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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welding with AZ61 filler wire was carried out to improve formability though reduction of porosity 
and formation of under fill bead. Optimum welding cond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utt joint for 
400×500×1.3mm magnesium sheets were studied. Optimal welding conditions of laser power, welding 
speed, and defocusing length are 1000W, 3m/min, and 2mm, respectively.
  Results of tensile test indicated that both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specimens welded with filler 
wire were improved at room temperature because of reduction of porosity and under-filled bead 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ecipitation hardening and microstructure refinement by Al-Mn and Mg-Al-Zn 
precipitates. At elevated temperature of 200∼350℃, fracture location of tensile specimen was shifted from 
weld metal to base metal, indicating less softening of weld metal than base metal.   

Key Words : Nd:YAG Laser welding, AZ31B-H24 mg alloy, AZ61 filler wire, Tensile properties.

1. 서    론

  세계 으로 차량에 한 환경규제가 폭 강화됨에 

따라 차량 제조 업계에서는 차량의 연비 향상  배기

가스의 축소를 해 경량화 소재인 마그네슘에 한 

심을 집 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마그네슘 합 의 개발

과 제조 공정의 발 으로 고강도, 고연성을 가지는 마그

네슘 합  재가 제조됨에 따라 기존 주조재로 제한되

었던 마그네슘 합 의 차체 용이 스 성형 역까

지 그 용범 가 확 되고 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열악한 압연성으로 인해 제조 가능한 폭이 제한되므로 

보통 용 하여, 엔진 후드, 트 크 리드 등의 차체 부품

을 제조하고 있다
1-4)
.

  Haferkamp 등은 마그네슘 합 에 한 자빔  

이  용 을 행한 결과, 용 부 내부의 기공과 비드 표

면의 노치, 즉 용착부족(under fill) 비드가 형성하여 기

계  특성이 하한다고 하 다. 하지만 용  과정  

한 필러 와이어를 첨가하면 기공  용착부족 비드

를 억제하여 우수한 기계  특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Nd:YAG 이  용 한 마그네슘 합

의 스 가공 시 균열의 주원인이 되는 용착부족 

비드를 억제하기 하여 AZ61 필러 와이어를 첨가하는 

용 을 실시하여 용 조건을 최 화하고, 이  용 부

의 기계  특성에 미치는 필러 와이어 첨가의 향에 

해 조사하 다. 

연 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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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 (wt%)

Material Al Zn Mn Cu Si Mg

AZ31B-H24 3.18 1.02 0.30 0.03 0.02 Bal.

AZ61 5.93 0.73 0.36 - 0.009 >92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Yield Strength(MPa)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

AZ31B-H24 220 290 1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Z31B-H24 Mg alloy and AZ61 filler wire

Laser 

power

(W)

Welding 

speed

(m/min)

Defocused 

distance

(mm)

Gas 

flow

(ℓ/min)

Wire feeding 
speed
(m/min)

750

3 2 15 2.5
1000

1250

1500

1000

2

2 15 2.5
3

4

5

1000 3

2

15 2.5
0

-2

-4

Table 2  Laser welding conditions

 2. 사용재료  실험방법

  Table 1에 실험에 사용한 AZ31B-H24 마그네슘 합  

재와 약 6wt%Al, 1wt%Zn를 함유한 AZ61 필러 와이

어의 조성  기계  특성을 나타내었다. 1.3mm 두께의 

마그네슘 합  재를 400×500mm로 기계 가공한 후, 

CW Nd:YAG 이 로 맞 기 용 하 다.

  용착부족 비드가 형성되지 않는 건 한 용 부를 형

성하기 한 최  용 조건을 찾기 하여 200mm의 

거리를 가지는 즈를 사용하여 이 출력, 용 속도

와 비 거리(defocused distance)를 변화시켰다. 비

거리는 거리와 즈와 피용 재 사이의 거리의 

차이로 양의 값인 경우 거리가 즈와 피용 재 사

이의 거리보다 크고, 음의 값인 경우 그 반 이다. 각 

변화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때, 와이어 송  

속도는 최  속도인 2.5m/min, Ar 가스유량은 15ℓ/min

으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용  후 이  용 부의 기

계  특성에 미치는 필러 와이어 첨가의 향을 조사하

기 하여 ISO 377 규격에 따라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여 

상온  고온에서 인장 시험을 실시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용 조건의 최 화

  Fig. 1의 (a)에 용 속도와 비 거리를 각각 3m/min, 

2mm로 일정하게 한 후 출력을 750～1500W로 변경한 

경우, 상하 비드 모습과 용 부 단면 형상을 나타내었

다. 출력이 750W인 경우에는 도모드에 의한 부분 용

입이 형성되나, 출력의 증가와 함께 완  용입을 나타낸

다. 하지만, 1250W에서는 과도한 용착량을 보이며, 

1500W 의 경우에는 필러 와이어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여 히 용착부족 비드가 형성된다. 이것은 출력의 증가

로 인하여 필러와이어의 첨가량보다 용 속의 증발량

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완  

용입을 나타내며 균일한 상하부 비드와 용착부족이 없

는 비드를 나타내는 조건은 1000W임을 알 수 있다. 

  Fig. 1의 (b)에는 출력을 1000W, 비 거리를 2mm로 

각각 일정하게 하고, 용 속도를 2～5m/min로 변경한 

경우 비드 상하 모습과 용 부 단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용 속도가 2에서 5m/min으로 증가할수록 용착량은 감

소하고 상하부 비드의 폭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속도가 2m/min인 경우에는 과도한 용착량을 보이고 

4m/min의 경우에는 균일한 상하부 비드를 형성하 으

나 용 부 내에 기공이 찰되었다. 5m/min의 경우에는 

불균일한 이면비드를 보이며, 용 부 내에 기공 한 

찰되었다. 따라서 정 용 속도는 3m/min임을 나타낸다.

  Fig. 1의 (c)는 출력을 1000W, 용 속도를 3m/min으로 

일정하게 하고, 비 거리를 -4mm에서 2mm로 변경한 

경우 상하부 비드 모습과 단면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비

거리가 -4mm 경우에는 필러 와이어와 이  빔

의 상호 간섭으로 용 이 용융 풀로 연속 으로 이행되

지 못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행하여 불균일한 비드

와 부분 용입을 형성하 다. 비 거리를 -2mm로 증

가한 경우에는 불균일한 이면비드뿐만 아니라 기공 

한 찰되었다. 0mm와 2mm의 비 거리에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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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Top and bottom bead appearances and 

cross-section of weld with various welding 

conditions. (a) laser power, (b) welding speed, 

(c) defocusing length

Welding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Fracture

location

With

filler wire
200 290 9.6 WM

Without

filler wire
170 205 1.7 WM

Table 3 Results of tensile test of welded joint

한 용 부가 형성되었지만, 0mm의 경우에는 피용 재 

표면에서 이  빔의 직경이 다른 비 거리에서의 

직경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빔-와이어-용 선의 

정렬에 곤란한 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 비 거리

를 2mm로 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 필러 와이어를 첨가한 Nd:YAG 

이  용  시 용착부족이 없고 균일한 상하부 비드를 

형성하며, 기공 등 결함을 포함하지 않는 건 한 용 부

를 얻기 한 최  용 조건은 출력 1000W, 용 속도 

3m/min, 비 거리 2mm이다. 

 

3.2 용 부의 기계  특성

  필러 와이어 첨가가 용 부의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최 용  조건으로 용 한 시

험편에 하여 상온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Table 3에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와이어를 첨가하

지 않고 이  단독으로 용 한 경우 용 부의 인장 

시험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  단독 용 부와 필러 와이어 첨가 용 부 모두 

용 속에서 단하 다. 하지만, 필러 와이어 첨가의 

경우 이  단독의 경우보다 인장강도는 약 85MPa, 

연신율은 약 8% 향상되었다. 즉, 필러 와이어를 첨가하

면 용 속의 강도  연성이 이  단독 용 속 

보다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러 와이어가 첨가된 용 속이 이  단독 용

속보다 높은 강도와 연성을 나타내는 결과는 

Haferkamp 등에 의한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그는 

1.36mm 두께의 AZ31 마그네슘 합 을 AZ61A 필러 와

이어를 사용하여 Nd:YAG 이  용 한 결과, 이  

단독의 경우보다 용 속의 인장강도는 약 20MPa, 연

신율은 약 10% 향상되었으며, 그 원인은 필러 와이어 

첨가에 의한 기공 감소와 용착부족 비드형성 억제 때문

이라고 하 다7,8). 한편, Yoshida 등은 2～4.5%의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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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Fracture

location

25 200 290 9.6 WM

200 91.2 102.3 53.1 BM

250 66.8 69.9 63 BM

Fig. 4 Specimen appearance after fracture in tensile test

Table 4 Results of tensile test of welded joint at elevated 

temperatures

Fig. 2 Microstructure of weld metal welded with and 

without filler wire

Fig. 3  TEM micrograph and EDS analysis of 

precipitates observed in weld metal.

미늄을 포함하는 Mg-Al-Zn 합 을 사용하여 기계  

성질에 미치는 알루미늄의 향을 조사한 결과, 알루미

늄의 증가에 따라 상온 인장강도와 항복강도  연신율 

모두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 원인으로는 마그네슘 

기지에 고용되는 알루미늄의 고용강화 효과와 결정입내

에서 Al-Mn 석출물과 결정입계에서 Mg17Al12 석출물 

형성에 따른 석출강화  결정립 미세화 효과로 강도와 

연신율이 증가된다고 하 다9). 

  Fig. 2에 본 실험에서 필러 와이어를 첨가한 경우와 

이  단독 용 한 경우 각 용 속의 학 미경  

주사식 자 미경(SEM) 조직사진을 나타내었다. 필

러 와이어 첨가 용 속이 이  단독 용 속보다 

작고 비교  균일한 결정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 

투과식 자 미경 (TEM) 을 사용하여 용 속 내의 

석출물을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결정입내

에는 Al-Mn 화합물 (b), 결정입계에는  Mg-Al- Zn 석

출물 (a)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들은 Yoshida의 실험 결과에서 언 한 강도와 연성 

증가의 원인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AZ61 필

러 와이어 첨가에 의한 용 속 강도  연성 향상은 

기공  용착부족 비드 형성 억제와 더불어 석출물 석

출에 의한 석출강화  결정립 미세화효과에 기인한다

고 단된다. 

3.3 용 부의 고온 특성

  HCP 결정구조의 마그네슘 합 은 열악한 연신율로 

인해 상온에서 스 가공이 불가능하여 일반 으로 

특정 온도 범 에서 온간성형을 행하여 가공한다.
2-5) 

따

라서 온간성형 가공 시 용 부의 고온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필러 와이어를 첨가하여 이  용 한 마그네

슘 재의 고온인장 실험을 실시하 다. Table 4에 200

와 250℃에서 인장 시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교를 

하여 상온에서의 인장시험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4에는 단 후 시험편 모습을 나타내었다. 상온에

서 인장한 경우에는 용 속에서 단 하 으나 200℃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단 치가 용 속에서 모

재로 바 어 온간가공에 의한 용 속만의 강도와 연

성 변화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단 치가 용 속에

서 모재로 바뀜에 따라 200℃이상으로 가열하는 경우 

강도 하의 정도는 용 속이 모재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온에서 용 속과 모재의 알루

미늄 양에 따른 재결정과 결정립 성장의 차이가 원인이

라고 생각된다. Kim 등의 연구에 따르면 AZ31 마그네

슘 합 의 경우에는 227℃에서 결정립 성장이 격히 

일어나는 반면, AZ61 마그네슘 합 의 경우에는 377℃

에서 결정립 성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 한 

Watanabe 등은 AZ61 마그네슘 합 의 소성변형에 미



류충선․방국수․이목 ․장웅성

602                                                        Journal of KWJS, Vol. 26, No. 6, December, 2008

58

Fig. 5 Microstructure of weld and base metals at 250℃

치는 결정립 크기와 온도의 향에 하여 연구한 결과, 

Kim의 결과와 유사한 375℃에서 격한 결정립 성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마그네슘 합 에서 알루미

늄의 증가에 따라 결정립 성장 온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
.

  Fig. 5에 250℃로 가열한 경우 용 속과 모재의 조

직을 비교하 다. 필러 와이어가 첨가된 용 속의 경

우(알루미늄 6%) 250℃에서 결정립 성장을 나타내지 않

는 반면에 모재에서는(알루미늄 3%) 결정립의 성장이 

히 찰된다. 따라서 온간가공 시 용 속보다 모

재의 결정립 성장이 하여 모재의 강도 하가 더욱 

크게 된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이  용  시 형성되는 기공  용착부족 비드를 

억제하기 한 목 으로 AZ61 필러 와이어를 첨가하는 

용 을 실시하여 용 조건을 최 화하고, 용 부의 기계

 특성에 미치는 필러 와이어 첨가의 향에 한 연

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r 가스유량을 15ℓ/min, 와이어 송 속도를 

2.5m/min로 일정하게 하여 필러 와이어 첨가 시 최 의 

용 조건은 이  출력 1000W, 용 속도 3m/min, 비

거리 2mm이다. 

  2) 필러 와이어를 첨가한 용 속은 기공  용착부

족 비드 형성을 억제하고, Al-Mn  Mg-Al-Zn 석출

물에 의한 석출강화  결정립 미세화 효과로 이  

단독 용 속에 비해 강도와 연성이 향상된다.

 

3) 200～250℃로 온간가공 하는 경우 필러 와이어가 첨

가된 용 속은 모재보다 결정립 성장이 억제되어 상

으로 강도 하의 정도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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