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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Laser, Hybrid(Laser+MIG) 용접을 이용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성 검토

방 희 선⋅김 준 형⋅방 한 서

Investigation on Weldability of Aluminum Alloy by Arc, Laser, Hybrid(Laser+MIG) Welding

Hee-Sun Bang, Jun-Hyung Kim and Han-Sur Bang

1. 서    론

최근 수송수단의 경량화를 통한 연료비 절감 및 자원

재생을 목적으로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대

표적인 경량 금속인 알루미늄 합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일반 

철에 비해 융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화되기 쉽고, 열

팽창과 높은 반사율로 인해 건전한 용접부를 얻기가 어

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아크용접법에서 벗어난 새

로운 열원을 이용한 접합법이나 보조 열원을 추가하는 

방법을 통한 접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

이브리드 접합법의 경우 기존 2가지의 열원을 혼합한 

방법으로 각 용접법의 장점을 채택하여 그 시너지 효과

를 이용한 용접법으로서 Laser 와 Arc을 열원으로 이

용한 하이브리드 접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알루미늄합금 접

합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사례와 접합방법 비교를 통한 

알루미늄 합금 용접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알루미늄합금 접합기술

2.1 Arc 용접

아크용접의 경우 금속계열 접합의 대표적인 접합 방

법으로서 많은 연구 및 실험이 진행되어 여러 접합방법

을 통한 건전한 접합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크 용접의 알루미늄 합금 접합

에 있어서 MIG 용접과 TIG 용접법이 있으며, 이 두 

용접법을 상호 비교하면 MIG용접의 경우 TIG용접에 

비해 용입이 깊고 용착량이 많은 특성상 중후판이나 연

속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으며, TIG의 경우 주로 박

판이나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량화 금속인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아크용

접의 적용의 경우 장치의 가격이 저렴하며 기존의 설비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열화 되는 영역이 넓고 변형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용융용접의 특성상 용접부의 기계적 특성이 

현저히 저하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

융용접시 다량의 열이 유입되어 취약한 응고조직의 형

성으로 인하여 가공경화성의 손실 및 미세 석출물의 고

용 현상 등의 발생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에도 알루미늄 합금의 높은 열전도율과 고융점의 산화 

피막 발생에 따른 용융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이유로 인하여 아크용접에 따른 신뢰성 있는 접합부

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2 Laser 용접

레이저를 용접열원으로 이용한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의 경우 레이저 빔의 특성상 빠른 용접속도와 적은 변

형량, 급냉에 의한 용접부 조직 미세화, 폭이 좁은 열 

영향부 및 용융부 등 유리한 특성이 있으며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은 아크 용접부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주로 단일 파장 레이저에 대한 다양한 알루미

늄 재료의 용입특성, 결함, 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연

구가 진행 중이며, 초기 레이저 접합의 경우 연속파 

CO2 레이저를 사용한 접합법이 진행되었으나 제한적인 

레이저빔 전송 시스템으로 인하여 3차원 레이저 용접 

등 적용성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빔 전송이 

편리한 Nd:YAG 레이저를 적용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Fig. 1의 연

속발진형 다이오드 레이저빔과 펄스형 Nd:YAG 레이

저를 혼합한 파형이 다른 두 개의 레이저 열원을 이용

한 알루미늄 합금의 접합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레이저 접합에 비해 예열작용으로 인한 에너지 빔 흡수 

효과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며 용접금속의 단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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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64nm(pulse) laser
(b) 1064nm(pulse)

+808nm laser

Fig. 1 Cross section & weldment of pulse laser and

pulse+diode laser

Laser
MIG

Welding directionWelding direction

Fig. 2 Schematic of laser-MIG hybrid welding process

Fig. 3 Cross section compare in each welding processes

Fig. 4 Benefit of hybrid process in comparison to single

processes

표면에서 균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레이저 빔을 이용한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다

양한 적용성이 연구되고 있으나 고가의 레이저 설비와 

정밀한 용접 이음부 준비가 필요하며 알루미늄의 고유

의 뛰어난 반사도와 열전도도에 의해 용입형상 및 깊이

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용접성이 열악하고 균열 

및 기공 등의 결함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Hybrid 용접

하이브리드 용접은 2개 이상의 용접법을 복합화한 공

정으로서 서로 다른 용접법의 특성을 동시에 활용하여 

용접부의 품질 및 용접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

인 접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Laser-Arc 하이

브리드 용접법의 경우 레이저 용접의 깊은 용입(deep

penetration) 특징과 아크용접의 우수한 갭브리징(gap

bridge ability) 능력을 서로 상호보완하며 우수한 용

접부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ig. 2는 하이브리

드 접합 공정시 실험 장비 및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경우 Laser, Arc, Hybrid 접합부의 단면

사진이며 아크용접의 경우 넓은 열원에 따른 용접부 및 

열영향부의 크기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이저용접

의 경우 좁은 용접열원과 열원 집중화에 따른 용접부 

형상의 우수함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열효율로 

인하여 완전용입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이브리드용접의 경우 용접비드의 강도저하 방지를 위한 

볼록한 비드형상 및 깊은 용입을 보여 주었으며 상대적

으로 양호한 단면 형상은 용접성으로서 좋은 결과를 보

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Fig. 4의 경우 동일한 

용접속도를 기준으로 비교 할 경우 레이저, 아크 용접

의 경우 접합부에서의 용접불량이 발생하였으나 하이브

리드 용접의 경우 완전 용입에 따른 우수한 접합부 결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Fig. 5는 알루미늄 합금에서 Laser leading 방식의 

하이브리드 용접을 나타내고 있는데 레이저 선행의 경

우 레이저의 청정작용에 따른 미려한 비드 표면과 넓은 

비드 폭 및 깊은 용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용접 결과는 통상 키홀에서 발생하는 레이저 플라즈

마와 아크가 상호작용을 해 높은 용접속도에서도 안정

된 아크를 유지하게 해주며 이는 아크와 레이저 사이의 

거리가 5mm이내 일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용접의 경우 기존 용접법과 비교하여 건

전한 용접부 확보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많은 용접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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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ser leading hybrid welding process

가 존재하며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에 우

수한 용접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맺 음 말

알루미늄 합금의 접합에 있어서 아크용접의 경우 MIG

및 TIG 용접을 통한 접합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용접결합이 감소하였으나 열변형 및 낮

은 접합속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건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한 어려움이 많은 상태이다. 레이저 용접의 경

우 보다 높은 용접속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다 깊이 

침투하며,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용접 공정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용접공정에 많은 

전력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치 및 시험편의 정교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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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제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용접을 

통한 보다 낮은 레이저 동력으로 많은 양을 용융시켜 

용접할 수 있으며 장비가 요구하는 정밀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공정속도는 용접부 변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용가재 조절에 따른 우수한 기계적 성능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레이저, 아크 용접법 대비 우

수한 용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알루미늄 합금 

접합 분야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용접법 적용 확대가 예

상되므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빠르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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