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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Nt  : 상부소재의 목두께 

S  : 펀치 행정거리 

X  : 클린칭 접합의 바닥부 두께 

H   : 다이깊이, 클린칭 금형의 바닥 깊이 

pR   : 클린칭 펀치 반경 

HR   : 고장력강의 홀 반경 

NF   : 클린칭 접합의 인장전단파단하중 

,H DV V  : 고장력강 홀체적, 다이공동부 체적 

PV   : 펀치 성형체적 

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차체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을 위한 알루미늄 차체부품의 적용이 확대되

Key Words : Hole Clinching(홀 클린칭 접합), Mechanical Joining(기계접합),Multi-material Design(이종소재설

계), Joint Strength(접합강도), High Strength Steel(고장력강)  

초록: 일반적인 클린칭 접합공정에서 고장력강과 알루미늄의 이종소재간의 접합시 고장력강의 낮은 연신율과 

높은 강도로 인해 클린칭 접합시 파단이 발생하거나 높은 클린칭 접합하중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클린칭 접합시 고장력강의 변형없이 알루미늄의 변형만을 이용한 홀 클린칭 접합공정

을 개발하였다. 고장력강에 홀가공을 적용하여 고장력강의 변형을 배제하였다. 홀 클린칭 접합의 요구접합강도

를 기초로 클린칭 접합의 기하학적 구속량을 결정하였으며,  홀 클린칭 금형의 형상은 성형체적 일정조건을 이

용하여 설계하였다. 설계된 클린칭 접합공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홀 클린칭 접

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홀 클린칭 접합의 접합강도는 인장전단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홀 클린칭 

접합강도는 2.56kN으로 요구접합강도와 비교하여 동등수준 이상의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joining of aluminum and HSS (high- strength steel) by the conventional clinching process is limited by the low 

formability of HSS. Defects in the clinching joint, such as necking of the upper sheet, cracks, and lack of interlocking, are 

produced by the different ductility properties of HSS and aluminum.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hole clinching process for 

joining Al6061 and SPFC440, in which deformation of SPFC440 is avoided by drilling a hole in the SPFC440. The dimensions 

of the interlocking in the hole- clinched joint necessary to provide the required joint strength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volume constant of the hole clinching process, the shapes of the tools were designed by finite element (FE)- analysis. A hole 

clinching experimen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proposed process. A cross -section of the joint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f the FE- analysis. The lap shear strength was found to be 2.56 kN, which is higher than required joint strength. 

† Corresponding Author, bmkim@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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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3) 이러한 알루미늄 차체부품의 개발은 

기존의 고장력강 부품과의 조립을 위한 이종소재 

접합기술을 요구한다. 이종소재 접합은 기존의 저

항점 용접기술(resistance spot welding)의 적용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클린칭(clinching), 셀프 피어싱 

리벳(self-piercing rivet) 등과 같은 기계적 접합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클린칭 접합의 경우, 셀

프 피어싱 리벳과는 달리 추가적인 접합요소가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합단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

어 이종소재 접합기술에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7) 

그러나 알루미늄과 고장력강의 이종소재의 클린

칭 접합의 경우, 고장력강의 높은 강도와 낮은 성

형성으로 인해 클린칭 접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이 발생한다.(8~10) Fig. 1 은 고장력강의 클린칭 접합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량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고장력강의 높은 강도로 인해 불충분한 기하학

적 구속과 클린칭 접합의 목부분에서 고장력강의 

낮은 연신율로 인한 파단이 발생한다. 또한 고장

력강의 높은 강도로 인한 높은 접합력은 클린칭 

금형의 파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합소재인 고장력강에 홀가공을

적용하여 클린칭 접합시 고장력강의 변형을 최소

화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을 설계하였다. 홀 클린

칭 금형의 형상은 성형체적일정조건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 및 홀 클린칭 접합실

험을 통해 설계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장전단실험을 통해 설계된 홀 

클린칭 접합의 접합강도를 평가하였다. 

2. Hole 클린칭 접합공정 설계 

2.1 Hole 클린칭 접합공정 원리 

본 연구에서는 Fig. 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하부소

재는 높은 강도와 낮은 연신율의 특성을 갖는 고장

력강을 위치시키고, 상부소재에 알루미늄을 위치시

켜 접합하는 홀 클린칭 접합공정을 제안하였다. 제

안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은 상부소재가 소성변형하

여 하부소재의 홀을 통과하여 다이 내부로 압입된다. 

상부소재가 다이바닥부에 접촉하게 되면, 다이내부

는 상부소재에 의해 충진되어 언더컷을 형성한다. 

이 때, 일반적인 클린칭 접합시 펀치에 의해 성형되

는 하부소재는 홀가공을 통해 미리 제거되기 때문에 

하부소재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

해 고장력강의 낮은 연신율 및 높은 강도로 인해 발

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안된 홀 클린칭 접합의 경우, 하부소재의 홀

가 공이 요구되지만, 기존 클린칭 접합에서 불가

능 고장력강의 클린칭 접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a) Insufficient undercut 

 

 

(b) Neck fracture 

 

 

(c) Tool failure 
 

Fig. 1 Typical defects in mechanical clinching process 
with high strength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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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rawing of hole cli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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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for the hole clinching proces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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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ables of hole clinching process 

 

 
(b) Relation of volume-preserving deformation 

 
Fig. 4 Variables and relation of volume-preserving       

deformation of hole clinching process 

상부소재만 변형되기 때문에 홀 클린칭 접합하중

이 낮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클린칭 접

합과 비교하여 상부소재의 성형깊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부소재의 성형성을 고려한 클린칭 금형

의 설계가 요구된다. 

 

2.2 Hole 클린칭 접합공정 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3 에 나타낸 설계절차에 의해 

홀 클린칭 접합공정을 설계하였다. 홀 클린칭 접

합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접합소재들의 두께 

및 유동특성, 홀 클린칭 접합의 요구접합강도 및 

클린칭 펀치직경이 초기조건으로 요구된다. 홀 클

린칭 접합의 접합강도는 목두께, tN과 언더컷, tU에 

의해 결정된다.(11) 인장전단시험에서 전단력에 의

한 상부소재의 파단하중, FN은 다음의 식 (1)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22N f f f p N NF k A k R t tπ= ⋅ = ⋅ ⋅ +          (1) 

 

여기서, kf 는 상부소재의 파단전단강도이며, Af 는 

상부소재의 목파괴면적이다. 주어진 초기조건으로

부터 요구접합강도를 만족하는 tN 을 결정하고, 상

부소재의 홀반경, RH 는 기하학적 조건에 의해 다

음의 식 (2)와 같이 결정된다. 

 

H p NR R t= +                              (2) 

 

수직방향 하중 작용시, 홀 클린칭 접합의 언더컷

은 전단변형을 한다. 홀 클린칭 다이 깊이, H 는 

전단변형시 홀 클린칭의 변형부 면적을 결정하는 

인자이며, 언더컷의 전단변형에 소요되는 하중, FS

는 다음의 식 (3)에 의해 결정된다. 
 

2S y S y HF k A k R Hπ= ⋅ = ⋅ ⋅                  (3) 

 

여기서, ky 는 상부소재의 항복전단강도이며, AS 는 

전단변형면적을 의미한다.  

Fig. 4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체적일정법칙에 의해 

홀 클린칭 접합 전후의 상부소재 성형체적은 일정

하기 때문에 다음의 식 (4)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

다. 
 

U H D U PV V V V V′+ + ≥ +                     (4) 

 

여기서, VU와 VU
’는 상부소재의 클린칭 접합 전후

성형체적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상부소재의 

클린칭 접합 전후 성형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였다. VH 는 하부소재의 홀체적, VD 는 다이공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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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체적, VP는 펀치체적을 의미한다. VU 와 VH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 계산된다. VP 는 펀치 행정거

리, S 에 의해 결정되며, 기하학적 조건에 의해 식 

(5)와 (6)로 표현된다. 

 

upper lowerS T T H X= + + −                   (5) 

lower upper lowerT H S T T H+ < < + +             (6) 

 

여기서, X는 홀 클린칭 접합의 바닥부 두께이다. S

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언더컷을 형성하지 못하

므로 식 (3)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S 가 필요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상부소재의 성형깊이가 증

가하기 때문에 상부소재의 파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클린칭 접합에서는 X 값을 접합소재 두

께의 합의 40~50% 수준으로 설정한다. 또한 다이

반경 RD 는 언더컷의 생성을 위해 홀반경 RH 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하며, 홀 클린칭 접합시 성형력

에 의한 하부소재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홀 클린칭 접합의 설계절차

는 기하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고안된 것이므로, 

홀 클린칭 접합시 상부소재의 유동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설계된 홀 클린칭 금형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 클린칭 접합과 비교하여 상

부소재의 변형량이 많기 때문에 홀 클린칭 접합시 

상부소재의 파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3. Hole 클린칭 금형 설계 

3.1 Hole 클린칭 금형의 초기 형상설계 

본 연구에서는 Fig. 3 에 나타낸 홀 클린칭 금형설

계 절차에 따라 1.6mm 두께의 SPFC440 소재와 

2.0mm 두께의 Al6061 소재의 이종소재 홀 클린칭 

금형을 초기 형상을 설계하였다. 접합소재의 두께

는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 두께 범위에서 

결정하였다. 홀 클린칭 접합의 요구접합강도는 셀

프 피어싱 리벳의 전단강도의 약 80% 수준인 

2.5kN 으로 설정하였다.(12) Table 1 과 Table 2 에 홀 

클린칭 금형설계를 위한 초기조건 및 SPFC440 소

재와 Al6061 소재의 유동응력식을 나타내었다. 접

합소재들의 유동응력식은 인장시험을 통해 평가하 

였다. 

식 (1)에 의해 요구접합강도 2.5kN 이상을 만족

하는 클린칭 접합의 최소 목두께는 0.463 mm 로 

Table 1 Initial conditions of hole clinching process 

Items Value 

Required force(FN)  2.5 kN 

Radius of punch(RP)       3.6 mm 

Al6061(Tupper)     2 mm 

SPFC 440(Tlower)      1.6 mm 

 

 

Table 2 Flow stress of Al6061 and SPFC440 

Material Flow stress 

Al6061 (2.0t) 0.172538.21σ ε=  

SPFC440(1.6t) 0.165787.02σ ε=  

 

 

 
Fig. 5 FE-model for hole clinching process 

 

계산된다. 고장력강 홀가공성을 고려하고, 2.5kN 

이상의 접합강도를 보장하기 위해 클린칭 접합의 

목두께를 0.5mm 로 재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고

장력강의 홀직경은 8.2mm 로 계산된다. 

식 (3)에 의해 다이깊이 H 는 1.0 mm 로 계산된

다. 계산된 H 와 식 (6)에 의해 펀치행정거리, S 는 

2.6 ~ 4.6 mm 임을 알 수 있다. 최종적인 S의 값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클린칭 접합의 언더컷 생성 

및 상부소재의 파단발생 유무를 통해 결정한다. 

 

3.2 Hole 클린칭 접합공정 해석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된 홀 클린칭 금형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Fig. 5 에 

설계된 홀 클린칭 금형 및 접합공정을 나타내었다. 

앞서 설계된 고장력강의 홀직경, 다이깊이를 반영

하였으며 성형부 형상은 원형으로 대칭이므로 축

대칭 유한요소모델을 적용하였다. 해석조건으로 

Table 2 의 물성치를 적용하였고, 금형과 접합소재

간의 마찰 상수는 0.12 이며, Al6061 과 SPFC440 간

의 마찰상수는 0.4 로 가정하였다.(4) 홀 클린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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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 = 1.0 mm 

 
(b) R = 2.0 mm 

 
(c) R = 3.0 mm 

 

Fig. 6 Damage distributions in upper sheet with variation 
of punch radius during the hole clinching process 

합공정 후 펀치와 접합부의 분리를 고려하여 펀치

의 경사각은 2°를 적용하였다. 

Fig. 6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접합소재는 홀더에 고

정된다. 이 때 초기 홀더력은 6kN 이며, 홀더의 스프

링상수는 670 N/mm 이다. 홀더에 접합부재를 고정 

후, 상부소재는 펀치에 의해 다이 공동부로 압입된

다. 상부소재가 다이 바닥부와 접촉한 후, 상부소재

는 고장력강과 다이 사이의 공간으로 유동하게 되며, 

언더컷을 형성하게 된다. 초기 상부소재의 변형거동

은 딥드로잉 공정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딥드

로잉 공정에서 소재의 연신율이 부적할 경우, 펀치 

접촉부에서 파단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홀 클린칭 접합의 경우, 상부소재가 펀치에 의해 압

입될 때, 상부소재의 목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할 우

려가 있다. 상부소재의 목부분 파단을 예방하기 위

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상부소재의 데미지 값, D를 

식 (7)의 Normalized Cockcroft & Latham 식을 이용하

여 평가하였으며, 여기서 데미지 값이 임계값에 도

달하게 되면 소재의 연성파괴가 발생한다. 
 

*

0
D d

ε σ
ε

σ
= ∫                              (7) 

 

여기서, *σ 는 최대 인장응력을 의미하며, σ 와 

ε 는 유효응력 및 유효변형률이다. 

펀치 R 의 변화에 따라 언더컷 생성 및 데미지값을 

평가하여 펀치행정거리를 결정하였다. 펀치 R 이 작

을수록 언더컷의 생성이 잘 되지만, 국부적인 변형이 

집중되기 때문에 데미지 값이 높게 평가되었다. Fig. 6

은 동일한 언더컷의 생성에 따른 상부소재의 데미지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R=1.0 mm에서 상부소재

의 데미지 값이 가장 높게 발생하였으며, 초기 상부

소재의 변형시 목부분에서 파단이 예상된다. 유한요

소해석 결과, 펀치R=2.0 mm와 R=3.0 mm에서 상부소

재의 최대 데미지 값은 2.08, 2.02로 나타났으며,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R=3.0 mm 에서 

언더컷을 형성하기 위한 홀 클린칭 접합의 바닥부 두

께는 0.12 mm 에 불과하였다. 이는 코이닝(coining)효

과에 의한 하중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홀 클린

칭 접합금형의 파손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펀치 R=2.0 mm에서 펀치행정거리로 홀 클린칭 접

합조건을 설정하였으며, 펀치행정거리는 식 (5)에 의

해 S=4.0 mm로 결정된다. 

4. 접합실험 및 접합강도 평가 

설계된 홀 클린칭 금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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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홀 클린칭 접합실험을 수행하였다. 홀 클린칭 

접합실험을 유한요소해석에서 언더컷 형성과 데미

지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R=2.0 mm 조건과 동 

일한 형상으로 홀 클린칭 금형을 Fig. 7 과 같이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은 고장

력강의 홀 중심, 다이 공동부의 중심 및 펀치의 

중심이 동일한 선상에 존재해야 한다. 고장력강의 

홀의 중심이 벗어날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펀

치와 고장력강의 좌우간격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Fig. 8 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홀 클린칭 접합의 목 

두께 편차가 발생한다. 펀치와 고장력강과의 좌우

간격의 편차가 심할 경우에는 간격이 좁은 쪽으로 

변형이 집중되며, 이로 인해 파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장력강의 홀 중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고정용 치구를 Fig. 9 와 같이 제작하여 펀치와 고

장력강의 간격편차를 최소화 하였다. Fig. 10 은 홀 

클린칭 접합실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펀치의 압입깊이는 유한요소해석과 동일

한 4 mm 로 클린칭 접합을 실시하였다. 접합단면

을 비교한 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유사한 형

상을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에서는 0.507 mm

로 설계된 목두께 0.5 mm 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

었으며, 홀 클린칭 접합실험에서는 0.512±0.082mm

로 나타났다. 홀 클린칭 접합실험에서 목두께 평

균값은 고장력강의 홀 가공시의 가공오차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목두께의 편차는 홀 클

린칭 접합실험시 펀치와 고장력강의 간격편차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홀 클린칭 접합의 접합강도를 인장전단

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인장전단시험은 Fig. 1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폭 25 mm, 겹침길이 25 mm

의 인장전단시험편을 제작하여, 5 회 반복수행하였

으며, 인장전단하중의 평균으로 접합강도를 평가

하였다. 

Fig. 1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모든 시험편에서 

홀클린칭 접합의 목부분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설계시 활용된 식 (1)의 홀 클린칭 접합의 파단모

드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식 (1)의 홀 클린칭 접

합의 접합강도가 유효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클

린칭 접합설계시 요구접합강도를 만족하는 클린칭 

접합의 기하학적 구속량의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Fig. 13 은 인장전단시험에서 각 시험편 접합부

의 하중변위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접합강도 평

가결과, 인장전단하중이 2.56±0.41 kN 으로 평가되

었다. 최대하중의 편차는 고장력강과 홀 클린칭 

금형의 중심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목두께의 

 

 
      (a) Punch                  (b) Die 

Fig. 7 Shape of the hole clinching tools 

 

 

Fig. 8 Deviation of neck thickness of upper sheet 
 

 

Fig. 9 Guide for alignment of hole clinching process 
 

 
 

Fig. 10 Comparison of cross-section of hole clinched 
joint in experiment and FE-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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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mensions of single lap shear specimen 

 

 

 

Fig. 12 Fracture mode of single lap shea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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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ad-displacement curves of lap shear specimens 
joined by hole clinching process  

 

편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두께가 

얇은 쪽에서 파단이 발생할 경우, 인장전단하중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목두께가 두꺼운 쪽에

서 파단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요구접합강도보다 

큰 인장전단하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평균인장

전단하중은 요구접합강도 2.5kN 이상의 값을 만족

하므로 SPFC440 과 Al6061 소재를 접합하기 위해 

설계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되

며, 홀 클린칭 접합시 접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목두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결 론 

기존의 클린칭 접합공정은 고장력강의 낮은 연

신률과 높은 강도로 인해 알루미늄소재와의 클린

칭 접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력강판(SPFC440)에 홀가공을 적용하여 고장력

강의 변형을 배재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을 설계하

여 고장력강판과 Al6061 이종소재를 접합하였다. 

또한 인장전단시험을 통해 접합강도를 평가하였으

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홀 클린칭 공정에서 펀

치 성형체적은 체적일정의 원리와 기하학적 조건

에 의해 고장력강의 홀체적과 다이공동부 체적의 

합과 같아야 한다.  

(2) 제안된 홀 클린칭 접합은 상부소재의 목부

분에서 파단이 발생하며, 이 때의 파단하중은 소

재의 인장강도와 파단면적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홀 클린칭 접합공정 설계시, 이를 활용하여 

홀 클린칭 접합의 요구접합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목두께를 설계할 수 있다. 

(3) 홀 클린칭 접합실험 및 인장전단시험을 통

해 설계된 홀 클린칭 접합공정의 유효성을 평가하

였다. 인장전단시험을 통해 접합부의 인장전단하

중은 2.56±0.41kN 로 평가되었고 요구접합강도 

2.5kN 을 만족하였다.  

(4) SPFC440 과 Al6061 의 홀 클린칭 성형시 원

주방향으로 일정한 목두께를 가지는 접합이 균일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재, 금형간의 중심선 

정렬이 중요하다. 중심선이 벗어날 경우, 국부적인 

변형의 집중으로 인해 클린칭 접합시 상부소재의 

파단이 발생한다. 또한 이는 홀 클린칭 접합강도

의 편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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