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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bination of laser beam and electric arc sharing common weld pool has widely been investigated 
since the late seventies, but it is beginning of the industrial uses. Recently, laser-GMA hybrid welding process 
showed possibility to overcome the tight gap tolerance with improved productivity. The laser-arc hybrid 
welding process is inherently complex because it has three kinds of process parameters: arc welding, laser 
welding and hybrid welding parameters. In this study, the optimum range of the process parameters were 
determined by high speed image analysis which could unveil the welding phenomena in laser-arc hybrid 
welding. The laser-arc hybrid welding was applied for position welding from the flat position to the overhead 
position and the welding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1. 서 론 

최근 자동차나 조선산업분야에서 비용감소와 생

산성의 증대를 위하여 고기능성 소재와 고속용접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사

용되고 있는 레이저 용접과 아크 용접의 장점을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

접의 공정변수로 보호가스나 레이저와 아크토치의 

각도 및 레이저 아크간 거리, 그루브의 형상 등이 

고려되었다1-6). 그러나 빔 전송이 유연한 레이저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되고, 파이프 용접 등과 같

이 여러 용접자세를 필요로 하는 용접에서 하이브

리드 용접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레이저와 GMA 용접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용접기법에서 포지션용접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가스 조성과 레이저-아크 
간 거리에 따른 용접특성을 관찰하고 용접포지션

에 따른 용접특성과 용접최적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최대출력 4kW 의 다

이오드 펌핑 디스크 레이저이고 GMA 용접기는 
500A 급의 인버터 용접기를 사용하였다. 실험용 
하이브리드 용접헤드는 디스크 레이저의 광학계

와 GMA 토치를 결합하여 Fig. 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설계하였다. 디스크 레이저의 초점거

리는 220mm 이고 GMA 토치는 용접와이어의 송
급성을 원활히 하도록 push-pull 방식의 토치를 
이용하였다. 용접위치의 미세조정을 위하여 레이

저 광학계와 GMA 토치의 결합부위에 3 축 테이

블을 장착하여 실험 시 정확한 조정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레이저-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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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와 보호가스 조성의 최적화 실험에서는 
용접헤드를 고정하고 실험시편을 이송시켜 용접

을 구현하였다. 
 

 

   
 

Fig. 1 Disk laser-GMA hybrid welding head 

 
포지션 용접을 위하여 Fig. 2 와 같이 6 축 로봇

과 각도 실험용 지그를 이용하였다. 지그는 0°
에서 360°까지 전 자세의 용접실험이 가능하도

록 제작하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position welding 

 
용접 중 용융풀 및 플라즈마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와 CCD 카메라를 각각 사용하

였고 모재는 두께가 10mm 인 조선용 연강재(A 

grade)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모든 실험에서 고정변수 값은 Table 1 에 나타

내었다.  

Table 1 Welding conditions fixed in experiments 

Laser power 4 kW 

Angle between laser and torch 30° 

CTWD 18 mm 

Welding speed 1 m/min 

Flow rate of shielding gas 30 ℓ/min 
 
아크가 레이저에 선행하는 아크 선행 레이저-

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을 구현하였으며, 이때 레
이저 초점은 실험시편의 표면에 맞추었다. 
하이브리드 용접 시 보호가스가 용접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보호가스 조성성분의 
비율을 바꾸어가면서 고속카메라와 CCD 카메라

를 이용하여 용접현상을 관찰하였다. 레이저-아
크간 거리는 임의로 2mm로 정하였고 사용된 보
호가스는Ar과 CO2의 혼합가스로 GMA용접 토치

를 이용하여 공급하였다.  
 

 
Fig. 3 Definition of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보호가스와 더불어 Fig. 3 과 같이 레이저-아크 r

간 거리 또한 하이브리드 용접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최적 용접조건을 알아보

기 위해 0mm ~ 10mm 까지 2mm 단위로 레이저-
아크간 거리를 바꾸면서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용접특성을 확인하였다.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보호가스와 레이저-아크

간 거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용접헤드와 

고속카메라를 Fig. 4 와 같이 정치식으로 설치하

였다.  
포지션 용접은 각도 실험용 지그와 6 축 로봇

1300



을 이용하여 0°에서 180°까지 30°단위로 7 가

지 경우에 대해 GMA 용접의 전류와 전압 값을 
바꾸어 가면서 구현하였다. 이때 레이저-아크간 
거리는 용융풀의 형상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Fig. 4 High speed monitoring system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용접 시 보호가스 조성성분의 영향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보호가스의 

조성성분 비율 별로 비드형상을 관찰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Ar 100% 분위기에서는 아크 및 용
적이행이 불안정하게 형성되므로 불균일한 형태의 
비드와 대립 스패터가 관찰하였다. 그러나 CO2의 
비율이 10%와 20%에서는 안정적인 아크 형성하

여 스패터의 발생도 적으며 균일한 비드폭과 외형

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CO2 비율이 40% 이상에서부터 다시 대

립 스패터의 발생이 많아지고 비드폭과 외형이 불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속카메라와 CCD 카메라 촬영 결과에서도 Fig. 

6 과 같이 Ar 100%일 때에 아크가 불안하고 대립 
스패터가 발생하였다. 또한 CO2가스의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입상용적 이행을 보이고 10%와 
20%에서는 안정적인 스프레이 이행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다.  

CO2 가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아크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면서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립 스패터 발생의 원인이 된다. 
각각의 조건에 따른 용입 깊이를 측정하여 Fig. 

7 에 나타내었다. CO2 가스의 비율이 20% 이상인 
조건에서 안정적인 깊은 용입을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a) Ar 100% +CO2 0% 

 
b) Ar 90% +CO2 10% 

 

c) Ar 80% +CO2 20% 

 

d) Ar 60% +CO2 40% 

 
e) Ar 40% +CO2 60% 

 
f) Ar 20% + CO2 80% 

 
g) Ar 0% +CO2 100% 

Fig. 5 Bead surfaces for various shielding gas 
composition (laser power: 4 kW, interspacing 
distance: 2 mm)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보호가스의 조성성분의 비

율이 용접특성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CO2가

스의 혼합비율이 20% 일 때 깊은 용입, 안정된 
아크형성과 균일하고 양호한 비드외형을 얻을 수 
있었다. Fig. 8 에 Ar 80%와 CO2 20%일 때의 용접비

드 단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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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 100% + CO2 0% 

 
b) Ar 90% + CO2 10% 

 
c) Ar 80% + CO2 20% 

 
d) Ar 60% + CO2 40% 

 
e) Ar 40% + CO2 60% 

 
f) Ar 20% + CO2 80% 

 
g) Ar 0% + CO2 100% 

Fig. 6 Photos of weld pool and plasma for various 
shielding gas composition (laser power: 4 kW,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2 mm) 

 
Fig. 7 Penetration depth for various shielding gas 

composition (laser power: 4 kW,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2 mm) 

 

 
Fig. 8 Cross-sectional view of hybrid welds (laser power: 

4 kW,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2 mm, shielding 
gas: Ar 80% + CO2 20%) 

 

3.2 레이저-아크간 거리의 영향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보호가스 조성 비율을 Ar 

80%와 CO2 20%로 하고 레이저-아크간 거리에 따
른 용접비드 외형을 Fig. 9 에 정리하였다.  
레이저-아크간 거리가 0 mm 일 때 용접비드에서 

언더컷을 발견할 수 있다. 거리가 4 mm 이상인 
경우 비드폭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레이저-아크간 거리가 2 mm 인 경우

는 비교적 양호한 비드외형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에 나타낸 용접비드단면과 같이 레이저-
아크간 거리에 따라서 용입 깊이가 달라지며 각각

의 용입 깊이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레이저-아
크간 거리에 따라서 용입 깊이가 약 1.5mm 의 차
이를 보였고 2mm 일 때 최대 용입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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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pacing distance = 0 mm 

 
Interspacing distance = 2 mm 

 
Interspacing distance = 4 mm 

 
Interspacing distance = 6 mm 

 
Interspacing distance = 8 mm 

 
Interspacing distance =1 0 mm 

Fig. 9 Bead surfaces for various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s (laser power: 4 kW, shielding gas: Ar 
80% + CO2 20%) 

 

 
ID = 0 mm 

 
ID = 2 mm ID = 4 mm 

 
ID = 6 mm 

 
ID = 8 mm ID = 10 mm 

Fig. 10 Cross-sectional bead shapes for various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laser power: 4 kW, 
shielding gas: Ar 80% + CO2 20%) 

 
Fig. 11 Penetration depths according to the interspacing 

distance (laser power: 4 kW, shielding gas: Ar 
80% + CO2 20%) 

 

Interspacing distance = 0 mm Interspacing distance = 2 mm

Interspacing distance = 4 mm Interspacing distance = 6 mm

Interspacing distance = 8 mm Interspacing distance = 10 mm

Fig. 12 High speed images according to the laser-arc 
interspacing distance (laser power: 4 kW, 
shielding gas: Ar 80% + CO2 20%) 

고속카메라로 용융풀을 촬영한 결과는 Fig. 12
에 정리하였다. 키홀의 위치가 레이저-아크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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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13 Location of laser beam irradiated on the weld 

pool 

 
Fig. 12 에서 관찰한 용융풀 위의 레이저 조사위

치를 개략적으로 Fig. 13 에 나타내었다. 하이브리

드 용접 시 선행 아크로 인해 용융풀이 형성된다. 
레이저-아크간 거리에 따라 용융풀 위에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레이저 빔
과 아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재표면보다 더 
높게 형성된 용융풀 위에 레이저 빔이 조사되므로 
같은 출력의 레이저 빔이 조사되는 경우에도 용입

의 깊이가 얕아지게 된다. 하지만 레이저-아크간 
거리가 너무 가까울 경우 용적의 이행이 레이저 
빔의 조사를 방해하여 용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
생한다.  

위 실험결과를 통하여 용융풀 높이가 가장 낮은 
위치에 레이저 빔을 조사할 경우 깊은 용입을 얻
을 수 있고 보호가스의 경우와 달리 레이저-아크

간 거리는 용접비드의 외형이나 스패터 발생에는 
영향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3.3 포지션 용접 실험 
실험에 사용한 그루브의 모양은 Fig. 13 과 같이 

I 형 그루브와 V 형 그루브로 하였고 2 패스 용접

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예비실험에서는 보호가스 조성은 Ar 80%와 CO2 

20%로 하였고 레이저-아크간 거리는 2 mm로 하였

다. 
우선 V 형 그루브 시편을 이용하여 수직하향용

접을 수행하였다. 중력에 의해 용융풀이 흘러내려 

레이저 빔의 조사를 방해하여 완전한 용입을 얻을 

수 없었다. (향후 보완, 왜 -1mm 인가?) 

흘러내린 용융풀 형상을 고려하여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도록 레이저-아크간 거리를 -1 mm 로 

바꾸어 실험하였다. 0°~ 180°의 각도에서 총 7
가지 자세로 양호한 비드외형과 완전용입을 갖도

록 초층 용접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때 설정한 용

접조건 및 비드형상은 각각 Table 2 와 Fig. 14 와 
같다. 

 

 

   a) V-groove             b) Square groove 

Fig. 14 Groove type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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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Bead shapes for V-groove welding (root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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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ybrid welding of vertical position with V 

groove 

 

초층 패스 후 두 번째 패스 용접에서 수직하향

용접을 수행하였을 때에 초층 패스용접에서 더욱 

넓어진 그루브면에 의해 용융풀이 쉽게 흘러내리

고 아크 압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용융풀이 옆으로 

넓게 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Fig. 
16 과 같이 언더필와 불균일한 비드외형이 발생하

였다. 

Table 2 Welding conditions for V groove welding 

Angle 
(Deg.) Pass Voltage (V) 

Current (A), 
Wire feeding 
rate (m/min) 

 0° 1 pass 21.2 143, 4.5 

 30° 1 pass 20.9 127, 4.0 

 60° 1 pass 20.9 127, 4.0 

 90° 1 pass 21.2 143 , 4.5 

 120° 1 pass 21.2 143, 4.5 

 150° 1 pass 22.4 174 , 5.0 

 180° 1 pass 22.7 187, 6.0 

   
 

 

I 형 그루브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층 패스 
용접을 통하여 양호한 비드형상과 완전용입을 얻
기 위해 GMA 용접기의 전류와 전압을 정하였다.  

I 형 그루브는 V 형 그루브와 달리 그루브면이 
좁아 초층 패스 수행 후에 2 번째 패스를 수행하

여도 용융풀이 쉽게 흘러내리지 않아서 Fig. 17 과 
같이 양호한 비드와 완전용입을 갖는 것을 확인하

였다. 각 각도에 따른 용접조건은 Table 2 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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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Bead shapes for square groove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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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lding conditions for square groove welding 

Angle 
(Deg.) Pass Voltage (V) 

Current (A), 
Wire feeding 
rate (m/min) 

1 pass 22.7 194, 6.5  0° 
2 pass 23.3 194, 6.5 
1 pass 22.7 194, 6.5  30° 
2 pass 23.3 194, 6.5 
1 pass 22.7 187, 6.0  60° 
2 pass 23.3 194, 6.5 
1 pass 22.7 187, 6.0  90° 
2 pass 23.3 194, 6.5 
1 pass 22.7 187, 6.0  120° 
2 pass 23.3 194, 6.5 
1 pass 22.7 187, 6.0  150° 
2 pass 23.3 194, 6.5 
1 pass 22.1 187, 6.0  180° 
2 pass 24.2 200, 7.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용접자세에 대해 유연성을 갖는 
디스크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의 포지션 용
접 시 아래보기 용접에서부터 위보기 용접까지 각
도 및 공정변수에 따른 용접특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디스크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 시에 

공정변수인 보호가스 성분의 조성과 레이저-아크

간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보호가스의 조성 비율을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 

Ar 80%와 CO2 20%일 때 안정된 아크 및 스패터 
감소, 깊은 용입, 양호한 비드가 얻어지는 최적의 
보호가스 비율임을 확인하였다. 
레이저-아크간 거리의 경우 레이저 빔이 용융풀

의 가장 낮은 곳에 조사되었을 때 가장 깊은 용입

을 얻을 수 있었다. 비드용접에서는 레이저-아크

간 거리가 2mm 일 때 가장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V 그루브용접부의 수직하향용접에서는 
용융풀의 처짐으로 인하여 -1 mm 일 때 가장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었다. 

V 형 그루브와 I 형 그루브에 대해 아크 용접전

류 및 전압을 조절하여 2 패스 포지션 용접을 수
행하였다. V 형 그루브용접에서는 용융풀의 흘러내

림으로 2 번째 패스 용접 시 양호한 용접품질을 
가지는 용접조건을 도출할 수 없었다. I 형 그루브

에서는 V 형 그루브와 달리 2 번째 패스에서 비드

의 흘러내림이 감소하여 양호한 전면 비드 및 후

면비드를 형성하는 아크 용접조건을 도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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