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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사에 적용되는 소재로는 SWCH18A 와 SUS 

XM7이다. SWCH18A는 탄소강의 일종으로 0.18%

의 탄소가 함유된 강이며, 주로 대형볼트, 너트 등

으로 만들어져 자동차부품 및 산업기계분야에 폭

넓게 사용된다. 하지만 탄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

어 외부 환경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SUS XM7은 내식강이라고 하며 표면이 아

름답고 내식성이 우수하다. 내식 합금강재로서 녹

이 슬지 않는 성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Fe)에 

12%이상의 크롬(Cr)을 합금하며, 대부분 12~18%

의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SUS XM7 은 기본

적으로 SUS 304 에 Cu를 첨가하여 냉간 성형성과 

내산성을 개량한 제품이다. 또한 초소형 나사 및 

기능성 나사로 주로 사용되며, 기계적 성질이 

SWCH18A 에 비하여 높아, 열약한 환경에 적용하

기 쉽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나사의 물성평가를 위하

여 SWCH18A 와 SUS 소재에 대한 인장시험을 실

Key Words: SWCH18A(SWCH18A), SUS XM7(SWCH18A), Micro Screw(초소형 나사), Forging(단조), Form 

Rolling(전조) Material Properties(물성 분석) 

초록: 체결부품의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실제 접합부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결력은 감소한다. 이

러한 체결부품의 체결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소재(Material), 구조(Geometry), 마찰(Friction)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체결부품의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소재 변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SWCH18A와 SUS XM7을 적용하여 초소형 나사를 제작하였으며, 3차원 치수 측정을 

통하여 피치정밀도와 두께정밀도를 측정하였다. 비커스 경도 측정을 통하여 나사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에 대한 저항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파단토크 시험과 SEM 을 이용한 파단면 분석을 통해 파단특성

을 분석한다. 

Abstract: As micro screws feature reduced screw lengths and pitches, the resulting clamping force diminishes because 

of the reduced length of the actual joints. The elements of the clamping force are material, geometry, and friction. We 

studied the shrinking size of the screw and the methods to improve the clamping force by changing the material. We 

developed a micro screw using SWCH18A and SUS XM7 materials, and obtained the precision and thickness of the 

pitch through three-dimensional measurement. We also measured the external resistance of the micro screw by applying 

the Vicker's hardness test and conducted a break surface analysis using a break torque test and SEM for obtaining the 

break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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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나사설계 및 최적공정설계를

정 Flow 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통하여 도출된 생산공정과 금형(머리부

이용하여 초소형 나사를 개발하고 

수 측정 및 내부 파단특성을 얻고자

2. 소재 물성 비교

선행연구로 나사에 적용되는 소재의

경도를 측정하여 기계적인 성질을 

다. Fig. 1는 현재 연구중인 초소형

는 소재의 인장강도 시험 결과이다

은 0.82mm 이며, 소재는 SWCH18A

이다. SUS XM7 의 인장강도는 880

커스 경도는 269 HV 이다. SWCH18A

는 734.2N/mm
2 로 측정되었으며, 

252 HV 이다. 인장강도는 SUS XM7

에 비하여 20% 높게 측정되었으며

는 6% 높게 측정되었다. 

소재의 인장강도와 경도의 차이는

하는 물질의 차이와 다단신선과정 

압력과 열에 의한 물성변화를 들 

SWCH18A보다 SUS XM7의 열팽창계수

높다. 열팽창계수가 높을수록 다단신선

발생하는 열이 소재 전체에 빠른 속도로

서 열구배가 낮아져서, 소재의 온도상승으로

불균일하게 변형되는 것을 막아 전체적인

도 및 경도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한 초소형 나사의 체결력에 영향을

요소는 마찰(Friction), 구조형태(Geometry), 

구의 정확성(Tool Accuracy), 이완(Relaxation) 

로 분류할 수 있다.
(1,2)

 이러한 요소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마찰이며, 마찰은

재에 가장 큰영향을 받는다.
(3)
  

 

 

Fig. 1 The tensile test result of 

나승우 · 김인락 · 황성택 

최적공정설계를 위하여 공

또한 최적 설계를 

머리부, R/L)등을 

 표면 3 차원 치

얻고자 한다. 

비교 

재의 인장강도와 

 비교, 분석하였

초소형 나사에 사용되

결과이다. 소재의 지름

SWCH18A 와 SUS XM7

880N/mm
2 이며, 비

. SWCH18A 의 인장강도

, 비커스 경도는 

SUS XM7 이 SWCH18A

측정되었으며, 비커스 경도

차이는 소재를 구성

 중에 발생하는 

 수 있다. 또한 

열팽창계수(W/m-K)가 

다단신선 공정에서 

속도로 전도되면

온도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장강

형성될 수 있다. 또

영향을 주는 주요한 

(Geometry), 사용공

(Relaxation) 등으

요소에 가장 큰 영

마찰은 나사의 소

 

test result of materials 

3. 초소형 나사 생산공정

3.1 초소형 나사 설계 

본 연구에서 목표로 개발

M1.0 X 0.25P 이다. 나사산

1.0mm 이며, 나사의 피치가

를 뜻한다. 나머지 설계인자는

으로 결정하였다. Table 1 는

설계도 및 설계값을 나타낸다

 

3.2 공정설계 

초소형 나사 공정은 소재에

2은 초소형 나사의 공정흐름도를

 

3.2.1 연속 다단 신선공정

SWCH18A 와 SUS XM7

해 M1.0mm 나사 개발용 

같이 계산하였다. Fig. 3 은

나사산의 각도는 60°이며, 

하여 식 (1)을 도출하였다

이용하여 소재경을 구하는 

재경, D 는 나사의 유효지름

는 나사산의 높이를 뜻한다

는 0.933 ~ 1.000mm 이며, 

0.77 ~ 0.84mm이다. 
 

D� � D � 2 ·
�

�
· H � D �

�√

�

D� � D � 0.649519 · P                      
 

 

Table 1 Specification of micro screw(mm)

Specification M1.0X0.25P

Blank diameter Ф0.82 

Head diameter 1.7 

Head thickness 0.5 

Rolling diameter 0.965 ~ 1.035

Length 5.0 

 
 

Fig. 2 H/D dia 

생산공정 최적설계 

개발 중인 초소형 나사는 

나사산 부분의 바깥지름이 

피치가 0.25mm 를 갖는 가사

설계인자는 KS B 0201 을 기준

는 M1.0 X 0.25P 나사의 

나타낸다. 

소재에 따라 달라지며, Fig. 

공정흐름도를 나타낸다. 

신선공정 

SUS XM7 소재의 나사 적용을 위

 소재의 직경을 아래와 

은 나사산부를 나타내며, 

, 기구학적 관계를 이용

도출하였다. 식 (1)은 유효지름을 

 계산식이다.  D�는 소

유효지름, P 는 나사의 피치, H

뜻한다. M1.0 의 유효지름 D

, 이를 이용한 소재경은 

√�

�
· P               (1) 

                       

Specification of micro screw(mm) 

M1.0X0.25P 

 

 

 

 

0.965 ~ 1.035 

 

 

dia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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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dition of multi-wire drawing(SUS XM7) 

STEP 
1 2 3 4 

Diameter 

(mm) 
1.36 1.15 0.98 0.82 

Reduction of area 

(RA, %) 
- 28.5 27.38 29.99 

 

 

 
Fig. 3 Metric screw thread 

 

 

Fig. 4 Multi-wire drawing dia and design 
 

 

계산결과 M1.0 X 0.25P 는 직경 0.82mm의 소재

가 필요하나, 현재 1mm 급 이하의 소재는 양산품

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고장력 와이어 

소재의 경우 다단 신선공정 기술 적용을 통한 개

발이 필요한 소재이다. 따라서 아래 Fig. 4와 같이 

다단 신선 금형을 개발하여, 4 단 신선 공정을 통

해 0.82mm 급 고장력 와이어 소재를 개발하였다. 

다단신선이 필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초소형 나사의 직경이 매우 작으며, 이를 

한번의 신선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도의 감소에 

의하여 시제품 제작과정에 발생되는 열처리에 많

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다단 신선공정을 통하여 

경도의 감소를 최소한하였다. 또한 다단신선과정

에 의한 단면감소율과 각 단계별 직경은 Table 2

와 같다.  

 

3.2.2 단조공정 

단조생산공정은 소재의 절단과 나사의 머리부 

및 비트부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단조생산공정 

Table 3 Specification of punch dia (mm) 

Section Value 

 

M 1.15 

Q 0.4 

D 1.8 

H 0.4 

End angle 20° 

 

 

 

Fig. 5 H/D dia and design 

 

 

Fig. 6 Punch dia 

 

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부 금형 및 펀치금형을 설

계 및 가공을 하여야 한다. 머리부 금형은 나사의 

머리부를 성형하기 위한 금형이며, 펀치금형은 비

트부 및 머리의 형태를 성형하기 위한 금형이다. 

Fig. 5는 머리부 금형과 설계 도면을 나타낸다.  

Fig. 6 는 머리를 성형하기 위한 펀치 금형을 나

낸다. 펀치 금형은 KS B 0230 규격과 이현규등이 

연구한 ‘비트 깊이에 따른 볼트 체결응력 해석결

과’
(4)의 S 자형 +자홈 모양 및 치수를 참고하여 설

계하였다. 나사의 머리부는 ‘+’자 홈을 갖고 있으

며, 펀치 금형의 설계치수는 Table 3에 나타낸다. 

 

3.2.3 전조공정 

전조공정은 나사에 체결력을 부여하는 나사산을 

성형하는 공정이다. 나사산의 크기와 형상에 의해

서 체결력이 결정되므로 크기와 형상에 대한 성형

정밀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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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 of rolling dies 

Section Value 

 

Pitch 0.25mm 

Lead angle 5.14° 

Material SKD11 

Hardness 58 HV 

 

 

 

Fig. 7 Rolling dies 

 

 
Fig. 8 Description of lead angle 

 

초소형 나사의 규격은 M1.0 이며, 피치는 

0.25mm 이다. 나사산 각도는 60°이며, 대칭형상

으로 일반적인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나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금형을 전조금형 혹은 롤링 다

이스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전조평다이스를 사

용한다. Fig. 7 는 전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롤링 다

이스이다. 

리드각은 단조 공정이 끝난 나사가 롤링 다이스

에 들어가는 각도를 뜻하며, 초소형 나사인 M1.0

의 소재는 0.82mm 일 경우에 사용되는 소재경을 

기준으로 나사의 리드각을 계산하면, 5.61°이다. 

Fig. 8은 리드각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식 (2)는 유효지름과 피치를 이용하여 나사의 

리드각을 구하는 공식이다.
(5)  

 

tanβ �
�

�·��
     β �  tan���

�

�·��
�              (2) 

 

실제 롤링 다이스의 리드각은 5.14°로 설계 및  

Table 5 The proto type of micro screw 

Model M1.0 X 0.25P 

Material SWCH18A SUS XM7 

Item 

  
 

 

제작하였다. 리드각은 적용되는 나사 규격, 사용되

는 전조공정기계, 전조공정의 압력조건에 의해서 

이론값에서 변경된다. 실제 롤링 다이스의 설계치

수는 Table 4에서 나타낸다. 

 

3.2.4 후처리 공정 

개발중인 초소형 나사의 소재는 SWCH18A 와 

SUS XM7 이다. SWCH18A는 SUS XM7 에 비하여 

내부식성과 경도가 낮아 열처리를 통한 경도상승

과 도금을 통하여 내부식성을 강화시킨다. 열처리 

방법은 소재에 온도를 가열한 후 다시 냉각하여 

조직의 확산 또는 변태에 의해서 조직을 재구성하

는 것으로 열처리의 목적으로는 경도, 장력의 증

가, 조직연화 및 기계가공성의 향상이며, 궁극적으

로 조직의 안정화를 통한 기계적 성능 향상이다.  

도금종류는 3Zn-Blue 로 일반적으로 SWCH18A

에 사용된다. 후처리 공정은 소재의 성격과 설계

치수에 의해서 공정조건이 달라지며, 현재 

SWCH18A 의 후처리 공정은 최적조건을 정립하여 

적용하였지만, SUS XM7 의 후처리 공정을 설계하

지 못하였고, 소재가 기본적으로 내부식성에 강하

며, 소재의 경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현재는 열처

리 및 도금공정을 거치지 않는다. 

 

3.3 시제품 제작 

단조공정, 전조공정을 통하여 총 2 개의 소재를 

이용하여 M1.0 X 0.25P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Table 

5 는 초소형 나사 시제품 및 특징을 나타낸다. 나

사산부에 찍힘이나 크랙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초소형 나사 신뢰성 연구 

4.1 3차원 치수 측정 

초소형 나사의 성형 정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 차원 치수 측정을 시행하였다. 사용장비는 비접

촉식 3 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였으며, VIEW 社의 

BENCHMARK 3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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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3-D measurement 

      Model M1.0 X 0.25 P (SWCH18A) 

 Section Value 
Results 

Avg. 
No.1 No.2 No.3 No.4 No.5 

Diameter μm 972 969 969 968 973 970 

Length mm 4.86 4.85 4.86 4.87 4.89 4.87 

Pitch μm 249 250 249 250 249 249 

Thickness μm 520 526 497 506 504 510 

Model M1.0 X 0.25P (SUS XM7) 

Section Value 
Results 

Avg. 
No.1 No.2 No.3 No.4 No.5 

Diameter μm 968 973 971 968 968 969 

Length mm 4.86 4.88 4.87 4.85 4.89 4.87 

Pitch μm 250 248 250 249 250 249 

Thickness μm 503 501 518 521 502 509 

 

는 3 차원 치수 측정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나사의 

설계치수와 비교하였을 때, 나사 지름의 범위는 

965 ~ 1035μm 이며, 다른 두 소재를 이용한 초소형 

나사의 지름이 이 범위에 만족하였다. 또한 Pitch

의 경우 249 ~ 250μm를 만족하므로, 전조금형 설계 

및 전조공정설계가 올바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소형 나사의 성형성 판단 기

준은 나사의 지름과 피치로 결정하였다. 체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나사가 체결대상물에 직접

적으로 접촉하는 지름과 피치이므로, 성형성 판단 

기준은 지름과 피치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 각기 다

른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초소형 나사의 성형성 

기준이 도면 및 회사 내부 기준을 만족하였다. 

 

4.2 파단토크 측정 

일반적으로 나사의 성능은 체결토크나 체결력이

다. 하지만 초소형 나사의 성능은 조임회전각과 조

임토크에 대한 시험장치 및 시험규격이 결정되지 

않아서 파단토크시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장비는 토

크드라이버 종류로 CDEAR 社의 DI-5M 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시험조건은 나사를 시험용 지그

에 고정시킨 후 토크드라이버로 나사에 파단이 일

어나는 시점까지 토크를 증가시키고, 최대 토크값

을 파단토크로 판단한다. Table 7 은 파단토크 측정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SWCH18A 로 만들어진 초소

형 나사의 파단토크는 0.64 kgf · cm로 측정되었고, 

SUS XM7 로 만들어진 초소형 나사의 파단토크는 

0.69 kgf · cm로 측정되었다. 두 소재의 파단토크 차

이는 0.05 kgf · cm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SWCH18A

는 열처리와 도금을 통하여 기계적 성능이 향상된 

반면에, SUS XM7 소재의 나사는 후처리 공정을 거

치지 않았다. 차후 SUS XM7 에 적합한 도금소재와 

공정을 설계 후 적용한다면 SUS XM7 의 파단토크

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7 The result of break torque test 

M1.0 X 0.25P (SWCH18A) 

Break 

Torque 
No.1 No.2 No.3 No.4 No.5 No.6 No.7 Avg 

%&'
· () 

0.64 0.62 0.59 0.58 0.57 0.64 0.63 0.61 

M1.0 X 0.25P (SUS XM7) 

Break 

Torque 
No.1 No.2 No.3 No.4 No.5 No.6 No.7 Avg 

%&'
· () 

0.70 0.69 0.67 0.68 0.71 0.69 0.70 0.69 

 

 

 
(a)                  (b)  

 
         (c)                   (d) 

Fig. 9 The picture of fracture in micro screw 

 
4.3 파단특성 분석 

초소형 나사의 파단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단

토크 측정시험 후 샘플을 SEM 촬영하였다. 파괴는 

연성파괴와 취성파괴로 구분될 수 있으며,본 연구

에서 사용된 소재에서 탄소의 화학적 비율이

SWCH18A는 0.15 ~ 0.20% 이며, SUS XM7는 0.08%

이하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단이 일어날 

경우, 탄소의 화학적 비율이 높을수록 취성파괴에 

가까워진다.
(6)
 Fig. 8(a)와 (b)는 SWCH18A의 파단면

을 SEM촬영한 것이다. (c)와 (d)는 SUS XM7의 판

단면을 SEM촬영한 것이다. 

Fig. 9(b)는 (d)에 비하여 소재가 소성변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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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 of Vicker’s hardness test 

Model M1.0 X 0.25P 

Material SWCH18A SUS XM7 

No. 1 444.87 436.56 

No. 2 427.11 436.13 

No. 3 432.61 412.64 

No. 4 476.32 422.07 

No. 5 469.16 431.18 

Average 450.01 427.72 

 

머리부와 나사산부가 분리되는 형태를 보였다. 또

한 Fig. 9(c)에서는 연성파괴의 증거인 공극과 나사

나 파단될 때 나사산부가 소성변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비커스 경도 측정 

경도는 물체의 변형에 대한 저항력의 크기로 정

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였다. 

Table 8은 초소형 나사의 비커스 경도를 나타낸다. 

SWCH18A 의 평균 비커스 경도는 450.01 HV 로 

측정되었고, SUS XM7은 427.72 HV로 측정되었다. 

5. 결 론 

(1) SWCH18A 와 SUS XM7 의 물성분석을 통하

여, SUS XM7 이 SWCH18A 에 비하여 인장강도는 

20% 높게 측정되었으며, 경도는 6% 높게 측정되

었다. 

(2) 설계인자를 도출하였고, M1.0mm 에 0.25mm

의 피치를 갖는 초소형 나사를 설계 및 제작하였

다. 설계된 초소형 나사를 제작하기 위하여 다단 

신선 공정, 단조생산공정, 전조생산공정 그리고 후

처리 공정을 설계하고 이에 맞는 금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3) 제작된 초소형 나사의 성형정밀도를 측정하

기 위해 3 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중요 치수인 

나사직경, 나사길이, 피치, 머리 두께가 관리치수 

내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새로 설계한 공

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SWCH18A의 파단토크는 0.64kgf · cm로 측정

되었으며, SUS XM7 의 파단토크는 0.71kgf · cm로 

측정되었고 소재의 변경으로 인하여 파단토크는 

약 13% 향상되었다. 

(5) 초소형 나사의 기계적 성질은 나사의 제작 

공정에 의한 영향보다 소재에 의한 영향이 더 지

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6) 파단토크시험 후 나사산과 머리부를 SEM 촬

영을 하였고, SWCH18A는 SUS XM7에 비하여 탄

소 함유량이 많아 취성파괴에 가까운 파단특성일 

보인다. 

(7) 경도는 SWCH18A가 SUS XM7에 비하여 높

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후처리 공정의 유무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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