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37 No.3(2019) pp212-219
https://doi.org/10.5781/JWJ.2019.37.3.3

1. 서    론

  자동차시장은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규제에 응하기 

하여 차량 경량화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차

량 경량화를 하여 알루미늄, 고강도강, 복합소재 

등의 경량소재 용이 증가하고 있다2,3). 특히, 알루미

늄은 기존 강재 심의 차체 경량화를 해 재 가장 

경제 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낮은 소재이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스틸의 이종 속 합은 아크용 과 같은 

기존 용융용 을 사용할 경우 취성이 강한 IMC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CMT(Cold Metal Transfer)와 같

이 특수한 아크용 법4,5)을 용하거나 입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 를 이용6)하여 IMC층을 제어하는 연

구결과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마찰교반 용 7), 음  

용 8)과 같은 고상용 을 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IMC 층의 두께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에 블라인드 리벳, FDS (Flow Drill Screw), SPR 

(Self-Piercing Rivet) 등의 기계  체결이 제안되었

다. 특히 SPR 합은 홀가공이 불필요하고 공정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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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SPR joint, it was observed that the joint load increased with increasing aluminum strength up to 
320 MPa. Nevertheless, the thickness of top aluminum was found to not affect the joint strength between 
the thickness of 1.5 ~ 2.5 mm. In steel(top)-aluminum(bottom) SPR joint, it was found that joint strength did 
not change with aluminum strength but increased with increasing aluminu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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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며 다른 용융용  공정에 비해 유해부산물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SPR 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알루미늄 SPR 합9), 스틸 

SPR 합에서 리벳의 Flaring에 한 연구10), 마그네

슘 SPR 합11) 등 난 합성 동종소재의 SPR 합에 

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 이종소재의 SPR 

합에 한 연구는 리벳길이와 다이형상에 따른 SPR 

합성 평가12), 모재스틸 코 층에 따른 SPR 합하  

비교13,14),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이종소재의 SPR 

합특성 연구15,16)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강재의 이종소재 SPR 합에서 모재의 강도와 두께에 

따른 합성에 한 연구는 부족하 기 때문에 본 연구

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의 상하  치에 따른 알루

미늄 모재강도  알루미늄 두께에 한 SPR 합성을 

평가하 다. 사용된 소재는 알루미늄 합  4종류와 

590 MPa  강 을 사용하 다. 단면 품질 측정인자인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의 상 계를 분석하

으며 SPR 합 인장하   단모드를 평가하 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Table 1과 같이 4종류의 알루미늄 합

(Al5754 H18, Al5083 H32, Al6061 T6, Al5052 

H32) 모재로 사용되었다. 스틸 모재는 두께 1.0 mm의 

SPFC590DP를 사용하 다.

  모재 인장평가는 ASTM E8M 규격 (Fig. 1)에 따

라 진행하 고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SPR 합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Bollhoff 사의 유

압식 RIVSET® GEN 2 (Fig. 2)를 사용하 으며, 

Setting force는 최 78 kN까지 사용 가능하다.

  SPR 리벳은 480±30 Hv의 경도값을 가지며 표면에 

Almac 코 처리 된 보론강 (Boron steel) 재질을 사용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리벳과 다이는 Bollhoff사 

제품을 사용하 다. Fig. 3 과 같이 리벳 다리 끝부분이 

뾰족한 C-type 리벳을 사용하 으며, 다이는 바닥면이 

평평한 형태인 FM-type 다이를 사용17)하 다.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 인장시험편은 Fig. 4

와 같이 KS B ISO 14273 시험편 규격으로 제작18)하

다.

  Fig. 5는 SPR 합부 단면의 주요 측정인자를 표기

하 다. 상부 재로부터 리벳이 돌출된 길이인 Head 

Fig. 2 Configuration of self-piercing rivet equipment 

(a) (b) (Unit:mm)(Unit:mm)
Ø9 Ø7.8  

5 1.
8 

Fig. 3 Geometries of C-type SPR rivet (a) and FM-type 
SPR die (b)

100 mm
Rivet

30 mm

30 mm

Top sheet
Bottom sheet

170 mm

Fig. 4 Tensile shear specimen geometry of SPR joints 

Material Thickness [mm) UTS [MPa) YS (MPa)

Al5052H32 1.2, 1.5, 2.0, 2.5 228 193

Al5754H18 2.0 305 280

Al5083H32 2.0 320 250

Al6061T6 2.0 326 287

SPFC590DP 1.0 609 374

(Unit:mm)

200

R
12.512

.550

20

Fig. 1  Schematic diagram of ASTM E8M standard

Table 1 Tensile strength of bas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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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는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측정하 으며, 본 연구

의 모든 실험에서 Head height는 0±0.05 mm로 유

지하 다. 하 에서 리벳이 벌어진 길이인 Interlock과 

리벳이 삽입된 후 하 의 최소길이인 Bottom thick-

ness는 학 미경을 통해 측정하 다.

  단인장시험편은 각 조건당 3개의 시편을 제작하

다. Shimadzu AG-300kNX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

하 으며, 인장속도는 3 mm/min로 설정하여 인장시

험을 진행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알루미늄 합  모재강도 변화

  3.1.1 SPR 합부 단면  측정인자

  알루미늄과 스틸 이종소재의 SPR 합에서 Fig. 4

와 같이 알루미늄 재의 치와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른 SPR 합성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 합  소재의 

치는 알루미늄이 상 , 스틸이 하 에 치하는 알루미

늄-스틸 조합과 스틸이 상 ,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하

는 스틸-알루미늄 조합 2가지로 구분하 다. 알루미늄 소

재의 모재강도는 228 (Al5052-H32), 305 (Al5754- 

H18), 320 (Al5083-H32), 326 (Al6061-T6) MPa

이며 모두 두께 2.0 mm 재를 사용하 다. 스틸은 두

께 1.0 mm의 SPFC590DP 재를 사용하 다. 본 실

험에서 C-type SPR 리벳 길이는 5.0 mm 그리고 FM- 

type SPR 다이는 직경 9.0 mm로 동일하게 용하 다. 

  알루미늄이 상 , 스틸이 하 에 치한 알루미늄-스

틸 SPR 합부의 단면은 Fig. 6과 같다. 상  알루미

늄 모재강도 228, 305 MPa에서 리벳 Cavity가 생성되

지 않았지만, 320, 326MPa에서 리벳 Cavity가 생성되

었다. 한 알루미늄 모재강도 320MPa에서 326MPa로 

증가할 때 리벳 Cavity의 수직거리는 0.65 mm에서 

0.81 mm로 증가하 다. 이는 상  모재강도로 인해 

리벳이 받는 항력이 증가하여 상  통에 향을 받

았다고 단된다. 한 Fig. 6 (d)와 같이 알루미늄이 

소성변형되며 알루미늄 소재에 Crack이 발생하 다. 

스틸 상  알루미늄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단

면은 Fig. 7과 같이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가장 큰 Fig. 7 (d)에서는 Fig. 6 (d)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에서 Crack이 발생하 다. 알루미늄 모재강도

가 326 MPa인 Al6061-T6는 다른 5xxx계 알루미늄 

소재보다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높고 성형성이 낮기 

때문에 알루미늄 소재에서 Crack이 발생되었다. 이러

한 Crack은 부식에 한 취약부  품질불량문제를 야

기 시킬 수 있다. 한 Fig. 7에서는 하  알루미늄의 

강도와 상 없이 단면에서 Cavity를 형성하 다. 그 

이유는 리벳으로 인해 상  스틸은 단성형이 이루어

Head height

Top sheet
Bottom sheet

Interlock

Bottom
thickness

Fig. 5 SPR Measurements by cross-section 

(a) (b) 

(c) (d) 

Fig. 6 Cross-sections of the Aluminum (Top) - Steel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a) 228 MPa (Al5052- 
H32), (b) 305 MPa (Al5754-H18), (c) 320 MPa 
(Al5083-H32) and (d) 326 MPa (Al6061-T6)

(a)  (b) 

(c) (d) 

Fig. 7 Cross-sections of the Steel (Top) - Aluminum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a) 228 MPa (Al5052- 
H32), (b) 305 MPa (Al5754-H18), (c) 320 MPa 
(Al5083-H32) and (d) 326 MPa (Al6061-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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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리벳 안쪽에 스틸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잔여 

스틸은 강도가 높고 연성이 낮기 때문에 소성변형의 어

려움이 존재하므로 Cavity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18). 

  SPR 합부의 단면의 품질측정인자는 학 미경을 

통해 수치화하 으며, 이를 Fig. 8과 같이 그래 로 나

타내었다.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

우, Fig. 8 (a)와 같이 Interlock은 상  알루미늄 모

재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8 (b)와 같이 Bottom 

thick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

향은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증가할수록 리벳이 통

하며 받는 항력이 증가하여 리벳이 재로 덜 삽입되

었다고 추정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

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320 MPa까지 

증가할수록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만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326 MPa 

(Al6061-T6)에서는 하  알루미늄 소재에서 Crack으

로 인한 합불량이 발생하 다.

  3.1.2 SPR 합부 인장하   단모드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루미늄 치와 

알루미늄 강도에 따른 단인장시험을 진행하 다. 

SPR 합부의 인장하 은 Fig. 9와 같이 그래 로 나

타내었다.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할 경우, 알루미늄 모

재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Fig. 9와 같이 인장하 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인장시험 후 Fig. 10 (a)

와 같이 리벳 합부 주변에서 굽힘으로 인해 재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알루미늄의 모재강

도가 클수록 굽힘에 항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라 인장하 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하  스틸의 두께가 1.0 mm로 얇고, Fig. 

8에서 보여진 것처럼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

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Fig. 10 (a)와 같이 하  스

틸에서 Rivet pull-out 단이 발생하 다. 하 에 알

루미늄이 치한 스틸-알루미늄 조합의 경우, 상  스

틸의 두께가 1.0 mm로 얇아 합부 단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  알루미늄의 모재강도에 계없이 Fig. 9와 

같이 인장하 이 유사하 다. 단모드는 공통 으로 Fig. 

10 (b)와 같이 상  스틸에서 굽힘변형과 손이 일어

났으며, 하  알루미늄에서 Rivet pull-out이 함께 발생한 

복합모드이다. 한 알루미늄 강도 326 MPa (Al6061- 

T6) 조건에서는 SPR 합 후 발생한 하  Crack이 발

생하 지만, Interlock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장하

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3.2 알루미늄 합  두께 변화

  3.2.1 SPR 합부 단면  측정인자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루미늄의 치와 

두께에 따른 SPR 합성을 비교하 다. 알루미늄 소재

는 두께 1.2, 1.5, 2.0, 2.5 mm인 Al5052-H3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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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nsile shear load of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s base metal strength

200 240 280 320 360
0.0

0.2

0.4

0.6

0.8

1.0

Al (Top) / Steel (Bottom)

Steel (Top) / Al (Bottom)

In
te

rl
oc

k 
(m

m
)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MPa)

(a)

Crack

200 240 280 320 360
0.0

0.2

0.4

0.6

0.8

1.0

Crack

(b)Al (Top) / Steel (Bottom)

Steel (Top) / Al (Bottom)

B
ot

to
m

 th
ic

kn
es

s 
(m

m
)

Aluminum alloy base metal strength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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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 Botto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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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으며, 스틸은 두께 1.0 mm인 SPFC590DP

를 사용하 다. SPR 리벳의 길이는 상하  두께합 + 

2.0 mm로 설정하 으며 C-type SPR 리벳을 사용하

다. SPR 다이는 직경 9.0 mm의 FM-type 다이를 

사용하 다.

  SPR 합에서 알루미늄이 상  스틸이 하 에 치

한 알루미늄-스틸의 단면은 Fig. 11과 같다. Fig. 11 (a), 

(b)와 같이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1.2, 1.5 mm인 

경우, 리벳 주 에 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틈은 SPR 다이의 형상 치수와 련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직경 9.0 mm, 깊이 1.8 mm인 다이를 

고정으로 사용하 다. 상  알루미늄 두께가 Fig. (c), 

(d)와 같이 증가하면, SPR 다이 깊이까지 알루미늄 소

재가 충분히 충진 되었기 때문에 리벳 주  틈이 사라

진 것으로 추정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하는 스틸

-알루미늄의 단면은 Fig. 12와 같다. Fig. 12 (a), (b)

와 같이 하  알루미늄 두께 1.2, 1.5 mm에서 틈이 

존재하 다. SPR 다이의 깊이가 1.8 mm이며,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SPR 다이깊이 보다 작기 때문에 하

 알루미늄이 충진되지 못하 다. 그 결과, 상  스틸

과 하  알루미늄 사이에 틈이 생긴 것으로 단된다. 

Fig. 12 (c), (d)와 같이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2.0, 

2.5 mm로 증가하면, SPR 다이에서 하  알루미늄이 

충분히 충진 되었기 때문에 틈이 사라졌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소재두께를 변화시킨다면, 하  SPR 다이의 깊

이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단된다.

  SPR 합부 단면 Fig. 11, 12에서 측정한 품질측

정인자는 Fig. 13 과 같이 그래 로 나타내었다. 상 에 

알루미늄이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늄

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Fig. 13 (a)와 같이 Interlock 

길이는 감소하 다.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

록 SPR 리벳의 길이는 증가하 지만, SPR 다이의 직

경은 9.0 mm로 고정하 다. 그로 인해 하 에서 성형

될 때 리벳의 Flaring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Interlock이 짧아졌다고 추정된다. Fig. 11에서 확인

했듯이, 스틸의 두께가 1.0 mm로 얇기 때문에, Fig. 

13 (b)와 같이 Bottom thickness의 변화는 큰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

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하면 Fig. 

12와 같이 체결 가능 길이가 증가하여 Interlock은 증

가하 다. 한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Fig. 

13 (b)와 같이 Bottom thickness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Aluminum-Steel: Bottom sheet rivet pull-out

(b)

Steel-Aluminum: Mixed fracture 
(Top sheet fracture and bottom sheet rivet pull-out)

Fig. 10 Fracture modes for SPR joints samples: (a) Steel 
(Top) - Aluminum (Bottom) and (b) Aluminum 
(Top) - Steel (Bottom)

(a)  (b) 

(c) (d) 

Fig. 11 Cross-sections of the Aluminum (Top) - Steel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s thickness: (a) 1.2 mm, (b) 1.5 mm, (c) 2.0 
mm and (d) 2.5 mm

(a)  (b) 

(c) (d) 

Fig. 12 Cross-sections of the Steel (Top) - Aluminum 
(Bottom)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uminum 
alloys thickness: (a) 1.2 mm, (b) 1.5 mm, (c) 
2.0 mm and (d)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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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SPR 합부 인장하   단모드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부에서 알루미늄의 치

와 두께에 따른 단인장시험을 진행하 다. 알루미늄

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

늄 소재는 인장시험  Fig. 10 (a)와 같이 굽힘변형

이 일어났다. 상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할수록 굽힘에 

한 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장하 은 상  알루

미늄 두께 2.0 mm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

만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Fig. 13 (a)와 같이 

Interlock이 감소하 기 때문에 인장하 이 감소하 다

고 단된다. 한 Fig. 14와 같이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인장하 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단모드가 모

두 동일하게 Fig. 10 (a)와 같이 하  스틸에서 Rivet 

pull-out이었다. 와 같은 Rivet pull-out 단모드

는 SPR 다이와 리벳을 변화시킨 공정최 화를 진행하

거나, 하  스틸의 두께를 증가시키면 더 높은 인장하

 값을 얻을 것이라고 단된다.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Fig. 13에서 확인 할 수 있

듯이, 하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는 선형 으로 증가하 다. 그 결

과, Fig. 14와 같이 인장하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하  알루미늄 두께 1.5 mm 이하에서

는 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Fig. 15 (a), (b)와 같

이 상  스틸에서 굽힘변형이 일어난 후 하  알루미늄

에서 Rivet pull-out 단이 일어났다. 반면에 하  

알루미늄의 두께 2.0 mm에서는 Fig. 10 (b) 처럼 상

 스틸이 손과 하  알루미늄에서 Rivet pul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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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PR Measurements of SPR joints with 4 differ-
ent Al5052-H32 sheet thickness: (a) Interlock 
and (b) Botto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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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nsile shear load of SPR joints with 4 different 
Al5052-H32 sheet thickness

(a)(a)

(b)(b)

Steel-Aluminum: Bottom sheet rivet pull-out

(c)(c)

Steel-Aluminum: Top sheet fracture

Fig. 15 Fracture modes for SPR joints samples: (a) 
Al5052-H32 1.2 mm, (b) Al5052-H32 1.5 mm 
and (c) Al5052-H32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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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 다. 하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Fig. 15 (c)처럼 리벳이 하  알루미늄에 존재하 고, 

상  스틸이 손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과 스틸의 SPR 합에서 알

루미늄 합 의 모재강도  소재두께에 따른 SPR 합

성 평가를 수행하 다. 단면을 통해 품질측정인자를 측

정하 고, 단인장시험을 통해 인장하 을 확인하 다. 

인장시험 후 단모드를 비교 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SPR 합 후 상  알루미늄의 모재강도가 증가할수록 

리벳의 Cavity가 커지는 것을 단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상  알루미늄 모재강도가 클수록 굽힘

항력이 크기 때문에 인장하 이 모재강도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2)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의 강도 326 MPa (Al6061-T6)에서 성

형성이 낮기 때문에 Crack이 발생하 다. 하지만 Crack

으로 인한 인장하 의 변화는 없었으며, 하  알루미늄 

모재강도에 따른 인장하 의 변화도 미미하 다.

  3) 알루미늄이 상 에 치한 알루미늄-스틸의 경우, 

상  알루미늄의 두께 1.2, 1.5 mm에서 알루미늄과 

리벳 사이 틈이 존재하 다. 상  알루미늄 두께 2.5 mm

에서는 SPR 합에 사용한 다이의 직경이 9.0 mm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리벳의 Flaring이 원활하지 않았다. 

한 상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하여도 하  스틸의 

두께가 얇고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가 작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하  Rivet pull-out 단이 발

생하 다. 

  4) 알루미늄이 하 에 치한 스틸-알루미늄의 경우, 

하  알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가 선형 으로 증가하 다. 인장 후 단모드

는 하  알루미늄 두께 1.2, 1.5 mm에서 하  Rivet 

pull-out, 2.0 mm에서는 상  스틸이 손과 하  

Rivet pull-out가 복합 으로 발생하 다. 마지막으로 

하  알루미늄 두께 2.5 mm에서는 리벳이 하 에 존

재하고 상  스틸이 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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