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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두께 10 mm의 조선용 강판 AH36에 대해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을 사용하여 원패

스 관통용접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조선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10 mm두께의 

후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통용접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레이저 및 아크의 출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보다 더 증가된 레이저 및 아크 출력의 사용은 비드 양단에 언더컷과 같은 결함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언더컷은 노치로 작용하여 용접 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키므로 반드시 방지되어야하며, 본 실험

에서는 아크의 변수인 용접 전압 및 펄스컬렉션을 조절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었다. 용접된 시험편의 기

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레이저 영역 및 아크 영역에 대해 경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열영향

부는 조직의 변태로 인해 최대 경도가 용접부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조직 관찰 결과, 열
영향부는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와 같은 경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ductivity by implementing one-pass full penetration 
welding using laser-arc hybrid welding for AH36. On increasing the thickness of the plate, a higher power of 
laser and arc was required to obtain full penetration. However, increasing the power of heat source caused 
undercut defects at both ends of the bead. This undercut was prevented by controlling the parameters of 
welding voltage and pulse correction. Hardness measurement and tensile test were conducted to apprehe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weld. Also, by carrying out the microstructure observation for laser and arc regions, 
microstructural properties were under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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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 산업에서 레이저는 1960년대에 유럽 조선

소와 선급협회를 중심으로 개발 및 적용을 시작

하였으며, 현재 유럽조선소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및 용접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1) 하지만 

레이저는 집속된 열원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갭의 

여유도가 작을 경우 용접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레이저 용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저와 아크

를 결합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이 개발

되었으며, 레이저와 아크 장비를 전용설비에 조

합하여 기존의 레이저 용접을 대체하는 것이 최

근의 추세이다.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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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Wt %)

 Materials
C Si Mn P S Mo Cr Ni

AH36 0.15 0.39 1.5 0.02 0.003 0.08 0.03 0.01

SM-70
(Φ 1.2mm) 0.08 0.5 1.05 0.014 0.01 - -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a) Experimental 
equipment (b) Schematic illustration

Fig. 1 Setup of experimental equipment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ensile specimen 

은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조선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적

용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2~5)

  조선 산업에서 사용하는 강재는 대부분 8 mmt 
이상의 후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깊은 용입이 요

구된다. CO2 레이저의 경우 긴 파장에 의해 형성

된 레이저 유기 플라즈마로 인해 흡수 및 산란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용접장치로 

파장이 긴 CO2 레이저보다 파장이 1/10로 짧고 

빔 품질이 뛰어난 파이버 및 디스크 레이저가 선

호되며,(6) 아크 용접 장치 중에서는 전류 밀도가 

높아 용입이 깊고 용착률이 뛰어난 MIG 용접기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패스 관통 용접 조건

의 도출을 목적으로 10 mmt 두께의 AH36 강판에 

대해 근적외선 레이저인 디스크 레이저와 전류밀

도가 높은 MIG 용접을 사용하여 맞대기 용접을 

실시하였으며, 용접 후 용접부의 조직적 및 기계

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선체 구조용 강재인 

AH36이다.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지속적으로 파

도의 영향에 의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선체에 

사용되는 강재는 저온 취성에 강하고 피로 강도

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AH36은 합금원소 중 Mn
이 일반 Mild steel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첨가됨

으로써 항복 및 인장강도가 높기 때문에 선박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판재의 크

기는 200× 50 × 10 mmt이며, 와이어는 직경 1.2 mm
의 연강 및 50 kg급 고장력강용으로 사용되는 SM- 
70을 사용하였다. 모재와 와이어의 화학적 조성

을 Table 1에 나타낸다. 

2.2 실험 방법

  용접 장치는 최대출력 6.6 kW의 연속 디스크 

레이저와 펄스 형태의 MIG를 사용하였다. 두 열

원의 구성은 아크 토치가 레이저 헤드 측면에 

60 °의 각도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실험은 

사전 실험을 통해 관통용접이 얻어진 레이저 출

력(P) 6 kW, 용접 전류(I) 360 A, 용접속도(v) 1.75
m/min, 비초점 거리( fd) -4 mm, 레이저-아크간 거

리(DLA) 3 mm, 레이저 입사각 0 °, 아크선행 조건

에서 전압 및 아크의 펄스형상을 변화시켜 최적

의 원패스 맞대기 용접 조건을 도출하였다. 맞대

기 용접시에는 높은 입열량과 용융 후 응고로 

인해 용접부 끝단으로 갈수록 부재 사이의 간극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그 

끝단에 볼트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고정하였다. 
Fig. 1은 용접 장치와 맞대기 용접시의 상황을 나

타낸다.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이크

로 비커스 경도기로 용접부의 경도를 측정하였으

며,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레이저 및 아크 영역

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맞대기 용접된 

시험편의 용접부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인장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인장시험편은 

KS B 0801 5호 규격으로 제작하였다. Fig. 2에 

인장시험편의 규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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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elding defects at welding voltage 25.5 V

Fig. 3 Front beam, cross section and undercut area 
with welding voltage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맞대기 용접 특성

3.1.1 용접 전압의 변화

  Fig. 3은 용접 전압을 24~30 V로 변화시켰을 때

의 전면 비드와 횡단면, 언더컷 면적을 나타낸다. 
전압 변화에 따른 전면 비드폭을 관찰하면, 용접 

전압이 증가할수록 비드 폭이 넓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용접 전압과 아크 길이가 

비례하며, 아크는 호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전압

이 증가하여 아크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시편 위

에 아크가 작용하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27 V의 아크전압에서는 이면비드

가 더욱 균일하고 미려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4 V와 25.5 V의 경우, 용접전압

이 더욱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불균일한 이

면비드 및 험핑비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용접 

전압이 과도하게 낮을 때 모재와 전극 사이에 형

성된 짧은 아크 길이로 인해 전극 끝단에 형성된 

용적과 용융지 사이에 순간적인 단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언더컷 면적의 경우, 24V와 25.5V에서는 언더

컷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압의 증가와 함

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
지만 Fig. 4와 같이 25.5 V에서 용접부 양단에 융

합불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너무 짧은 아크 길이로 인한 용적과 와이어 사이

에 단락 발생시, 아크의 생성과 소멸이 주기적으

로 반복되기 때문에 입열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전압이 감소할수록 언더컷의 면적이 주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과도하게 낮

은 전압에서는 불균일한 이면 비드 및 융합불량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펄스 형상의 변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아크 열원은 펄스형태의 전

류파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펄스 형상의 제어가 

가능하다. Fig. 5는 AH36에 대해 펄스수정 변수

(Pcor.)를 5와 0으로 변화시켰을 때의 전류파형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Pcor.이 “ - ”로 변화할 

때 일정시간동안 작용하는 펄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AH36에 대해 Pcor.변화에 따른 전면 비

드와 횡단면, 언더컷 면적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조건에서 균일한 이면 비드가 형성되었으나, Pcor.

이 “-”로 감소할수록 이면 비드가 점차 균일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cor.=-5에서 더

욱 뚜렷하고 균일한 이면비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Pcor.을 “-”로 하는 경우 더욱 많은 입열량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Pcor.변화에 따른 용입특성을 살펴보면, 비드폭 

및 덧살높이는 Pcor.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

었다. 언더컷의 면적은 Pcor.이 0에서 -1로 감소

할 때에 순간적으로 증가하였지만, Pcor.이 -1에
서 -5로 변화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cor.이 “ - ”로 변화할 

때 동일 시간동안 용융지에 작용하는 펄스의 

수가 증가하여 입열량이 증가하게 되고, 입열

량 증가로 인해 용융금속의 표면장력이 감소

하여 점도가 낮아지므로 용접부 양단에 언더

컷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

한 이유로 모재와 용융지 사이의 젖음성이 향

상되어 융합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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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c zone

(b) Laser zone

Fig. 7 Hardness distribution of AH36

Pcor. Pulse waveform

-5

0

Fig. 5 Pulse waveform with pulse correction

Fig. 6 Front beam, cross section and undercut area 
with pulse correction

  이러한 결과를 통해 Pcor.이 “-”로 감소함에 

따라 언더컷 및 융합불량과 같은 결함이 방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P =6 kW, I=360 A, 
v =1.75 m/min, V =27 V, Pcor.=-5을 AH36에 대한 

최적의 맞대기 용접조건으로 선정하였다.

3.2 용접부의 기계적 및 조직적 성질

3.2.1 용접부의 경도분포

  경도는 AH36의 맞대기 시험편에 대하여 하

중을 970.7 mN, 유지시간을 10초로 설정하였으

며 아크영역의 중심과 레이저 영역의 중심에서 

횡방향으로 200 μm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
  Fig. 7은 각 영역에 대한 경도 측정 결과로, 
모재 경도는 약 200 Hv, 아크 영역에서의 용접

부 경도는 270~310 Hv를 나타내었다. 레이저 영

역의 용접부 경도는 320~350 Hv으로 아크 영역

보다 약 40 Hv정도 높게 측정되었으며, 레이저 

영역은 아크 영역보다 용접부에 투입되는 입열

량이 적어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아크 및 레이저 영역의 열영향부 경도값은 

250~400 Hv으로 용접부에 비해 최대 경도값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더욱 높은 레이

저 출력 및 용접 전류를 사용함으로써 입열량

이 증가하여 용접부 부근에 열영향부의 오스테

나이트 변태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합금원소 

중 오스테나이트 안정화원소인 Mn이 첨가됨으

로써 저온상의 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경도 측정 결과, AH36의 경우 열

영향부의 최대 경도가 용접부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용접부의 미세조직

  Fig. 8은 AH36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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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Base metal(×500)

Interface 
in laser zone(×200)

Interface 
in arc zone(×200)

Coarse HAZ
in arc zone(×500)

Weldment 
in arc zone(×200)

Fig. 8 Microstructure of AH36

(a) Base metal (b) Welded specimen

Fig. 11 Tensile strength curve of base metal and 
welded specimen of AH36

모재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아크 영역 및 레이저 영역의 용접부는 모재와 용

접 금속의 경계면으로부터 성장한 덴드라이트 조

직을 나타냈으며, 아크 영역에서의 덴드라이트 

조직이 레이저 영역에 비해 더욱 성장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아크 영역에서의 많은 입열

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열량이 적은 레이저 영역

보다 응고속도가 더욱 느리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가 더욱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융부에서 모

재방향으로 형성된 열영향부를 살펴보면, 아크 

영역의 조대화 된 HAZ는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

이트 및 페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합금 원소 중 오스테나이

트안정화 원소인 Mn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Mn과 

같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는 CCT- diagram
의 전체 곡선을 긴 시간대로 옮기고, 오스테나이

트-페라이트 변태온도를 낮춰 동일 냉각 조건에

서 저온상의 분율을 높이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가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Properties
 Specimen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Base metal 530.71 361.67 42.58

Welded 
Specimen 538.97 368.42 21.3

Table 2 Average tensile test result of specimen 

Fig. 9 Photograph of fracture shapes

(a) Vertical view (b) Side view

Fig. 10 SEM image of fracture shapes

3.2.3 용접부의 인장강도 특성

  인장강도 특성 파악을 위해 20개의 시험편에 

대해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시험편은 Fig.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조대화 된 

열영향부에서 파단이 시작되었다. Fig. 10에 나타

낸 파단면의 SEM 이미지를 관찰한 결과, 취성파

단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조대

화 된 열영향부에서의 높은 마르텐사이트 비율이 

경도의 상승  및 신율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취성이 증가하여 파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g. 11과 Table 2는 각각 모재와 용접시험편

의 응력-변형 곡선과 측정값을 나타낸다. 용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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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편과 모재는 유사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값

을 나타내었지만, 연신율은 용접시험편의 경우 

21.3 %로 모재에 비해 약 1/2만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대화된 HAZ에서 Mn의 영향으로 인해 저

온상의 경한 조직의 분율이 높아져 연성이 저하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용접시험편의 경우 모재에 비해 연신율은 감소하

였지만 강도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AH36에 대한 맞대기 용접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1) 맞대기 용접 결과, P=6 kW, I=360 A, v=1.75

m/min, V =27 V, Pcor.=-5의 조건에서 언더컷이 존

재하지 않는 미려한 전면비드와 균일한 이면비드

를 가진 용접부가 형성되었다. 
(2) 경도 측정 결과, 조직의 변태로 인해 열영

향부에서의 최대 경도가 용융부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모재방향으로 점차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용접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아크 영

역의 용융부에서의 덴드라이트가 레이저 영역보

다 더욱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대화

된 HAZ에서는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와 페

라이트가 관찰되었으며, 미세화된 HAZ는 재결정

에 의해 미세한 조직이 관찰되었다.
(4) 모재와 용접시험편의 인장강도 측정 결과, 

용접 시험편의 파단은 조대화된 열영향부에서 발

생하였다. 용접시험편의 연신율은 모재의 약 1/2
정도였지만, 항복 및 인장강도는 모재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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