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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excellent weld quality, orbital welding with TIG is widely applied to pipe welding. But concave
back bead is formed easily in overhead and inclined-up position of butt orbital welding. It is difficult to
find a paper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his study, in order to make convex back bead in overhead and
inclined-up position of pipe 5G welding, control method of molten pool was actively investigated. Melt run
welds were conducted on thickness 4.0mm SS400 with overhead and inclined-up position and was observed
the variation of bead shape after welding with the bead former developed. The height of back bead
showed the trend of increase as the distance from molten pool to the bead former was decreased. Also,
there is no trend in the bead width of front and back as welding position was changed or the distance
from molten pool to the bead former was decreased.
Key Words : TIG welding, Orbital welding, Overhead position, Inclined-up position, 5G welding, Convex
back bead, Concave back bead, Bead former, Distance from molten pool to the bead former

1. 서

론

선박이나 산업 플랜트의 파이프 용접 시 안정적인 이
면비드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1-3). 대부분의 현장에서
파이프류의 맞대기 용접부 초층의 이면 비드를 용접하
기위해 TIG용접을 사용하며, 전 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높은 아크 안정성, 용접부 품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4-9).
그러나 오비탈 TIG 용접의 용접 위치에 따른 용접자
세를 나타낸 Fig. 1의 위보기자세(Overhea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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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P06:00시와 그 이후의 경사상진자세(Inclined-up
position)에서는 용융 금속량이 많아지면 용융 금속이
아래로 처져 표면비드가 불량해지거나 이면비드가 함몰
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5G에 대한 Fig. 2과 같은 기존
의 오비탈 TIG 용접 그루브의 경우 초층 용접 시 루트
면이 1.5mm이하로 제한된다.
KIM 등10)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오비탈 용접에서 경
사상진자세에서의 이면비드 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실드
가스의 유량을 증가시키면 볼록한 이면비드 형성이 가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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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폭을 관찰하였다.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루트부 만을 고려하여 평판용접을 하
기위해 폭 100mm, 길이 150mm, 두께 4mm의 SS400
을 사용하였고, 파워웰 500EP DC 펄스 TIG(Tunsten
Inert Gas)를 이용하여 용융주행용접을 실시하였다.

P09:00
Vertical-up
position
WD

P06:45
Inclined-up
position

P06:00
Overhead
position

2.2 실험방법

Fig. 1 Welding position in 5G pip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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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g. 2 Shape of existing groove

본 연구의 용융주행용접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P06:00에 해당하는 위보기자세와 P06:45에 해당
하는 경사상진자세를 모식화하여 실험하였다. Fig 4는
그에 따른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의 용접 모식도이다.
시편을 고정시키고 TIG 토치를 로봇에 물려 13cpm의
용접 속도로 용융주행용접을 수행하였다. TIG 토치에
후행하는 비드 성형기를 장착하여 텅스텐 전극과 비드
성형기사이의 거리(DTF)와 액체비드와 접촉하는 비드
성형기 폭(BBF)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DTF와
BBF은 Fig. 5, 6에 정의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용접전류는 평균 155A(Ip : 210A, Ib : 100A), 펄
스 주파수는 3Hz, 용접속도는 13cpm, 실드가스 유량은
25l/min, 아크길이는 2mm, 실드가스컵 내경은 7.8mm,
비드 성형기가 액체비드를 밀어주는 힘은 2.4kgf로 모
든 실험에 적용하였다.
Exp.1에서의 조건은 BBF가 3.5mm일 때, DTF를
4.7mm에서 7.7mm로 증가시켰고, Exp.2는 BBF가

Fig. 3 Back bead shape of TIG orbital welds around P06:00
(root face 3mm, butt joint)

능하다고 밝혔으나 이 연구는 플라즈마 키홀 용접에 의
한 것이므로, TIG 용접과는 차이점이 있다.
Fig. 3은 루트면 3mm인 파이프의 TIG 맞대기 오비
탈 용접 시 P06:00 이후의 구간에서 이면비드의 함몰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루트면을 키워서 Fig. 1에서의 용착량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TIG 용접 공정 개발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오비탈 TIG 용접의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
세에서 볼록한 이면비드의 형성 및 표면비드의 처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면비드의 함몰정도가 크고,
표면비드 처짐 현상이 큰 위보기자세인 P06:00 위치
와 경사상진자세인 P06:45 위치에서 4mm 두께의 연
강판에 용융주행용접을 수행하여 이면비드의 높이와 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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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overhea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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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chematic of inclined-up position

Fig. 4 Schematic of welding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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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ead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in
overhead position(3.5mm)

Arc
length
NTWD

Tip
extension

DTF
Tip
11.8

Former(Cu)

1.2

Nozzle

Fig. 5 Definition of DTF

TTFD
4.7mm
5.7mm
6.7mm
7.7mm

Front side

Back bead height, mm

Fig. 6 Definition of contact BBF
Table 1 Experimetal conditions

Exp.1

Ip
Welding
current
Ib
Welding speed
Frequency
Shield gas flow rate
Tip extension
Arc length
Specimen
Gas cup indiameter
Pushing force
BBF 3.5mm

Exp.2

BBF 6.0mm

Fixed

210A
100A
13cpm
3Hz
25 l/min
5mm
2mm
150*100*4t
7.8mm
2.4kgf
DTF
4.7, 5.7, 6.7, 7.7
DTF
4.7, 5.7, 6.7, 7.7

6.0mm일 때, DTF를 4.7mm에서 7.7mm로 증가시켜
진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의 비드 성형기
적용 실험결과

Table 2와 3은 BBF 3.5mm일 때 각기 다른 용접
자세에서 DTF 변경에 따른 비드외관 및 횡단면을 나타
내었고, 이면비드 높이를 Fig. 7에 나타내었다. DT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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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OH
Inclined-up

BBF
3.5mm

0.8

BBF

Back side

0.6

0.4

0.2

0.0

-0.2
5

6

7

8

DTF, mm

Fig. 7 Comparison of the height of back bead in
each position (BBF 3.5mm)
Table 3 Bead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in
inclined-up position(3.5mm)
TTFD
4.7mm
5.7mm
6.7mm
7.7mm

Front side

Back side

Cross

4.7mm에서 7.7mm로 증가할수록 위보기자세의 경우
이면비드높이가 0.42mm에서 -0.18mm로 경사상진자
세의 경우 0.78mm에서 0.07mm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 하였다.
마찬가지로 Table 4와 5에 BBF 6.0mm일 때 각기
다른 용접 자세에서 DTF 변경에 따른 비드외관 및 횡
단면을 나타내었고, 그에 따른 이면비드 높이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BBF 3.5mm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DTF가 4.7mm에서 7.7mm로 증가할수록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 모두에서 이면비드높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BBF가 3.5mm 일 때와 BBF가 6.0mm 일 때의 위보
기 및 경사상진 자세에서 DTF 별 표면비드와 이면비드
폭을 측정해 그 결과를 Fig. 9와 10에 나타내었다. 표
면비드, 이면비드 폭은 용접자세나 BBF의 변화에 따른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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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FD
4.7mm
5.7mm
6.7mm
7.7mm

Front side

Back side

Cross

6.60
3.5mm
3.5mm
6.0mm
6.0mm

6.55

Width of back bead, mm

Table 4 Bead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in
overhead position(6.0mm)

6.50

OH
In-up
OH
In-up

6.45
6.40
6.35
6.30
6.25
6.20

Table 5 Bead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in
inclined-up position(6.0mm)
TTFD
4.7mm
5.7mm
6.7mm
7.7mm

Front side

BBF
6.0mm

0.8

Back bead height, mm

Back side

Cross

OH
Inclined-up

0.4

0.2

0.0

-0.2
6

6

7

8

DTF, mm

Fig. 10 Comparison of the width of back bead
3.2 용접자세가 이면비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비드 성형기를 사용할 때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면 BBF가 3.5mm일 때 DTF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보
기자세보다 경사상진자세에서 이면비드 높이가 더 볼록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Fig. 8의 BBF 6.0mm의
경우에도 3.5mm와 마찬가지로 경사상진자세일 때 이
면비드 높이가 더 볼록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오비탈 TIG 용접에서 나타나
는 경사상진자세 일 때 위보기자세 보다 이면비드의 함
몰이 더 큰 현상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준다.
먼저 Fig. 11에는 일반적인 오비탈 TIG 용접에서
위보기자세(a)와 경사상진자세(b)의 용융지 거동과 비
드처짐을 나타내었다. (a)의 경우에는 아크력이 용융지

0.6

5

5

7

8

DTF, mm

Fig. 8 Comparison of the height of back bead in
each position (BBF 6.0mm)
9.60
3.5mm
3.5mm
6.0mm
6.0mm

Width of front bead, mm

9.55

OH
In-up
OH
In-up

9.50

(a) Overhead position

9.45

9.40

9.35
9.30
5

6

7

8

DTF, mm

Fig. 9 Comparison of the width of front bead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용접자세와
BBF가 지배인자는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표면비
드 및 이면비드 폭은 아크직하 용융시에 결정되어지므로
아크길이, 입열량이 지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Comparison of molten metal flow in ea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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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역할을 하며 처짐을 방지하면서 위쪽으로 밀어 올려
준다. 이 때 용접선 후방으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뜨
거운 용융지에 의해 응고가 늦게 진행되고, 완전히 응
고되지 않은 영역이 비드 성형기에 의해 계속적으로 밀
려 올려진다. 이러한 현상으로 비드 성형기를 사용하여
용접을 했을 때는 위보기자세보다 경사상진자세의 경우
가 비드처짐이 감소하여 이면비드가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상진자세의 이면비드 높이가 위보기자세
보다 높다는 결과는 실드가스력을
사용하여 볼록한 이
11)
면비드를 형성시킨 Ham등 의 연구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3.3 비드 성형기 접촉부 폭이 이면비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이면 비드 기준높이는 0.3mm로 정의하
였다.
Fig. 13, 14와 같이 위보기자세와 경사상진자세에서
BBF가 3.5mm에서 6.0mm로 증가할 경우 이면비드의
Overhead

0.8

BBF
Back bead height, mm

를 이면으로 밀어 올려주고, 분력이 발생하지 않은 중
력은 반대로 용융지를 오로지 아래쪽으로 처지게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크력이 작용하지 않는 아크 후
방은 처짐이 발생하지만, 응고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처
짐은 종료된다. 그러나 경사상진자세에서는 아크력 방
향 분력과 용접선 후방 분력이 발생된다. 중력의 분력
이 발생하면 아크력 방향 분력의 크기가 작아져서 비드
함몰이 더 감소된다고 예상 되지만 오히려 더 함몰되는
이유는 용접선 후방 분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용접
선 후방 분력에 의해 용융지의 용접선 후방으로의 유동
이 일어나게 되어 아크 이면 쪽의 용융금속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용접선 후방에는 밀려난 뜨거운 용융지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위보기자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늦게 응고하여 완전히 응고되지 않은 영역이 생
기고, 완전 응고 시까지 비드 처짐 정도는 증가하게 되
어 이면비드가 더 함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12에는 비드 성형기를 사용하였을 때, 위보기
자세(a)와 경사상진자세(b)에서의 용융지 거동과 비드
처짐을 나타내었다.
위보기자세에서는 비드 성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와 같이 중력에 의해 처진 용융지를 비드 성형기로 이
면쪽으로 밀어주지만, 응고가 빠르게 진행되어 밀려 올
려지는 정도가 적다. 그러나 경사상진자세에서는 용접
선 후방 분력에 의해 밀려온 용융지를 비드 성형기가

3.5mm
6.0mm

0.6

0.4

0.2

기준높이

Criteria of bead height

0.0

-0.2

5

6

7

8

DTF, mm

Fig. 13 Comparison of the height of back bead in each
BBF (OH)
(a) Overhead position
Inclined-up

Back bead height, mm

0.8

3.5mm
6.0mm
0.6

0.4

0.2

Fig. 12 Comparison of molten metal flow when bead
former was used in eac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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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of bead height

0.0

-0.2

(b) Inclined-up position

BBF

5

6

7

8

DTF, mm

Fig. 14 Comparison of the height of back bead in each
BBF (Inclin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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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플라즈마 용융주행 키홀 용접했을 때, 실드가스
유량을 높게 하면 이면비드의 볼록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J,M.HA등12)은 3mm 및 4mm 평판
용융주행 TIG 용접 시에 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에서
실드가스압력을 증가시켜서 가스력을 이용하여 용융금
속을 밀어 올려주면 볼록한 이면비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드가스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가스소
모가 심하고, 가스 토출량이 증가하여 과다하게 가스력
이 높아지면, 난류에 의한 실드불량으로 기공 등의 결
함 또한 발생할 수 있다.
(a) BBF 3.5mm
그러나 비드 성형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의 가스력을
이용한 것에 비해 가스소모를 실드가스 유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스소모를 줄일 수 있고, 가스 토출량 과
다에 따른 용접불량도 방지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개선할 사항도 발견되
었다. 즉, 용접 후 표면비드의 산화가 발생하였고, 실제
파이프 오비탈 TIG 용접시 용접시간이 길어지면, 비드
성형기의 손상이 심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b) BBF 6.0mm
된다.
Fig. 15 Schematic of the height of back bead and width
아래보기자세 및 경사하진자세 등 본 연구에서 다뤄
of back bead in each BBF
지지 않은 용접자세에 대한 실험을 통해 각 용접자세
비드 성형기 사용 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5에 이러 에서
수정된다면, 비드 성형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이
한 BBF에 따른 이면비드 높이가 차이나는 것에 대한 되고
프
오비탈
TIG 용접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찰을 나타내었다.
액체 비드는 접촉 후에도 완전히 응고하기 전까지 아
4. 결
론
래로 처지므로 BBF가 좁은 3.5mm의 경우 접촉되지
않은 쪽으로 비드가 처지면서, 이면비드 높이가 감소하 평판 4mm 두께의 SS400 시편에 비드 성형기가
지만, 6.0mm의 경우에는 접촉면이 넓어 아래로 처지 TIG 토치를 후행하는 용융주행용접을 위보기 및 경사
지 않게되어 더욱 볼록한 이면비드 형성이 가능하였을 상진자세에서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
것이라 판단하였다.
었다.
Fig. 13에서 BBF 6.0mm의 경우 DTF 6.2mm에서
도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면비드 기준높이인 0.3mm를 1) 이면비드 높이는 용접자세, 비드 성형기의 사용에
의해 변동함을 확인하였으나, 표면비드 폭과 이면비드
만족하여 BBF 3.5mm보다 강건하였다.
Fig. 14의 경사상진자세에서도 BBF 6.0mm의 경우 폭은 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면비드와 이면비드 폭
가 DTF를 7.1mm로 더 멀리 허용할 수 있어 보다 강 아크 직하 용융시에 결정되어지므로 비드 성형기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아크길이와 입열량에 지배를 받는 것
건한 용접 공정이 개발되었다.
으로 판단된다.
2) 비드 성형기가 아크와 가까운 거리에서 멀어줄수
3.4 비드 성형기와 가스력을 이용한 이면비드
성형에 관한 비교 고찰
록 이면비드 높이는 높아졌다.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비드 성형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멀어지면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2mm이상의 루트면을 가지는 오 면비드 함몰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비드 성형기의 적용
비탈 TIG 용접에서 안정적인 이면비드의 형성을 위한 효과가 없어진다.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 Kim등10)은 6mm 두께의 연강 3) 평판 두께 4mm판에 대해 용융주행 TIG 용접하
BH2

BW1

3.5

BH2

BW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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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기 및 경사상진자세의 TIG 용접에서 비드 성형기의 물리적 힘에 의한 용융지 제어

여 표면비드 폭 9.46mm, 이면비드 폭 6.39mm가 얻
어졌고, 이 경우 비드 성형기 접촉부 폭은 3.5mm 보
다 6.0mm가 더 효과적이고 강건하게 이면비드를 볼록
하게 성형할 수 있었다.
4) 평판 두께 4mm의 시편을 위보기, 경사상진자세
에서 비드 성형기를 사용하면 볼록한 이면비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오비탈 TIG 용접의 U그루브
에서의 루트면 1.5mm보다 2배 이상의 루트면을 가지
고도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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