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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경량화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자동차 업계

의 화두이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세

계 각국의 연비규제 강화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975

년 이후로 1만  이상의 차량을 매하는 완성차 업체를 

기 으로 자동차 기업 평균연비 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를 용하여 규제 용 10년 

만에 평균 연비를 두 배 가량 개선시켰다. 이후 미국 정

부는 2025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해 최

소 23.2 km/ℓ 연비를 규제로 내걸었으며, 완성차 업

체들은 미국 시장을 해 재보다 평균연비를 50% 

이상 개선해야만 한다1).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차량의 경량화는 연비를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실 인 안이다. 이를 

해 기에는 차체 경량화를 한 체 소재로 알루미늄

이나 마그네슘 등 비철 속을 주로 용하 으며, 최근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서는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이하 

CFRP)를 자동차 차체에 용하려 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히 일고 있다. 

  이와 같이 차체 소재는 차 스틸과 알루미늄 나아가 

CFRP까지 복합 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안정 인 소재 

용을 해서는 특히 이종소재간의 합기술 확보가 필

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  우선 스틸과 알루미늄의 

합은 기계  체결2)  본딩 합3) 외 마찰용 4-5), 폭

발압 6), 음 용 7)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찰교반

용 8-12), 이 용 13-17), 하이 리드용 18)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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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19)과 함께 아크 열원을 이용한 이징 합20-21) 

등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에 반해 속과 CFRP

를 포함한 라스틱과의 조립은 재로서는 기계  체결 

 착제를 이용한 합이 거의 부분이며, GMAW나 

GTAW 그리고 항 용 과 같은 고 인 용융용  

공정의 용은 높은 입열량으로 인해 용이 불가하다
22). 반면 체결  합 공정의 경우 응력집 , 사  표

면처리, 추가 인 무게 증가, 갈바닉 부식  사용 환경

에서의 열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23). 이에 많은 연구

자들이 스틸과 알루미늄의 이종 합과 마찬가지로 기존

의 용  공정을 활용하여 속과 라스틱의 합에 

용하고자 노력하 으며 그 결과 최근 기술 수요의 증가

에 따라 이 용 24-28), 음 용 29-32), 마찰교반용
33-36)  마찰교반 용 37-40)을 활용한 합 기술들

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서 용된 용  공정들의 특징은 바로 음  진동

이나 마찰열과 같은 열을 이용한 고상용 (Solid state 

welding) 방식이나 는 이 와 같은 간 인 도

열원(Conduction heat)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속과 CFRP의 합에는 열원의 용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열량은 통상 으로 수지의 

녹는 과 계된다. 

  이러한 수지는 열  성질에 따라서 크게 열경화성 수

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된다. 이  열경화성 수지

의 경우 한번 가열에 의하여 경화하면 3차원 구조를 취

하기 때문에 다시 가열해도 연화, 용융하지 않는 반면

에 열가소성 수지는 일정온도에서 용융하고 냉각에 의

해서 다시 고체화되는 성질로 인해 열과 압력에 의한 

합공정의 용은 열가소성 수지 기반의 복합소재만이 

가능하다22).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앞서 언 된 용  공정을 활용

한 속과 열가소성 라스틱을 포함한 CFRP의 합

기술 동향에 해 최근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리뷰

하 다. 특히 이들 각 공정의 합 메커니즘 주요 공정

변수에 해 으로 검토하 으며 합강도 비교에 

따른 공정 별 효율성에 해서도 간략히 언 하 다.

     

2. CFRP와 속의 용 기술

2.1 이 용

  이 의 비약 인 발달로 비로소 속과 라스틱의 

합 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를 이용한 속과 

라스틱의 합은 일본 오사카 학 합연구소에서 개

발되어 LAMP(Laser-Assisted Metal and Plastic) 

합법으로 명명되어 있다41). Katayama24)는 2008년 

807 nm의 장을 갖는 다이오드 이 를 이용하여 

약 90 %의 이 빔 투과율을 갖는 2 mm 두께의 PET 

소재와 3 mm 두께의 STS304 소재의 합을 시도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의 상 은 PET 소재이며 합부의 폭은 약 

10 mm로 형성되어 있고 용 열에 의해 발생된 버블이 

투명한 PET 면에 쉽게 찰된다. Fig. 1의 (A)  

(B)는 각각 인장 단시험  후 시편 형상을 나타낸 

사진으로 이 를 이용한 합 결과 약 3 kN의 강도

로 모재의 강도에 육박함을 증명하 다. 그는 이 에 

의한 속과 라스틱의 합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해 합부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SEM)으로 우선 

찰하 으며, 그 결과 속과 라스틱은 원자 는 

분자 수 에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보다 미시  근을 해 투과 자 미경(TEM)으로 

찰한 결과, PET와 STS304 소재 사이 Cr2O3의 산화막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토 로 그의 후속 연구에서 이

에 의한 속과 라스틱의 합 메커니즘에 해 

Fig. 2와 같이 설명하 다25). 우선 소재의 투과율에 따

라 속 는 라스틱 소재를 상 에 치시킨 후 

합강도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넓은 면 에 해 

이 빔을 조사하면 계면의 라스틱 측에서 기포가 발

생한다. 이 게 발생된 기포는 속한 팽창을 동반하며 

고압을 유발하며 이러한 압력이 용융된 라스틱을 

속 표면의 미세 틈이나 간격으로 어 넣음으로서 앵커

링(Anchoring)효과와 같은 기계 인 결합을 우선 으

로 만들어낸다. 뿐만 아니라 Cr2O3의 산화막이 형성된 

것을 근거로 고온의 활성 라스틱 용액이 활성화한 

속 측의 산화피막 표면에 착하여 생기는 반데르발스 

힘(물리  결합)과 함께 화학  결합이 여하여 고강

A

B

Metal: Type 304 Plastic: PET Bubbles

Joint
Elongated plastic

3mm

Fig. 1 Laser direct joint between PET and austenitic 
stainless steel Type 304 before (A) and after (B) 
the tensile shear test, showing that the base PET 
on Type 304 is elongated, leading to the pro-
duction of a strong joi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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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합 

메커니즘에 기인하여 속과 라스틱의 이 용 은 

모든 속과 PET, PA, PC 등 일부 라스틱과 강한 

합강도를 구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25). 이의 근거

를 확보하기 해 그의  다른 후속 연구26)에서는 

0.7 mm 두께의 아연도 강을 상 으로 놓고 3 mm 

두께의 CFRP를 하 으로 배치한 후 마찬가지로 다이

오드 이 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정 조건에서 합을 

시도하 다. 그 결과는 Fig. 3과 같이 특정 입열 역

에서 약 3.3 kN으로 가장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는 입열과 강도와의 계에 해 입열이 은 경우 

합 면 이 감소가 원인이며 반 로 무 큰 경우는 

CFRP의 열  손상으로 인해 강도가 하된다고 주장

하 다. 

  이상과 같이 이 를 이용한 속과 라스틱의 

합에서는 버블의 발생에 의한 용융지의 유동을 기본 구

동력으로 활용하며 이에 따라 합 계면에 기공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합을 유도하는 기공의 발생이 크고 

많게 되면 이는  합부의 강도 하를 래하게 된

다. 이에 따라 Tan27,28)은 CFRP와 속의 이 용  

시 나타나는 기공 발생 메커니즘에 해 연구하 다. 

이를 해 그는 3 mm 두께의 CFRP와 1.2 mm 두께

의 연강의 조합에서 최  2 kW 용량의 이버 이 를 

사용하여 빔 직경을 8.8 mm까지 디포커싱(Defocuing) 

시킨 후 연강의 표면에 500~900 W 출력으로 조사하

거나 는 Fig. 4와 같이 700 W의 고정 출력에서 

합 속도를 6~14 mm/s 까지 달리하여 다양한 조건에

서 합 후 나타나는 기공 발생 상에 해 찰하

다. 그 결과 라스틱 합부에 나타나는 기공의 형태

는 Fig. 4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

는데 그  첫 번째 형태의 기공은 용융지 앙에 치

하며 온도의 가장 큰 향을 받는 심부 기공이다. 이들 

기공은 라스틱 수지의 열분해(Pyrolysis) 과정에서 발

생된 가스에 의한 기공으로 그 내벽은 비교  매끈하

다. 반면 용융지 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불규

칙 으로 발견되는 기공은 수축공(Shrinkage poros-

ity) 형태로 이는 열에 의해 응고 수축응력을 받아 발

생되며 그 형상은 거친 내벽과 불규칙 한 형상 그리고 

기공 내 미세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

면 이러한 기공의 발생은 완 히 억제될 수 없으며, 최

한 방지를 해서는 속과 CFRP 간 상이한 열 도

도를 제어함으로서 가능하다고 하 다. 이를 해 그는 

Cu27) 는 Cr28) 소재의 냉각용 백킹 (Backing plate)

을 설치하여 최 한 열평형을 맞춤으로서 기공을 억제

하 으며 그 결과 백킹  용 유무에 따라 인장 단강

Laser
beam

Plastic
Heat transfer

Metal

Plastic Heat transfer

Molten area

Metal Bubble

Laser beam

Laser heated zone (Higher magnification)

Bubble Oxide film

Flow

High vapor pressure
due to rapid expansion

Fig. 2 Mechanism of laser direct joining between metal 
and plastic, showing absorption of laser in metal, 
melting of plastic due to absorbed heat, and for-
mation and expansion of bubbles inducing plastic 
flows onto oxide covering metal. The joining is 
attributed to anchor effect, van der waals force 
and chemical bonding between melted plastic and 
oxide fil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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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nsile shear test results made under different 
joining conditions about laser direct lap joints 
between CFRP to zinc-coated steel26) 

(a)
Steel

CFRP

Porosity Ⅰ

Porosity Ⅱ

Porosity Ⅱ

(b)

(c)

(d)

(e)

Fig. 4 Cross-section of CFRP/mild steel joints under the 
scanning speeds of (a) 6mm/s (b) 8mm/s (c) 10 
mm/s (d) 12mm/s and (e) 14mm/s (laser power of 
700 W)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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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9.32 MPa에서 22.14 MPa까지 상승된 결과를 

제시하 다28). 

  이상과 같이 이 를 이용한 속과 CFRP의 합

에서는 출력, 속도 그리고 에 지 도를 조합한 입열

량이 가장 요한 품질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향후 이 용 기술이 실험실 수 을 벗어나 보다 실

용화되기 해서는 용   균일한 입열 제어  정

한 클램핑 장치의 개발이 요구될 것으로 상된다. 

2.2 음 용

  기존의 용 공정 개선을 통해 이종 합을 달성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서로 물리 화학  성

질이 상이한 재료간의 합에는 되도록 은 입열과 압

력으로 고상상태에서 합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음 용 은 고상용 의 일

종으로 이와 같이 제한된 입열에서 이종재료 간의 합

을 가능하게 하며, 속끼리의 합뿐만 아니라 라스

틱의 용착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Balle29-32)은 음 용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과 CFRP의 합을 구 하고자 한 많은 연

구를 진행하 으며, 그 결과 속끼리 합할 때와 

라스틱 합할 때는 음  진동의 방향이 강도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 으로 속의 

합에서는 Fig. 5와 같이 합부와 평행 방향으로 진동

을 가하지만 라스틱의 합 는 속과 라스틱의 

합에서는 진동 방향을 수직하게 함으로써 분자 간 결

합력과 앵커링 효과가 보다 잘 일어난다고 하 다29). 

  그는 상 에 Fig. 6과 같이 구성된 시스템을 이용하

여 1 mm 두께의 AA5754와 2 mm 두께의 열가소성 

CFRP를 음 용 으로 합하고자 하 으며, 시편의 

형상은 Fig. 7과 같이 제작하 다. 이때 합부의 면

은 10 × 10 mm2로 하 으며 음  진폭은 40 ㎛으

로 고정 후 가압력과 진동에 지를 바꿔가며 합 결과 

최  31.5 MPa의 합강도를 얻었으며, 알루미늄 소

재 표면을 질산으로 산세처리를 할 경우는 54 MPa까

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 다30). 

  나아가 그의 후속연구에서는 열경화성 CFRP와 AA5754 

소재의 합 한 시도되었다31,32). 그는 열경화성 수지

와의 합을 해 수지 표면에 100 ㎛ 두께의 PA6 소

재를 코 한 뒤 동일한 장비와 형태로 합에 성공하

다. 그는 합부를 합부 앙, 합부 경계  미 

합부의 3 역으로 나 어 단면을 미시 으로 찰하

으며 Fig. 8에는 각 역에서의 단면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여기서 우선 Fig. 8의 (a)  (b)는 미 합부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열경화성 CFRP 소재 에 

PA6가 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c)  

(d)에서는 합부의 경계에서 PA6가 용융되어 손실된 

경계이다. 마지막으로 (e)  (f)는 합부의 앙부를 

보여주는데 카본 섬유가 알루미늄 소재와 직 인 

이 이 진 것이 확인된다. 

  이에 따른 속과 CFRP 간 음 합 메커니즘은 

일반 인 속의 합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음 용 은 진동과 마찰열에 의하

여 계면에 있는 산화막  오염막이 괴되어 활성화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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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on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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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An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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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welding

Ultrasonic
plastic welding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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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trode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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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ing
partners

Anvil

Ultr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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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plastic welding

Fig. 5 Schematic comparison between ultrasonic plastic 
and metal welding29)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ultrasonic metal welding: 
(1) sonotrode tip (2) anvil (3) clamping for CF/ 
epoxy-PA6-Al joint (4) CF/epoxy-PA6 sheet and 
(5) AA5754 sheet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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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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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F/epoxy-PA6-AA5754 joint after ultrasonic 
weldin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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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속 간의 상태에서 강력한 합이 이루어지는

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CFRP에 코 된 열가소성 PA6

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 가압  진동이 시작되면 계면

의 강한 마찰로 온도가 매우 빠르게 상승되며 이로 인

해 PA6가 용해되기 시작한다. 이 게 용해된 PA6는 

가압에 의해 합부의 가장자리 역으로 벗어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활성화 된 알루미늄 표면이 

탄소 섬유와 직  함으로써 앵커링 효과가 일어나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 열경화성 

CFRP와 알루미늄의 합에 최  34.8 MPa의 합강

도를 얻을 수 있었다31). 

  이상과 같이 음 를 이용한 속과 CFRP의 합

에서는 가압력과 진동에 지 그리고 합부의 표면 상

태에 의해 강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열경화성 소

재의 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화를 

해 보다 요한 것은 음  혼과 강건한 클램핑 장

치의 설계기술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3 마찰교반용

  통 인 마찰교반용  기술은 고상상태에서 합이 

이 지므로 특히 알루미늄을 포함한 비철 속의 용 이

나 이종 속간의 용 에 매우 효과 인 기술로 사용되

고 있다. 본 공정은 다양한 소재 조합에 해 이미  

세계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속과 라스

틱 간 용 의 경우도 최근 기술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

를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이러한 마찰교반용 에서의 에 지원은 음 용 과 

마찬가지로 마찰열과 가압력에 의하며, 회  툴에 의한 

속 소재의 마찰 발열이 라스틱으로 도되어 계면 

용착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이에 Wirth33)는 

Fig. 9와 같이 마찰교반용 에서 핀에 의한 라스틱과 

속 소재간의 교반없이 단순 발열에 의한 합을 시도

하 다. 그는 2 mm 두께의 AA6082 소재를 상 에 

치 후 하 에 유리섬유(Glass fiber)가 15% 보강된 

PA6 기반 유리섬유강화 라스틱(GFRP)과 합하

다. 이때의 공정변수는 툴의 회 속도, 용 속도 그리

고 가압력이 되며, 표면상태 한 주요 변수이다. 각종 

변수 조합에 따라 시편 제작 후 인장 단시험을 실시한 

결과 알루미늄 표면에 이  텍스처링(Texturing)을 한 

경우와 블라스 (Blasting) 처리를 한 경우 각각 최  

11 N/mm2  7 N/mm2의 결과를 도출하 다.

  한편 Liu34)는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각각 2 mm 

두께의 알루미늄과 MC Nylon-6 소재를 합하 으

며, 공정변수가 강도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 다. 

Fig. 10은 합된 시편의 상/하부 모습  인장 단시

험 후 단 치를 보여주고 있다. 합부의 상면은 Fig. 

10의 (a)와 같이 일반 인 마찰교반용 의 형태를 보

이며 하부는 (b)와 같이 합의 흔 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인장 단시험 시 단은 계면 체에서 일어나

는 것이 아닌 계면 끝 단 일부만이 단된다. 이때 최

 인장 단강도는 7.8 N/mm2가 도출되었다. 그는 

Wirth3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툴의 회 속도와 용 속

도가 가장 요한 공정변수라고 하 으며, 특히 회 속

도를 증가시킬수록 내부 기공의 크기가 감소하고 강도

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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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cal micrographs of several cross-section of 
CF/epoxy - PA6 - AA5754 joints after ultrasonic
metal welding at 2300 J and 280 N, 40 ㎛ ultra-
sonic amplitud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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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Nakatsuka35)는 마찰교반용 을 이용해 2 mm 

두께의 AA5052 소재와 3 mm 두께의 CFRP 소재의 

합을 실시하 다. 그는 이  연구자들과 달리 합속

도를 100~2,000 mm/min까지 변화해가며 합 후 

실시간 발열 온도를 측정하 으며, 합 속도에 따른 

인장 단강도를 비교하 다. 한 이  연구자들과 마

찬가지로 알루미늄 소재의 표면처리 여부에 따른 강도

도 비교하 다. 

  그는 알루미늄 소재에 해 수산화 표면처리를 하

으며 그 여부에 따라 1.0 kN에서 2.9 kN까지 최  3

배 정도 차이가 남을 본 연구를 통해 증명하 다. 한 

Fig. 11과 같이 동일한 툴 회 속도와 가압 조건에서 

합 속도에 따른 발열량을 비교하 다. 일반 으로 

CFRTP의 녹는 은 498 K이며, 열분해는 623 K에서 

시작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낮은 용 속도로 인해 

열분해 온도 구간에 많이 노출될수록 합부의 성능이 

하되며 이는 Fig. 12의 인장 단시험 결과로도 증명

된다. 일반 으로 낮은 용 속도에서 보다 많은 입열로 

인해 수지의 열분해가 진되기 때문에 입열량을 정확

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합속도가 

1,600 mm/min 조건에서 2.9 kN의 가장 높은 인장

단강도가 나타났으며 그 이상에서는 불충분한 용융 

시간으로 인해 차 감소되었다. 

  이상으로 마찰교반용 공정을 활용한 속과 CFRP

의 합 한 합 표면의 상태  입열의 제어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마찰교반용

과 달리 툴 핀이 존재하지 않아 교반작용 없이 순수 마

찰열의 도에 의한 합이므로 합 메커니즘은 앞선 

2.1 의 이 용 과 매우 유사하다. Fig. 13은 마찰

교반용 에서의 함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36). 마

찰열에 의해 수지가 녹는  이상으로 가열되면 기포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이는 곳 팽창하며 용융 라스틱의 

 

Fig. 10 Typical friction lap welding joint processed us-
ing tool with dimension of 20 mm in diamete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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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앵커링 효과가 

발생함과 함께 반데르발스 힘에 의한 결합도 추가 으

로 형성됨에 따라 강도가 발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에 앵커링 효과를 보다 극 화하기 해서는 알

루미늄 는 라스틱 소재의 표면처리가 요구된다. 

     

2.4 마찰교반 용

  마찰교반 용 은 일반 으로 마찰교반용 과 동일한 

공정으로서 단지 툴의 이동이 없이 제자리에서 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마찰교반 용 의 경우 핀에 

의한 키홀(Keyhole), 핀홀(Pin hole), 루 홀(Probe 

hole) 등으로 불리는 빈 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공간은 기계  강도 하 뿐만 아니라 외 상의 문제와 

집  부식 가능성을 유발한다42). 따라서 이러한 키홀

을 채워 넣기 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재 가장 상용화 되어있는 공정은 Fig. 14와 같다. 여기

서 마찰교반용  툴은 핀과 슬리 가 독립 으로 구동하

는 특징이 있다. Fig. 14 (1)과 같이 일단 슬리 의 회

마찰을 통해 재료를 가열하게 되면 재료는 소성 유동

을 하며 핀이 있는 공간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때 (2)

와 같이 슬리 를 올리며 핀을 내려 유동 속을 제 자

리에 다시 채워 넣고 최종 으로 (3)과 같이 응고가 완

료되면 종료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기존의 마찰교반 용  

시 문제되던 키홀의 완벽한 제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동종소재43) 뿐만 아니라 스틸과의 이종

합44) 그리고 나아가 복합소재와의 합37-40) 한 많

이 연구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Helmholtz-Zentrum Geesthact사는 

2012년 본 공정을 이용하여 Fig. 1545)와 같이 CFRP

와 속의 겹치기 이종 합에 성공하 으며, Goushegir 
37-40)는 이와 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 다. 

그는 2 mm 두께의 알루미늄과 2.17 mm 두께의 CFRP 

소재를 개발된 마찰교반 용  공정으로 합하고자 하

으며 그의 첫 번째 연구결과로 표면처리되지 않은 알

루미늄과 CFRP의 합에서 27 MPa의 인장 단강도를 

얻었다37). 이후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알루미늄 소재를 

샌드블라스  표면처리하여 표면 조도(Ra)를 0.68 ㎛에

서 4.5 ㎛으로 거칠게 한 결과 합강도를 43 MPa까

지 상승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소개된 타 공정들

과 마찬가지로 속과 라스틱 간의 앵커링 효과를 향

상시킨 원리로서 마찰교반 용 에서 한 표면처리가 

입열량과 함께 상당히 요한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이후 그의 후속 연구에서는 마찰교반 용 의 공정변

수와 합강도와의 상 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38). 이를 해 그는 합 품질  강도에 향을 미

치는 인자를 ① 툴의 회 속도, ② 삽입 깊이, ③ 합 시

간  ④ 가압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완 요인배치(Full 

factorial design)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합강도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것은 합 면 (Bonding area)이며, 이러

한 합 면 은 Fig. 16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합

부 단면은 CFRP면을 기 으로 소성변형부와 열 향

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합부의 강도는 실제 소성변

형부(Fig. 16 (b)의 PDZ 역)의 면 에 의해 결정되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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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ing
ring

Metal

Polymer

(1) (2) (3)

Nub

 

Fig. 14 Schematic of the Friction stir spot joining tech-
nique (sleeve plunge variant). (1) The sleeve 
plunging softens the metal alloy; (2) spot refill-
ing and (3) joint consolidation37) 

Fig. 15 Friction spot joining is one of several techniques 
developed by Helmholtz-Zentrum Geesthacth 
for joining CFRP to metal for hybrid automotive 
construction45) 

(b)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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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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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Schematic illustration of an Friction stir spot 
joining fracture surface in witch the bonding 
zones are indicated; (b) a real fracture surface: 
the transition zone (TZ) and plastically deformed
zone (PDZ) are indicated by solid ovals on the 
composite side, whereas the dashed oval on the 
aluminum shows the AZ regio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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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 면 과 공정변수 간의 상 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툴의 회 속도와 합 시간이 가장 큰 향인

자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 입열량을 의미한다. 그의 

실험계획에 의한 역 범 에서의 공정 온도는 370~ 

474 ℃ 사이로 측정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최 조

건에서의 합강도는 2.28 kN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  도출된 공정조건에서 보다 강

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알루미늄과 CFRP 사

이에 약 100 ㎛ 두께의 PPS 필름을 삽입재로 넣고 

합을 시도하 다39). 이러한 시도는 앞선 2.2 의 음

용 에서 열경화성 CFRP와 속의 합을 해 Balle31)

가 수행한 실험과 유사하다. 실험 결과 삽입재에 따른 

합 강도는 합 면 과 앵커링 효과의 증 로 인해 

기존 비 최  55 %(3.07 kN)까지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PPS 필

름이 마찰 발열과정  계면에서 용융  재결정이 일

어나며 속과의 결합력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도움을 

다고 하 다. Fig. 17은 삽입재를 사용한 합 결과

를 보여 다. 우선 Fig. 17 (A)는 마찰교반 용 을 

이용하여 알루미늄과 CFRP를 합된 거시  단면이

다. (B)는 소성변형부 끝단(Fig. 16(b)의 PDZ 경계)

을 보여주는데 알루미늄 계면의 틈새로 수지가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가장 발열이 많이 발

생하는 합 앙부로 탄소섬유가 속과 강하게 결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음

용 으로 합된 Fig. 831)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D)는 합부와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으로 

알루미늄과 CFRP 사이에 약 100 ㎛ 두께의 PPS 필

름이 여 히 잔존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Pabandi40)의 경우 변형된 방식의 마찰교반 용

 공정을 응용하여 2 mm 두께의 AA5052와 CFRP를 

합하 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Threaded Hole Friction 

Spot Welding(이하 THFSW)로 공정의 개념은 Fig. 

18과 같다. 본 공정의 특징은 알루미늄 합 앙부에 

지름 4 mm 정도의 나사선이 가공된 구멍을 치시키

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Fig. 18 (b)와 같이 평평한 

툴의 회 으로 마찬가지로 마찰발열을 일으키게 되면 

(c) 수지가 유동되기 시작하며 (d) 이것이 나사선 가공

된 구멍을 역으로 채워지며 공정이 종료되는 원리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알

루미늄과 CFRP 간에 나사선에 채워진 수지와의 결합

력에 더해 기존과 같이 속과 수지 계면의 서로 다른 

두 가지 결합력을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는 본 

연구에서 다른 공정변수들은 고정한 채 툴의 회 속도

만 500 ~ 2,000 rpm으로 바꿔가며 합한 후 외 , 

단면  강도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9  Fig. 

20과 같다.  

  우선 Fig. 19는 회 속도 변화에 따른 비드 상부 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회  툴의 직경은 20 mm

를 사용하 다. 비드 상부에 사  가공된 구멍을 통해 

수지가 돌출되며 재응고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표면

의 조도는 회 속도의 증가에 따라 보다 양호한 형태를 
(b) (c)

(d)

Al 2024-T3 Nub 

B-PM-NM-Ma-AA2024-PPSCF_09

2 mm 

100 ㎛

Al 2024-T3 Al 2024-T3

Al 2024-T3

50 ㎛

100 ㎛

(a)

B C D

CF-PPS CF-PPS

CF-PPS

CF-PPS

PPS-film
 

Fig. 17 Microstructural details of the joint interface: (a) 
cross-section of an FSJ joint with interlayer; (b) 
entrapped molten polymer into the crevices of 
the aluminum surface; (c) embedded carbon fibers 
by the deformed aluminum (black arrow), and 
micro-voids indicated by the white arrows; (d) 
interface of aluminum/interlayer/composite39)

Threaded
hole

(a) Positioning (b) Frictional heating and
axial pressure

(c) Filling the threaded hole
by molten polymer

(d) Filled hold by molten polymer

(e) Tool retracting (f) Completed joint

Flow of the
melted

polymer

Re-solidified
polymer

 

Fig. 18 Schematic of the different steps for the THFSW 
proces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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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Fig. 20은 이들의 단면을 찰한 결과로서 회

 속도(입열량)에 따라 Fig. 20 (a)의 500 rpm의 

경우는 입열에 따라 언더필 상을 나타냈으며, (c) 

 (d)의 경우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다. 본 THFSW 

공정에서의 결합력은 Fig. 20 (b)를 통해 설명이 가능

하다. 사 에 가공된 나사선의 틈새로 용융된 수지가 

강하게 결합됨과 동시에 20 mm의 넓은 직경에 걸쳐 

알루미늄과 수지 간 본딩 합이 실 되었다. 이와 같

은 강력한 결합은 인장 단강도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  28 MPa의 강도를 얻었으며 이는 

수지강도의 80 %에 육박하는 수 이다.      

3. 합공정 비교
 

  앞서 설명한 속과 CFRP의 합공정은 모두 제한

인 입열 조건에서 합이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CFRP

의 기지(Matrix)로 사용되는 PA6의 경우 230 ℃ 근

방에서 용융이 시작되며, 350 ℃가 넘어가게 되면 열

분해가 일어난다. 이에 이상 으로는 350 ℃ 이하에서 

합이 이 져야 하나 활성화된 속 표면과의 합을 

해서는 그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며 2 에서 언 된 

모든 공정에서의 합 시 발생되는 온도는 최  500 ℃

를 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입열을 제어하는 방식은 각 공정별

로 차이가 있다. 우선 이 용 의 경우 ① 이  출

력, ② 용 속도 그리고 ③ 빔 형상에 따른 에 지 도

를 제어함으로써 입열량을 조 한다. 이 공정은 비

식 방법으로 실용화 시 빠른 용 속도와 자동화를 용이

하게 구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반면 고가의 이  

장비와 균일한 가압력을  수 있는 고도의 클램핑 장

치기술이 요구되며 한 공정 조건의 제어도 타 공정에 

비해 까다롭다. 

  다음으로 음 용 의 경우, ① 음  진폭, ② 진

동에 지, ③ 합 유지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가

압력이 주요 공정변수이다. 본 공정의 장 은 속과 

CFRP의 합공정  가장 강력한 합강도를 나타낸

다는 것이다. 한 빠른 합속도와 낮은 에 지 소모

만으로도 공정의 구 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비의 구성

이 비교  복잡하고 합 면   형상의 제약이 존재

하는 단 이 있다. 

  마찰교반용 의 입열 제어를 한 공정변수는 보다 

간단하다. 주요 변수로서는 ① 툴의 회 속도, ② 용

속도 그리고 ③ 가압력으로 간단한 제어 변수와 기존의 

마찰용 장비를 사용하여 그 로 활용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본 공정의 최  단 은 바로 취약한 합

강도 그리고 제한된 합부 형상에 있다. 뿐만 아니라 

앵커링 효과를 증 시키기 해서는 속 소재의 표면

(c)

(a) (b)

(d)

5 mm 5 mm

5 mm 5 mm

(c)

(a) (b)

(d)

5 mm 5 mm

5 mm 5 mm

 

Fig. 19 Joint surface appearance at different rotational 
speeds: (a) 500 rpm, (b) 1,000 rpm, (c) 1,500 
rpm and (d) 2,000 rpm40)

(a) (b)

(c) (d)

(a) (b)

(c) (d)

Fig. 20 Sterograph images from cross section of the joint
at the rotational speed of: (a) 500 rpm, (b) 1,000 rpm,
(c) 1,500 rpm and (d) 2,000 rpm40)

50

Adhesive
bonding

Sh
ea

r 
st

re
ng

th
 (

M
P

a) 40

30

20

10

0
Laser

welding
Ultrasonic
welding

FSW FSSJ FSSJ with
interlayer

Fig. 21 Qualitative analysis of mechanical performance 
of the currently available techniques for metal 
composite structure



김  용․방 희 선 

492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6, No. 5, 2018

36

처리가 필수 이다. 

  마지막으로 마찰교반 용 의 경우도 마찰교반용 과 

공정변수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본 공정은 마찰교반

용 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합강도를 나타낸다. 다

만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고 구성 한 비교  복잡하여 

숙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상된다. 

  Fig. 21은 앞서 소개된 공정을 인장 단강도로 비교

한 그래 이며 각 공정별 최 값을 기록하 다. 여기서 

본딩 합강도는 용 공정과 비교하기 해 별도로 조

사 후 삽입하 다46). 이들 공정은 합과 선 합 는 

면 합으로 이음 형태가 모두 달라 합 강도만을 

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Fig. 21을 통해 그 

효율성은 충분히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1을 보면 음 용 공정이 타 공정에 비해 월등한 

효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음 진동에 의해 속 표면의 

활성화가 타 공정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어 라

스틱 소재의 열화(Degradation)가 가장 게 일어났

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PPS 필름을 삽입재로 사

용한 마찰교반 용 의 합강도도 음 용 에 필

한다. 이에 향후 실용 실용화를 해서는 자동화의 수

, 합 상의 사용 환경  요구사항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공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기존의 용  공정을 활용한 CFRP와 

속의 합기술 동향에 해 최신 발표된 논문들을 심

으로 기술하 으며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속과 CFRP의 합에는 매우 제한된 입열만이 

요구되므로 기존의 용융용 공정은 용이 불가하며 

이 용 , 음 용 , 마찰교반용   마찰교반 용

 공정 등 고상용  방식이나 도용  방식만이 실용

화를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이들의 합 메커니즘은 용융 라스틱이 속 표

면의 미세 틈이나 간격으로 침투함으로서 발생되는 앵

커링 효과를 기본으로 하며 반데르발스 힘(물리  결

합)과 함께 화학  결합이 복합 으로 여하여 고강도

의 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3) 각 공정에 한 인장 단강도 최 값을 비교한 결과 

음 용 이 54 M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마찰교반용 의 경우 속 소재에 표면처리를 실시하

음에도 불구하고 8.0 MPa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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