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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parametric study on the influence of friction between materials on pull force in single clinching is 

conducted using an axisymmetric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method and law of Coulomb friction. An appropriat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is given, which minimizes the effect of the material model and numeric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quadrilateral finite elements and blank radius. It is emphasized that the elasto-plastic material model should be 

employed because the elastic deformation of the internal region is affected more by the pull force. It has been shown that the 

pull force increases as friction coefficient increases and that the optimized friction coefficient is around 0.4, which is 

qualitatively comparable with its theoretical value. When the friction coefficient reaches 0.5 in the example studied, the neck 

fracture is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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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린칭(Clinching)은 판재의 기계적 결합 공정으로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K. Mori 등[2]은 기계적 클린칭이 타 방법에 비하

여 피로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다. Coppieters 등[3]은 분리력에 관한 실험적 및 

수치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축방향의 분리력이 측

방향의 분리력보다 작다는 것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자들[4-8]이 해석적, 수치적 방법을 통

하여 금형의 형상변수가 클린칭 중 소재의 변형형

상, 즉 목두께(neck thickness)와 언더컷(under-cut)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클린칭에 관한 연구의 궁극적 종착역은 최대의 분

리력이다. 최근 들어 다수의 연구자들[8-11]이 분리

력의 극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등[8]은 

클린칭 금형의 설계를 위한 새 방법을 제안하였으

며, 해석적 및 실험적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

였다. 

그러나 아직 클린칭 공정은 해석 및 설계 양면에

서 불확실성과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12,13]. 일부

의 학자는 강소성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클린칭 

연구의 종착역인 분리력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

다. 왜냐하면, 분리 과정에서 탄성변형의 영향을 무

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찰의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그리고 형상적으로는 

단순하지만 해석적으로 실험 방법을 그대로 반영하

는데도 한계가 있다. 공정의 특성상,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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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수의 요소망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수

치적 영향과 재료 모델의 영향 등에 관한 정량적 

규명이 부족하다[14]. 

클린칭 공정에서 주요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접

합될 소재 간의 마찰이다. 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3, 

7, 8, 13]에서 쿨롱마찰법칙과 0.4 의 마찰계수를 사용

하였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한 연구결과는 없다. 

분리력의 수치적 예측 측면에서 볼 때, 일정전단마

찰이 부적절하다.  

이 논문에서는 문헌으로부터 발굴된 싱글 클린칭 

공정을 대상으로 분리력의 평가에 적합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해석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확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접합된 재료 간의 마찰조건이 축방

향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2. 분리력 예측에 적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 

 

Fig. 1 은 싱글 클린칭 공정을 개념적으로 나타내

고 있다. 이것은 TOX[15]의 상용화된 클린칭 공정을 

바탕으로 설계된 것이다. 

클린칭 공정은 두 겹의 소재를 두고 펀치로 가압함

으로서 드로잉과 단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형결

합공정이다.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Al6061이며, 

이것의 기계적 성질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Fig. 1 Clinching setup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l6061 

Yield strength(MPa) 196.2 

Tensile strength(MPa) 254.4 

Young’s modulus 68.9 

Poisson’s ratio 0.33 

 

판재의 두께는 2.0mm 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

우에는 소재와 금형 사이의 마찰계수는 0.12, 소재

와 소재 사이의 마찰계수는 0.4 로 가정하였다[7,16]. 

일반적으로 클린칭 공정에서 스트로크에 해당하

는 금형 밑면과 펀치 사이의 거리(Fig. 1 의 X)는 성

형 전 소재 두께의 40% 이하로 설정한다[4]. 이 논

문에서는 성형 전 소재 두께의 30%가 되는 1.2mm 

지점까지 소재를 가압하도록 스트로크를 제한하였다

[7]. 

클린칭 공정의 특징은 목두께와 언더컷이며 이것

을 적절하게 성형하기 위한 금형 및 관련 장치에 의

하여 클린칭 공정이 결정된다. 싱글 클린칭 공정의 

금형이 축대칭이고, 그 영향권에 속하는 소재를 축대

칭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싱글 클린칭을 역학적으

로 축대칭 공정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그 해석 도

구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탄소성 축대칭 유한요소

법을 사용하였다. 

 

 

Fig. 2 Optimized mesh system with excellent mesh 

regularity for clinching process simulation 



 싱글 클린칭 공정에서 소재간 마찰이 축방향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 85 

 

분리력의 예측 측면에서 볼 때, 접촉면에서 큰 상

대변위의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따라서 접촉면에서

의 요소 품질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 사용된 사각형 

요소망은 h-법과 r-법에 근거하여 최적화되었다[17]. 

그 결과,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 간의 접촉

면에서 요소의 직각도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해석결과의 정확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다[17]. 

클린칭 공정과 분리력 시험을 연속된 공정으로 자

동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향후의 최적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Fig. 3 에 

그 개념을 나타내었다. 이 때, 소재의 반경이 충분히 

크되,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요소의 수도 해석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요소 수가 클수록 요소망 재구성의 

회수가 증가하여 해석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클린칭 공정에서 재료의 소성변형이 매우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요소망 재구성은 불가피하다. 반면, 

분리력 평가 공정에서 결과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미

치는 요소망 재구성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a) Clinching 

 

(b) Pull force testing 

Fig. 3 Definition of the test process 

분리력 평가 공정은 가상의 공정으로 Fig. 3(b)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축대칭 환상 금형에 접

촉한 소재가 금형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고 가정

한 상태에서 두 환상 금형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속

도 또는 변위를 부과하였다. 이 분리력 평가 공정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가상의 설

계 모델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금형을 소재 끝단에 맞추지 

않고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설계하였다. 

 

 
(a) Clinching load and pull force 

 

(b) Detailed pull force 

Fig. 4 Clinching load and pull force 

 

최적의 해석모델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소재 반

경 10mm 와 요소 수 3000개의 조건 하에서 마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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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µ=0.4 에 관하여 구한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 

즉 변형형상과 유효변형률을 Fig. 3 에 나타내었고 성

형하중 및 분리력 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력은 최대 클린칭 

하중의 1/10 정도이며, 분리력은 스트로크의 증가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한 후 다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대의 분리력은 약 1mm 의 스트로크 이후 발

생하였다. Fig. 4(b) 에서 분리력이 단속적으로 감소하

는 이유는 절점의 분리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

문이다. 

 

Table 2 Variation of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with radius of material 

Material 

radius 

Neck 

thickness 
Under-cut Pull force 

7mm 0.3598 0.1152 2.2418 

8mm 0.3592 0.1188 2.2743 

9mm 0.3575 0.1211 2.2901 

10mm 0.3572 0.1162 2.2563 

11mm 0.3586 0.1212 2.3420 

 

 

Fig. 5 Effect of blank size on the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클린칭 공정에서 소재의 크기가 해석결과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재의 반경을 7mm 부터 

11mm 까지 1mm 씩 증가시켰으며, 요소 수도 소재 

면적에 따라 증가시키며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소재 크기의 변경에 따른 목두께, 언더컷, 분리력 등

을 Table 2 와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시

험에 사용된 범위의 소재의 크기가 해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Variation of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with number of elements 

No. of 

elements 

Neck 

thickness 
Under-cut Pull force 

2000 0.3489 0.1157 2.2334 

2500 0.3574 0.1134 2.2603 

3000 0.3572 0.1162 2.2563 

3500 0.3536 0.1240 2.2796 

4000 0.3568 0.1252 2.3156 

 

 

Fig. 6 Effect of number of quadrilaterals on the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요소 수가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재의 반경을 10mm 로 설정하고 요소 수를 2000 개

부터 4000 개까지 500 개씩 증가시키며 유한요소해석

을 실시하였다. 사각형 요소 수의 변경에 따른 목두

께, 언더컷, 분리력 등을 Table 3 과 Fig. 6 에 나타내

었다. 이 결과로부터 요소 수가 해석결과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재와 금형 사이의 마찰이 목두께, 언더컷, 분리

력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재의 

크기를 10mm 로, 요소 수를 3000 개로 설정하고 소

재와 금형간 마찰계수를 0.04 부터 0.2 까지 0.04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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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며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마찰계수의 

변경에 따른 목두께, 언더컷, 분리력 등을 Table 4 와 

Fig. 7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소재와 금형 사

이의 마찰이 목두께, 언더컷, 분리력 등이 모두 점증

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적절한 마찰계수를 사용할 

경우, 그 값의 변화를 5% 이내로 낮출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Variation of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with friction between materials and dies 

Friction 

coefficient 

Neck 

thickness 
Under-cut Pull force 

0.04 0.3479 0.1092 2.1425 

0.08 0.3522 0.1134 2.1675 

0.12 0.3572 0.1162 2.2563 

0.16 0.3569 0.1253 2.3485 

0.20 0.3636 0.1263 2.3432 

 

 

Fig. 7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materials 

and dies on the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펀치와 소재가 닿는 부위의 마찰과 금형과 소재가 

닿는 부위의 마찰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 보았다. 이 목적으로 소재의 크기를 10mm, 요

소 수를 3000 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의 해석조건

으로 펀치와 소재가 닿는 부위를 무마찰로 간주하고 

금형과 소재가 닿는 부위에 마찰계수 0.12 로 설정하

였다. 두 번째의 해석 조건으로 금형과 소재가 닿는 

부위에 무마찰을 적용하고 펀치와 소재가 닿는 부위

에는 마찰계수 0.12 을 적용하였다. 이 두 개의 조건

에 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Effect of extreme frictional conditions on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Extreme 

friction 

status 

Neck 

thickness 
Under-cut Pull force 

Punch-

frictionless 
0.3611 0.1059 2.1246 

Die-

frictionless 
0.3344 0.1154 2.1888 

 

  

  

  

(a) Punch, frictionless (b) Die, frictionless 

Fig. 8 Comparison of history of deformation 

 

Table 5 에서 정리한 결과로부터 목두께, 언더컷, 분

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펀치와 소재가 

닿는 부위에 무마찰 조건을 적용한 경우 목두께가 

증가하고 언더컷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

형과 소재가 닿는 부위에 무마찰 조건을 적용한 경

우 목두께가 감소하고 언더컷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Fig. 8 에 보이는 바와 같이 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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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바닥면 사이에 소재 유동의 차이, 즉 소재의 뚜

렷한 두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Table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력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

다. 전술한 마찰에 관한 수치 결과의 분석은 소재 간

의 마찰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한 것이다. 

 

 

Fig. 9 Comparison of clinching force and pull force 

between elasto-plastic and rigid-plastic FE 

predictions 

 

마지막으로 재료모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료

는 변형률속도 및 온도에 무관하다고 간주하여 강소

성 또는 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이 두 가지의 재료

모델이 동일한 공정조건 하에서 예측한 성형하중 및 

분리력의 예측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클린칭 공정의 성형하중의 차이는 무시 가능한 수

준이다. 그러나 분리력의 차이는 매우 크며 그 원인

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된다. 강소성의 경우, 분리

력의 초기값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프링백 등의 영

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수치적 점프가 발생했음

을 보여주는 반면, 탄소성의 결과는 처음에는 0 의 

분리력에서 시작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완

만한 상승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다. 분리력은 최대

값을 찍은 후 강소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재료모델 모두 초기의 

점프를 제외했을 때, 최대 분리력의 차이는 크지 않

다. 그러나 수치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분리 시에 발

생하는 탄성변형의 영향을 감안할 때, 결론적으로 탄

소성 유한요소법이 현실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들로부터 수치적 특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사각형 요소 수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유한요소모델을 위

하여 반경과 사각형 요소의 수를 각각 10mm 와 

3000 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금형과 소재의 마찰도 

다수의 문헌을 참고하여 0.12 로 가정하였다. 결론적

으로 싱글 클린칭 공정과 분리력 평가 공정의 수치

해석적 특성이 양호하다. 

 

3. 마찰이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
마찰조건 

 

소재와 소재 사이의 마찰이 목두께, 언더컷, 분리

력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 절에

서 구한 최적의 유한요소해석 조건들을 사용하였다. 

 

Table 6 Variation of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with friction between materials 

Friction 

coefficient 

Neck 

thickness 
Under-cut Pull force 

Frictionless 0.2875 0.1761 0.9672 

0.1 0.3369 0.1181 1.1017 

0.2 0.3485 0.1202 1.5432 

0.3 0.3483 0.1260 1.9428 

0.4 0.3572 0.1162 2.2563 

0.5 0.3569 0.1193 2.4381 

 

 
 

Fig. 10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between workpieces 

on the neck thickness, under-cut and pul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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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사이의 마찰조건으로 쿨롱마찰계수 0.0(무마

찰), 0.1, 0.2, 0.3, 0.4, 0.5 를 선정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결과를 Table 6 과 Fig. 10 에 나타내

었다. 소재 간 마찰 조건을 적용한 것과 무마찰 조건

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마찰을 적용한 경우에 목두

께가 증가하고 언더컷이 감소했다. 

 

  

(a) Friction coefficient 0.4 (b) Friction coefficient 0.5 

Fig. 11 Comparison of history of deformation 

 

그러나 마찰계수의 증가와 함께 분리력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마찰계수의 

증가에 따라 목두께와 언더컷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분리력이 점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마찰계수 0.2 전후에서 분리력의 증가가 눈에 

뜨인다. 하지만 Fig. 11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소재 

간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력이 증가하지만, 

마찰계수 0.5 에 이르면, 목 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한

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싱글 클린칭 공정의 고정도 해석에 

적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

용하여 소재 간의 마찰조건이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클린칭 공정 그 자체는 유한요소해석 관

점에서 수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매우 폭넓은 크기의 반경이 안정적인 해를 예측하며, 

요소의 수도 매우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싱글 클린칭 공정에서 재료와 금형 간의 마

찰계수도 해석결과에 예측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미

쳤다. 그러나 검토된 탄소성 및 강소성의 재료모델은 

클린칭 공정 그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

만, 분리력 평가 공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강소성이 분리력 시험에서 발생하는 탄성변

형을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이

다. 왜냐하면, 분리력 공정은 재료 전체의 탄성변형

을 야기시키며 이것은 최종 재료의 분리 순간의 형

상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적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소재 간 마

찰이 분리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마찰계수

가 0.4 까지 증가할 때까지, 분리력은 꾸준한 증가세

를 나타내었으며 마찰계수 0.4 가 무마찰에 비하면 

57%, 마찰계수 0.1 에 비하면 51%, 0.2에 비하면 32%, 

0.3 에 비하면 14% 큰 분리력을 예측하였으며, 이로

부터 마찰계수의 증가가 분리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찰계수가 0.5 에 이를 때

까지 분리력은 증가하였으나, 파단의 형태가 두 재료

의 분리에서 목 부위의 파단으로 변화하였다. 이 해

석에서는 파단 이론을 접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

찰계수가 0.5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증가가 예측된 

분리력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0.4의 마찰계

수가 분리력의 극대화 측면에서 최적치라고 판단된

다. 이것은 다수의 기존 연구자들이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한 재료 간의 마찰계수 값과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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