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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지구온난화의 심화로 사회 으로 환경의 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CO2 배기가스  연비

와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량 감의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차체 경량화 기술은 환경 친화 인 

자동차 개발의 핵심기술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충돌보호 장치  편의장치의 증가로 차체 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어 차체 량을 신 으로 감할 수 있는 경량 차체기술이 요구된다. 차

체 경량화 방법으로 기존 강재를 알루미늄재로 체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일부 해외 고  차

종에서 알루미늄재를 이용한 스페이스 임  부품 개발을 검토․ 용 이다. 그러나 알루미늄 

단일재 사용은 안 성등에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강재와 알루미늄재의 한 사

용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강재와 알루미늄간 이종 합부가 발생하며 이를 한 정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자기 펄스 용 (MPW)은 고상 합의 한 종류로서 고 류를 순간 으로 방 하여 발생된 고에

지를 통하여 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에 지는 외부재의 ․자기  성질에 의하여 에 지량이 

결정되므로 외부재의 도도(conductivity)는 매우 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Aluminum 1xxx계 심의 

자기 펄스 용  공정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스페이스 임  드라이  샤 트등과 같은 

부품에 알루미늄재를 용하기 해서는 일정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6xxx계의 련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합부 확보를 한 1xxx계와 6xxx의 최 의 공정변수(충 압, 

외부재와 내부재 사이의 간격, 외부재 두께)를 도출하 다. 이를 하여 자기 펄스 용  장치는 한

국생산기술연구원과 웰메이트(주)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120의 캐패시터 6개로 구성된 'W-MPW36'

을 사용하 으며 합 후 수시험을 통하여 합부의 품질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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