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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standards of the bolts for maintaining the products. The maintainer don't know the 
detail information of bolts by seeing the shape of bolts when they repair the products. So they waste much time 
and cost. To solve the these problem, we propose the new systematical discrimination of bolts. To propose the 
discrimination code, we divide the shapes of the bolts into four classes(head, internal drive, shank and end). User 
can fine preferentially similar standards by just the shapes of bolts under the this discrimination code. And, User 
can find the standards of bolts that they want by us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measurements. We will 
reduce the cost and time for the maintaining the products by using the proposed discrimin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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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지구 환경과 자원 순환에 한 이슈

에 많은 심을 가지고 법규  규정을 만들고 있다. 
EU연합에서는 자원순환을 해 2015년까지 폐차의 

95%이상을 재활용 하도록 법으로 규제 하고 있다. 기

업들은 향후에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배출에 한 법

규제에 심을 가져야 한다. 그 지 못하면 수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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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세에 부합하

고자 국내에서는 자원순환에 련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도고 있다
[1～3].

  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는 많은 종류의 

볼트가 사용되고 있다. 많은 종류의 볼트가 사용되면, 
사용자가 볼트를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Fig. 1은 국내 패스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패스  시장 규모는 2008년도 기 으로 2조4천
억 원이며, 그  볼트  트가 약 2조 1천 5백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을 유지보수를 하기 해서는 어떤 규격의 패

스 를 사용했는지가 요하다. 작업자가 설계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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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는 규격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쉽게 유지보수

를 할 수 있지만 모를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을 찾거

나 유사규격을 찾기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Fig. 1. Standard flow into market

2. 규격 분석

  Fig. 2는 제품의 유지보수를 해 사용되는 볼트를 

식별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 후 제품이 고장

이 나서 제품을 수리해야 될 경우 작업자가 제품에 

한 도면과 부품번호를 알고 있으면 쉽게 제품을 유

지 보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마모된 부품

은 가지고 있지만 도면과 부품번호를 모를 경우 작업

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실제 마모된 부품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도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을 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용

이 높아 질것이다.

Fig. 2. Method discrimination for maintenance

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규격 분석

  볼트의 명칭에 6각 머리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류가 

다양하다(Fig. 3). 종류에는 순수한 6각 머리를 가지고 

있는 “6각볼트”가 있으며, 와셔가 포함된 “와셔조립 6
각볼트” 등이 있다. 각각의 6각 볼트를 나타내는 호칭

방법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호칭법은 “규격번호 + 종류 + 부품등  + dxl + 강

도구분 는 성상구분 + 재료 + 지정사항”으로 호칭

한다.

Fig. 3. Method discrimination of hexagon bolt

  와셔조립 6각 볼트는 부품등  부분이 빠지고 “나
사부 길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규격번호 다음에 

종류가 있는 규격이 있는 반면에 규격번호 뒤에 호칭

지름과 호칭치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한 6각머리 

풀림방지볼트인 “KS B 1071”은 기본번호와 쉬번호

로 다른 규격의 호칭방법과  다르다. 이 볼트 규

격은 미국 볼트 규격인 MS의 호칭 방법을 그 로 사

용하고 있다. 한 규격번호에 따라서 코드자리 수가 

서로 상이하 다
[4].

  KS 규격이 산 상에서 사용될 때 사용상의 문제

이 있다(Fig. 4).

Fig. 4. Problems of on-line



목학수․한창효․ 창수․이정훈․이규창․성인철․송재용

41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3호(2011년 6월)

Fig. 5. Analysis of KS bolt

  KS B 1002를 호칭할 때 띄어쓰기 그리고 소수  

표 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

자가 정확하게 표시 해주지 않으면 볼트 제작자는 사

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

생할 수밖에 없다.
  KS 볼트에 한 호칭방법을 Fig. 5에 나타내었다. 
KS 규격에는 규격 호칭방법이 별도로 규격화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볼트를 호칭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볼

트를 호칭하는 요소는 총 29가지가 있으며, 많이 사용

되는 호칭은 “규격번호, 규격명칭, 종류, d(나사호칭) 
x l(호칭길이), 강도, 나사 등 , 재료 그리고 지정사

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 KS 볼트규격에서는 

“종류, d(나사호칭) x l(호칭길이), 강도, 나사 등 , 재

료 그리고 지정사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우주항공

기 볼트의 경우 KS 규격의 호칭방법이 없이 MS규격

의 호칭방법을 그 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번호와 

쉬번호로 호칭한다. 따라서 KS 볼트를 호칭하는 방법

은 제각각 틀리기 때문에 소비자(사용자)는 각 볼트의 

규격의 호칭방법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정확한 볼

트를 구매하거나, 제품 설계 시 사용이 가능하다.
  Fig. 6은 KS B 1023 규격을 국방규격에 사용한 도

면의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Analysis of the drawing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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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격의 호칭방법은 4가지로 사용자나 설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국

방규격 도면을 보면, 호칭법  일부가 생략되어 있거

나, 호칭번호를 품명, 부품번호 그리고 도번으로 분할

하여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이런 정보들의 재 

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규격 도면에 호칭정보 

일부가 락되는 경우는 한정된 공간에 이런 정보를 

모두 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 ISO 규격 분석

  ISO 8991 규격은 규격을 호칭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Fig. 7). ISO 8991에서는 패스  규격을 호칭하

는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호칭방법은 “표 부품명 + 
표 번호 + 나사의 호칭 + Further diameters of features 
(공차 등) + 호칭길이 + 나사부길이 는 생크길이 + 
부품형식 + 부품등  는 강도 는 재료 + 구동부 

형태 + 표면처리”로 호칭하게 된다
[5]. 필요에 따라서 

호칭방법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며 자릿수에 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자릿수는 유연성을 띄고 있다.
 

Fig. 7. Analysis of ISO 8991

다.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규격 

분석

  DIN962 규격은 독일규격의 호칭방법을 나타낸 것이

다(Fig. 8). 이 규격에서 호칭방법은 “표 부품명 + DIN
번호 + 생크형상  특성 + 나사형식  크기(요구사

항) + 호칭길이 + 나사 는 생크부 길이 + 머리부, 
나사끝 부분 형상 + 맞변거리 + 경도, 소재등 + 등  

+ 십자 internal drive + 마감 + 코 ”으로 구성되어 있

다
[6].

  이 규격에서는 호칭 순서에 한 정의는 있지만 자

릿수에 한 정의는 없다. 표 부품명의 길이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진다.

Fig. 8. Analysis of DIN962

라. MS(Military Standard) 규격 분석

  Fig. 9는 MS 규격의 자릿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규

격에서는 쉬를 포함하여 15자리를 과하지 못한다

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 빈 공란을 허용하지 않는다

고 정의하고 있다.
  규격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자에 한 정의를 하고 

있다. KS규격의 경우에는 자릿수에 한 정의가 없으

며, 빈 공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상 불편한 

이 있다.

Fig. 9. Analysis of MIL-STD-100G

마 ASME 규격 분석

  ASME(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의 분류체계는 Fig. 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ASME 
식별체계의 자릿수는 총 1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Base PIN Code(5자리), Thread(1자리), Size(3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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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other(3자리), Material(3자리), Finish(2자리), 그

리고 Feature(1자리)로 구성되어 있다[7]. Base PIN Code
에서는 패스 의 종류를 구분하는 곳이다. Feature는 

특이한 형상이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를 들어 볼트 

머리에 드릴된 구멍이 있는 경우 “7”을 부여하여 사

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

Fig. 10. Analysis of ASME B18.24

바. 국내 기업 규격 분석

  패스 를 사용하는 A사는 자체 인 볼트 식별체계

를 사용하고 있다(Fig. 11). 식별체계는 분류, 분

류, 소분류, 호칭경, 길이, 그리고 표면처리로 구성되

어 있다. 분류와 분류의 경우 기계요소  형상을 

나타내고 소분류의 경우에는 볼트의 외 , 강도, 부분

별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식별 자릿수는 쉬를 포함

하여 12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볼트를 제작하는 B사는 자사의 식별체계를 사용하

고 있다(Fig. 12). B사의 경우 쉬를 포함하여 16자리

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식별체계의 경우 맨 처음 자리

에 재료를 우선 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하 다. 이 호칭체계에서는 나사

산에 한 호칭이 없으며, 부품의 등 에 한 정보가 

없다.

Fig. 11. Analysis of company(A) standard

Fig. 12. Analysis of company(B) standard

  규격 간 비교한 것을 Fig. 13에 나타내었다. 각각 6
각 볼트를 나타내는 규격인데 ISO와 DIN의 경우 규

격의 명칭을 먼  호칭하고 규격번호를 그 다음에 호

칭하는 순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6각 볼트 KS은 규격

번호를 우선 으로 호칭하도록 되어있다. MS와 기업

의 자사 규격은 규격번호를 그 로 호칭하면 된다. 가

장 은 자리가 소요되는 규격은 MS로 9자리를 사용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자리가 소요되는 규격은 DIN으

로 46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볼트의 형상에 한 것은 

MS  기업 자사규격에는 표 되어 있지 않고, ISO, 
DIN, KS 규격의 경우 일부 머리모양이나 Internal drive
에 한 것이 표 되어 있지만 부분은 형상 표 이 

제 로 되어 있지 못하다. 소재의 경우 부분의 규격

에서는 표 을 하지 않지만 기업2에서는 소재(재료)가 

우선 으로 표 을 하고 있다.

Fig. 13. Analysis of among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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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finition of bolt shape

3. 볼트의 형상 분류

  KS, ISO, DIN, MS, ASME 그리고 회사의 사내규격

의 분석결과 각 규격의 호칭방법으로는 볼트의 형상

을 부 표 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볼트

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볼트를 기본형상과 치수형

상으로 분류하 다.
  볼트의 기본형상은 볼트 머리모양, 볼트 머리에 있

는 홈, 나사산 등으로 사용자가 으로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다. 치수형상은 볼트의 유효지름과 길이로 정하

다. 그리고 볼트의 비형상에는 재료, 코 , 도  등

으로 사용자가 도 된 색상을 통해서 구분할 수 도 

있지만 부분의 경우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볼트의 기본형상은 볼트의 머리(Head), 몸통(Shank), 
구동부(Internal Drive) 그리고 끝(End)으로 정하 다. 그

리고 치수형상은 유효지름(Diameter)과 길이(Length)로 

정하 다.
  볼트의 머리(Head)는 도구를 사용해서 구동력을 

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볼트의 머리 모양은 3
각, 4각, 6각, 12각 등이 있다. 볼트의 몸통(Shank)은 

볼트의 머리 아래 부분부터 볼트의 끝 사이를 말한다. 
구동부(Internal Drive)는 볼트 머리(Head) 부분에 홈을 

주어 구동력을 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구동부

의 모양은 일자 홈, 십자 홈, 6각 홈, 12각 홈 등이 있

다. 볼트의 끝(End)은 몸통(Shank)의 양쪽 끝  머리

(Head)와 반  방향의 부분을 끝(End)라고 말한다. 끝

(End)의 모양은 일자, 콘 등의 모양이 있다. 치수형상

은 유효지름(Diameter)의 몸통(Shank) 부분을 나타내며, 
길이(Length)는 볼트의 몸통(Shank) 부분과 끝(End)부
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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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ocess for discrimination of bolt

  사용자가 도면번호와 부품번호를 모를 경우에 볼트

의 기본형상과 치수형상만으로 쉽게 원하는 볼트를 찾

을 수 있도록 하 다.
  볼트의 형상요소를 세분화하기 해 KS, ISO, DIN, 
ASME 그리고 국내 볼트 제작사의 규격을 분석하

다. 규격들을 통해서 볼트의 머리(Head) 종류는 29가
지로 분류를 하 고, 몸통(Shank) 종류는 13가지, 구동

부(Internal Drive) 종류는 11가지 그리고 끝(End) 종류

는 16가지로 분류를 하 다. 볼트의 치수 형상은 각 

규격들  유효지름이 가장 큰 규격은 “DIN 2510”으
로 치수가 180mm 다. 길이는 “DIN 529”의 볼트 규

격에서 3200mm이 가장 길었다.

4. 볼트의 식별체계

  사용자가 모르는 규격의 볼트의 규격을 찾을 때 형

상요소를 우선 으로 찾고, 그 다음 치수형상을 찾음

으로써, 사용자가 알 수 없었던 볼트의 규격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볼트의 규격을 모를 경우 정의된 

볼트의 기본형상과 치수형상만으로 사용자가 볼트를 

식별하는 차를 나타낸 것이다(Fig. 15).
  볼트의 식별 차는 실제 볼트를 보고 기본형상인 

머리(Head) 부분이 있고 없음으로 악하여 분류된 머

리모양을 선택하고 볼트의 머리가 없을 경우 없음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머리에 구동부(Internal drive)가 

있는지 없는지를 악하여 구동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선택하면 된다. 볼트의 머리와 구동부를 

선택한 후 몸통(Shank)의 모양을 선택 하면 된다. 기

본형상의 마지막인 끝(End)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 형

상 으로 유사한 볼트를 찾을 수 있다.
  치수형상으로 코 (Coating), 강도(Hardness), 마감

(Finish) 등을 제외한 실제 볼트와 동일한 볼트의 규격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볼트의 규격 속에 

있는 부가 인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볼트의 규격을 찾을 수 있다.
  볼트의 머리모양은 총 29가지로 2자리게 필요하지

만 문 알 벳 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여 1자리를 

할당하 고, 구동부의 경우 모양이 11가지로 역시 2자
리가 필요하지만 역시 문 알 벳 문자로 1자리를 

할당 하 다. 몸통과 끝의 경우도 각각 13가지와 16가

지의 모양으로 분류되어 각 2자리씩이 필요하지만 

문 알 벳 문자로 각 1자리씩을 할당하 다.
  제안하는 볼트의 식별체계안은 쉬를 포함하여 총

23자리를 제안하 다. 기본형상을 나타내는 8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는 규격명(KS)과 구문

(A : 속, B : 기계 등)을 나타내는 자리로 정하 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볼트의 머리, 구동부, 
몸통 그리고 끝을 나타내는 자리이다.
  치수 형상은 각각 4자리씩 할당을 하 는데 유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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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roposal discrimination of bolt

름은 최  160mm로 3자리만 있으면 되지만 소수 자

리까지 표 된 규격이 있기 때문에 4자리를 할당하

다. 길이(Length)의 경우 최  3,200mm까지 존재하고 

소수  처리문제로 5자리가 필요할 것 같지만 소수

은 1,000mm 미만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4자리를 할당 

하 다(Fig. 16).
  6볼트인 ISO 4014의 호칭방법을 제안한 식별체계로 

바꾸면 “KSBAABB-M040Ex040E-EAL”로 표 된다(Fig. 

17).
  제안된 볼트식별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

이 있을 수 있다. 사용자가 실제 가지고 있는 볼트 규

격을 모를 경우 형상만으로 쉽게 규격을 찾을 수 있

다. 한 KS규격에 사용자가 원하는 볼트의 규격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외규격을 그 로 

사용하던 것을 KS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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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ample of proposal discrimination

5. 결 론

  작업자가 쉽게 볼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

별체계를 제안하기 해 재 KS 볼트 규격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분석하 다. 문제 으로는 한 사용으

로 해외에서 볼트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 있고, 볼트를 

호칭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상이한 

호칭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한 KS규격에는 식별

체계에 한규격이 없었다. 반면에 ISO는 ISO8991, 
DIN규격은 DIN962, MS는 MIL-STD-100G 그리고 

ASME는 ASME 18.24a에 식별체계에 한 규격이 있

었다.
  KS, ISO, DIN, MS, ASME 그리고 사내규격을 분석

하여 볼트의 기본형상을 4가지로 분류하 다. 볼트의 

머리(Head)는 29가지, 구동부(Internal Drive)는 13가지, 
몸통(Shank)는 11가지 그리고 끝(End)는 16가지 형상

으로 분류하 다.
  새로운 식별체계는 총 23자리를 할당하 으며, 사용

자가 볼트의 형상으로 1차 으로 규격을 찾을 수 있

도록 하 다. 새로운 식별체계는 사용자의 편의를 

해 그리고 제품의 유지보수를 해 사용자의 근이 

용이하게 하 다. 제안된 볼트의 식별체계를 사용함으

로써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일 수 있

을 것이다.

후        기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연구결과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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