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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lf-piercing riveting (SPR) process is gaining popularity due to its many advantages. The SPR does not require a pre-drilled 
hole and has capability to join a wide range of similar or dissimilar materials and combinations of material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tigue strength of self-piercing rivet joint with aluminum alloy (Al-5052) and steel (SPCC) sheets. Static and fatigue tests on 
tensile-shear specimens were conducted. From the static strength aspect, the optimal punching force for the specimen with upper SPCC 
(U.S) sheet and lower aluminum alloy(L.A) sheets was 34 kN. During static test the specimens fractured in pull-out fracture mode due to 
influence of plastic deformation of joining area.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applied load amplitude  and number of cycles ; 
 

 and  
 for U.S-L.A and U.A-L.S specimens, respectively. U.A-L.S fatigue specimens failed 

due to fretting crack initiation around the rivet neck between upper and lower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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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연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행저항감소, 
엔진효율향상, 재료 경량화 등이 있다1). 그중에 자동차

의 경량화를 위하여 기존의 철강재를 알루미늄 및 마

그네슘 합금, 복합재와 같은 다양한 경량재료로 대체

하는 설계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

고 있는 접합방식인 점용접(spot-welding)은 융점과 결

정구조가 다른 경량재료와 자동차의 주요 프레임을 구

성하고 있는 강판을 접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철판

과 다양한 경량소재를 접합하는 기술이 요구된다2). 이
와 같은 이종재 접합기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접

합 기술 중 하나가 셀프 피어싱 리베팅(self-piercing 
riveting, SPR) 접합 기술이다.

SPR은 피 접합재료 상판에 일정이상의 압력으로 리

벳을 관통시켜, 하부 금형다이로 리벳이 삽입되면서 

금형다이의 형상에 의해 리벳이 벌어지면서 상판과 하

판을 접합하는 방법으로 2개 이상의 판을 고정시키기

는 냉간 접합처리 기술이다3). 셀프 피어싱 리베팅은 기

존의 리벳방식보다 작업시간이 빠르고 모재에 손상이 

없이 작업을 하게 되어 친 환경적인 접합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
국내⋅외에서 SPR 접합부의 피로강도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예로 Li 등4)은 알루미늄 SPR 
접합부 시험편에 대하여 피로에 대한 강성과 잔존 정

적강도를 평가하였다. 인장-전단(tensile-shear) 시험편의 

경우 균열은 상판 바닥의 리벳 머리끝 아래에서 발생

하며 피로강도에 대한 프레팅(fretting)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피로가 오히려 프레팅으로 인하여 

하판의 절개된 구멍의 끝과 상판의 펀치 구멍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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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을 증가시켜 잔존 정적강도를 증가시키며, 프레

팅으로 인하여 피로 초기에는 강성도 증가한다고 발표

하였다. He 등5)은 두께 1.5mm의 알루미늄 5052와 구리 

합금 판재를 적용하여 Al-Al, Cu-Cu 동일재 SPR 접합

부와 Al-Cu로 접합한 이종재 SPR 접합부의 인장-전단 

시험편에 대하여 정적강도와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Cu-Cu 시험편이 가장 피로강도가 크고 Al-Al 시험편이 

가장 피로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동일

재의 경우 하판에서 피로균열이 발생하며, 이종재 접

합부의 경우 연한 재료가 피로발생에 취약함으로 인하

여 연한 재료측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Li 등6)은 

SPR 알루미늄 접합부의 리벳과 판재의 끝단까지의 남

은 거리(sheet edge distance)가 피로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다. 인장-전단 시험편의 경우 이 거리가 피

로강도에 많은 영향을 주나 인장-박리(coach-peel) 시험

편에서는 큰 영향이 없으며 최적의 거리는 11.5mm이

며 최소 거리는 8mm임을 보고하였다. Miyashita 등7)은 

마그네슘 SPR 접합부에 접착제를 적용한 인장-전단 시

험편의 강도를 평가하였다. 접착제를 적용한 시험편이 

접착제가 없이 단순 SPR로 접합한 시험편에 비하여 정

적강도 및 피로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Iyer 
등8)은 두께 1, 2, 3 mm의 알루미늄 판재에 1개와 2개
의 SPR 접합부를 가진 인장-전단 시험편에 대하여 피

로강도를 평가하였다. 접합부의 프레팅 손상의 심각도

가 시편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며 2개의 접합부

를 가진 시험편이 1개의 접합부를 가진 시험편에 비하

여 단위 리벳당의 하중진폭에서 더 낮은 피로강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Lee 등9)은 Al-5052 SPR 접합

부의 인장-전단 시험편에 대하여 정적 및 피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피로 한도에 해당하는 진폭하중은 수명이 

100만회 기준으로 정적 강도의 약 34% 해당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저하중 구간에서는 리벳과 하판의 버

튼 안쪽 부분에서 프레팅이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하며, 
고하중 구간에서는 리베팅 부분에서 상판의 아랫면과 

하판의 윗면에서 프레팅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여 관

통파괴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un 등10)은 다양한 

두께의 알루미늄과 철강재로 조합한 SPR 접합부의 피

로강도를 평가하였다. 시험편의 형상의 경우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인장-전단 시험편이 십자-인장 시험편

보다 하중진폭으로 비교시 피로강도가 높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강도가 높은 1.6mm 두께의 강판을 상판으

로 하고 하판은 강도가 낮은 2 mm 두께의 알루미늄으

로 접합한 접합부가 반대 순서로 조합한 접합부에 비

하여 인장-전단 시험편의 경우 피로강도가 우수하였으

나 십자-인장 시험편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이 경우 판재의 두께가 달라 동일한 두께의 

판재로 접합시에는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으며 하중 

형태가 인장-박리로 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하여 기존 강판재

에 현재 경량화 재료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알루

미늄 판재를 결합하는 조합이 흔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종재인 SPR 접합부의 피로강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동일한 두께의 두 판재를 접

합시 강판을 상판으로 혹은 하판으로 접합하는 것이 

피로강도 측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

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판재의 두께가 서로 다를 경

우 어느 판을 상판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

지에 대한 연구도 더욱 제한적이다.
동일한 두께의 강판과 알루미늄 합금 판재를 적용하여 

상판을 어느 판재를 적용하는 것이 피로강도 측면에서 

적합한지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SPR 접
합부의 피로발생은 두 판재 사이의 프레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나 이는 피로 균열로 파단 

후에 파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

파현미경(SAM, scanning acoustic microscope)을 적용하여 

피로 시험중인 시험편에 대하여 접합부 내부의 피로균열

의 측정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추후 피로시험중 접합부 내부에서의 균열발생 수명과 균

열전파수명을 평가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금판재와 냉간압

연강판을 이용하여 인장-전단 시험편에 대한 피로강도

와 피로균열 발생 기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접합 하중을 변화시키면서 접합부의 최적의 접합하

중을 결정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험편에 

대하여 피로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피로수명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SEM과 SAM을 이용하여 

파면을 촬영하여 균열 발생 수명 및 위치, 균열 전파 

방향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험편 재료 및 제작

본 연구에서 SPR 접합부의 시험편에 사용한 재료는 

Al-5052 H32와 냉간압연강판인 SPCC를 적용하였다. 
KS B 0801을 참고하여 알루미늄과 철강 판재에 대한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고,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기계

적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현재까지 SPR접합부 시험편에 대한 KS규격이 제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용접에서 사용되는 KS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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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5052 and SPCC

Material σu (MPa) σy (MPa) Elongation (%)

Al-5052 H32 234.4 161.8 9

SPCC 401.3 166.1 36

Fig. 1. Geometry and dimension of the tensile-shear specimen.

참고하여 Fig. 1과 같은 SPR접합부의 인장-전단 시험편

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상부와 하부는 재질의 종류

를 달리한 두 종류로 제작하였다. 즉, 시험편은 상판은 

Al-5052, 하판은 철강판인 SPCC인 시험편 (Upper Al 
Sheet - Lower Steel Sheet, 이후 U.A-L.S로 명명), 상판

은 철강판인 SPCC, 하판은 Al-5052인 시험편 (Upper 
Steel Sheet–Lower Al Sheet, 이후 U.S-L.A로 명명)을 

제작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SPR의 리벳은 Henrob사의 C50541

로 꼬리부분의 지름과 길이는 모두 5 mm이고 중탄소

강(0.35 wt% C)으로 제작되었으며 알루미늄 표면처리

(Almac)된 제품이다.

2.2 시험편 준비 및 실험 방법

SPR 접합부의 정적 강도 및 피로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압식 만능재료 시험기(Instron 8516)를 사용하

였다. 20kN부터 50kN까지 2∼3kN 간격으로 접합하중

을 증가시키면서 제작된 시험편에 대하여 접합 강도를 

평가하여 최적의 접합 강도를 결정하였다. 이때 접합 

하중당 2개의 시험편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최대 인

장하중 측면에서 U.A-L.S의 경우 37kN, U.S-L.A의 경

우 34kN의 접합하중을 가한 시험편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U.A-L.S 시험편은 45kN의 접합하중에

서 더 높은 인장 하중이 나타났지만, 37kN을 초과하는 

접합하중에서는 상부에 위치한 알루미늄이 심하게 변

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부를 철강판으로 

제작한 시험편과 비슷한 변형이 발생하는 접합하중을 

기준으로 최적의 접합하중으로 결정하였다. 최적의 접

합하중으로 제작한 시험편을 이용하여 정적강도 평가 

및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시험은 응력비 (R = 

Pmin / Pmax)가 0.1인 정현파형(sine wave form)의 반복하

중을 가하여 수행하였다.
피로시험 중 시험편 리벳 근처 상판과 하판 사이에 

발생하는 균열의 존재여부와 그 크기를 관찰하기 위하

여 초음파 현미경(SAM, Scanning Acoustic Microscope, 
Model HSAM220, Hitachi Co.)을 사용하였다. 초음파 현

미경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료의 표층부나 표면 바로 

아래 내부를 파괴시키지 않고 높은 분해능으로 형상화

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하여 시험편을 수중에 담그고 

시험편에 초음파를 투과하여 재료의 물리적 특성 혹은 

결함 특성에 따라 투과, 반사, 감쇄, 회절되어 나오는 

신호를 처리한다.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내부로부터 반

사되어 나오는 신호를 측정한 후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

의 형상 및 크기를 파악한다.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균열이 발생한 지점을 초음파현미경의 초점 

설정 및 신호 출력 구간을 균열 구간에서 반사되어 나

타난 신호구간으로 설정한 후 다시 측정하여 결정한다.

2.3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SPR 접합부 시험편에 관한 접촉 해석을 위해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였다. SPR 접합부의 정확한 표

Fig. 2. Cross section of the SPR joint.

Fig. 3. 3D FEA model of the tensile-shear specimen with SPR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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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위하여 두 종류의 실제 리베팅한 시험편의 중앙

부분의 단면을 촬영하였다. Fig. 2와 같이 촬영된 단면

을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CATIA의 sketch tracer기
능을 이용해 스케치한 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Fig. 3과 같은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생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하여 범용해석프

로그램인 HyperMesh와 ABAQUS를 연동하여 정적해석

을 수행하였다. 전체 모델은 SOLID요소인 C3D8, C3D6 
요소를 적용하고 경계조건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절점 

수와 요소 수는 각각 96,901개, 93,436개로 구성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SPR 접합부의 정적강도

SPR 접합부의 최대 접합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

장-전단 시험편을 이용하였다. 최적의 접합하중을 적용

하여 제작한 시험편에 대한 인장시험의 결과를 인장하

중과 변위량으로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상판을 

Al-5052로 제작한 U.A-L.S 형상의 시험편과 상판을 

SPCC로 제작한 U.S-L.A형상의 시험편 각각 4850N, 
4800N에서 정점을 이루며 접합부에서 상판과 하판이 

분리되는 분리파괴 형태가 발생하였다.

3.2 SPR 접합부의 피로강도

자동차는 주행 중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반복하중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접합방법을 적용한 시험편에 대

하여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피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static load versus 

displacement curves for U.A-L.S and U.S-L.A specimens.

 

(a) (b)

Fig. 5. Fracture modes of tensile-shear specimens ; (a) U.A-L.S 
(b) U.S-L.A.

로시험의 파단 형태는 정적강도 평가에서 나타난 분리

파괴 형태와 달리 U.A-L.S, U.S-L.A 형상의 시험편 모두

Fig. 5와 같이 리벳 접합부 주변의 알루미늄 판재에서 

균열이 발생되어 전파되는 관통파괴 형태를 나타내었

다. 피로 파단의 기준은 판재에서 균열이 발생한 후 상

⋅하판이 분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시험

편의 파단은 알루미늄과 철강 사이에 발생한 프레팅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상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U.A- L.S 형상의 시험편은 접합부 주변의 두 판재사이

에 프레팅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알루미

늄에서 먼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U.S-L.A 
형상의 경우 리벳, 상판과 하판이 모두 만나는 삼중점

에서 하중방향으로 판재가 움직이며 프레팅이 발생하

여 알루미늄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인장-전단 형상에 대한 하중 진폭, Pamp(= 

(Pmax - Pmin)/2)과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피로시

험 결과 피로한도에 해당하는 하중진폭은 수명이 106 
사이클을 기준으로 U.A–L.S의 피로한도에 해당하는 

하중진폭은 1530N이며 정적강도(P = 4850 N)의 약 

36%에 해당한다. U.S-L.A형상의 시험편의 피로한도에 

해당하는 하중진폭은 950N이며 정적강도(P = 4800 N)
의 약 20%이다. Lee 등은 SPR 접합 공법과 기계적 프

레스 접합법(clinching)을 적용한 인장-전단 시험편의 

상판과 하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을 때 SPR 접합

방식을 적용한 시험편이 피로한도 하중진폭의 비율을 

기준으로 약 20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9). 이러한 결

과는 SPR 접합방식이 기계적 접합법에 비해 피로강도

가 향상된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SPR 공법을 적용하

여 상판과 하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시험편의 경우 

피로한도 하중진폭의 비율은 약 34% 수준이었다. 이는 

알루미늄 하판을 철강판재로 대체함으로써 정적강도

에 대한 피로강도의 비가 향상된 것을 증명하였다. 
U.A-L.S와 U.S-L.A 시험편을 비교한 결과 알루미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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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ad amplitude against number of failure cycles for 
SPR joints.

상판으로 제작한 시험편의 피로한도 하중진폭의 비율

이 약 1.8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U.A-L.S 시험편의 

100만회의 수명에 해당하는 하중진폭에서의 1552N이 

작용시 von-Mises 응력분포을 나타낸 그림이다. 리벳

주변의 상판과 하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판부분에 

응력이 주로 집중되고 있으며 최대응력이 194 MPa로 

나타났다. 이 값의 크기는 Al5052의 항복강도 161.8 
MPa을 초과하며 인장강도 234.4 MPa 이하의 값이다. 
이와 같은 이유 중 하나로 SPR 접합시에 소성변형으

로 인한 가공경화로 인하여 본 접합부의 피로 강도가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SPR 접합부는 피로 파

괴시에는 주로 하판에서 응력이 주도되어 균열이 생

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판

에서도 하판과 유사한 크기의 응력이 작용하기 때문

Fig. 7.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 SPR joint specimen.

에 U.S-L.S와 U.A.-L.S 두 시험편 모두 강도가 낮은 알

루미늄에서 먼저 균열이 생성되어 전파되었다고 판단

된다.

3.3 SPR 접합부의 내부균열 관찰

피로시험 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금속내부의 

균열 또는 상판과 하판사이의 접촉지점에서 발생하는 

초기 균열 발생 시점 및 위치를 SAM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비교적 피로강도가 높은 U.A-L.S 시험편의 피로

한도 하중진폭이 1958 N에 해당하는 시험편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5000~10000 사이클 구간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사이클이 증가될수록 균열이 전파

되며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약 50000 사이클 구간에서 균열이 생성되어 

뚜렷하게 나타난 시점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SAM을 통하여 피로균열 생성주기 등의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Fig. 8. Ultrasonic microscopy of the U.A-L.S specimen at 
50000 cycles under a load amplitude of 1958 N. 

3.4 SPR 접합부의 파면분석

인장-전단 시험중 U.A-L.S, U.S-L.A 시험편 모두 프

레팅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시험편은 Fig. 
9(a)에 나타난 지점에서 프레팅이 발생하였다. Fig. 9(b)
는 프레팅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파단된 시험편을 

정면에서 관찰한 것이다. 프레팅에 의해 발생된 균열

은 Fig. 9(c)와 같이 프레팅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한 지

점으로 부터 방사형으로 전파되어 파단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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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Fracture surface of U.A-L.S specimens ; (a) fretting crack initiation site, (b) fracture surface view and (c) enlarged local
areas.

(a) (b) (c)

Fig. 10. Fracture surface of U.S-L.A specimens ; (a) fretting crack initiation site, (b) fracture surface view and (c) enlarged local 
areas.

Fig. 10은 U.S-L.A형상에 대한 피로시험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는 Fig. 10(a)에 나타는 상판, 하판 리벳이 만

나는 삼중점 주변에서 상판과 접촉되는 지점에서 프레

팅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되고 전파되어 성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10(b)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판인 알

루미늄 판재에 하중방향으로 프레팅이 발생하면서 균

열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미세한 균열사이로 응력이 집

중되면서 Fig. 10(c)와 같이 균열이 전파되어 파단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금(Al5052-H32)과 냉간압

연강판(SPCC)을 이용한 이종재료 SPR 접합부의 인장-
전단시험편에 대하여 피로강도를 평가하였다. SPR 접
합시 요구되는 최적의 작용 하중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적 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인장-전단 시험편에 대

하여 피로실험을 통하여 피로 강도를 평가하였다. 또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피로수명 결과와 비교하

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PR 접합법으로 Al5052-H32와 SPCC 두 판재의 

접합 시 인장-전단 시험편의 인장강도 측면에서 최적

의 접합하중은 U.A-L.S 시험편의 경우 37 kN 이었으

며, 최대 인장 하중은 4850 N으로 나타났고, U.S-L.A의 

시험편은 34kN 이고, 최대 인장 하중은 4800 N으로 나

타났다.
2. 피로실험시 강도가 약한 알루미늄 판재에서 관통

파괴 형태가 발생하였다. U.A-L.S, U.S-L.A형상의 시험

편 모두 리벳주변에 상판과 하판이 접촉되는 지점에서 

프레팅이 발생하여 균열이 생성되었다.
3. 하중진폭과 반복수(N)와의 관계는 U.A-L.S 조합 

시험편의 경우  
으로 나타났으며 

U.S-L.A 조합 시험편은  
이다.

4. U.A-L.S의 시험편이 U.S-L.A시험편에 비해 피로

한도 하중진폭의 비율이 약 1.8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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