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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similar welding between magnesium alloy and steel sheet was required in automobile industry to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dissimilar joints. Laser brazing is one of the good joining processes for Mg- steel dissimilar joint.

 In this study, AZ31 magnesium alloy and Zn coated steel dissimilar joint was brazed using diode direct laser with 
Mg600 filler wire and Superior #21 flux. The wetting of Mg filler wire on Zn coating was very good because of the 
formation of eutectic phase with low melting temperature. The strength of the brazed joint between AZ31 magnesium 
alloy and Zn coated steel was 131.3N/mm. The fracture occurred at brazement. 

Keywords: AZ31 Mg alloy(AZ31 마그네슘합금), Dissimilar joint(이종이음부), Zn coated steel(아연도금강판), Laser 
brazing(레이저 브레이징), Diode direct laser(다이오드레이저)1)

1. 서 론

마그네슘 합금은 중량 대비 강도가 높은 대

표적인 경량구조용 소재이다.1 또한 주조성이 

우수하여 엔진헤드커버, 오일팬 등의 자동차 

부품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진동흡수능이 

우수하여 고급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대부분이 

마그네슘합금으로 제조되고 있다.2,3 최근에는 

박판주조 및 온간압연에 의하여 마그네슘합 판

재의 제조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차체 혹은 판

넬류를 마그네슘 합금판재로 제조하려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4-7 GM은 Cadillac STS의 트

렁크리드(trunk lid)에 내판과 외판에 각각 AZ31B 
마그네슘합금 및 AA5083 알루미늄합금을 적용

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8

철강재료는 자동차 부품용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합금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철강재료와 이종접합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마그네슘은 철에 고용이 않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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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직접 용접은 거의 불가능하다. 삽입금속

을 사용하는 브레이징 기술에 의하여 마그네슘

과 철강의 접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Liqun Li9 등은 용융아연도금 DP980과 AZ31 
마그네슘합금의 이종이음부를 레이저 브레이징

하여 최대 52.3MPa의 접합강도를 얻었다. 용융

아연도금강판 혹은 합금화아연도금강판은 아연

도금층과 소지강판의 계면에 Al-Fe 혹은 Si-Fe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어 도금층 자체의 접합

강도가 낮기 때문에 브레이징을 하더라도 파단

이 도금층과 소지강판의 계면에서 발생하여 강

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

강판의 이음부를 레이저로 브레이징하여 접합

부 특성 및 접합 강도를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쌍롤주조법 및 온간압

연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두께 2.0mm의 AZ31 마
그네슘합금이었으며, 인장강도는 274MPa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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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연신율은 12% 가량이었다. Table 1 및 Table 
2에 실험에 사용된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화학

성분 및 물성을 나타내었다.
철강소재는 두께 2μm 가량의 아연층이 전기

도금되었으며, 소재 두께는 0.8mm이었다. Fig. 
1은 본 실험에 사용된 소재의 도금층 분석결과

이다. 인산염처리에 의하여 표면에서 산소 및 

인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도금층과 소재강판 

사이에서 Al-Fe 혹은 Si-Fe 등의 금속간 화합물

층은 검출되지 않았다.

Table 1 Chemical contents of AZ31(wt%)

Al Zn Mn Mg

3.07 0.82 0.29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AZ31

Thick. YS TS El.

2.0mm 215MPa 274MPa 12%.

Fig. 1 Depth profile of elements from the surface.

브레이징을 위한 삽입금속으로는 Titanum Brazing 
사의 직경 2.4mm TiBraze Mg600을 사용하였고, 
플럭스는 Superior Flux & Mfg.사의 분말형태의 

#21을 사용하였으며, 플럭스 반응온도는 480-620℃
이었다.

브레이징에 사용된 레이저는 파장 808nm 및 

최대출력 4kW의 다이오드 레이저(diode direct laser)
이었으며, 레이저빔의 집속은 초점거리 125mm
의 투과광학계를 사용하였다. 집속점에서 레이

저빔의 크기는 1mm × 12mm 이었는데, 이음부

의 충분한 가열을 위하여 초점위치는 재료표면

으로부터 30mm 가량을 오조준(δ=+30mm)하였다.10

브레이징 접합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접합부 단면에 대한 조직검사를 하였다. 부

식액은 아세트산(20ml), 피크린산(3g), 에틸알콜

(50ml) 및 증류수(20ml) 혼합액으로 부식시켰으

며,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브레이징 접합부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브레이징 시편을 방전가공하여 인장시편을 제

작하였고, 최대용량 10kN의 로드셀이 장착된 

기계식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2mm/min의 변형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2 Wetting of filler wire on Zn coated steel with flux.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브레이징 접합부 형성

레이저 가열에 의한 전기아연도금강판 표면에 

대한 삽입금속 TiBraze Mg600의 젖음성을 알아보

았다. Fig. 2는 가열 시간 경과에 따른 플럭스 및 

삽입금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프레임당 경

과시간은 33.3ms 이며, 0F에서는 길이 10mm 가

량의 삽입금속이 플럭스에 덮인 상태로 아연도금

강판 표면에 놓여 있다. 10F은 출력 1400W의 레

이저가 조사되고 약 0.333초 경과 후이며 파장 

808nm의 근적외선 레이저에 의하여 강한 붉은색

이 관찰되었다. 백색의 플럭스 및 삽입금속으로

부터 대부분의 레이저가 반사되어 해당 픽셀의 

CCD소자가 포화되어 백색으로 관찰되었으며 플

럭스 및 삽입금속의 변화는 없었다. 20F 이상에

서는 사진에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플럭스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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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용융되고 삽입금속의 모서리부분이 용융

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삽입금

속은 용융되고 표면장력에 의하여 구형으로 변화

되었다. 35F는 레이저가 꺼지고 180ms 가량 경과

한 것으로 중력에 의하여 타원으로 형상이 다소 

변하였으나 젖음은 형성되지 않았다. 상당량의 

플럭스가 용융되어 아연도금층 및 삽입금속의 표

면 청정(surface cleaning)이 이루어졌지만, 많은 

양이 용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Fig. 3은 AZ31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

강판 이종이음부에 대한 레이저 브레이징 작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아연도금강판 위에 

AZ31 마그네슘 합금을 겹치고 그 모서리에 삽

입금속 및 플럭스를 도포한 후, 레이저를 연속

적으로 조사하여 브레이징을 하였다. 사진에서 

우측은 레이저 브레이징이 완료된 것이며, 좌

측은 브레이징이 이루어지기 전 삽입금속에 플

럭스가 도포된 것이다. 중앙의 밝은 흰색으로 

관찰되는 부위는 플럭스에 레이저가 반사되어 

생긴 것이며, 그 상부의 붉은 기체는 플럭스가 

분해되어 형성된 것이다.

Fig. 3 Laser brazing of Mg/steel dissimilar joint.

Fig. 4 Stroke - load curve for Mg/steel brazed sample.

3.2 브레이징 접합부 강도

브레이징 접합부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브레이징 접합시편을 가공하여 인장시험을 수행

하였다. 마그네슘과 철강 이종접합부는 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전가공에 의하여 시편을 절

단하였다. 모재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강도가 낮

기 때문에 별도의 게이지부 가공은 없었다.
Fig. 4는 AZ31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

강판 이종이음부의 레이저 브레이징 시편에 대

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브레이징 

부의 품질편차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을 하였는데, 하중은 변위(stroke)
에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파단이 발생하는 순간

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길게 연신

이 된 곡선은 시편 물림부에서 미끄러짐이 발

생한 것으로 강도는 다소 높았다. AZ31 마그

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강판 이종 레이저 브

레이징부의 접합강도는 131.3±10.79N/mm이었

다. 일반적으로 전단인장강도는 수직인장강도

의 70% 가량인데, 이종 브레이징부 접합강도

는 모재와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3.3 브레이징 접합 파단면 분석

AZ31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강판 이

종 브레이징부의 접합상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인장시험 후 파단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Fig. 5는 전형적인 브레이즈먼트(brazement) 파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아연도금층, 소재강판 

및 브레이즈먼트로 구성된다. 아연도금층은 삽

입금속과 합금층을 형성하지 못한 강판표면의 

도금층이며 브레이징 작업시 가열에 의하여 코

팅층의 특성이 바뀌었다. 소재강판은 표면의 

아연층이 삽입금속과 합금을 형성하고 인장시

험시 박리되어 소지강판이 노출된 것이다. 브

레이즈먼트는 비교적 강도가 높아 일부가 강판

표면에 접합된 것이다.
Fig. 6은 Fig. 5에서 비교적 접합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소지강판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에서 1은 일부의 브레이즈먼트가 소지 강판에 

융착된 상태로 잔존하여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

내는 부위이고, 2는 브레이즈먼트와 소지강판의 

접합이 불완전하여 계면에서 분리된 부위이다.
Table 3은 Fig. 6에서 1 및 2 부위의 화학조것

을 나타낸 것이다. 1영역은 브레이즈먼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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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이 발생하여 90%이상의 마그네슘으로 구성

되었다. 2는 접합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위

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이 철로 구성되었다.

Fig. 5 Fracture surface of AZ31/steel brazement.

Fig. 6 SEM analysis of steel surface after tensile test.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brazement

1 2
Zn 3.54 -
Mg 90.25 -
Al 6.23 5.19
Fe - 94.81

3.4 브레이징 접합 계면 분석

AZ31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강판 이

종 브레이징부의 접합강도가 낮은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접합계면에 대한 조직검사를 수행

하였다.
Fig. 7은 접합부 단면에 대한 저배율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Mg-Zn 상태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융점의 Mg-Zn 공정상 형성

에 의하여 젖음성이 매우 양호하였다. 브레이

징부의 선단 및 루트(root)부는 플럭스에 의하

여 접합이 불완전하였고 선단인근은 비교적 양

호한 접합부를 보였다.

Fig. 7 Cross-sectional view of Mg/steel brazement.

Table 4 Analysis of chemical contents

　 1 2 3
Zn - 4.70 3.34 
Na 7.37 - -
Mg 33.01 93.01 47.54 
Al 49.13 2.28 7.09 
Mn 0.87 - -
Fe 9.62 - -
Cl - - 0.60 
O - - 38.29 
Ni - - 3.14 

Fig. 8은 접합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진 

부위의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저배율 사

진에서 Zn 도금층과 소지강판의 반응층은 불

명확하였다. 브레이즈먼트는 마그네슘 기지에 

다량의 Mg-Zn 공정조직이 형성되었다. 모서리 

부위에는 플럭스 잔존물로 보이는 물질이 혼입

되었다.

Fig. 8 Cross-sectional view of brazed interface.

Fig. 9는 그림 8의 비교적 양호한 접합이 이

루어진 접합계면을 SEM 분석한 것이다. 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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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는 불분명하였으나, 고배율 SEM 관찰에

서는 브레이즈먼트와 소지강판의 계면에 반응

층이 형성되었다. 브레이즈먼트에서 구형으로 

관찰되는 부위는 β상의 Mg-Al 금속간화합물이 

부식액에 용해되어 형성된 것이다.
Table 4는 Fig. 9에서 각각 1, 2 및 3 영역에 

대한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영
역은 소재강판의 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

분 Mg와 Al로 구성되어 있지만, 소지강판으로

부터 확산된 Mn, Fe 및 플럭스에서 혼입된 것

으로 예상되는 Na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전기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도금층 계면에서 Fe-Al 
금속간화합물칭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브레이

징을 하는 경우에는 삽입금속 혹은 마그네슘모

재의 Al이 확산되어 Fe-Al 금속간 화합물층을 

형성하였다. 2영역은 강판 표면으로부터 공급

되어 Zn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층이

며, 3영역은 플럭스에 의하여 제거된 표면 이

물질이 혼입된 것이다.

Fig. 9 Analysis of steel/brazement interface.

4. 결 론

마그네슘합금과 전기아연도금강판의 이종이

음부에 대한 레이저 브레이징 특성에 대한 연

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용된 레이저 파장에 대한 Superior #21 
플럭스의 흡수율 다소 낮아서 브레이징 종

료 후에도 일부가 미 용융상태로 존재하였

으나, 플럭스 작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2) 브레이징부의 접합강도는 131.3±10.79N/mm

이었다.
 3) 접합부 파단면은 아연도금층, 소재강판 및 

브레이징부 3영역으로 대별되었으며, 소재

강판이 노출된 부위에서는 부분적으로 마

그네슘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소재강판과 

마그네슘 계면의 접합강도가 브레이징부 

자체의 강도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소재강판과 브레이징부 계면은 Mg-Al-Fe 금

속간 화합물층, 입자상의 Zn 농화 Mg-Al-Zn 
합금상 및 Mg-Zn 공정상 등이 형성되었으

며, 플럭스 성분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아

연도금강판의 도금층과 소재강판의 계면에 

Fe-Al 합금층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브레이

징에 의하여 삽입금속 혹은 마그네슘모재

의 Al이 확산에 의하여 이동되어 브레이징

부와 소지강판의 계면에 Mg-Al-Fe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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