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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볼트와 너트는 두가지 이상의 부품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체결요소로써 각종 기기와 구조

물 등을 결합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볼트와.

너트가 체결된 후 피체결체에 대해 볼트의 축 직

각 방향으로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나

사가 풀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 풀림현

상을 방지해주는 기술로서 나이록 노드(NYLOC),

락 엔디패치 플랙스락(Nord Lock), (ND Patch),

너트 유 너트 등과 같이 다양한(FLEXLOCK) , (U)

기술이(2) 제안되었지만 풀림현상을 영구적으로

방지해 주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로크.

너트 는 스프링을 너트에 삽입한 새로운(Lock nut)

타입의 풀림방지용 너트이며 그 성능은 Jung
(3)과

Jung
(4)에 의해 연구되었다 로크 너트는 제작될 때.

스프링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코킹 공

정을 거친다 코킹 공정이란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

여 너트의 상단을 구부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이 공정에서 너트 상단에 크랙이 발생하였다 크.

랙이 발생할 경우 로크 너트의 내구성에 문제를 발

생시키게 된다 크랙이 있는 로크 너트는 강도와 진.

동에 견디지 못하고 파단에 이를 것이며 더 이상

축력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어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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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볼트와 너트는 기기와 구조물등에 기계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너트.

의 주된역활은 보트의 축방향의 힘을 유지시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스프링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로크너트에 대한 것이다 너트에서는 스프링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트의 상단부분을 좁게 만드는 코킹과.

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크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분석 프로그램인. .

를 사용하여 초기 모델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크랙의 발생은 실제 의 최대 변형률MSC/Marc . 1020 steel

과 모델의 최대값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 졌다 그리고 로크너트는 반응표면분석법을 사용하여 최적.

화 되어졌다 로크너트의 프로토타입은 최적화된 결과에 따라 생산되어 졌으며 그에 따라 크랙은 발생.

하지 않았다.

Abstract: Bolts and nuts are widely used to fasten mechanical parts together in machines and structures. The

primary role of a nut is to maintain the axial force of a bolt. In this paper, a new type of a lock nut that

uses a spring is studied. To have a spring within a nut, a cocking process to narrow the top of the nut is

adopted, but cracking occurred in the process. In this study, strain of an initial model is measur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MSC/Marc. The occurrence of the crack was studied by comparing the

maximum observed strain of a model with the maximum strain indicated by an accurate stress-strain diagram

of 1020 steel. Then, the structure of the lock nut was optimized by response surface analysis to prevent

cracking. The prototype of the lock nut was manufactured on the basis of the optimization result, and

cracking did not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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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너트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사용하

였다 실험계획법에는 다구찌 방법과 반응표면.

분석법이 있다 설계 변수의 값이 불연속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다구찌 방법을 설계 변수 값,

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응표면

분석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Nguyen
(3)는 제품의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다구찌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Jung
(4)은 Gas Circuit

를 최적화하여 반응표면분석법의 효용성Breaker

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 분석법.

을 이용하였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설계 변수와.

반응 변수와의 관계를 차의 회귀 모형 함수로2

추정한 후 최소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형함,

수를 최소화 시키는 설계 변수들의 값을 찾아낸

다.
(5) 따라서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할 경우 경

계 값 내에 있는 임의의 값을 최적 값으로 선택

할 수 있어 다구찌 방법을 이용할 때 보다 좀 더

최적 값에 가까운 값을 찾아낼 수 있다.
(6)

본 논문에서는 로크 너트의 유한요소모델이 만

들어 졌으며 상용 프로그램인 를FEM MSC/Marc

이용하여 너트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초기 모델.

의 변형률 응력 분포도와 의 변형률 응1020 steel

력 분포도를 비교하였다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

하여 로크 너트를 최적화 하였으며 최적화 이후

최적화 모델의 최대 변형률과 응력이 초기모델의

값보다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제품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크랙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유한요소 모델링2.

코킹2.1 (Cocking)

은 너트와 스프링으로 구성되어있는 로크Fig. 1

너트의 구조를 보여준다 로크 너트는 스프링을 포.

함할 수 있는 스프링 룸을 가지고 있다 상단의 홈.

은 코킹 공정 후에 스프링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는 로크 너트 제조 공정을 보여준다 과. Fig. 2 .

정은 다음과 같다 지그가 스프링이 삽입된 로크 너.

트의 아랫부분을 고정시킨다 프레스 기계는 스프링.

이 스프링 룸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너트 상단

을 누르는 코킹 공정을 수행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너트 상단에 크랙이 발생한다.

Fig. 1 Lock nut

Fig. 2 Lock nut manufacturing process

Fig. 3 Engineering strain-stress curve of 1020 steel

2.2 균열(Crack)

코킹 공정은 재료를 변형시키는 소성가공의 굽

힘으로 설명된다 너트 상단의 살은 프레스에 의.

해 굽혀지게 되고 이 때 너트 살의 바깥 부분은

인장하게 된다 굽힘 반경이 작을 경우 과잉 변.

형률이 외부 표면에 작용하면 파괴가 일어난

다.
(7,8)

크랙은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
(7)의 네킹 구간에서 발(Necking)

생한다 이 구간은 의 공칭 응력 변형. 1020 ste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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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곡선을 보여주는 의 이후 구간에 해Fig. 3 H

당된다 인장된 시편에 네킹이 형성되면 이 지역.

에 축 응력상태가 생기게 되고 인장의 정수압3 .

적인 요소는 네킹된 지역의 중심에서 시편의 축

을 따라 작용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매우 미세한.

공동 들이 형성되고 계속되는 변형 하에서(cavity)

공동들이 성장하고 병합하여 균열을 형성하게 된

다.
(8,9)

공칭 변형률 응력 선도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식 을 이용하여 진응력 진변형률 선도(1) − (True

stress-strain curve)로 변환하여준다 여기서.  은

공칭 응력을  은 진응력을 나타내며 은 공칭

변형률  은 진변형률을 나타낸다.

   

  ln  
(1)

공칭 응력 변형률 곡선의 의 응력 값B, D, F

은 진응력 진변형률 선도에서 269 MPa, 592

로 변환된다며 각각의 변형률은MPa, 776 MPa

이 된다 를 이용하여0.002, 0.262, 0.916 . MSC/Marc

해석을 할 때 재료의 물성치로써 진응력 진변형-

률 값을 입력시켜준다 축에는 진변형률을 입력. X

시켜주며 축에는 진응력을 입력시켜준다 이 데Y .

이터는 시뮬레이션에서 너트의 변형률에 대한

응력 값 결과로 이용된다.

유한요소 모델2.3

해석에는 절점의 육면체의 요소가 사용되었으8

며 개의 요소이다 는 구속조건을 보여9800 . Fig. 4

준다 열처리와 도금과 같은 재료의 후처리 과정.

은 코킹 공정 후에 이루어지므로 의1020 steel

물성치를 이용하였다 은 의 물. Table 1 1020 steel

성치를 보여준다.

는 해석 결과 얻은 코킹부 응력 분포이Fig. 5

다 의 곡률에 맞춰 코킹부가 정화하게 압축. press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초기 모델의. Fig. 6

크랙 발생지점의 응력 변형률 데이터이다 코킹시- .

초기모델의 변형률 값은 이며 응력은0.578 694

이다 이 값은 극한 변형률 와 극한 강MPa . 0.262

도 보다 큰 값이며 의 진응력592 MPa 1020 steel

진변형률 선도에서 네킹 구간에 속하는 값이다.−

따라서 코킹 과정에서 초기모델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Density Modulus Of Elasticity Poisson Ratio

7.89 g/cc 205GPa 0.29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1020 steel

Fig. 4 Finite element model.

Fig. 5 Stress distribution on cocking region

Fig. 6 True strain- true stress curve of initial model.

Fig. 7 Design variables of lock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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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3.

반응표면 분석법3.1

목적함수는 변형률 최소화로 선정하였다. Fig.

은 최적화를 위해 선정된 설계변수를 보여준6

다 설계변수 선정은 공학적 토론. (Engineering

을 통해 이루어졌다 는 프레스 기계discussion) . A

가 내려오는 높이를 나타내는 프레스 리밋 는, B

두께 각도 는 상단 필렛 그리고, C , D 는 하단

필렛을 나타낸다 에서 수준은. Table 2 0 초기 모

델의 변수이고 수준과 수준은 설계 변수가, -1 1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을 의미한다, . Table

은 수준 설계변수가 개일 때의 중심합성 실3 3 4

험 계획표를 보여준다 중심합성실험계획법을 이.

용하면 총 회의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25 .

의 결과를 이용하여 회귀모형 함수를Table 3

추정하면 설계 변수가 개일 때 차의 회귀 모형4 3

함수는 식 와 같이 구해진다(2) .

       

   
  

  


 
    

     

  (2)

는 추정한 회귀 모형 함수의 신뢰성을Table 4

검증하기 위한 ANOVA(Analysis of Variance) table

을 보여준다 에서 의 값이 보. Table 4 , F0 F(0.01)

다 크므로 추정된 모형함수는 신뢰구간에서99%

신뢰성을 갖는다 따라서 추정된 모형함수를 설.

계 변수와 특성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목적함

수 즉 최소화 시킬 목적함수로서 사용이 가능하,

다 그 다음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적함. ,

수를 최소화시키는 설계변수들의 값을 찾는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목적함수와 구속조건의 형태

이다 목적함수를 구성하는 독립변수가 개인. N

경우 구속조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최적

화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를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SQP) method

사용하였다 는 목적함수로 차 모델을 구속. SQP 2 ,

조건으로 선형 모델을 사용한다 목적함수가 차. 2

의 함수이고 구속조건이 선형인 문제를 푸는 비,

선형 해법을 라 하는데Qua-dratic Program(QP)

Design variable
Level

-1 0 1

Press limit  0.6 mm 1.3 mm 2 mm

Angle of thickness  4 deg 10 deg 16 deg

Upper fillet  0.1 mm 0.2 mm 0.3 mm

Lower fillet  0.1 mm 0.3 mm 0.5 mm

Table 2 Level of design variables

Table 3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Factor      

Regression

Variation
1.56274 4 0.39069 38.83187 4.43

Residual

Variation
0.20124 20 0.01006

Sum 1.76396 24

Table 4 ANOVA table

    Strain

1 -1 -1 -1 -1 0.339

2 -1 -1 -1 1 0.384

3 -1 -1 1 -1 0.253

4 -1 -1 1 1 0.275

5 -1 1 -1 -1 0.290

6 -1 1 -1 1 0.289

7 -1 1 1 -1 0.953

8 -1 1 1 1 0.838

9 1 1 1 1 0.782

10 1 1 1 -1 1.058

11 1 1 -1 1 0.583

12 1 1 -1 -1 0.802

13 1 -1 1 1 0.792

14 1 -1 1 -1 0.784

15 1 -1 -1 1 0.816

16 1 -1 -1 -1 0.799

17 0 0 0 0 0.578

18 -1.414 0 0 0 0.248

19 1.414 0 0 0 0.709

20 0 -1.414 0 0 0.693

21 0 1.414 0 0 1.301

22 0 0 -1.414 0 0.578

23 0 0 1.414 0 0.568

24 0 0 0 -1.414 0.722

25 0 0 0 1.4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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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방법을SQP QP . SQP

이용하여 식 를 풀면 와 같은 해가 얻(2) Table 5

어진다 이 해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목적함수를.

최소화 시키는 설계변수들의 값이다.

최적 모델의 결과3.2

은 최적화된 로크 너트의 시뮬레이션 결Fig. 7

과를 보여준다 로크 너트의 상단이 프레스의 아.

래 면을 따라 균일하게 변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초기 모델과 최적 모델의 변형률. Fig. 8 -

응력 선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최적 모델의 가장.

높은 변형률은 로써 극한 변형률 보다0.245 0.262

작은 값이며 이것은 최적화 모델이 초기 모델보다

크랙이 생길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 에서 볼 수 있듯이 최적화 이후 프레스able 5 ,

리밋 두께 각도 상단 필렛 값은 줄어들었고, , , 하

단 필렛의 값은 증대 되었다 최대 변형률 값. 에

있어서도 최적화 이전에는 이었지만 최적화0.578

이후 로 줄어들었다 위의 해석 결과를 이용0.245 .

하여 시제품을 제작해 보았다 과 를. Fig. 7 Fig. 9

비교해볼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제품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너트 구조의 최적화가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4.

본 논문에서는 스프링을 이용하여 풀림현상을

방지하는 로크 너트의 구조 최적화를 연구하였

다 크랙의 발생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만든 모델의 변형률 값과 변형1020 steel

률 응력 곡선의 극한변형률 값을 비교하여 판단

하였다 크랙이 발생하지 않는 로크 너트의 구조.

를 찾기 위해 반응표면 분석법을 사용하여 최적

화를 진행하였으며 최적화된 로크 너트의 구조를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적화 모델MSC/Marc .

의 최대 변형률 값은 였으며 이는 초기 모0.245

델의 변형률 보다 가 감소된 값이다 최적화58 % .

결과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을 때 크랙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적화의 효용성

을 입증하였으며 실제 너트제작에 적합한 너트의

구조를 찾아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발된.

너트를 이용할 경우 큰 강도와 진동에서도 강인

한 내구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량과 철

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sign parameter
Value

Initial Optimized

Press Limit (A) 1.3 mm 0.6 mm

Angle of thickness (B) 10 deg 5 deg

Upper fillet (C) 0.25 mm 0.2 mm

Lower fillet (D) 0.3 mm 0.5 mm

Maximum strain 0.578 0.245

Table 5 Result of optimization.

Fig. 7 Simulation result of an optimized model.

Fig. 8 Comparison of strain-stress curve.

Fig. 9 Prototype of a lock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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