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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용접을 이용한 멀티패스 오버레이 용접부의 비드 
균일성 및 희석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lution and Uniformity of Multi-pass Overlay Welding Using 
the G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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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버레이용접에 의한 표면개질기술은 내마모, 
내식성 또는 내열성을 갖는 합금의 용접재료를

모재 표면에 균일하게 용착시킴으로써 재료의 표

면성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용접방법이다. 오버

레이용접에 의한 표면개질기술의 최초 실용화는

1922년 Stoody가 Steel Tube에 Cr합금 분말을 충진

한 용접봉을 제조하여 석유시추용 회전드릴의 선

단을 오버레이용접시킴으로써 이루어 졌다. 그 후

오버레이용접은 발전설비, 제철설비, 조선, 해양

플랜트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설비

의 고도화 및 장수명화가 요구되면서 오버레이용

접의 기술의 중요성이 필요로 한다.  오버레이용접

에는 피복금속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

접(GMAW),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서브머

지드아크용접(SAW), 용사(Thermal Spray) 등과 같

은 다양한 용접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 GMA 용착

부의 희석률은 용접전압과 용접전류, 그리고 이에

따른 용접이행모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 또한 플럭스코어드 용접와이어

내에 함유되는 용접플럭스는 아크특성과 용융풀

의 유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희석률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연구에서는 GMA 오버

레이 용접성과 용접부 희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드 희석률, 비드 균일성 등의 영향

을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멀티패스 GMA 오버레이 용접에 사용된 용접시

스템은 FCAW 용접설비와 턴테이블을 이용하여

원형 평판의 상부에 오버레이 용접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멀티패스오버레이용접 실험에 사용된

용접 시편을 나타낸다. 용접조건은 용접 송급속도

가 5m/min이며 용접전류는 280A, 용접전압은 31V
이다. CTWD는 22mm, 보호가스는 Ar 20L/min이며

용접속도는 350~650mm/min로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pecimen

오버레이용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피치 간격인 5~7mm 범위에서 용접속도에 따른

오베레이 용접부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용접시험 조건을 나타낸다. 
실험 1~3은 용접속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이며, 실험 4~6은 피치간격에 따른 용접

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단면형상 촬영을 통해

오버레이 용접층의 높이를 산출하였으며, 비드의

단차계산에 이용하였다.

Table 1 Plans of Experiment 
시편 용접속도 피치간격 비고

1 350
6 용접속도 2 500

3 650
4

650
4

피치 변화5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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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각각의 용접조건에 의해 오버레이 용접

이 완료된 시험편과 단면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Experimental specimen

Table 1 Results of Experiment 

No. 용접
속도

피치
간격

비드 
단차

평균비드 
높이 희석률

1 350
6

1.2 mm 6.5 mm 17.8
2 500 1.1 mm 3.5 mm 11.4
3 650 1.3 mm 2.4 mm 6.4
1

650
4 2.2 mm 5.9 mm 10.25

2 5 1.2 mm 5.4 mm 12.34
3 7 1.3 mm 4.6 mm 34.23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GMA 오버레이 용접성과 용접부

희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드 희석

률, 비드 균일성 등의 영향을 고찰하는데 집중되었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비드 균일성은 비드의 형상을 2차원 레이져

단차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용접속도

650/ 피치 4일 경우 단가가 2.2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또한, 평균적으로 1.2mm의 단차가 발생하였으

며, 이는 용접속도와 피치간격에 따라서 비드의

단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다.  
2) 비드의 높이는 용접속도가 빨라질수록 얇게

형성하였고, 피치간격이 좁아질수록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용접부의 희석률은 용접속도

650mm/min, 피치 6일 경우 가장 희석률이 낮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3 Dilution of each welding condition
( Pitch 6mm)

Fig. 4  Uniformity for specimen No.1 
( 350mm/min, pitch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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