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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장비나 공작기계와 같이 고정도가

장비들은 볼트결합부를 사용하여 여러 기계

되어 있다. 결합부는 크게 고정형 결합부와

로 구성되며 특히 볼트결합부는 가장 많이

적인 고정형 결합부로 고정도를 요구하는

의 정밀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체결력

선형 거동 등을 고려한 정확한 강성의 

FEM 과 실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볼트결합부의

을 계산할 수 있지만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구멍 사이의 복잡한 접촉조건에 의해 해의

계산이 어렵다. 실험적 방법만을 이용하는

의 볼트 결합부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어렵다. 

볼트 결합부는 일반적으로 기계 장비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 용접부와 같이 완전

로 가정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밀도가 요구되는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와

조 장비의 경우 이러한 가정은 FEM 해석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방법과

을 병행하여 볼트 크기, 볼트 재질, member

의 재질이 결정되면 일반적인 볼트 결합부의

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2. 볼트결합부의 이론식
 

Fig.1 과 같은 볼트 결합부는 member 와

이용하여 Fig. 1(b)와 같이 두개의 member

어 있으며 볼트의 강성이 병렬로 연결되어

모델로 표현이 가능하다. 

 

 

 

 

 

 

 

 

 

(a) Pressure cone of bolt joint

 

 

 

 

 

 

 

 

 

(b) Equivalent stiffness of bolt joint

 

Fig. 1 Bolt joint stiffness modeling by theoret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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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트의 강성은 다음과

볼트 단면적 및 볼트의 강성으로

 

Kb=AsEb/Leq                         

Leq=L+(1.95-2/β-υ)d                

 

여기서 As 는 볼트의 단면적

member1 과 member2 에 체결된

트의 볼트 직경에 대한 비, υ는

송비이다. 

다음으로 member 의 강성은

2 와 같은 볼트 결합부의 경우

하므로 마름모 꼴의 힘 영역이

로 해서 3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작용하고 있는 member 의 강성은

표현된다[1,3]. 

 

Km=ΠE0dtanα/(ln((2t0tanα+D0-d)(D

 

세 개의 member 가 샌드위치

조이므로 이를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E0=E1, t0=tm1, D0=D   (4) 

E0=E2, t0=(tm2-tm1)/2, D0=2tm1tanα

E0=E2, t0=(tm2+tm1)/2, D0=D           (6)

 

각 영역에서의 member 강성은

D0에 (4), (5), (6)의 값들을 대입하면

로 모두 표현될 수 있다. 

Member 의 세 영역은 직렬

member 의 강성은 다음과 같이

 

1/Km=1/Km1+1/Km2+1/Km3            

 

여기서 Km 은 member 전체의 

한 영역 1의 강성, Km2는 (5)식에

Km3은 (6)식에 의해 구한 영역

볼트의 강성과 member 의 

체 볼트 결합부의 강성은 다음과

 

Kt=Kb+Km                        

 

따라서 전체 볼트 결합부의

member 의 강성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α는 체결력에

크기, 볼트 재질, 볼트 모양, member

질이 주어졌을 때 실험적으로

구하면 이론식을 이용하여 모든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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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t joint, static stiffness, pre-load, precision, effective angle 

    

다음과 같이 볼트의 등가 길이와 

강성으로 표현된다[1,2]. 

                         (1) 

)d                (2) 

단면적, Eb 는 볼트의 강성, L 은 

체결된 길이, β는 볼트 헤드와 너

υ는 볼트 헤드와 너트의 프와

강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Fig. 

경우 하중이 상하 대칭으로 작용

이 발생하며 중립면을 기준으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체결력이 

강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d)(D0+d)/(2t0tanα+D0+d)(D0-d))) (3) 

샌드위치 구조로 적층 되어 있는 구

나누어 member 의 강성을 구해

α+D    (5) 

=D           (6) 

강성은 (3)의 일반적인 식의 E0, t0, 

대입하면 미지수 α에 관한 식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같이 표현될 수 있다. 

            (7) 

 강성, Km1 은 (4)식에 의해 구

식에 의해 구한 영역 2의 강성, 

영역 3의 강성이다. 

 강성이 병렬로 연결되므로 전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결합부의 강성은 볼트의 강성과 

정리하면 미지수 α에 관한 식

체결력에 따라 변하므로 볼트 

, member 의 두께, member 의 재

실험적으로 체결력에 따른 α의 함수를 

모든 볼트 결합부의 강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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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볼트 

미지수 α에 관한 식으로 표현 가능하지만

변하는 α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과 

야만 한다. 볼트 결합부의 정강성을 구하기

장치를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Fig. 2 볼트결합부의 정강성 측정을 

 

볼트 결합부에 인가되는 하중을 측정하기

용량의 로드셀을 부착하였으며 볼트 조인트의

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 범위 1mm, 분해능

와전류 gap sensor S-06 을 이용하였다. 제작된

member 재질은 장비의 구조물 재료로

SM45C 를 이용하였고 SCM440 고장력볼트를

torque wrench 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력을

반적으로 체결토크와 체결력의 관계식은 아래와

된다. 

 

T=k tq x d x N                          (9)

k tq =0.144 (SCM 440 토크계수) 

 

Fig. 3은 측정된 Through Hole Type 볼트

력에 따른 힘-변위 이력 곡선을 나타내며

가되는 지점 즉, 인가하중이 작은 영역에 

 

(a)  Fasten force=4.27kN

 

(b) Fasten force=38.09kN

 
Fig. 3 Force-displacemen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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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부의 강성을 

가능하지만 체결력에 따라 

 병행하여 결정해

구하기 위하여 실험 

 위한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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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볼트 결합부의 체결

내며 초기 하중이 인

 볼트 결합부 강 

 

orce=4.27kN 

 

orce=38.09kN 

displacement graph (M8) 

성의 비선형 구간이 존재하며

선형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이 증가하며 이는 볼트와 member 

역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a)는 체결력에 따른 볼트결합부의

이며 체결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으며 이를 통해 Fig. 4(b)와 같이

얻을 수 있었으며 실험을 통해

는 아래와 같다.  

 

α=A × BX 

A=-9.42661, B=2.33629 

 

(a) Bolt joint stiffness

(b) Effective angle

Fig. 4 Bolt joint stiffness and effective angle
force

 

4. 결
 

볼트결합부 강성 일반화식은

함수로 표현 가능하며 실험을

따른 선형화된 유효각 함수를

이를 대입하면 볼트직경, 볼트재질

트결합부 강성을 쉽게 얻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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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며 인가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체결력이 증가하면서 비선형

member 사이의 소성 변형 영

판단된다. 

볼트결합부의 정강성 측정 결과

따라서 강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

같이 선형화된 유효각 함수를 

통해 구한 일반화된 유효각 함수

 

Bolt joint stiffness 

 

(b) Effective angle 

 
and effective angle according to fasten 
force 

결론 
 

일반화식은 이론식을 이용하여 유효각 

실험을 통해 볼트 직경, 체결력에 

함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론식에 

볼트재질, member 두께에 따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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