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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bracket 체결 볼트에 대한 절단 강도 해석

Breaking Strength Analysis for Bolt Connection of Anchor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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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bolster type bogie, bolster anchor body connections are proviede to transmit the longitudinal loads for 
traction or braking between the carbody and the truck. The bolster anchor body connection is generally composed 
of anchor rod bracket, anchor rod and its fastening devices. The bolster anchor body connection shall be basically 
capable of withstanding a longitudinal load resulting from excessive braking case or impact. Additionally the north 
America standard requires that the anchor rod bracket shall be frangible, I.e. the anchor rod bracket shall fail and 
fall away under load before the carbody structure is damaged since to protect the cabody structure in the event 
of unexpected accident. This paper describes the shear connection design using the optimized mechanical fasteners 
in the bolster anchor body connection to satisfy these Northe America requirements.

1. 서론

Anchor bracket assembly는 철도 차량의 차체와 대차를 연결하는 장치로 볼스터 타입(Bolster type)

의 차량에 적용된다. 이는 대차 견인 장치에 해당된다. 차체와 대차 연결 시 수직(Vertical) 하중은 공

기 스프링(Air Spring)을 통해 지지되고, 주행방향(Longitudinal)의 견인 및 제동력은 Anchor bracket을 

통해 전달된다. Anchor bracket은 차체 측 bracket과 대차 측 bracket으로 구성되며, 이 두 bracket은 

볼트 체결(Bolt connection)에 의해 연결된다. 따라서 Anchor bracket 체결 볼트는 차체나 대차에서 발

생한 견인 및 제동력을 상호 전달하는 동시에, 전달 하중이 설계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절단되어, 차체

나 대차의 주요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bracket의 체결 볼트는 차체나 대차의 주요 부품이 

손상되지 않는 설계 허용치 이하에서는 강도를 유지하지만, 설계 허용치를 넘어서는 하중이 전달될 경

우 볼트 파손으로 차체와 대차의 주(主) 하중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 비용의 차체나 대차의 주요 부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체결용 볼트를 먼저 절단되게 함으로써 유지 

보수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 및 인장이 동시에 작용하는 Anchor bracket 

체결 볼트에 대해 강도 해석을 통하여 특정된 하중 조건에서 절단이 발생하는 볼트를 선정하는 기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논문에서 고려되는, Bolster type의 대차 견인 장치 메커니즘은 그림1과 같다. 이는 상하부의 

Anchor bracket(1)과 이를 연결하는 4개의 볼트(2), 그리고 Anchor rod(3)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

차 양측에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차는 종(從)대차 로서 구동 장치가 없으므로, 하중 전달은 대차에서 

차체로 전달되는 대차 제동력과, 차체에서 대차로 전달되는 견인력이 있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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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차 중량(Bogie Weight)에 대한 배수로 표현되며, 기준 대차 중량을 1G로 한다. 이 수치를 동하중 

계수(Dynamic load factor)라 한다.  예를 들어, 제동 시 대차 중량에 두 배에 해당되는 제동력이 발생

할 경우, 이를 2G로 표현 한다. 

그림 1 Bolster anchor assembly

2.1 설계 요구 조건

 Bolster anchor body connection

  - Bolt connection은 대차 중량에 세배에 해당 하는, 3G의 진행방향하중(longitudinal load)를 초과 

할 수 없다. 

 

2.2 기본 개념

   볼트가 조임 토크에 의해 조립 되었을때, 볼트 주변에 작용하는 하중을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볼

트는 외력에 의해 축력과 전단력을 받고 있으며 조립 토크에 의해 Preload 를 받고 있다. 볼트 단면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구하기 위해, 식 1은 VDI2230[참고문헌 1]에 설명되어 있는 응력 - 변형률 관

계에서 부터 유도되었다. 식1에 나타난 (Joint stiffness factor)는 Fastener design manual[참고문헌 2]

의 내용을 통해, 안전상의 이유로 약 0.2를 사용하였다. 

②
③Frame

Anchor Bracket Assembly

Wheelset

①Bol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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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산 FEA 차이

Bolt1 131,978psi 134,733psi 2%

Bolt2 126,446psi 126,277psi 1% 미만
Bolt3 131,978psi 134,739psi 2%

Bolt4 126,446psi 126,181psi 1% 미만

그림 2 볼트의 외력과 내력

f´+= apre FFF 1:bolttoappliedloadAxial ----------------(1)

또한 볼트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다음 식 2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볼트에 작용하는 외력은 

볼트가 조립된 두 판의 전단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볼트의 조임 토크는 충분히 크므로 볼트 나사부

와 브라켓 내부 홀의 접촉이 없다는 가정을 한다. 실제로 볼트의 하중 전달은 볼트면과 브라켓면의 마

찰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 Fpre는 볼트의 조임 토크에 의한 축력(Preload)을 의미한다.

( ))(1F)force(FPreload)load(FtensileMin. 1aPRERK f-´-=

)interface( oft coefficienfrictionF)force(Ffriction clampingResidual RKC m´= -----(2)

식 2의 잔류 마찰력(FC)은 볼트에 의해 체결된 두 브라켓 면에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볼트 전단면에 

작용하는 하중과 같다. 여기서 잔류 마찰력과 같은 방향의 외부 하중이 잔류 마찰력 보다 크다면 볼트

면에서는 슬립(Slip)이 발생하고, 잔류 마찰력 보다 작다면 슬립이 발생하지 않는다. 슬립이 발생함은, 

마찰에 의한 전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마찰계수는 0.2가 사용되었다.

KFF Cb =-1

  0load(T)Shear   plane,shear in condition  Slip No :   0  K  
nK / load(T)Shear   plane,shear in  condition  Slip :   0  K  

=<
=>

--------------(3)

VDI2230[참고문헌 1]은 볼트에 작용하는 이 두가지 힘, 즉 전단력(식3, T)과 인장력(식1, F)을 통해 

계산된 각각의  전단 응력( )과 인장 응력()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식 4와 같

이 제안한다. 이를 조합 응력(Combination stress)라 한다. 

22
C τ3σσ ×+= ----------------------(4)

2.3 수계산 vs FEA

  본 논문에서는 앞서 계산된 그림 2의 외력 F1a와 F1b를 구하기 위해 수계산과 FEA 두 가지 방법

을 이용하였다.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Anchor rod에서 발생한 하중이 F1a와 F1b의 분력으로 각 볼트에 

분배된다. 수계산은 이를 각 볼트에 대한 모멘트 계산을 통해 유도 하였다. 또한 CATIA V5를 통해  각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 및 전단력을 계산 하였다.  표 1은 계산된 수계산과 FEA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계산 모두 적합성이 검토된 결과로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수계산과 FEA 비교(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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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산 FEA 차이

Bolt1 70,435 75,185 7%

Bolt2 68,611 67,480 2%

Bolt3 66,769 64,107 4%

Bolt4 64,927 63,861 2%

Bolt5 70,435 75,168 7%

Bolt6 68,611 67,437 2%

Bolt7 66,769 64,083 4%

Bolt8 64,927 63,845 2%

그림 3 비교용 형상(8개 볼트 체결)

 비교군 으로서 표 2는 동일한 하중이 작용할 때, 두배수의 볼트가 취부된,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그

림 3과 같은 형상에 대해 수계산과 FEA 계산을 비교한 결과로서, 표 1과 2의 결과를 통해 형상이 단순

하고 비교적 볼트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간단한 수계산을 통해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해도 큰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수계산과 FEA 비교(그림3)

2.4 볼트 안전율 평가

 앞서 계산된 인장 응력, 전단 응력 그리고 조합 응력은 볼트 파손을 검토하기 위해 계산된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안정률 평가 방법을 제시 한다. 첫 번째 인장강도를 이용한 

방법과, 두 번째 안전율 곡선을 이용한 방법이다. 

2.4.1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를 이용한 안전율 평가 방법

  인장 강도를 이용한 안전율 평가는 일반적인 안전율 평가 방법으로, 하중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조합 응력을 재질에 대한 최대 인장강도의 비로 나타낸 것이다. 식 2의 는 재질에 대한 최대 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안전율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파손되지 않고, 1보다 작을 경우 정적 하중에 의해 

파손 됨을 의미한다. 아래 결과에서, 표1에 의해 수계산과 FEA 계산의 차이가 약 2%내로 큰 차이가 없

으므로 수계산 결과만으로 도시하였고, 하중별 결과 비교를 위해 동하중 계수는 2G, 2.5G 그리고 3G의 

경우, 그리고 볼트 치수별 비교를 위해 인치 볼트 4종에 대한 안전율을 나타냈다. 1G는 약 18,700lb로 

계산되었다.

22
UTS

C

UTS

τ3σ
σ

σ
σ

bolttoapplidstressnCombinatio
strength TensileS

×+
===

------------------(4)

표 3에서 음영 표시된 부분은 안전율이 1보다 작은 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9/16인치 볼트의 경우 2G

에서 모두 파손 되지 않고 2.5G 이상에서 모든 볼트가 파손 됨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계산 결과 약 

2.4G에서부터 파손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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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계산에 의한 볼트사양별 안전율

Bolt 1 Bolt2 Bolt 3 Bolt 4

Type
Bolt size

(inch)
2G 2.5G 3G 2G 2.5G 3G 2G 2.5G 3G 2G 2.5G 3G

S

  1/2 0.89 0.74 0.63 0.93 0.76 0.65 0.89 0.74 0.63 0.93 0.76 0.65

  9/16 1.09 0.91 0.78 1.14 0.95 0.81 1.09 0.91 0.78 1.14 0.95 0.81

  5/8 1.26 1.08 0.94 1.33 1.13 0.98 1.26 1.08 0.94 1.33 1.13 0.98

  3/4 1.54 1.39 1.25 1.62 1.47 1.32 1.54 1.39 1.25 1.62 1.47 1.32

2.4.2 타원형 안전율 판별 곡선에 의한 안전율 평가 방법

 일반적으로 볼트 설계는 전단을 받지 않도록 설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와 같

이 대등한 크기의 인장응력과 전단 응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타원형 안전율 판별 곡선(Elliptical 

interaction curve)을 안전율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인장과 전단응력에 대한 안전율 곡선을 참고문헌 

3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4는 참고문헌 3의 결과로, 시험에 의해 보간된 곡선이다. 이를 안전율 판별 

곡선이라 한다.  그림에서 'x‘ 즉 가로축은 전단면에서 재질의 최대 인장강도에 대한 전단응력의 비를 

나타내며, 세로축 'y'는 재질의 최대 인장강도에 대한 인장 응력의 비를 나타낸다. 그림 4의 안전율 판

별 곡선에서 x,y 좌표가 곡선 안쪽, 즉 Safety side에 존재하면 볼트는 파손 되지 않으며, 곡선 바깥쪽

에 존재하면 볼트는 인장 및 전단 응력에 의해 파손됨을 의미한다.  보간된 곡선식은 식 5와 같다. 

그림 4 안전율 판별 곡선[참고문헌 3]

1.0y
0.62

x  :equation Criteria 2
2

2

=+
--------------------(5)

 그림 5는 각 전단 및 인장 응력에 대해 x,y로 계산된 좌표로 나타낸 것으로, 4종의 볼트에 대해 각 

하중별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볼트 크기에서, 좌측부터 2G, 2.5G, 3G에 대한 위치를 표시한다. 그

림의 각 점에서 볼트 1,3과 2,4는 동일 값을 가지므로 겹쳐져 있다. 9/16인치에 대한 적색 점을 예로 

들면, 2G에서 모든 좌표점은 곡선 안쪽에 존재 하므로 파손 되지 않고, 2.5G에서는 두 개의 좌표점이 

안쪽 면에 존재 하므로 파손되지 않으나, 두 점(그림 5의 화살표위치)은 바깥쪽 면에 존재 하므로 파손

된다. 결과적으로 볼트는 연쇄적으로 절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trength(Tensile
)Stress(Shearx

UTSs
t

=

)Strength(Tensile
)Stress(Tensiley
UTS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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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계산에 대한 볼트 사양별 안전율 판별 점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장 응력과 전단 응력을 동시에 받는 Anchor bracket assembly를 체결하는 볼트에 

대해 강도해석과 이의 안전율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였다. 볼트 체결 형상이 간단하고, 볼트 

수량이 4개, 하중 방향이 중앙에 있다면 간단한 수계산을 통해 FEA 계산과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인장강도를 이용한 안전율 판별법과 안전율 판별 곡선에 의한 안전율 평가

방법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9/16인치 볼트의 경우 인장강도 판별법에서는 약 2.4G에

서, 안전율 판별 곡선에서는 약 2.5G 부근에서 볼트가 절단 된다. 따라서 두 안전율 판별법의 결과로서, 

9/16인치의 볼트는 약 2G의 동응력에 대해 제동 및 견인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지만, 약 2.5G 이

상에서는 절단 되어 하중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차 및 차체 설계 

시 연결 단품의 최소 허용 응력 범위는 약 2.5G 이상이 되어야 주요 부품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다. 

4. 설계 검증

  본 논문에서 도출된 Bolt connection 강도 해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 요구 사양에 부합하는 볼트 크

기는 9/16 인치이다. 이 결과에 대해 동일 사양의 anchor bracket assembly에 대한 실증 시험이 KIMM

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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