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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 of this experimental study i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vibrator amplitude on clamping
force in vibration for bolted joint. The experiment is that change the vibrator amplitude to check clamping force.
also the friction coefficient calculated by equation to use an obtained in experiments. The main purpose of generation vibrations is decreasing the clamping force dispersion. also If vibration occurs while tightening the bolt
is reduced coefficient of friction. In this paper, In experiments to measure the clamping force before vibrator’s
amplitude changing. Vibrator’s amplitude changes to 5.5mm from 4.4mm. As a result, under various vibration
condition, relationship of clamping force and Vibrator amplitude.
Keywords − clamping force(체결력), friction coefficient(마찰계수), fastener(체결기), dispersion(산포),
vibrator amplitude(가진기 진동량)

1. 서 론

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널리쓰이는 것이 토크법
이다[3]. 허용강도를 넘어서는 소성역 체결법은 그 체
결법이 간단하고 한번 체결하면 잘 풀리지 않는 장점
이 있지만 반대로 잦은 진동이나 부식으로 교체가 필
요한 부분일 때 그것의 교체가 힘들고 체결체에 크랙
등의 변형을 주기 때문에 체결되는 곳 주위부분에 약
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체결과 풀림이 용이하고
교체가 비교적 쉬운 토크법을 사용하여 체결할 때 풀
림현상이 적고 체결이 오래갈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
려한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토크법을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할 때 진동을 가하여 마찰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체
결력이 향상되는 결과[4]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에서 수행했던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하는데, 가진기의 진동량을 변화시키는 실험
을 하여 진동량의 변화에 따라 체결력의 산포와 볼트

볼트는 대부분의 기계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기계
요소로써 설계단계부터 견뎌야 할 인장력이나 외부 작
용력이 고려되어 볼트의 크기나 체결력을 선정한다[1].
볼트를 체결할 때 설정된 목표체결력에 미치지 못하면
풀림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파손 또는 기능의 상
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볼트의 체결력 유지 및
향상은 중요하다[2]. 하지만 볼트의 체결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토크를 높이면 볼트의 허용강도를 초과하여
볼트의 파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볼트의 손실 없이
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볼트의 허용강도 이내에서 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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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lanation of vibrated effect.

d2
Qf ⎛ P
Ts = ----U
- --- + µSd2 sec α′⎞
s = ---⎠
2
2 ⎝π

Fig. 1. Thread torque and bearing surface torque.

(2)

여기서 P와 d2는 각각 나사의 피치와 나사의 유효지
름을 뜻하고, Us 는 접선력, µS 는 나사면마찰계수,
α′ 은 나사산 직각단면에서의 프랭크 각이다.
한편 자리면토크는 너트의 자리면과 피체결체와 사
이에 작용하는 토크이며 체결력과의 관계는 다음으로
표시된다.
Q
Tw = -----f µw Dw
2

(3)

여기서 µw 는 자리면마찰계수이고 Dw 는 자리면토
크의 등가지름이다. 식 (2)와 (3)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6].
Fig. 2. Equilibrium of forces in the screw thread.

Q P
Tf = -----f ⎛ --- + µS d2 sec α' + µw Dw⎞
⎠
2 ⎝π

헤드부분의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2. 진동효과

2. 이 론
2-1. 체결토크와 체결력의 관계

체결토크는 Fig.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나사의 리
드를 이용하고 3각나사인 볼트로 피체결체를 체결할
때 발생하는 볼트의 체결력 를 내기 위한 체결토크 는
나사면토크 와 자리면토크 로 나눌 수 있다[5].
Tf = Ts + Tw

(1)

나사면토크는 볼트와 너트사이에 작용하는 토크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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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g. 3-①과 Fig. 3-②는 물체의 상태도이며, Fig. 3-③
은 원리 상태도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Fig. 3-①에
서와 같이, 볼트헤드가 수직 접촉력 N을 받으면서 속도
υr 로 움직이고자 할 때 마찰 저항은 Fr = F0 = µN 이
고(N : 수직 접촉력, µ = 마찰계수) 마찰력 방향은
속도 υr 과 반대 방향이다.
Fig. 3-②에서와 같이 υr 의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가하여 임의의 순간의 진동속도가 υυ 라면 Fig. 3-③
과 같이 물체의 순간속도는 υ0 = υr + υυ 이고, 마찰력
방향은 υ0 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며, 그 크기는
µN 이다. Fig. 3-③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υr 방향 반
대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는데 이때의 마찰력을 나타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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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V0 = V2r + V2υ 이고 µ' 은 겉보기 마찰계수로
다음과 같다.
Vr
V
1
= µ ------------------------------µ' = µ -----r = µ ------------------2
2
V0
Vr + Vυ
1 + ( Vr ⁄ V υ )2

(6)

겉보기 마찰계수 µ' 은 진동속도 Vυ 가 빨라질수록
2
원래 마찰계수 µ 보다 1 ⁄ 1 + ( Vr ⁄ Vυ ) 의 비율로 작
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진동
을 가하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마찰력
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나
사의 체결 시 진동을 가함에 따라 나삿니와 나사 자리
면에 걸리는 회전방향 마찰력을 줄일 수 있다.
나사의 체결에서 진동에 의한 마찰력의 감소로 체결
력이 증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진동을 가하지 않을
때와 가할 때의 체결토크 Tf 에 의한 각각의 나사 체결
력 Qf 와 Qf' , 그리고 이 둘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Tf
Qf = ----------------------------------------------------P
⎛ --- + µSd2 sec α' + µw Dw⎞
⎝π
⎠
2Tf
Qf' = ------------------------------------------------------⎛P
--- + µS'd2 sec α' + µw'Dw⎞
⎝π
⎠
P
--- + µSd2 sec α' + µw Dw
Q f' π
------ = --------------------------------------------------Qf P
--- + µS'd2 sec α' + µw'Dw
π

(7)

(8)

Fig. 4. Test equipment for vibration experiment.

트러너의 경우 토크는 최대 40 Nm까지 낼 수 있고
오차율은 5% 이내이고 세비타의 경우 스트로크는
3 mm이고 최고 분당 7000회의 왕복수와 직진 추력
6.3 kgf, 후진 추력 4.7 kgf를 가지고 있는 장치이다.
지그 양 옆의 리니어가이드의 경우 볼트 체결시 위
의 판이 옆으로 회전하여 좌우에 마찰이 발생하여 로
드셀에 나타나는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설치 하였다. 로드셀은 볼트가 체결될 때 체결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써 2000 Kgf까지 측정이 가능하
고 1 Kgf씩 수치가 변화하게 되어있다. 가진기의 진동
량 변화는 세비타의 진동부에 우레탄씰을 이용하여 변
경시켰다. Fig. 4는 실험장치 중 지그(Jig)와 가진기
(Vibrator)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9)

여기서 µS' = µS Vr ⁄ V0 는 나사면의 겉보기 마찰계수,
µw' = µw Vr ⁄ V0 는 자리면의 겉보기 마찰계수로 µS > µS'
이고, µw > µ w' 이므로 Qf' > Qf 이다. 따라서 µw > µ w' 이
므로 진동을 가하면 체결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너트러너(Nut runner)와 세비타(Sevita)가
사용 되었다. 너트러너는 볼트를 체결할 때 일정한 토
크에 도달하면 볼트의 체결을 멈추는 기능을 가졌고,
세비타는 좌우 진동을 가할 수 있는 가진장치이다. 너

3-2. 실험방법

Fig.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를 도식화하
여 나타내고 있다. 실험장치에 대해 설명하자면, 가진
기의 앞부분에 볼트헤드부에 진동을 줄 수 있게 사각
틀을 가진 부품을 설치하여 체결시 진동이 가능하게
했다. 체결력을 받는 부분인 지그(Jig)부분 사이에 로
드셀(Load cell)을 설치하여 진동중인 볼트가 체결될
때 체결력의 변화를 측정하게 했다[7]. 실험에서 체결
토크는 가진기의 진동량의 변화에 대한 체결력 측정
실험이므로 항복강도 이하에서 작용하는 토크인 2 Nm
로 고정시키고 가진기 진동량 변화만 주었고, 진동량
의 크기는 4.4 mm, 4.7 mm, 5.2 mm, 5.5 mm의 4가
지 실험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진기의 공압은
6 MPa로 설정하였다.실험에 사용한 볼트와 너트는 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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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xperimental device setup.

Fig. 7. Relationship between clamping force standard
deviation and vibrator amplitude.

도는 480 MPa이다.
Fig. 6은 실험의 진행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에
볼트, 너트, 시편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해주
고, 1시간 정도 건조시킨다. 실험장치 제일 밑에 너트
를 삽입하고 그 위에 로드셀을 장착시킨다. 그 다음에
지그에 시편을 넣고 고정시킨 후 시편의 구멍부분에
볼트를 넣어서 너트와 접촉시킨다. 그 상태에서 너트
러너를 볼트헤드부에 장착하고 가진기를 진동시킨 후
너트러너를 작동시켜 볼트를 너트에 체결한다. 체결이
끝나면 로드셀을 통해 체결력을 확인하고 볼트,너트,시
편은 교체하여 다음 실험을 한다. 이 과정을 30번 반
복한 후에 가진기의 진동량을 씰을 이용해 변경한 후
같은 순서로 실험을 반복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체결력 산포변화

Fig. 6. The process for vibrating test.

스테인리스재료로 항복강도는 415 MPa이고, 볼트가 진
동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지그부분은 시편을 사
용하여 진동실험을 한번 실행 할때마다 바꾸어 주어서
동일한 표면상태에서 진동하도록 하였다. 시편의 재료
는 일반적인 S45C를 사용하였고, 시편재료의 항복강
Journal of the KSTLE

Fig. 7은 4가지의 가진기 진동량변화에 대해 체결력
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가진
기의 진동량이 커질수록 체결력의 평균 또한 점차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높은 체결력을 얻
기 위해서는 가진기의 진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체결력 평균의 변화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8은 Fig. 7의 데이터를 이용해 체결력의 산포
σ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이다. 여기에서는 4.4와
4.7 mm의 진동량에서는 19.37과 20.48로 20에 가까운
산포를 5.2와 5.5에서는 각각 13.49와 14.77의 산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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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clamping force on vibrator amplitude
Vibrator Amplitude(mm)

Clamping Force(kgf)

4.4

60

4.7

96.3

5.2

112.5

5.5

124.1

Fig. 9. Change in the coefficient of friction.

Fig. 8. Relationship between clamping force standard
deviation and vibrator amplitude.

보였다. 이 결과에서 가진기의 진동량이 작은 상태에
서는 체결력의 산포가 비교적 높고 진동량이 큰 상태
에는 진동량이 작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산포값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동량의 변화가
가진기의 진동속도에 영향을 미쳐 볼트헤드부에 더 많
은 진동을 가해주어산포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같은 경향은 산포를 각각의 평균으로 나눈 값
σ ⁄ m 을 보면 두드러진다. σ ⁄ m 은 평균에 대해 실험
치들이 퍼져있는 정도를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이다.
Table 2는 진동량에 대해 σ ⁄ m 의 값을 나타낸 표이다.
여기서 보면 진동량이 4.4 mm에서 5.5 mm로 증가하면
서 σ ⁄ m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진동량의 증가가 체결력 산포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4-2. 자리면마찰계수의 변화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진동이 가해지지 않은 나사산
부분에 진동의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 나사면마찰계
수 변화는 없고 자리면마찰계수만 변화했다고 가정하
였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볼트진동실험에서 나온 체

결력을 이용해 마찰계수를 계산하였다. 나사면마찰계
수는 일반적인 볼트·너트 체결시 마찰계수 값인 0.15
를 사용하였고, 계산식에 사용되는 볼트의 재원은 M6
보통나사에서 사용했다.
Fig. 9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체결력 데이터를 식(4)
에 적용하여 자리면마찰계수의 변화에 대해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보면 자리면마찰계수는 4.4 mm의 진동일 때
0.0682의 값을 나타냈고, 4.7 mm에서는 0.0367, 5.2
mm는 0.0292, 진동량이 가장 큰 5.5 mm에서는 0.025
의 낮은 마찰계수 값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가진기의
진동량이 커질수록 마찰계수도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볼트를 체결할 때 헤드부에 진동을
가하는 실험을 하여 가진기의 진동량의 차이에 따라
볼트의 체결력과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
었다.
1. 체결력과 가진기의 진동량의 관계에서 진동량이
체결력의 산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진동량이
증가할수록 체결력의 산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
어 안정적인 체결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실험치를 바탕으로 진동량에 따라 자리면마찰계
수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사면마찰계수를 가
정하여 진동량이 커질수록 자리면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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