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재 Z-pinning  

기존 기술의 문제점 

차별성 및 효과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첨단복합소재가 적용되고 있는 항공우주
구조물, 조선/자동차 등 수송기계에 응용 

기/술/개/요 

• F-18 전투기 엔진 인렛/후방동체, F-1 경주차 롤오버 
후프에 응용 사례 

• AZTEC사는 F-18 전투기에 Z-피닝 기술을 적용하여 
한대당 $83,000 비용절감 및 17kg 경량화 달성 

• 자동화된 Z-핀의 삽입은 드릴링 작업 및 금속 패스너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70%의 제작비 감소 가능 

- 재료의 낭비가 없고, 성형 전후 압축된 폼 및 돌출된 핀을 제거하는 전후 처리과정 불필요 
- 금속재 핀의 표면에 요철형상을 가공하여 기존 기술에 비하여 Z-피닝 효과 대폭 향상 

차별성 

• 종래 기술은 핀을 박고 나서 압축 붕괴된 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핀의 돌출된  부분을 강제로 파단하여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재의 낭비 및 공정상의 비효율

이 불가피함 
 

 

 

 

• 또한, 핀의 표면이 일정한 형상이기 때문에 복합재와 핀간

의 결합력 향상에 한계가 있었음 

현재의 복합재 제작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산업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  

• 핀이 박힌 폼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 사용이 가
능한 치구 세트를 사용하거나, 현장에서의 적용
이 간편한 Z-피닝 패치 개념 고안 적용 

• 재료의 낭비가 없고, 성형 후 또는 성형 전에 압
축된 폼 및 돌출된 핀을 제거하는 별도 처리과
정이 불필요하여 생산성 향상 

 
복합재 적층 구조물의 두께 방향으로 핀을 박아 층간분리를 방지하거나, 다수의 를 일체성
형으로 한번에 제작시에 부품간의 접합부에 핀을 박아 연결부를 강화하는 기술 

수요처 및 권리현황 

기술수준 

□ 기술개념확립 
□ 연구실환경검증 
□ 시제품제작 
□ 실제환경검증 
■ 신뢰성평가 
□ 상용품 제작 
□ 사업화 

시장전망 

• 적층 복합재 구조물의 층간 강도
를 향상시키거나,  

• 일체성형 복합재 부품간의 연결부 
성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 항공우주, 자동차, 조선 등의 수송
기계 및 건축/토목 분야에 활용됨 

주 연구원  최익현 박사 

기술문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성과확산실 

조문희 선임, 김일태 선임 

042-860-2272, 042-870-3673  

moonyxp@kari.re.kr, 
magickit@kari.re.kr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비고 

핀을 박아 성능을 보강한 
복합재 적층 구조물, 상기 

복합재 적층 구조물 제조 방법, 
장치 및 상기 장치 제작 방법 

0932302 
8205654 

한국 
미국 

Ｚ-피닝 패치 및 이를 이용한 
복합재 적층 구조물의 제조 

또는 결합 방법 

1394408 
14349756 

한국 
미국 

요철 형상을 갖는 Ｚ-핀 제조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Ｚ-핀 

1415646 
14086161 

한국 
미국 

시공실적 및 기술내용 

기술 수요 적용처 

• 항공기 및 방산용 복합
재 구조부품 제조업체 

• 복합재 선박 제조업체 

• 복합재 경량 구조물에 
패스너를 사용하지 않
고 연결부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곳 

개발현황 

- 본 기술은 시제품이 제작되어 기존의 해외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고, 
현재는 복합재 선박 구조에 적용하기 위한 실용화 연구가 진행중임. 연결부에 패스너를 
사용하지 않고 접합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예상됨. 

기술내용 

수요처 

권리현황 

추가기술정보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E+01 1.E+02 1.E+03 1.E+04 1.E+05 1.E+06 1.E+07

Fa
ti
g
u
e 

lo
ad

 (
kg

f)

Fatigue life (cycles)

8mm/no

8mm/no average

8mm/no average estimated

8mm/3mm

8mm/3mm no fail (2 pts.)

8mm/3mm average

8mm/3mm average estimated

8mm/2mm

8mm/2mm no fail (5 pts.)

8mm/2mm average

8mm/2mm average estimated

접합부  
정적강도 50% 이상 
피로강도 100% 이상 

향상 

- 74  -- 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