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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연기  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와 연비 기 을 만족하고 기자동차의 경우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하여 차량 경량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1). 차량 경량화를 하여 알루미늄, 

고강도강, 복합재 등의 다종소재가 복합 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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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cessity of dissimilar joining between aluminum alloy and steel is increasing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weight reduction in automobiles. However, dissimilar joining between 7000 series aluminum alloy and steel is chal-
lenging with mechanical joining methods such as self-piercing rivet(SPR) and flow drill screw(FDS) without hole 
processing. In this study, mechanical performances of dissimilar joints between 3 mm thick Al7075-T6 and 1 mm 
thick SPFC590DP were evaluated for use in lightweight B-pillar assembly. Self-Piercing Rivet(SPR) and Flow Drill 
Screw(FDS) with one-hole processing, bolt/nut and blind rivet with two-hole processing and adhesive bonding were 
compared with respect to joint performance. In SPR joining, rivet did not penetrate and rivet buckling occurred in 
the rivet due to the thickness and high strength of the Al7075-T6. By processing pre-hole on Al7075-T6 and apply-
ing an additional Al5052-H32 sheet to induce mechanical interlock in SPR joint, it became possible to join 
Al7075-T6 to SPFC590DP with an SPR. The tensile shear load of the SPR joint was 9.8 kN. In FDS joining, it is al-
so necessary to process pre-hole on Al7075-T6 since the fastener could not penetrate the Al7075-T6. The tensile 
shear load of the FDS joining was 8.1 kN. In bolt/nut and blind rivet joining, the tensile shear load were measured 
respectively 11.1 kN and 5.2 kN. In adhesive bonding with 1K glue, the tensile shear load was measured 18.5 kN 
when the interfacial surface was roughened with a sand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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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이들 소재간 이종소재 합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B-pillar 경량화를 목 으로 

3 mm 두께 Al7075-T6(B-pillar outer 용) 알루

미늄과 1 mm 두께 SPFC590DP(B-pillar inner 

용) 강재의 이종소재 합 공법들에 한 실험  평가

를 진행하고 최 의 공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B-pillar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운

자를 보호하고, 차체와 지붕을 지지하며, 탑승자의 

안 을 보장해야 하는 요한 부품이다3). 이러한 B- 

pillar의 특징 때문에 경량화를 하여 고강도의 알루

미늄과 강재의 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과 강재의 이종소재 합은 기존의 항 용 이나 이

 용 과 같은 용융용 을 사용할 경우 두 소재의 물성

이 달라서 합의 어려움이 있다. 한 두 소재의 용융

합 계면에 취성이 높은 intermetallic compound 

(IMC) 층이 형성되므로 기계  특성과 에 지 흡수율

이 낮아져서 B-pillar에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없다4). 

따라서 알루미늄과 강재의 이종소재 부품 조립을 해 

기계  체결과 같은 비용융 합의 용이 활발히 검토

된다.

  Bolt/nut나 blind rivet과 같은 통 인 기계  체

결은 처리 공정으로 합 상 소재 모두에 홀 가공

이 필요하고 홀 간 정렬의 자동화가 어려운 단 이 존

재한다. 를 들면, bolt/nut나 blind rivet의 2겹 소

재 합의 경우 2개의 홀 가공과 홀 간 정렬이 필요하

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기 해서 홀 가공이 없이도 

합이 가능한 self-piercing rivet(SPR)5), flow drill 

screw(FDS)6,7) 등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차체의 

경량화를 하여 기존의 강재에서 알루미늄 합 으로 

체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알루미늄이 용되고 두께

가 증가하기 때문에 SPR과 FDS 단독 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resistance element welding 

(REW)8)와 friction element welding(FEW)9) 등의 

용융 는 마찰교반 기반의 하이 리드 기계  체결 공

법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 리드 합은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은 단 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강도 이종소재 조합에 한 효율 이고 경제 인 

합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종 합 상 소재인 3 mm 두께의 

Al7075-T6알루미늄 합 은 강도가 높고 연성이 부족

하며 두께가 두꺼우므로 SPR 는 FDS 단독 합이 

불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Al7075-T6에 

홀 가공 후 SPR 는 FDS 합을 실시하 다. 특히, 

SPR의 경우 성형성이 좋은 덧 을 추가하여 SPR 

리벳과 덧 이 성형체결을 이루도록 하 다. 즉, 2겹

의 이종 합부의 난 합 소재가 치하는 상 에 1개

의 홀을 가공함으로써 SPR이나 FDS 합을 가능하게 

하고 홀 간 정렬이 불필요한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 mm 두께의 Al7075-T6와 1 mm 

두께의 SPFC590DP의 이종소재 합부에 하여 상․

하  2개의 홀 가공이 필요한 Bolt/Nut, blind rivet, 

상  1개의 홀 가공이 필요한 SPR, FDS 그리고 홀 

가공이 없는 착제 합을 비교 평가하 다. 각각의 

이종 합 공법에 하여 공정 최 화를 실시하 고 각 

합 공법에 따른 합부의 합부 단면, 인장 단하

, 단모드를 평가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본 연구의 이종소재 합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두께 3.0 

mm Al7075-T6와 두께 1.0 mm 두께의 SPFC590DP

이다. 각 소재의 두께와 강도는 Table 1에 제시하 으

며 모재인장강도는 ASTM E8M 규격으로 진행하 다.

  Al7075-T6와 SPFC590DP 이종소재 합부의 인

장 단 평가를 한 시편은 Fig. 1과 같이 KS B ISO 

14273 규격으로 제작하 고 합 품질을 평가하기 해 

단면평가를 진행하 다. 인장 단 평가는 Shimadzu社

의 AG-300 kNX 장비를 사용하여 3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 으며 인장속도는 5 mm/min로 설정하 다.

  SPR 합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Bollhoff社의 유

압식 RIVSET® GEN 2를 사용하 으며 최  78 kN 

가압 하  설정이 가능하다. SPR 리벳의 재질은 보론

강(38B2)이며 Fig. 2와 같이 헤드 직경, 샹크 직경이 

각각 7.8 mm, 5.3 mm이다. 그리고 SPR 리벳 길이

는 L은 SPR 단독 합의 경우 6 mm 그리고 덧

을 용한 SPR의 경우 7.5 mm 이다. SPR 리벳 다이는 

Fig. 3과 같이 4종(FM1, FM2, KA, DZ types)을 

사용하 다. SPR 합 단면의 주요 측정 인자는 Fig. 

4와 같이 head height, interlock, bottom thick-

ness이며 head height는 0 ± 0.05 mm의 조건을 만

Sheet material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Yelid strength (MPa) Thickness (mm)

Al7075-T6 582 503 3.0

SPFC590DP 610 375 1.0

Table 1 The mechanical properties (UTS & YS) and thickness of th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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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도록 SPR 합 장비의 가압력 하 을 설정하 다. 

상  Al7075-T6의 홀 가공 시 직경은 ø 6 mm이다.

  FDS 합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DEPRAG社의 

Adaptive DFS for Lab이며, 최  회 속도 8000 

RPM, 최  토크는 15 N․m, 최  Down force는 

1200 N이다. FDS 화스 는 ㈜진합社의 M5 제품을 

사용하 고 그 재질은 SWCH18A이며 침탄 열처리된 

제품이다. Fig. 5는 FDS 화스 의 형상과 치수를 나

타내었다. 상  Al7075-T6의 홀의 유무에 따라서 실

험을 진행하 고 홀의 직경은 ø 6 mm이다.

  Bolt/Nut 합 평가에 사용된 볼트와 트는 S45C 

재질의 M6규격이며, Washer는 탄소강 재질의 M6 규

격으로 외경이 ø18 mm이다. TOHNICHI QL25N- 

MH 토크 치를 사용하여 체결토크의 변화에 따른 

합성을 평가하 다. Bolt/Nut 체결을 한 상 과 하

Al7075-T6 3.0 mm SPFC590DP 1.0 mm
30 mm

30 mm
170 mm

100 mm Fastener

Fig. 1 The dimensions of the test sample used for the 
tensile-shear test (KS B ISO 14273)

Φ7.8 mm

Ф 5.3 mm

L

Fig. 2 Geometric dimensions of the SPR rivet used in 
this study. The rivet length, L is 6 mm for SPR 
only and 7.5 mm for SPR with additional plate

Type Cross-sectional shape Die shape Pip height
(mm)

Cavity diameter 
(mm)

Cavity depth 
(mm)

FM1 Flat 0 9.0 1.8

FM2
Slope

Flat 0 9.0 1.8

KA
Pip (Cone)

Cone 0.65 9.5 1.6

DZ
Pip (Dimple)

Dimple 1.25 9.0 1.75

Fig. 3 Geometric details of the die types used in SPR process

Head height

Interlock

Top sheet

Bottom sheet

Bottom thickness

Fig. 4 Geometrical indexes of the self-piercing riveted 
joint

20 mm4 mm

10.8 mm

6.9 mm

Φ5 mm

Fig. 5 Geometric dimensions of the FDS fastene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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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홀은 링을 통하여 가공하 고 홀 사이즈는 ø 6 

mm이다. Bolt/Nut 체결 시 양면에 washer를 용

하 으며 공정 변수인 체결토크를 5, 7, 9, 11, 13, 

15 N․m로 변화하여 평가하 다.

  Blind rivet 합 실험에서 사용된 장비는 Bollhoff

社의 RIVQUICK® T3이다. Blind rivet은 Bollhoff

社의 221 321 64120 모델로 body 재질은 C4C, 

mandrel 재질은 C48D2이며 Zn3A/Fe 코  처리되

었다. Blind rivet 체결을 한 상 과 하 의 홀 가공

은 링을 통하여 가공하 고 홀 사이즈는 직경 ø 6.5 

mm이다.

  착제 합 실험에서 1액형 고온 경화형 착제인 

Henkel社의 TEROSON® 5016 구조용 착제를 사

용하 다. 착제의 도포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하여 

착면에 0.2 mm glass bead 용하여 갭을 일정하게 

유지하 다. 착제 경화는 180 ℃ 의 오 에서 40 min 

동안 진행하 다. Al7075-T6와 SPFC590DP 착면

은 98% ethanol로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착제를 용하 다.

3. 실험결과  토의

3.1 SPR 합 평가

  3 mm 두께의 Al7075-T6와 1 mm 두께의 SPFC- 

590의 이종소재 합부에 해 SPR 합은 Fig. 7과 

같이 2가지의 공정을 평가하 다. Fig. 7(a)와 같이 

일반 인 SPR 합 공정은 SPR 리벳이 상  소재를 

통하고 하  소재와 성형 체결을 이루어 기계  체결

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  Al7075-T6의 경우 강도

가 높고(UTS 582 MPa) 두께가 3 mm로 두꺼우므

로 Fig. 8의 결과와 같이 SPR 리벳이 상 을 통하

지 못하고 좌굴 불량이 발생한다. Fig. 8의 결과에서 

리벳 좌굴 상은 다이 종류와 계없이 발생하므로 하

과의 성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Fig. 7(b)와 같이 상  Al7075-T6에 홀을 가공하

고 성형성이 좋은 1.5 mm Al5052-H32 덧 을 추

가함으로써 SPR 합이 가능하 다. 일반 으로 SPR 

리벳의 길이는 합 상 소재 두께의 총합에 2 mm가 

더해진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1.5 mm 두께의 덧

을 사용한 경우 SPR 리벳의 길이는 7.5 mm로 그

지 않은 경우의 6 mm에 비해 1.5 mm 더 긴 것을 

선택하 다. 홀 가공과 덧 을 용한 SPR 합 결

과는 Fig. 9에 정리하 다. SPR 다이 종류와 계없

이 interlock은 0.38~0.43 mm로 유사한 수 을 보

이며 interlock 최소 기  0.2 mm를 충분히 만족한

12 mm
Φ13 mm

Φ6.4 mm

Body Mandrel

Φ3.9 mm

29 mm17.5 mm

Fig. 6 Geometric dimensions of the blind rivet used in 
this study

SPR

SPR Die

(top) 3 mm Al7075-T6

SPR

SPR Die

Additional plate (1.5 mm Al5052-H32)

Ф6 mm Hole

(bottom) 1 mm SPFC590DP

(top) 3 mm Al7075-T6

(bottom) 1 mm SPFC590DP

(a)
(b)

Fig. 7 Schematic illustrations of (a) SPR only and (b) SPR with pre-hole and additional plate

Die FM1 FM2 KA DZ
Punch force 70 kN 70 kN 73 kN 78 kN

5 mm 5 mm 5 mm 5 mm

Fig. 8 Cross sections for SPR joints between Al7075-T6 (top) -SPFC590DP (bottom) with respect to di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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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ottom thickness는 FM1, FM2, KA 다이의 

경우 0.39~4.0 mm로 유사하지만 DZ 다이의 경우 

pip height(Fig. 3 참조)가 높으므로 0.28 mm로 얇

다. 하지만 모든 다이에 해 bottom thickness 최소 

기  0.2 mm을 만족한다. 인장 단하 은 FM1, 

FM2, KA, DZ type 다이에 해 9.82, 9.69, 9.34, 

9.80 kN로 유사한 수 이다. 모든 경우에 단모드는 

하  SPFC590DP 강 재의 shear-out 모재 단이

다. 즉, 모든 다이의 경우에 interlock이 충분하게 형

성되므로 합 품질이 양호하여 모재 단이 발생한다.

3.2 FDS 합 평가

  FDS 합은 SPR의 경우와 같이 상  Al7075-T6

에 직경 6 mm 홀을 가공한 후 FDS 합을 실시하

다. 상 에 홀을 가공하지 않고 FDS 합을 한 경우는 

Fig. 10(a)의 합부 단면 분석 결과와 같이 fastener 

head와 상  표면의 미 , 상․하  사이의 간극, 

screw tip의 용융 등의 불량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FDS 합 공정은 소재의 특성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르

며 고강도 소재의 경우 그 특성이 극 화되기 때문이

다. FDS 합 공정은 일반 으로 flow drilling, 

thread forming, 그리고 tightening 세 가지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10). 그리고 각 과정의 주요 공정 변수는 

rotating speed, downforce, feed rate, torque 이

다. 일반 으로 강재의 합은 downforce를 크게 하고 

rotating speed를 낮게 하지만 알루미늄 합은 그와 

반 로 downforce를 작게 하고 rotating speed 높게 

한다. 따라서 상 에 홀 가공을 하지 않은 FDS 합

의 경우 Al7075-T6와 SPFC590DP의 경우 두 소재

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는 공정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상  Al7075-T6에 직경 6 mm 홀을 가공한 수 

FDS를 합한 경우는 Fig. 10(b)와 같이 건 한 

합 단면을 형성하 다. 주요 공정 변수는 최 화 과정

을 거쳐 Table 2의 조건을 도출하 다. 앞서 상  홀 

가공 없는 FDS 합에서 발생한 fastener head와 상

 표면의 미 , 상․하  사이의 간극, screw tip

의 용융 등의 불량이 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부 

인장 단하 은 약 8 kN으로 Fig. 11과 같이 FDS 

screw와 체결된 하  SPFC590DP 모재의 shear- 

out 단이 발생하 다. 

Die FM1 FM2 KA DZ

Punch force 47.5  kN 47.5 kN  49 kN 50 kN

5 mm 5 mm 5 mm 5 mm

Interlock 0.38 0.40 0.38 0.43

Bottom thickness 0.4 0.4 0.39 0.28

Failures after tensile shear test

Al7075-T6SPFC590DP

Bottom sheet shear-out

Al7075-T6SPFC590DP

Bottom sheet shear-out

Al7075-T6SPFC590DP

Bottom sheet shear-out

Al7075-T6SPFC590DP

Bottom sheet shear-out

UTS 9.82 kN 9.69 kN 9.34 kN 9.80 kN

Fig. 9 Cross sections, interlocks, bottom thicknesses, failure modes and UTS loads for SPR joints with pre-hole and addi-
tional plate between Al7075-T6 (top) -SPFC590DP (bottom) with respect to die types

Head gap

Gap

Fastener
melting 

(a) (b)

5 mm5 mm

Fig. 10 Cross sections for FDS joints between Al7075- 
T6 (top) -SPFC590DP (bottom) (a) without pre- 
hole and (b) with pre-hole on the top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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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olt/Nut 합 평가

  3 mm 두께 Al7075-T6 알루미늄과 1 mm 두께 

SPFC590 강재의 이종소재에 한 bolt/nut 체결 실

험은 두 소재의 상․하  배치와 체결 토크의 향이 

체결 품질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여기서 체결 

토크의 평가 범 는 사  실험을 통해 결정하 다. 체

결 토크가 7 N․m 미만일 경우 bolt/nut가 합부가 

쉽게 풀리는 상이 발생하 고 체결 토크가 15 N․m

를 과할 경우 bolt의 손이 발생하 다. 따라서 체

결 토크의 범 를 7~15 N․m로 설정하 다. Fig. 

12의 결과와 같이 Al7075-T6가 상 (bolt head 쪽)

에 치할 때 체결 토크에 따른 합부 인장 단하 은 

10.84~11.06 kN 이며 SPFC590DP가 상 에 치

할 경우는 10.45~11.05 kN 이다. 즉, bolt/nut의 

합부 인장 단하 은 해당 범 에서 체결 토크에 따

른 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 에 

Al7075-T6가 치할 경우가 그 반 의 경우에 비해 

반 으로 인장 단하 이 높고 그 편차가 작다. 그 

이유는 SPFC590DP가 상 에 치할 경우 볼트 헤드

로부터 가해지는 응력 집 이 그 반 의 경우에 비해 

더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  인장 단하  값은 

Al7075-T6가 상 에 치하고 체결 토크가 7 N․m

일 때의 11.06 kN으로 선정하 다. 그리고 단 모드

는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SPFC590DP의 cleavage- 

tension 단이 발생하 다.

3.4 Blind rivet 합 평가

  Blind rivet 합은 3 mm 두께 Al7075-T6와 1 

mm 두께 SPFC590DP의 상․하  배치에 따른 합

성을 평가하 다. Fig. 13의 결과와 같이 상 (blind 

rivet head 방향)에 SPFC590DP가 치할 경우 인

SPFC590DP

Al7075-T6

Bottom sheet shear-out

Fig. 11 Failure after tensile shear test for FDS joining 
between Al7075-T6 (top) -SPFC590DP (bottom) 
in case of pre-hole formed in the top sheet

SPFC590DPAl7075-T6

590DP cleavage 

SPFC590DP Al7075-T6

590DP cle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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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olt/Nut joint load and failure mode in terms of 
joining torque and configuration for Al7075-T6 
& SPFC590DP

Configuration Al7075-T6 (top) - 
SPFC590DP (bottom)

SPFC590DP (top) - 
Al7075-T6 (bottom)

Cross section

5 mm 5 mm

Tensile 
shear load 5.01kN 5.16 kN

Failures after 
tensile shear 

test

Al7075-T6SPFC590DP

Rivet failure

Al7075-T6 SPFC590DP

Rivet failure

Fig. 13 Blind rivet joint load and failure mode in terms of 
joining configuration between Al7075-T6 and 
SPFC590DP

Process stages Rotating speed (rpm) Downfoce (N) Feed rate (mm/s) Torque (N·m)

Flow drilling 4000 900 35 X

Thread forming 2800 450 X X

Tightening X X X 6

Table 2 Processing parameters for FDS joining between Al7075-T6 (top) –SPFC590DP (bottom) in case of pre-hole 
formed in the top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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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하 이 5.16 kN으로 상 에 Al7075-T6가 

치할 경우의 5.01 kN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진다. 그 이

유로는 상 에 SPFC590DP가 치할 경우 mandrel 

부분이 홀에 깊게 걸려서 리벳 단을 지연시키므로 인

장 단하  증가에 향을 주었던 것으로 단된다. 그

리고 단모드는 두 경우 모두 blind rivet 단으로 

blind rivet 강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할 경우 체결부

의 인장 단하 이 증가할 수 있다.

 

3.5 착제 합 평가

  착제 합에서는 1액형 고온경화형 차체구조용 

착제(Henkel社의 TEROSON® 5016)를 사용하 다. 

직경 0.2 mm 구형 유리 비드를 착면에 용하여 갭

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착제 도포량을 제어하

다. 그리고 합 시편의 합면은 착제를 도포하기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하 다. 착 평가는 Fig. 

14에 정리한 것과 같이 착 계면의 표면처리 유무에 

따른 합부 인장 단하 과 단모드를 비교하 다. 

표면처리는 sandpaper(grit #40, #80)를 이용하여 

속 시편의 합면에 거칠기를 만드는 것으로 착력 

향상을 기 하 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표면

처리 없이 에탄올 세척만 한 착시편의 인장 단하

은 18.1 kN이고 sandpaper(grit #40)로 표면처리를 

한 착시편의 인장 단하 은 18.50 kN으로 그 효과

가 크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단모드는 응집

단(cohesive failure)으로 동일하 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pillar 경량화를 하여 Al7075- 

T6와 SPFC590DP 소재를 SPR, FDS, bolt/nut, 

blind rivet 그리고 착제 합 공법을 용하 다. 

합 공법에 한 합부의 인장 단하 과 단모드를 

Fig. 15에 도시하 다. 각 공법에 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SPR 합에서 다이의 변화에 따라서 실험을 진

행하 고 홀 가공이 없는 경우 모든 다이에서 리벳이 상

을 통하지 못하고 리벳이 좌굴 되었다. 상  Al7075- 

T6에 홀 가공 후 덧 을 사용함으로써 SPR 합에 

성공하 다. 모든 다이에 하여 interlock과 bottom 

thickness 각각 최소 기  0.2 mm을 만족하 으며 

모재 단이 발생하 다.

  2) FDS 합에서 상 과 하 의 공정 조건이 다르

기 때문에 fastener head와 상  표면의 미 , 

상․하  사이의 간극, screw tip의 용융 등의 불량이 

발생하 다. 상  Al7075-T6에 홀 가공 후 FDS 

합을 진행하 고 모재 단이 발생하 다.

  3) Bolt/Nut의 합에서 합부 인장 단하 은 해

당 범 에서 체결 토크에 따른 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상 에 Al7075-T6가 치할 경우가 그 반

의 경우에 비해 반 으로 인장 단하 이 높고 그 

편차가 작았다. 

  4) Blind rivet 합에서 상 에 SPFC590DP가 

치할 경우 인장 단하 이 더 높았다. 단모드에서 

Surface treatment Ethanol cleaning only Sand paper  (grit #40) Sand paper (grit #80)

Failures after tensile 
shear test

Cohesive failure

Al7075-T6 SPFC590DP

Cohesive failure

Al7075-T6 SPFC590DP

Cohesive failure

Al7075-T6 SPFC590DP

UTS 18.1 kN 18.5 kN 17.46 kN

Fig. 14 Adhesive bonding joint load and failure mode in terms of joining configuration for Al7075-T6 (top) 
-SPFC590DP (bottom)

Joining methods SPR FDS Bolt/Nut Blind rivet Adhesive

UTS 9.82 kN 8.08 kN 11.1 kN 5.16 kN 18.5 kN

Failures after 
tensile shear test

590DP sheet shear-out 590DP sheet shear-out 590DP sheet cleavage Rivet failure Cohesive failure

Fig. 15 Comparison of joining methods between Al7075-T6 & SPFC590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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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 rivet 단으로 blind rivet 강도가 더 높은 것

을 사용할 경우 체결부의 인장 단하 이 증가할 것으

로 단된다..

  5) 착제 합에서 착 계면의 표면처리 유무 비

교하 으며 표면처리를 한 시편의 인장 단강도가 더 

높긴 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6) 경제성과 산업에서의 용을 고려해봤을 경우 조

립 단계에서 홀 가공으로 인한 가공비용, 홀 정렬의 작

업 등등 경제성과 시간 측에서 불리하다. SPR과 FDS 

합의 경우 홀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합이 가

능한 공법이지만 Al7075-T6 소재가 난 합 소재이기 

때문에 홀 작업이 필요하다. 인장 단하 의 경우 SPR 

합이 FDS 합보다 높을 것을 확인하 다. 착제 

합은 1액형 착제를 굳히기 한 공정과 비용이 발

생하기 때문에 SPR 합이 산업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공법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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