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특수한 목적에 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접착을 

비롯하여 세라믹/금속 및 수지/금속의 접합, 반도

체 패키지, 브레이징, 납땜과 코팅 등에 각종 접

합을 응용한 재료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균질재, 또는 성질이 서로 다른 이종재료를 상호 

접합하여 사용하는 접합부재(bonded components)

는 단일재에 비하여 진동 및 충격흡수, 완충 등

의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각종 구조물에 그 활

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3) 

  각종 이종 접합부재가 높은 신뢰성을 가진 결

합방법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접합 계면균

열에대한 정 도 높은 응력해석과 이를 이용한 

응력세기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의 계산에 

의한 파괴인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4∼6) 그러

나, 접합부재의 계면균열에 대한 응력세기계수의 

정 도 높은 계산방법 및 혼합모드의 분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합 계면균열에 대

한 파괴인성의 평가도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합모드 성분이 광범

위하게 변화하는 이종 접합부재의 시험편을 제작

하여 접합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성의 평가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합 시험편은 알루미늄 합

금을 에폭시계 접착제인 아랄다이트(Araldite 

adhesive; Epoxy) 접합부재(Al/Epoxy)의 경사 접

합이음(bonded scarf joint) 시험편과 알루미늄 

합금과 연강(mild steel; Steel)을 아랄다이트로 

경사 접착(Al/Epoxy/Steel)시킨 시험편을 제작한 

후, 경계요소법(boundary element method ; 

BEM)에 의한 수치 응력 해석과 정적 파괴실험

을 수행하여 접합부재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

성(fracture toughness)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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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E(GPa)

Poisson's ratio
 ν 

Materials

Mild steel 194.7 0.32

 Aluminum alloy   65.6  0.32

Adhesive(Epoxy) 3.2 0.37

 2. 시험편 및 실험방법

2.1 시험편 재료의 특성형상 및 치수

  사용된 접합부재는 균질 알루미늄 합금과 연강

이고, 접착제는 구조접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아랄다이트를 사용하 다. 

  접착제는 주제와 경화제를 10:3으로 혼합하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 다. 또

한, 시험편의 제작에 사용된 접합부재의 기계적 

성질은 실험을 통하여 직접 구하 고,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dherends and adhesive

2.2 시험편의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접합 시험편의 형상 및 치

수는 Fig. 1과 같다. 시험편의 제작은 알루미늄 

판재를 소정의 치수로 기계가공 한 후, 접합면을 

샌드 페이퍼로 충분히 연마하 다. 또한, 접합할 

면은 아세톤으로 세정한 후, 물로 씻고 건조시켰

다. 

  Fig. 1(a)의 시험편은 기계 가공된 알루미늄 접

합부재를 형틀에 고정시킨 후, 아랄다이트로 몰

딩하여 접합이음 시험편을 제작하 고, Fig. 1(b)

의 시험편은 접합부재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 접

착하 다. 경사 접합 시험편의 경사각은 θ=0°, 

15°, 30°, 45°,  60°로 하고, 예비균열은 두께 0.1 

mm의 테플론 필름을 삽입하여 인공균열을 성형

시켰다. 

2.3 실험방법

  시험기는 인스트론형의 만능재료시험기 (Model 

4206)를 사용하 고, 로드 셀은 용량 5 kN을 부

착하여 정적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정적 하중

속도는 0.2 ㎜/min의 변위가 유지되도록 서서히 

하중을 가하면서 실험을 하 다. 하중-변위 선도

(a) Bonded joint with a crack

(b) Adhesive joint with a crack

Fig. 1 Shapes and dimensions of the bonded joint  
      specimens
 

는 X-Y 레코더를 사용하여 기록하 다. 측정한 

실험값은 각각 3개의 시험편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고, 접착층의 두께 및 균열의 길이는 금속현미

경을 이용하여 확대 측정하 다.

3. 계면균열의 응력세기계수

3.1 해석모델

  접합부재에 대한 BEM 응력해석 모델은 Fig. 2

와 같은 편측 계면균열을 갖는 경사이음으로 하

다. Fig. 2(a)는 접착층이 없는 것으로 알루미

늄 합금과 에폭시 수지가 몰딩 접합된 계면에 균

열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Fig. 2(b)는 접합부재 

사이에 접착층이 있고, 한쪽 접착주재와 접착재 

사이에서 편측 계면균열이 발생한 경사 접착이음

에 대한 모델이다.

  해석모델에 대한 요소분할은 Fig. 2(a)에서는 2

개 역, 전체 요소수는 284개로 분할하고, Fig. 

2(b)는 3개 역, 전체 요소수는 326개로 분할하

다. 또한, 접합부재의 기계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낸 실험 측정 결과를 사용하 다. 균열길이 

a=3∼18 ㎜, 접합 경사각 θ=0°∼ 60°로 변화시키

고, 시험편의 폭 W=30 ㎜, 시험편의 길이 L=30 

㎜로 하여 경계요소법에 의한 응력해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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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nded joint     (b)Adhesive joint

Fig. 2 BEM analysis models on the bonded        
        dissimilar materials

3.2 BEM 응력해석

  응력해석은 Kelvin의 기본해를 이용한 경계요

소법에 의한 2차원 탄성해석을 실시하 다. 계면

균열에 대한 정 도 높은 응력해석을 하기 위하

여 균열선단은 서브 요소로 분할하 고, 평면변

형률 상태에서 해석하 다. 

3.3 계면균열의 응력세기계수 계산

  Fig. 2와 같이 경사이음에 편측 계면균열이 존

재하는 경우, θ=0
。
 일 때 균열선단에 대한 응력장

은 다음 식과 같이 표시된다.

σ y+ iτ xy=
( K 1+ iK 2)

2πr
(
r
l
)
iε

   (1)

     

 ε=
1
2π
ln [

κ 1 μ 2+ μ 1
κ 2 μ 1+ μ 2 ]          (2)

  여기서, σ y와 τ xy는 각각 수직 및 전단응력 

성분을 나타내며, r은 균열선단으로부터의 거리

이다. 또한, K1, K2는 계면균열에 대한 복소 응력

세기계수이다. 또한, ε은 이종재료 정수 

(bimetallic constant)를 의미하고, l은 기준길이

로서 균열의 길이를 사용 할 것이 추천되고 있다.

  계면균열에 대한 응력세기계수는 각 모델의 계

면에 대한 BEM 응력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

음 식으로 외삽하여 구하 다.

 K 1= lim
r→0

2πr(σ y cosQ+τ xysinQ)     

                                      (3)
 K 2= lim

r→0
2πr( τ xy cosQ-σ ysinQ)        

 F 1=K 1/ σ πa                        
                                         (4)
 F 2=K 2/ σ πa                            

 Q=εln(r/a )                           (5)

  여기서, F1 과 F2는 무차원화 응력세기계수이다.

  Fig. 2(a)의 해석모델과 Table 1의 재료정수를 

사용한 Al/Epoxy의 접합이음에 대한 계면균열의 

응력세기계수를 해석하고
(3)
,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2(b)의 해석모델과 Table

1의 재료정수를 사용한 Al/Epoxy/Steel 접착이음

에 대한 응력세기계수의 해석결과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Fig. 3는 무차원화 응력세기계수 F1과 F2를 경

사각도 θ에 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계면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경사각도가  0°라 하더라도 순수 

모드 I으로 되지 않고, 이 경우 F2 성분이 (-)로 

나타난 것은 압축응력이 작용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g. 3에서 θ가 증가할수록 F1의 크기는 감

소하고, F2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의 경우도 Fig. 3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고 있지만, Al/Epoxy/Steel 이종 접착 이음에 

의한 접합부재의 상호조합과 접착층이 존재하기 때

문에 응력세기계수 F1 과 F2의 값이 경사각도에 

따라 Fig. 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파괴인성의 실험결과

4.1.1 접착층이 없는 이종 접합부재

  Fig. 1(a)와 같이 Al/Epoxy 이종 접합부재에 

편측 계면균열이 존재하는 시험편을 제작한 후, 

파괴인성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시험편에 대한 축방향 균열발생 하중과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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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s between F1 and F2 on the     
       bonded  Al/Epoxy joints

Fig. 4 Relationships between F1 and F2 on the     
       adhesively bonded Al/Epoxy/Steel joints 

하중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파괴응력을 균열 

발생 응력으로 간주하 다. 축방향의 최대 파괴

응력 σ max =P max/(Wㆍt)에서 구하 고, P max은 

축방향 최대 파괴하중이고, W는 시험편 의 폭, t

는 시험편의 두께를 나타낸다.  

  Table 3은 실험에서 얻은 축방향 파괴응력을 

이용하여 축방향 파괴인성치 KC를 구하고, 이것

을 각 모드 성분에 대한 응력세기계수의 해석결

과인 Table 1을 이용하여 각 모드 성분으로 분리

한 파괴인성치를 나타내었다. 

4.1.2 접착층이 있는 이종 접합부재

  Fig. 1(b)와 같이 접착층이 있는 Al/Epoxy/Steel 

이종 접합이음에 편측 계면균열이 존재하는 시험

편에 대한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Table 4에 나타

내었다. 또한, Table 5는은 Table 4의 결과를 각 

모드성분에 대한 응력세기계수의 BEM 해석결과

로 분리한 파괴인성 값을 나타낸 것이다. 

4.2 이종 접합부재의 파괴기준

4.2.1 접착층이 없는 이종 접합부재

 실험에서 구한 Kc  값은 계면의 경사각 θ의 값

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량적인 파괴인성 평가 및 

파괴기준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Al/Epoxy 이종 접합부재에 대한 파괴인성 실험 

결과인 Table 2와 응력세기계수의 계산결과인 

Table 3을 이용하여 혼합모드를 각 모드 성분으

로 분리한 파괴인성값 K 1c와 K 2c에 의한 파괴기

준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순수모드 Ⅰ의 파괴인성 값을 K *
1c
, 순수모드 

Ⅱ의 파괴인성값을 K *
2c
라 하면, 다음과 같은 타

원의 식에 의한 이종 접합부재의 파괴기준식을 

제안할 수 있다.

  1.039(
K 1c

K
*
1c )

2

+1.532(
K 2c

K
*
2c )

2

=1     (6)

  계면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Al/Epoxy 이종 접

합부재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Fig. 5에서 파괴기준인 타원 선의 안쪽에 있도록 

사용 응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작용 응력이 

증가하여 타원선의 바깥으로 되면 Al/Epoxy 이

종 접합부재는 파괴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4.2.2 접착층이 있는 이종 접합부재

  4.2.1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

여 접착층이 있는 Al/Epoxy/Steel의 이종 접합부

재에 대한 파괴기준을 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
K 1c

K
*
1c ]

2

+[
K 2c

K
*
2c ]

2

≥1          (7)

  Fig. 6에서 실선은 식(7)에서 구한 파괴기준선

을 나타내며 타원선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작용

응력이 증가하여 타원선 밖에 존재하면 파괴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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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fracture strength on the bonded Al/Epoxy joints 

Specimen
No.

Scarf
angle

(θ)

Specimen
thickness
(t : ㎜)

Specimen
width

(W : ㎜)

Crack
length

(a : ㎜)
a/W

Fracture
load

(Pmax : N)

Fracture
stress

(σmax : MPa)
1 0° 3 30.47 10.05 0.33 630 6.99
2 15° 3 30.43 10.16 0.33 597 6.64
3 30° 3 30.47 10.03 0.33 724 7.91
4 45° 3 30.43 10.03 0.33 728 8.09
5 60° 3 30.47 10.02 0.33 747 8.29

Table 3   Fracture toughness on the bonded Al/Epoxy joints 

Specimen
No.

θ a/W F1/F F2/F F
K1c

(MPa ｍ)

K2c

(MPa ｍ)

Kc

(MPa ｍ)
1 0° 0.33 0.977 -0.102 1.4811 1.767 -0.185 1.777
2 15° 0.33 0.999  0.037 1.4376 1.665  0.062 1.666
3 30° 0.33 0.978  0.210 1.2407 1.703  0.366 1.742
4 45° 0.33 0.846  0.533 1.0117 1.209  0.762 1.429
5 60° 0.33 0.567  0.824 0.8844 0.726  1.055 1.281

Table 4  Experimental fracture strength on the adhesively bonded  Al/Epoxy/Steel joints

Specimen
No.

Scarf
angle

(θ)

Specimen
thickness
(t : ㎜)

Specimen
width

(W : ㎜)

Crack
length

(a : ㎜)
a/W

Fracture
load

(Pmax : N)

Fracture
stress

(σmax : MPa)
1 0° 3 29.7 5.70 0.20 1.13 12.66
2 15° 3 29.5 7.67 0.26 1.24 13.91
3 30° 3 29.1 9.93 0.34 1.37 15.69
4 60° 3 29.6 18.03 0.61 1.30 14.59

Table 8  Fracture toughness on the adhesively bonded Al/Epoxy/Steel joints

Specimen
No.

θ a/W F1/F F2/F F
K1c

(MPa ｍ)

K2c

(MPa ｍ)

Kc

(MPa ｍ)
1 0° 0.20 0.35607 0.03665 0.35825 0.61 0.06 0.62
2 15° 0.26 0.23066 0.09827 0.25018 0.50 0.21 0.54
3 30° 0.34 0.13499 0.13691 0.19227 0.37 0.38 0.53
4 60° 0.61 0.02773 0.15081 0.15433 0.10 0.53 0.54

  본 실험에서 얻어진 Al/Epoxy/Steel 접착부재

의 파괴기준을 균질재의 파괴기준과 비교하면 모

드 Ⅱ성분의 지배 역은 매우 작고, 모드Ⅰ성분

의 지배 역이 크기 때문에 박리현상에 강한 파괴

기준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이종 재료의 상

호 조합에 의한 기계적 성질의 차이와 이들의 친

화력에 의한 계면특성에 따라 응력상태의 변화 

및 파괴기구의 차이가 접합 및 접착강도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접합 및 접착강도는 계면파

괴, 응집파괴, 또는 모재 자체의 피괴에 따른 파

괴기구의 차이에 따라 다르고, 계면파괴의 경우

가 가장 낮은 파괴인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접

합 및 접착강도는 파괴인성이 가장 낮은 계면균

열에 대한 파괴인성의 평가방법을 제시하면, 이

들 접합부재에 대한 파괴기준의 설정, 파괴강도

의 예측, 파괴강도의 평가 및 안전설계 방법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종 접합부재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성의 평가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밟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 계면균열이 존재하

는 응력세기계수 K1과 K2 등의 광범위한 변화가 

가능하고, 수치 응력해석 및 실험이 용이한 간단

한 시험편의 고안․제작을 한다. 설정된 모델의 

접합계면에 대한 정 도 높은 수치응력해석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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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cture criterion on the bonded Al/Epoxy   
       joints

Fig. 6  Fracture criterion on the adhesively     

         bonded Al/Epoxy joints

고, 식(3)∼(5)에서 계면균열에 대한 응력세기계

수 K1, K2 및 K 등을 계산한다. 또한, 접합부재

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성 실험을 통하여 축

방향 최대 파괴응력과 축방향 파괴인성 값 Kc를 

구한 후 K1c와 K2c로 분리하여 파괴기준을 설정

한다. 

  따라서, 동일한 재료조합을 이루는 임의 형상

의 이종 접합부재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파괴기준을 이용하여 이

종 접합부재에 대한 정량적인 강도평가 및 안정

성의 예측이 가능하다.

5. 결 론

  이종 접합부재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괴인성의 

평가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Al/Epoxy와 

Al/Epoxy/Steel의 이종 접합부재에 대한 경사 접

합이음 시험편의 경사각을 변화시켜 가면서 경계

요소법에 의한 응력 및 응력세기계수를 해석하

고, 파괴인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접착층이 없는 이종 접합부재 및 접착층이 

있는 이종 접합부재 계면균열이 존재할 때 접합 

경사각과 균열길이의 변화에 따른 정 도 높은 

응력 및 응력세기계수를 해석하고, 이들 결과를 

상호 비교․검토하 다.  

(2) 이종 접합부재 시험편에 계면균열이 존재할 

때 파괴인성의 실험방법 및 혼합모드 파괴인성의 

분리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3) 이종 접합부재 시험편의 계면균열에 대한 파

괴인성을 이용한 파괴기준의 설정방법 및 접합강

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4) 본 연구에서 얻어진 파괴기준을 이용하여 임

의 형상에 대한 Al/Epoxy와 Al/Epoxy/Steel 이

종 접합부재의 접합강도의 평가 및 파괴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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