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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의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시 아크 용접모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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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항공기, 철도, 자동차 등의 수송 산업에서는 부품의 경량화

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경량재료의 사용, 특히 낮은 

비중에 비해 강도가 비교적 높고 일반 스틸보다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나며, 가공성 및 리싸이클링 효과가 우수한 알

루미늄 합금의 사용은 그 특성으로 인해 수송 산업에의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합금은 높

은 열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에 냉각효율을 개선하는 소재로써 LED IT부품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널리 사용되

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은 용접시 용접부와 열영향부의 강도저하 및 기공⋅균열과 같은 결함의 발생이 쉽기 

때문에 용접 프로세스에 따른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1-3].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에 있어서 레이저와 MIG 아크용접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용접을 적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레이저 열원으로는 최대출력 5kW의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아크 열원은 용접모드에 

따라서 펄스 아크, CMT 그리고 CMT와 펄스 아크를 조합한 모드의 세 가지 형식을 사용하였다. 용접 전류를 제어하여 

펄스 파형을 반복하면서 아크 용접을 행하는 펄스 아크와 용접 와이어의 기계적인 조절로 인해 용접 금속이행시 아주 

적은 입열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아크가 발생하는 CMT 그리고 이 두 모드를 혼합하여 입열량을 제어하는 CMT⋅펄스 

혼합모드 등 각각의 용접모드에 따라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의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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