길이는 2.5m이고 곡선 형상으로 

인한 라이너의 마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설치했

다. 용접 토치의 목각도는 55도를 사용했다. 콘택트팁은 길이가 45mm이고 중간

에서부터 와이어 출구로 갈수록 지름이 작아지는 형상이다. 콘택트팁 내경은 pin 

gauge를 사용하여 1.47~1.61mm 범위로 선별했다. 재질은 0.5wt.%크롬동이며 

용접 전 경도는 160Hv 이상이다. 

 

3.2.2 콘택트팁 온도 측정 장치 

Fig.3-1의 (A)는 콘택트팁의 온도 측정을 위하여 열전대가 설치된 형태를 보여

준다. 콘택트팁의 온도 측정 위치는 와이어 출구를 기준으로 5mm, 30mm 지점 2

곳이다. 해당 위치에 열전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드릴을 이용하여 2mm 지름의 구

멍을 2mm 깊이로 뚫었고 그 구멍과 마주 보는 가스 노즐에 구멍을 뚫어서 열전대

가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열전대는 피복형태로 2개의 극을 함께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열전대의 양극을 Tig 용접하여 지름 2mm의 구슬형태로 

맺히게 하였다. 열전대와 콘택트팁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슬형태로 용접한 극을 콘

택트팁의 구멍에 꽂아 연결하고 가스 노즐 바깥으로 나오는 열전대를 노즐에 단단

히 감아서 콘택트팁과 분리되지 않도록 했다. 온도의 기록은 GRAPHTEC midi 

LOGGER GL240 모델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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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콘택트팁-와이어 마찰력 측정 장치 

콘택트팁과 와이어 사이의 마찰력 측정 장치는 Fig.3-1의 (C)와 같이 구성했다. 

로드셀(Load cell)은 송급 모터가 설치된 슬라이더와 테이블 사이에 연결되어 와

이어가 라이너와 콘택트팁을 지나며 발생하는 송급저항을 측정하게 된다. 콘택트팁 

내부의 마찰력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와이어를 

인칭(Inching)했을 때의 송급 저항을 측정하고, 용접하면서 송급 저항을 측정하여 

두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때, 인칭 시에는 콘택트팁을 제거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콘택트팁이 없는 상태로 인칭 하면 송급 저항의 편차가 비

교적 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접 시와 인칭 시의 송급 저항 차이는 콘택트팁과 

와이어 사이의 통전으로 발생하는 부착력(Adhesive force)으로 판단된다. 로드셀

의 신호를 계측하는 것은 monitech의 용접 파형 측정장치를 사용했다. 

 

3.3 실험 방법 

Fig.3-1과 같이 실험 장비를 설치하고 연속 용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80A, 

36V, CTWD 20mm가 되도록 확인했다. 이와 같은 용접 조건은 현장의 필렛 용

접에 사용하는 최대 전류, 전압 조건으로 고전류에서의 콘택트팁 수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용접 속도는 용착금속이 흘러내리지 않고 정상적인 비드를 형성

할 수 있는 40CPM을 사용했고 파이프의 두께나 용접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도 무

방하다. 보호가스는 CO2 100%를 사용하며 유량은 10~15L/min으로 했다. 용접 

조건을 확인한 뒤에 (A)와 같이 열전대를 설치한 부품을 (B)의 형태로 캐리지

(Carriage)에 설치했다. 연속 용접 시작 전에 용접하지 않고 와이어만 인칭하여 

송급 저항을 측정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콘택트팁 온도 기록 장치와 용접 파형 측

정장치를 실행시키고 연속 용접을 시작한다. 실험은 콘택트팁의 손상이 발생하여 

더는 연속 용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했다. 다만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

는 콘택트팁의 손상에 걸리는 시간이 실험 장치가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길어서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은 60분으로 제한했다. 콘택트팁의 손상이 발생하면 

온도와 마찰력의 기록을 중지, 연속 용접 시간을 측정하고 손상된 콘택트팁과 와이

어를 분석을 위해서 모두 회수했다.  

 

 

 



17 

 

3.4 콘택트팁과 와이어의 분석 

콘택트팁 내부의 잔류물과 잔류물이 형성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콘택트팁을 

길이 방향으로 와이어커팅 했다. 그 후 잔류물의 단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속 다

이아몬드 커팅기로 길이 방향과 수직이게 절단했다. 잔류물의 단면은 OM(Optical 

Microscope), SEM-BSE mode(Scanning Electron Microscope-Back 

scattered electron mode, JEOL JSM-7600F)로 관찰하고 EDS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했다. 콘택트팁 막힘 발생 시편의 막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 사포를 이용하여 절삭하고 잔류물은 OM으로 관찰했다.  

경도 분석은 콘택트팁의 길이 방향 경도는 비커스 경도 시험기의 2kg 하중을 사

용하여 2mm 간격으로 측정했다. 잔류물의 경도는 100g 하중을 사용해서 잔류물

에 1~4개, 콘택트팁에 3개 이상을 같은 간격으로 측정했다. 

와이어의 표면 및 표면 손상 분석은 3차원 형상측정장치(Nano System, NV-

3000)를 사용하여 표면 형상 및 조도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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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xperiment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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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Details about the experimental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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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실험 결과 
 

4.1 콘택트팁 수명 및 손상 유형 

Fig.4-1과 같이 와이어의 수명은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평균 20분,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평균 60분 이상으로 구리도금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의 콘택트팁 수

명이 무도금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여 3배 이상 길었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

우 수명의 편차가 20±1분으로 콘택트팁 손상이 발생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었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콘택트팁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용접한 경

우는 콘택트팁 수명이 76분인 실험이 유일하므로 수명의 편차를 평가할 수 없었다. 

이 외의 실험은 60분 동안 연속용접을 수행하고 중지시켰으며, 그 이유는 연속용접

으로 발생한 과도한 열이 실험 장치에 무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콘택트팁의 손상 유형은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한 반면에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burnback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서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콘택트팁 손상 유형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콘택트

팁 손상 유형의 특징은 콘택트팁 막힘 현상의 경우 콘택트팁의 외관 손상은 없으나, 

콘택트팁에서 와이어를 분리할 수 없었고 콘택트팁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Burnback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아크로 인하여 콘택트팁

의 끝단과 와이어가 용융 결합한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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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ontact tip life, failure types and contact tip temperature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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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접 중 콘택트팁 온도 

Fig.4-1의 온도 그래프는 연속 용접 시 구리도금, 무도금 와이어에 따른 콘택트

팁의 온도를 A(와이어 출구로부터 5mm), B(와이어 출구로부터 30mm) 두 지점

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와 관계없이 A, B지점 모두 용접이 

시작하면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때 A지점의 온도 상승 기울기가 더 높은 것

은 아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도 상승 속도는 점점 느려

지며 용접 시작 후 120초가 지나면 콘택트팁의 온도는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 

120~360초 사이에는 약간 온도가 상승하여 최고 온도가 측정되었으며, 360초 이

후에는 다시 온도가 감소하여 120초 부근 온도로 돌아갔고 이후 평형 온도로 유지

되었다. 그 이유는 120초~360초까지 온도가 증가하다가, 콘택트팁의 끝단 부에 

스패터가 축적되면서 아크 복사열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콘택트팁의 온도를 비교하면,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최고 온

도는 902℃(A지점), 480℃(B지점), 평형 온도는 약 830℃(A지점), 450℃이었고,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최고 온도는 692℃(A지점), 319℃(B지점), 평형 온

도는 약 610℃(A지점), 260℃(B지점)였다. 공통으로 A지점 온도가 B지점의 온도 

보다 약 2배 높았다.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에 따른 콘택트팁의 온도는 평형 온도

를 기준으로 A지점에서 220℃, B지점에서 190℃로 구리도금이 콘택트팁의 온도

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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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콘택트팁-와이어 마찰력 

Fig.4-2은 인칭(inching) 시와 연속 용접 시의 로드셀에 측정되는 송급 저항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다. 인칭(inching)이라 함은 용접하지 않고, 와이어의 

송급만 일어나는 상태로 이때의 송급 저항은 와이어가 라이너와 콘택트팁을 지나는 

마찰력을 의미한다. 인칭 시의 송급 저항의 평균값은 구리도금 여부에 관계없이 1

분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용접하지 않을 때에는 콘택트팁의 마모가 비교

적 느리므로 1분 이후에도 송급 저항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칭 시

의 송급 저항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약 1.6kgf,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약 

1.0kgf로 구리도금 와이어의 송급 저항이 1.6배 더 높았다. 그 이유는 와이어의 

표면 상태로 인한 마찰력의 차이로 생각되며, 구리도금 표면에 윤활유가 있는 상태

가 건조 공정으로 산화물이 형성된 표면에 윤활유 및 도포제가 있는 상태에 비하여 

마찰계수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용접 시의 송급 저항은 인칭 시의 송급 조건을 그

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접을 한 상태로 이때의 저항은 와이어가 라이너와 콘택트

팁을 지나는 마찰력에 더하여 콘택트팁과 와이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부착

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용접 시의 송급 저항 평균값은 용접 시작 후 600초 이전을 

기준으로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약 1.7kgf,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약 

1.1kgf로 인칭 시의 송급 저항 평균값과 비교하면 공통으로 0.1kgf 더 높았다. 

시간에 따른 송급 저항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1시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유지되

었으나,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800초 부근에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1100초 부근에

서 급격히 상승하여 1200초 부근에서 콘택트팁 막힘 현상이 발생했다. 막힘 현상

이 발생할 경우 와이어의 송급이 정지되며, 로드셀의 측정 최대하중인 20kgf로 유

지되는 것으로 볼 때, 콘택트팁의 막힘을 유발하는 힘은 20kgf 이상이며, 큰 송급 

하중으로 인하여 송급 모터 또한 정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600~1200초 

사이의 송급 저항의 파형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600초 부근에서는 파형이 비

교적 불안정하지만 같은 경향을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960

초 부근에서 송급 저항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다가 1100초 부근에서 급격

하게 증가하며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무도금 

와이어를 사용하여 연속 용접한 경우 콘택트팁 내부에서의 어떤 원인 때문에 와이

어의 송급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콘택트팁 막힘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 했다. 

 



24 

 

 

Fig. 4-2.  Friction force between the contact tip and the wire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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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콘택트팁 내부 미세조직 분석 

4.4.1 잔류물 형성 위치 

연속용접 중에 손상이 발생한 콘택트팁 내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이 길이 방

향으로 반이 나뉘도록 절단했다. Fig.4-3은 절단한 콘택트팁의 내부와 와이어 표

면을 분석한 사진이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절단 후에도 와이어가 콘택트팁

과 결합하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와이어를 콘택트팁에서 분리했다. 

콘택트팁 내부에는 (A),(B)의 위치에서 잔류물이 발견되었으며, 그 위치는 각각 콘

택트팁의 와이어 출구로부터 약 3mm, 30mm 떨어진 지점이었다. (A)위치의 잔류

물은 와이어 표면(a)와 결합하여 있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B)위치의 잔류

물은 와이어 표면(b)에서 결합하여 있던 흔적이 존재했다. 잔류물의 표면이나 잔류

물과 결합하였던 와이어 표면(b)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와이어와 잔류물

의 결합은 단순 접착으로 생각된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절단 후에도 콘택

트팁 용융부에 와이어가 결합하여 있었으므로 콘택트팁 내부 분석을 위하여 와이어

를 콘택트팁에서 분리했다. 콘택트팁 내부에는 (C)의 위치에서 잔류물이 발견되었

으며, 그 위치는 콘택트팁의 와이어 출구로부터 약 15mm 떨어진 지점이었다. (C)

위치의 잔류물은 와이어 표면(c)와 결합하여 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서 무도금 와이어로 용접했을 때 콘택트팁 막힘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콘택트팁 

내부의 잔류물이 와이어와 접착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4.4.2 콘택트팁 경도 

콘택트팁 내부에서 잔류물이 형성되는 위치와 콘택트팁의 경도간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콘택트팁의 길이 방향으로 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4-4와 같다. 용

접 전의 콘택트팁 경도는 평균 162Hv로 콘택트팁 길이 방향에 걸쳐서 거의 일정

한 수준이었다. 콘택트팁의 손상이 발생한 뒤의 콘택트팁 경도는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와이어 출구로부터 3mm 떨어진 부분에서 79Hv로 최소였고, 출구에서 멀어

질수록 경도는 증가하여 21mm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는 150Hv 이상이었다. 구리

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와이어 출구로부터 3, 6mm 떨어진 부분의 경도가 

100Hv 이상이었으며 이는 콘택트팁과 와이어의 용융으로 인하여 콘택트팁의 구리 

기지에 Fe의 혼입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출구로부터 9mm 떨어진 부분

의 경도는 69Hv로 최소였고, 출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증가하여 21mm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는 약 140Hv로 이상이었다. 각 콘택트팁에서 잔류물이 발생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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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B),(C)의 콘택트팁 경도는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약 150Hv, 구리도금 와이어

의 경우 140Hv이며 비교적 콘택트팁 경도의 열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4.4.3 잔류물 미세조직 

콘택트팁 내부에 형성된 잔류물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 잔류물이 형성된 

부분의 콘택트팁을 길이 방향에 수직하게 절단했으며, Fig4-5는 잔류물의 절단면 

OM(optical microscopy)사진이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미세조직 유형은 

(A),(B)위치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A)위치의 잔류물은 두께는 약 39μm이

고, 10% nital 에칭을 통해서 페라이트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위치의 잔류

물은 두께는 약 160μm이고, 에칭을 하지 않았음에도 콘택트팁 내벽과 평행한 무

늬를 관찰할 수 있었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C)위치의 잔류물 두께는 약 80

μm이고 (B)위치의 잔류물과 비슷한 무늬가 존재했다. (B),(C)위치의 잔류물 미세

조직 분석은 OM 관찰로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SEM 분석을 수행했고, Fig4-6

은 EDS분석을 통해 잔류물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B1)

과 같이 잔류물의 검은 줄무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무늬를 포함한 영

역을 (B3)와 같이 확대하면 잔류물의 상은 (2)의 기지와 (3),(4)와 같이 기지보다 

더 어두운 회색을 띈 두 개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S 분석을 통해서 (2)

는 α-Fe이고, (3),(4)는 각각 15, 22%의 산소비율과 둥근 형태로 볼 때 산화물

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C1)에서 검은 무늬는 (B1)에 비

하여 방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잔류물의 무늬는 (C2)의 밝은 회색(6)과 어두운 

회색(5)으로 나뉘는 서로 다른 상에 의한 영향이 동시에 존재했다. EDS분석을 통

해서 (5)는 α-Fe, (6)은 Cu, (7)은 17%의 비교적 높은 산소비율로 볼 때 산화

물로 예상한다. Fig4-7을 통해서 잔류물의 조직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 무도금 와

이어의 경우 잔류물은 (a),(c)에서와 같이 0.5~1.25μm 두께인 α-Fe 층이 서로 

결합하여 있었다. (b)에서 α-Fe층들이 끊어진 산화물 사이로 접합된 특징으로 볼 

때 결합의 종류는 고상 접합으로 예상한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잔류물은 

(d),(e),(f)와 같이 α-Fe, Cu, 산화물들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b)와 같은 

고상 접합의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압착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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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잔류물 경도 

Fig.4-8은 잔류물 미세조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잔류물의 경도

를 분석한 결과이다. 잔류물의 경도는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3)을 제외하고 

(1),(2)에서 266~349Hv의 분포를 하고 있으며 와이어 경도(230Hv)에 비하여 

높았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에는 (1)을 제외하고 (2),(3)에서 227, 262Hv로 

와이어 경도(214Hv)에 비하여 더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면 잔류물의 경도는 무도

금 와이어가 구리도금 와이어에 비하여 높았으며, 공통으로 와이어의 경도에 비해

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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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bris formation at the contact tip inne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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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ntact tip hardness at the longitudinal direction after welding 

 

 

 

Fig. 4-5. Cross-section images of the debris (Optical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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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SEM BSE images and EDS analysis of the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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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Microstructure of the debris (SEM BS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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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Hardness of the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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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콘택트팁 막힘 시편 분석 

(4.4)의 잔류물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서 콘택트팁 막힘은 콘택트팁 내부에 형성

된 잔류물이 와이어와 접착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와이어와 

잔류물이 접착된 형태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다. Fig.4-9는 다른 콘택트팁 막힘 

시편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콘택트팁 내부를 관찰한 것이다. 절단 후에도 와이

어는 콘택트팁에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A),(B),(C)위치에서 콘택트팁과 와

이어 사이의 잔류물이 관찰되었다. 잔류물의 유형은 앞선 분석과 같게 (A)위치의 

페라이트 조직 잔류물과 (B),(C)위치의 고상 접합으로 적층된 잔류물 2가지 유형

이 존재했으며, 잔류물 형성 위치 또한 같았다. 이 중에서 콘택트팁 막힘의 원인은 

(C)위치의 잔류물이며, 이 위치에서 와이어가 콘택트팁의 내벽과 잔류물 사이에 접

착됨으로써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러한 잔류물은 Fe 

및 Cu 조성으로 볼 때 와이어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따라서 콘택

트팁 막힘 시편의 와이어 표면을 분석했으며, 결과는 Fig.4-10과 같다. 와이어의 

표면 분석을 위해서 콘택트팁에 접착되어있는 와이어를 분리했으며, (B)와 (C)위치

에서 잔류물을 지나기 전과 후의 와이어 표면 형상을 측정했다. 잔류물을 지나기 

전의 와이어 표면에는 (B),(C)위치에서 공통으로 (2),(4)와 같은 손상이 존재했다. 

잔류물을 지난 후의 와이어 표면은 (B)위치에서 (1)과 같이 와이어의 송급 방향으

로 연속적인 마모가 관찰되었으나, (C)위치에서는 마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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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Longitudinal cross section analysis of the clogging occurred contact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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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Result of the wire surface measurement before and after the contact tip clogging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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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와이어 표면 손상 

잔류물 형성 위치에서 공통으로 와이어의 손상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

의 원인 및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에 따른 손상 특징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Fig.4-11와 같다. 와이어의 손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 용접 도중에 용접

을 중지하고 송급 롤러를 가압하는 레버를 풀어서 롤러와 와이어가 마찰하는 면을 

관찰했다. 와이어의 손상은 롤러가 와이어와 마찰하는 부분에서 시작되었으며, 와

이어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적인 손상이 발생했다. 손상 특징은 Fig.4-12 처럼 무

도금 와이어의 경우, 표면 형상과 profile로 볼 때 와이어의 표면이 롤러와의 마찰

로 마모되어 평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비교적 마모는 

적었으나 표면 거칠기가 증가했는데 이는 구리도금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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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auses of wire surface damage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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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Wire surface damage due to the feeding roller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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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고찰 
 

5.1 잔류물의 형성 과정과 영향인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와이어의 구리도금 여부에 따른 콘택트팁의 수명은 콘

택트팁 내부에 형성되는 잔류물의 성장 속도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잔류물이 콘

택트팁 내부에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나, 와이어의 표면 종류에 따

른 잔류물의 특징, 잔류물이 콘택트팁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잔류물의 미세조

직을 바탕으로 형성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잔류물의 발생 원인과 잔류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와이어가 콘택트팁과 마찰하면서 송전 되는 상태는 마찰 이

론을 바탕으로 전기적 미끄럼마찰(Electrical sliding contact)로 정의할 수 있다. 

[25] 전기적 미끄럼마찰의 특징은 단순한 마찰로 인한 마모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전기로 인한 산화물의 형성이나 온도의 상승이 마모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먼저 콘택트팁 내부에 잔류물이 형성되는 과정은 응착 마모(adhesive 

wear)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응착 마모란 두 금속이 마찰할 때, 접

촉면에서의 국부적인 결합으로 한쪽의 금속에서 파괴가 일어나며 다른 금속의 표면

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26] 응착 마모는 Fig.5-1의 모식도와 같은 과정으

로 발생하며[27], 마찰 상황을 pin on disc 마찰이라고 할 때 각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의 상부 금속은 pin을, 하부 금속은 disc이며, disc의 물결 모양 

표면은 실제 금속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표현한 것이다. (2)는 두 금속 표면이 접

촉하는 단계이며, 두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피막이나 이물질이 마찰로 제거되

고 산화물이 없는 금속 표면이 드러나면서 두 금속의 표면에서 접합이 일어난다. 

또한 접촉 압력으로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면 근처의 어두운 부분에서 

금속의 경도가 증가한다. (3)은 pin이 이동하면서 심한 소성변형 때문에 접촉면 금

속의 경도가 더욱 높아지는 단계이고, (4)는 두 금속의 결합력에 비하여 낮은 파괴

강도를 갖는 금속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다른 금속의 표면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5~7)은 앞선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잔류물이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응착 마

모의 특징을 바탕으로 콘택트팁 내의 잔류물의 형성 과정을 Fig.5-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와이어가 송급 롤러를 지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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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의 표면 손상(1)이 일어나고 이때, 와이어 표면의 도포제 및 산화물이 소실

됨으로써 응착마모를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와이어의 손상 면이 콘택트팁과 

마찰할 때 손상 면이 떨어져 나가며 콘택트팁의 내벽에 한 층의 잔류물을 형성하고, 

와이어의 표면은 (2)와 같은 형상으로 마모된다. 이후 새로운 와이어 표면이 잔류

물과 마찰하여 고상 접합을 이루며 다른 층이 형성된다.[28] 각 층이 형성될 때 와

이어의 파괴 때문에 (A)와 같은 송급 저항의 일시적인 증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각 층은 형성 과정에서 겪은 소성변형으로 잔류물의 경도가 와이어에 비

하여 높다. 

잔류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전기저항으로 인한 온도상승과 잔류

물의 미세조직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먼저 전기 저항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Fig.5-3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콘택트팁의 온도 상승 원인은 아크 복사열 및 

와이어와 콘택트팁 사이의 전기저항 열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전기저항 열이 

콘택트팁 온도 상승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며, (1)위치의 온도가 (2)위치에 비하

여 높은 이유는 (1)위치가 아크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전류의 70%가 (1)위치로 

분배되기 때문에 전기 저항 열의 발생 또한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구리도금 와이어

의 콘택트팁 온도가 무도금 와이어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이유는 와이어와 콘택트

팁 사이의 접촉 저항이 무도금 와이어의 1/4에 불과하여 전기저항 열이 적게 발생

하기 때문이다.[29] 이러한 온도 차이는 잔류물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5-4는 온도에 따른 구리합금의 마찰 실험 결과로, 온도

에 따른 마모량과 마모 유형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30] 마모량은 온도가 높을

수록 증가했으며, 270℃ 이상에서는 마모 유형이 연삭 마모(abrasive wear)에서 

응착마모(adhesive wear)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콘

택트팁 내부에서 잔류물이 형성된 (2)위치의 온도는 약 430℃로 구리도금 와이어

에 비하여 180℃ 높다. 이러한 큰 온도 차이는 무도금 와이어의 마모량을 증가시

켰을 뿐만 아니라 응착 마모를 촉진하여 잔류물의 빠른 성장 속도에 결정적으로 작

용했을 것이다.  

잔류물의 미세조직적 특징이 잔류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Fig.5-5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모량은 마찰하는 물체의 상대 경도가 높을수록 커지는데,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잔류물과 와이어의 상대 경도가 구리도금 와이어 보다 높으

므로 빠른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잔류물의 층간 

결합력은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압입자에 의한 크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에 비하여 더 낮다. 따라서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잔류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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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도와 낮은 층간 결합력에 의하여 마모량이 적고 일부는 마찰 때문에 소실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느린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콘택트팁의 온도는 잔류물의 형성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도금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의 높은 콘택트팁 온도를 구리도금 와이어에 

비하여 빠른 잔류물의 생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서 온도가 높을

수록 잔류물의 형성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잔류물 성장을 위한 적정 

온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5-6은 무도금 와이어를 사용한 콘택트팁에

서 2가지 유형의 잔류물 특징과 잔류물이 발생한 위치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

위치는 (B)위치 보다 약 2배 높은 온도로 유지되었으나, 콘택트팁 막힘을 유발한 

것은 (B)위치에서 형성된 잔류물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고온으로 인해 잔류물 조직이 상변화를 겪으며 경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A)위치의 잔류물은 전형적인 페라이트 조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잔류물이 용접 

중에 Fe-C 상태도의 A3 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5-7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잔류물 기지의 탄소 비율이 와이어(0.04wt.% C)와 같다고 가

정하면 A3 온도는 약 900℃이다.[31] 따라서 실제 잔류물의 온도는 열전대의 측

정값(830℃)에 비하여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응착 마모 메커니즘에 의하여 형성

된 잔류물은 전위밀도가 굉장히 높으므로 900℃ 이상의 온도에서 전위의 회복 및 

재결정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증거는 잔류물의 조직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5μm 이하의 결정립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재결

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적은 비율의 10μm 크기의 결정립을 통해서 

일부는 성장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 재결정, 성장의 과정

을 통해서 (B)위치의 잔류물보다 낮은 경도를 가지므로 마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류물의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고온으로 콘택트팁의 연삭 

마모가 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A)위치에서는 콘택트팁의 내경 마모가 많이 일어

났지만, (B)위치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A)위치의 온도는 구리의 녹는점

(1085℃)에 근접하므로 내마모성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며 와이어의 마찰로 콘택트

팁의 연삭 마모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A)위치의 잔류물 형성은 (B)위치보다 적

은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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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Debris formation mechanism in the fric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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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Results of debris formation for the non-coated wire 

 

 

 

Fig. 5-3. Contact tip temperature and contact resistance between wires and the contact tip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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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Wear rate and modes at the different temperatures 

 

 

 

Fig. 5-5. Hardness and microstructure of the debris according to copper plating on th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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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debris at the different position in the contact tip when 

the non-coated wire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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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Steel phase diagram
 

  



47 

 

5.2 콘택트팁의 수명에 미치는 와이어 구리도금의 영향 

Fig.5-8은 무도금 와이어로 용접했을 때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하는 과정을 나타

낸 모식도이다. 이러한 과정은 잔류물의 형성 과정과 잔류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에 관하여 고찰하는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5.2)에서는 구

리도금 와이어를 기준으로 잔류물의 특성과 콘택트팁의 수명에 미치는 구리도금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리도금의 영향은 Fig.5-9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와이어 표면의 손상 단계로, 송급 롤러와의 마

찰로 일부 구리도금이 벗겨진 상태로 와이어 표면에 남게 된다. 두 번째는 콘택트

팁 온도의 상승단계로, 와이어 표면의 구리도금이 콘택트팁과의 접촉 저항을 감소

시킴으로써 무도금 와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콘택트팁 온도가 낮게 유지된다. 세 번

째는 잔류물이 형성 및 성장하는 단계로, 무도금 와이어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

점은 첫 번째 단계의 와이어 표면 손상으로 잔류물에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 네 번째는 콘택트팁의 손상 단계로,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특징의 가장 큰 원인은 콘택트팁의 낮은 온도로 인하여 응착마모의 

발생이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리와 스틸이 압착된 복합소재인 

잔류물은 경도와 층간 결합력이 비교적 낮으므로 와이어의 마모량이 적을 뿐만 아

니라 일부 잔류물이 소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류물의 성장 속도가 느린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구리도금 와이어로 용접할 때는 콘택트팁 막힘이 발생하지 않으

며, 무도금 와이어에 비해서 콘택트팁의 수명이 더 길고 burnback으로 인한 손상

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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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Debris formation and contact tip clogging mechanism of the non-coated wire 

 

 

 

Fig. 5-9. Debris formation mechanism of the copper plate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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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론 

본 연구에서는 flux cored wire의 구리도금이 콘택트팁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도금, 구리도금 와이어를 각각 연속용접하면서 콘택트팁 온도, 

콘택트팁-와이어 마찰력을 측정했고 콘택트팁의 미세조직 분석을 수행했다. 

 

1. 콘택트팁 수명은 구리도금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가 무도금 와이어 보다 약 

3~4배 더 긴 경향을 보였다. 이때 무도금 와이어는 콘택트팁 막힘이, 구리도

금 와이어는 burnback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다. 

 

2. 무도금 와이어의 경우 콘택트팁 막힘의 원인은 콘택트팁 내부에 형성된 잔류

물이 와이어의 송급을 막았기 때문이며, 잔류물의 형성 원인은 송급롤러의 마

찰로 인한 와이어의 표면 윤활제 소실로 판단된다. 잔류물이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는 용접 중 콘택트팁이 비교적 높은 온도로 유지되어 응착 마모가 촉진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잔류물의 높은 경도 및 층간 결합력 또한 영향을 주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리도금 와이어의 경우 잔류물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느리며, 그 이유는 콘택

트팁의 낮은 온도가 주요 원인이고 잔류물의 낮은 경도 및 층간 결합력 또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리도금 와이어의 잔류물은 콘택트팁 

막힘을 유발하지 못하고 송급 저항으로만 작용하여 burnback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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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opper plating on contact tip life were investigated for flux cored 

wires. For the wires with and without copper plating, the weld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continuously until the contact tip failure occur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ntact tip life for 

the copper-plated wire was 3 to 4 times longer than that for the non-plated wire. Regardless of 

copper plating, the surface of the wire was damaged when it passed through the feeding roller. 

This surface damage caused the loss of lubricant and debris formation inside the contact tip wall 

in the initial stage of welding for both the wires. Microstructural observation showed that the 

debris was formed by wear between the damaged wire and contact tip wall. In case of the non-

plated wire, the temperature of the contact tip increased up to 902C during the welding 

experiment, while the maximum temperature was limited to 692C for the copper-plated wire. 

Furthermore, the hardness of the debris was measured to be higher in case of the non-plated 

wire. The high contact tip temperature and hard debris formation promoted the rapid attachment 

of the additional debris on the pre-formed ones, finally leading the premature contact tip 

clogging. As a result, the contact tip life was determined by the clogging event for the non-

plated wire. On the other hand, the contact tip clogging did not occur in case of the copper-

plated wire, since the growth rate of the debris was relatively sluggish. In this case, the contact 

tip life was determined by the subsequent burn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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