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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 천공 리베 (self piercing rivetting, SPR) 공정

은 차량 경량화를 한 소재 합에 가장 유리한 기술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SPR에 련한 연

구는 앤빌  리벳 형상 설계, 공정 연구 등으로 구분

하여 수행되고 있다. 앤빌  리벳 형상 설계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설계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공정 연구의 경우 유한요소 해석 는 실험  방

법에 의한 검증이 수행되었다. 

  Kim1)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SPR과 재 간의 

합성을 측하고, 고장력강과 알루미늄 합 의 

합조건에 만족하는 새로운 리벳과 앤빌 설계를 통해 해

석 결과와 실제 합 실험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Lim2)등은 산해석을 이용한 SPR 합부의 구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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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m condition for the SPR process for dissimilar metal plates was presented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nd the bond strength was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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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로수명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 합축과 하

방향의 계에 따른 피로 수명을 측하 다. Lee3)등

은 SPR 합법을 이용하여 Al-5052 재에 한 시

험편을 통해 인장 단(tensile shear) 시험을 수행하고 

조건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피로강도를 측하 다. Kim4,5)

등은 알루미늄간의 합  알루미늄과 스틸구조의 이종

재료 합에 하여 실험  방법을 이용한 SPR 합

재의 피로수명을 평가하 으며, 추가 으로 합강도와 

피로 수명 향상을 해 SPR과 합제를 병행한 하이

리드 합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도 하 다.

  Cho6-11)등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SPR의 형상 설

계, 단조 형 설계, 헬리컬 SPR 설계, 펀치유닛 설계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고장력강

과 알루미늄 합 과 같은 이종재료의 합에 한 최  

조건을 산출하고자 하 다. 

  SPR에 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부분의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리벳 는 앤빌의 

설계를 수행하거나, 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방법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  배경에 따른 계산 는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실제 장 용과

는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생산 장에

서는 공간 , 비용  문제로 인해 합되는 속 재

의 기계  성질에 따라 다양한 SPR  앤빌을 구비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용되는 재  SPR 공정 조건을 바탕으로, 앤빌, 리

벳, 압입 인자 등에 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조건

을 선정하며, 실험에 의한 합강도 인자에 한 분석

을 통해 최 조건의 기 을 마련하고자 하 다.

  

2. 반응표면 분석법 

2.1 반응표면법

  반응표면 분석(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은 실험계획을 통한 요인분석이나 최 조건의 선정에서 

입력변수  ⋯ 가 결과 값과 어떤 계를 갖고 있

는지 분석해 주는 방법이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최 치

라고 추정되는 값 주 에서 입력변수와 반응값의 계

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 할 수 있으므로 추정 최 값 

주 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새로운 최 을 구할 수 

있으며, 실험요인 수 을 가장 좋은 혹은 원하는 반응

값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독립변수  ⋯ 와 종속변수 간의 미지의 함수를 

로 나타내면,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미

지 함수를 반응함수라 하며, 반응함수는 일반 으로 

개의 독립변수에 한 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으로, 차수는 1차 내지 2차로 가정하여 풀게 된

다. 기의 주어진 독립변수들을 선형변환(linear trans-

formation) 시켜서 새로운 독립변수  ⋯  를 정의

하고, 실험자가 생각하는 흥미 역(region of inter-

est)의 한 가운데 심을 잡는다. 체로  값들은 -1

에서 +1 사이에 치하도록 한다. 반응함수를 1차 회

귀모형(first order regression model)으로 가정하면 

식(1)과 같이 표 된다.

        …              (1)

  요인이  인 2 요인 2차 회귀모델인 경우를 수식

으로 표 하면 식(2)와 같다.  

      ＊  ＊  ＊
 ＊  ＊  

(2)

  반응함수가 2차식이고, 인자수가 2 개라면, 다양한 실

험조건  에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값들로 최

소제곱 추정량 함수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를     로 를 미분하여 0이 되는 값을 라 

하면, 를 정상 (stationary point)이라 부르며, 이 

정상 은 2차 반응표면에서 다음 세 가지  하나가 된

다. 1) 가 최 가 되는 , 2) 가 최소가 되는 , 

3) 가 최 도 최소도 아닌 안부 (saddle point). 

이 세가지 경우를 두 개의 독립변수에 하여 의 등고

선표(contour chart)로 그려보면 가 최 이면 멀

어질수록 의 값이 작아지고, 반 로 가 최소 이면 

멀어질수록 의 값이 커진다. 만약 가 안부 이면, 

증가하는 쪽도 있고 감소하는 쪽도 있게 된다.

  반응표면 분석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험계획법에는 

심합성법(central composite design)과 박스-벤 법

(Box-Behnken design)이 있다. 심합성법은 반응표

면설계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심

합성법은 효율 으로 1차, 2차항을 추정하고자 할 때와 

요인배치 실험 후에 추가 실험하여 곡률 반응변수를 모

델화할 때 많이 사용된다. 박스-벤 법은 1차, 2차항을 

효율 으로 추정하고자 할 때, 모든 요인들이 동시에 

낮은 수  혹은 높은 수 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때, 

모든 실험이 안정된 공정 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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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 변수  직교배열

  SPR 합부는 공정 조건에 따라 상이한 단면 형상 

 합 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용 가능한 범 에서 인자들의 실험 구간을 선정하 다. 

  앤빌은 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름 

5.3 mm, 길이 5 mm, 경도 480 HV인 리벳에 합한 

형상의 앤빌을 사용하 다. 실험 인자로는 압입 인자  

스트로크(stroke), 압입 속도, 클램 (clamping) 압력

의 3 가지 요인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각 인

자의 최소/최 값은 기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실험

장비의 특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여기

서 스트로크는 SPR 품질기   리벳 헤드 높이 허용

치(Over 0.3 mm/Under 0.5 mm)를 만족시킬 수 있

어야 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스트로크 범 가 177 mm

에서 183 mm 사이임을 기존 실험을 통해 구하 으며, 

이를 최소/최 값으로 선정하 다. 압입 속도는 생산성

(작업 속도)을 고려하여, 최소값을 50 mm/s 그리고 최

값은 SPR 체결용 장비의 최  압입속도인 100 mm/s

로 선정하 다. 클램  압력은 시편을 상호 착시킬 수 

있는 최소 압착력인 3.0 kN을 시편에 림 자국과 변

형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는 최  압착력 6.0 kN을 선

정하 고, 리벳  하부 앤빌 주요 치수는 Fig. 1에 나

타 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는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두께 1.4mm, 인장강도 590MPa 의 

아연 도  고장력 강  (SGAFC590)과 두께 2.0mm, 

인장강도 290MPa 의 알루미늄 재 (A5083)를 상

으로 하 다.  

  한 독립변수 3 개, 수 은 3 수 으로 선정하여 박

스-벤  실험계획법을 용한 직교배열표를 작성하 으

며,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이 총 15가지로 선정하 다. 

3. 실    험 

3.1 실험 방법 

  본 연구의 목 은 SPR 공정에서의 변수를 선정하고 

각 조건에 따른 단면 형상과 합 강도를 분석  평가

하여 장에서 용 가능한 최 의 조건을 선정하는 것

이다. 실험은 합하고자 하는 상 과 하 의 종류  

두께를 선정하고, 장에서 용 가능한 형과 리벳을 

이용하여 SPR 공정을 수행하 다. 이후 시편에 한 

단면 커 , 단면 그라인딩 작업을 거쳐 자 미경을 

이용하여 단면 측정  검사를 수행하 다. 단면 분석 

이후 시편에 한 합강도를 평가하고 조건에 따른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SPR 합부의 합강도를 평

가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로,  용 (spot welding)의 합강도 평가 규격을 

참고하여 시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차  방법을 Fig. 2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5.0mm

5.3mm

7.8mm

8.5mm

2.0mm

Rivet Lower anvil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and dimension of rivet and 
lower anvil

Stroke
 (mm)

Speed 
(mm/sec)

Clamp force 
(kN)

1 -1 -1 0

2 +1 -1 0

3 -1 +1 0

4 +1 +1 0

5 -1 0 -1

6 +1 0 -1

7 -1 0 +1

8 +1 0 +1

9 0 -1 -1

10 0 +1 -1

11 0 -1 +1

12 0 +1 +1

13 0 0 0

14 0 0 0

15 0 0 0

Table 1 Box-Behnken design orthogonal array

Step#1: Material 
Selection

Step#2: Anvil&rivet 
selection

Step#3: SPR 
process

Step#4: Cutting & 
grinding for cross 

section

Step#5: Cross 
section measurement

Step#6: Joint 
strength test

Fig. 2  Procedure and methods for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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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고찰

  3.2.1 단면형상  

  SPR 공정 변수인 스트로크, 압입 속도, 클램  압력

에 따라, 리벳 합부의 단면 형상은 결정된다. 여기서 

SPR 합부의 품질 기 을 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Fig. 3에 나타낸 1번 항은 남아 있는 바닥두께(T-min)

로 최소 0.2 mm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며, 그보다 작

을 때는 균열, 리벳 돌출과 같은 품질 문제가 발생한다. 

2번 항인 인터록(interlock)은 소재간 체결 상태를 결

정하는 요한 품질 요소로 0.2mm 이상이 되어야 안

정된 결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Fig. 4에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각 시편에 해 단면 

커   단면 연마작업 후 측정한 단면의 형상과 결과

를 일부 나타낸 것이다. 단면 측정은 남아있는 바닥 두

께(T-min), 좌측 인터록(Left), 우측 인터록(Right)

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4와 Table 2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좌측 인터

록과 우측 인터록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

며, 이는 SPR 공정  리벳 피딩시 경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좌/우측 인터록(min. 0.2)

과 바닥 두께(min. 0.2)를 모두 충족함을 알 수 있다.  

  3.2.2 단면 형상에 미치는 요인

  박스-벤 법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모형

을 구한 후 요인분석을 하 다. 시편에 한 단면 분석

결과 좌측 인터록과 우측 인터록의 편차가 크지 않으므

로 인터록 평균값과 남아 있는 바닥두께에 해 회귀모

델을 구하 다. 

  인터록(y1)과 바닥 두께(y2)에 한 2차 회귀 모형

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⑥ ⑦

Balancing left and right 

No gap between PNL

No PNL crack

Floor thickness : over 0.2mm
Interlock : over 0.2mm

Height of head : 0.3mm~0.5mm Rivet: no crack and fracture

⑦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PR quality criteria

 

(a) 50 mm/sec, 177 mm, 4.5 KN

(b) 75 mm/sec, 180 mm, 4.5KN

(c) 100 mm/sec, 183 mm, 4.5 kN

Fig. 4 Photography examples of joint cross section 

Table 2 Result of cross section measurement 

Stroke
(mm)

Speed
(mm/sec)

Clamp 
force
(KN)

T-MIN
(mm)

Left
interlock

(mm)

Right
interlock

(mm)

Interlock
avg.

(mm)
result

177 50 4.5 0.96 0.53 0.52 0.525 OK

183 50 4.5 0.88 0.63 0.65 0.64 OK

177 100 4.5 0.94 0.54 0.55 0.545 OK

183 100 4.5 0.9 0.65 0.64 0.645 OK

177 75 3 0.94 0.53 0.53 0.53 OK

183 75 3 0.88 0.63 0.62 0.625 OK

177 75 6 0.93 0.55 0.56 0.555 OK

183 75 6 0.88 0.7 0.7 0.7 OK

180 50 3 0.87 0.57 0.56 0.565 OK

180 100 3 0.9 0.6 0.61 0.605 OK

180 50 6 0.89 0.61 0.61 0.61 OK

180 100 6 0.94 0.57 0.58 0.57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180 75 4.5 0.88 0.64 0.63 0.635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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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1 = -69.6 +0765 stroke +0.0105 speed -0.326 force 
-0.002103 stroke*stroke-0.000055 speed*speed
-0.00841 force*force +0.000000 stroke*speed 
+0.00248 stroke*force -0.000476 speed*force (4)

  y2  = 88.9 -0.955 stroke -0.030 speed -0.018 force
+0.002597 stroke*stroke +0.000023 speed*speed 
+0.00148 force*force +0.000149 stroke*speed 
+0.00000 stroke*force +0..000119 speed*force (5)

  회귀모형의 유효성을 분석하기 해 Table 3 과 같

은 분산분석표를 구하 다. 실험과 회귀모형을 통해 얻

은 값 사이의 근사 오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개

수)는 회귀변동 (SSR)과 총병동 (SST)의 비율 (SSR/ 

SST)로 얻어진다.  와 adjust  (수정결정계수)의 

경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근사

화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획

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인자들에 한 F-값  결정

계수를 통해 실험식의 유효성을 검토하 다.

  SPR 공정에 따른 인터록 분석 결과의 경우, 결정계

수는 97.41%로 비교  높게 나타났고, F-값도 기각치

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어 회귀식이 유효함을 나타내

고 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 분석 결과의 경우, 결정

계수는 89.73%로 나타났으며, F-값도 기각치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어 회귀식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인터록 평균값과 바닥 두께에 한 스

트로크.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주효과도 분석을 수

행하 다.

  인터록의 경우 각 그래 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

나고 있는 스트로크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된

다. 한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경우 평균값 근

처에 분포하며 변곡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스트로크와 비교해 결과에 미치는 향은 작다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of 
squares

Regression 0.035058 9 0.003895

Error 0.000933 5 0.000187

Total 0.035991 14

P-Value R2 F0 F(α)

0.002 97.41% 20.8288 4.77

(a) Regression analysis for interlock

Source of
varia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of 
squares

Regression 0.010226 9 0.001136

Error 0.001171 5 0.000234

Total 0.035991 14

P-Value R2 F0 F(α)

0.048 89.73% 4.8547 4.77

(b) Regression analysis for floor thickness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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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in effects of interlock

Main effects plot of 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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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in effects of floor thickness

Interaction plot of interlock 
50 75 100

0.7

0.6

0.5

177 180 183 3.0 4.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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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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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teraction of interlock

177 180 183 3.0 4.5 6.0

0.88

0.92

0.96
0.88

0.92

0.96
0.88

0.92

0.96
50 75 100

Interaction plot of T-min 

(d) Interaction of floor thickness

Fig. 5 Main effect and interaction for each factor(stroke, 
speed, clamp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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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의 경우 인터록 결과와 기울기가 

반 인 결과를 보이는데 인터록 수치가 상승할수록 더 

깊은 방향으로 리벳이 고듦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 역시 인터록과 같이 스트로크의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단되나, 미치는 향은 인터록

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압입 속도 

 클램  압력의 경우 평균값 근처에 분포하며 변곡

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상 으로 스트로크와 비

교해 결과에 미치는 향 역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자별 주효과도에 한 분석 이후 각 인자에 한 교

호작용을 검토한 결과, 인자별 교호작용이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교호작용은 독립 변수 간에 상호 작용

을 하여 서로의 작용에 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인터

록에 한 교호작용은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간의 교

호작용이 크게 나타났고 스트로크와 압입 속도는 정배

열의 경우 교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역배열

의 경우 교호작용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호작용이 존재

는 하나, 미치는 향은 을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스트로크와 클램  압력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남아있는 바닥 두께에 한 교호작용은 인터록과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그래 의 기울기가 

인터록과는 기울기가 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과의 교호작용이 크게 있었고, 변수

에 한 상호 향이 크게 나타났다. 정배열의 경우 스

트로크와 압입속도  스트로크와 클램  압력에서는 

스트로크의 값이 커질수록 교호작용이 크게 있었으나, 

역배열의 경우 인터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교호작용이 

있었다. 

4 표면반응법을 이용한 최 화
  

4.1 합부강도에 미치는 단면 상의 향

  만능시험기를 이용한 인장 단(tensile shear), 십자

(cross) 인장 단  필(peel) 시험을 각각 수행하 다. 

Table 4와 같이 인터록이 최소, 간, 최 값을 가지는 

시편 3 종류에 한 각 시험을 5회씩 수행하 다. 시험

결과는 Fig. 6와 같으며, 여기서 시험의 종류와 계없

이 스트로크 조건이 183mm 일 때 최  강도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서 인터록과 남아있는 소재 두께가 최 가 되는 

조건에서 스트로크의 주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주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스트로크가 합부 강도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압입 속도와 클램  압력은 

상호간 교호작용으로 향이 상쇄되어 결과에 큰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스트로크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인터

록의 양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인장 단시험에서 최  

강도가 증가하 다. 

4.2 호감도 함수의 설계

  산업 장에서의 이종 소재 합부에 한 품질 리

는 합강도 측정이 아닌 인터록 측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산제품의 합부를 단하여 인장 단시

험 시편으로 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인

터록은 생산제품을 작은 크기로 단하여 합부 확인

이 가능하고, 주기  품질 리가 가능하므로, 산업 

장에서는 인터록에 의한 합부 리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인터록이 증가할수록 인장 단강도가 증가함을 술

한 시험결과를 통해 보 으며, 주효과 분석 결과 인터

록과 남아있는 바닥 두께 값이 서로 상반된 결과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 화 과정을 단

순화하기 해 가용범 내서 최  스트로크를 선정해 

용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겠으나, 보다 안정 인 품

질 리를 해서는 최 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  조건

을 찾는 것이 요구된다. 

Case
Interlock

(mm)
T-min
(mm)

Stroke
(mm)

Speed
(mm/s)

Clamp
force

1 0.52 0.96 177 50 4.5kN

2 0.605 0.90 180 100 3.0kN

3 0.7 0.88 183 75 6.0kN

Table 4 Specimens for joint strength test

10,000

Max. load (N) 

8,000

6,000

4,000

2,000

0

Case1 Case2 Case3

Tensile shear Cross tensile shear Peel 

9,083

4,167

2,034

3,874

8,019
8,106

4,074

1,598

Fig. 6 Average value of tensile shear, cross tensile shear, 
and pee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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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종 으로 합강도가 최 가 되는 조건

의 선정이 목표이다. 이를 해 허용되는 범  내에서 

최 의 인터록과 최소의 바닥 두께를 도출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며, 이에 합한 호감도 함수를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Fig. 7는 최 의 합강도를 나타내는 조건의 최 화

를 한 호감도 함수이다. 인터록 호감도 함수는 SPR 

품질기 에 하여 최소값인 0.2 mm이상에서 호감도 

함수값을 선형 으로 부여하고, 인장 단 시편 조건의 

최  인터록 값인 0.7 mm이상에 해서는 최 값인 1

을 부여하 다.

  남아 있는 바닥 두께 한 품질 기 에 하여 최소

값인 0.2 mm일 때부터 호감도 합수값을 부여하고, 단면

분석 결과에 따라 최소 남겨진 바닥 두께인 0.30 mm 

부터 0.87 mm까지 최  호감도 함수값인 1을 부여하

여 설계하 다. 

4.3 최 조건의 선정

  인터록이 최 화될 수 있도록 반응 최 화를 수행하

다. 다  반응 측 결과 스트로크 183 mm, 압입 속

도 66.16 mm/sec, 클램  압력 5.12 kN일 때 가장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상되는 인터록은 

0.68 mm,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 mm로 나타났

다. 합성된 호감도 함수는 0.95로 최 화 입력값 선정

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반응 최 화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Fig. 

8은 반응 최 화에 한 그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반응 최 화를 통해 선정된 조건을 용하여, SPR 

공정을 수행하여 단면에 한 재검토를 수행하 다. 박스

-벤 법에서는 요인배치 실험에서 축 을 갖지 않으며, 

반응 최 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앞선 실험에서는 포

함되지 않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Fig. 8은 반응 최

화를 통해 도출된 조건에 따라 SPR 공정을 수행한 시편

의 단면 형상이다. 인터록은 좌우 평균값이 0.6727mm

로 측정되었으며,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21mm로 

측정되었다. 반응 최 화를 통해 측된 값과 시편 측정 

결과를 비교하 을 때, 인터록의 경우 98.5% 수 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있는 바닥 두께의 경우 약 100.9 % 

수 을 보여 최  1.5% 범  내의 매우 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0.0 1.00.70.2

1.0

(a) Desirability function of interlock

0.0 1.00.870.2
0.0

1.0

0.30.0 1.00.870.2
0.0

1.0

0.3

(b) Desirability function of floor thickness

Fig. 7 Desirability function of interlock and floor thick-
ness

Stroke,
mm

Speed, 
mm/s

Clamp
force,

kN

T_min
Fit,
mm

Interlock
Fit,
mm

Composite
desirability

183.0 66.16 5.12 0.87515 0.68284 0.9528

stroke
183.0

[182.9394]
177.0

speed
100.0

[66.1616]
50.0

press
6.0

[5.1212]
3.0

Optimal
D: 0.9528  

Predict

Composite
Desirability
D: 0.9528

T_min
Minimum
y = 0.8752

d = 0.97802

High
Cur
Low

Interloc
Maximum
y = 0.6828

d = 0.92822

Fig. 8  Graphical result of optimum conditions

Fig. 9 Photograph of joint cross section by the optimum 
condition

Table 5  Derived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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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자동차 경량화를 해 용이 증가하고 있

는 SPR 공정에 있어 실제 장에서 용 가능한 범  

내에서 공정변수를 최 화하기 한 목 으로 수행하

다. 이를 해 반응 표면법을 한 직교배열표를 구성

하 으며,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PR 공정이 수행되는 장에서 제어 가능한 변

수  범 를 지정하고, 박스-벤  실험계획을 용한 

조건 배열표를 구성하 다.

  2) 박스-벤  실험계획을 통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시편에 한 분석을 통해 인

터록, 남아 있는 바닥 두께에 한 결과를 도출하 다.

  3) 모든 조건에 한 단면검사 결과, 실제 장에서 

용되는 요구기 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4)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인터록, 남아있는 바닥 두께

에 한 각각의 회귀 방정식을 도출하 고, 분산분석 

 회귀 분석을 통해 실험결과  회귀식에 한 타당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스트로크가 다른 조건들에 

비해 주효과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SPR 공정에 의한 이종 소재의 합강도를 확인

하기 하여 인장 단, 십자 인장 단  필 시험을 수

행하 으며, 시험결과 인터록이 합강도에 크게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최 조건의 선정을 해 인터록은 가능한 큰 값, 남

아있는 바닥 두께는 가능한 작은 값이 되는 만족도 함수

를 선정하 으며, 다  반응 측 결과 스트로크 183 mm, 

압입 속도 66 mm/sec, 클램  압력 5.1 kN 일 때 

가장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상되는 인터록

은 0.68 mm, 남아있는 바닥 두께는 0.88 mm로 나

타났다. 합성된 호감도 함수는 0.95로 최 화 입력 값 

선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7) 본 연구를 통해 경험에 의존하여 수행되었던 SPR 

공정에 한 최 화의 근거를 마련하 으며, 향후 이러

한 수행 과정  차를 통해 다양한 두께에 한 이종 

재료 합 조건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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