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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너트를 체결하면 재료의 항복현상으로 인해 탄성이 

없어져 버리거나, 부품 및 구조체의 진동으로 인해 공

간이 발생하여 볼트와 너트간의 마찰력이 감소되어 풀

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3). 나사가 느슨해지지 않

고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나사산이 

맞닿는 면에 항상 일정수준의 탄성력과 마찰력이 작용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 

Fig. 1과 같이 철도 및 도로의 방음벽, 도로 가드레

일, 레일체결장치 등 상시 진동이 발생되는 구조에서 

볼트와 너트의 이완현상은 안전성 저하뿐만 아니라 유

지관리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특히 철도 방음벽과 같은 상시 진동이 작용하는 구

조체를 지지하고 있는 고정용 볼트와 너트의 경우 너

트의 풀림현상은 방음벽의 변형 또는 이동을 초래하여 

주행차량과의 간섭에 따른 철도 열차주행안전에 직접

(a) Noise barrier in railway (b) Guard rail in road

Fig. 1. Photographs of loosening and lost nuts.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나사풀림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풀림방

지너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풀림방지너트의 형

식은 분할핀이나 특수 와셔 등을 사용하여 너트가 회

전되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고정형과 나일론 

등의 별도의 물질을 삽입하여 그 물질이 변형되면서 

너트와 볼트간의 마찰계수가 증가하여 풀림을 방지하

거나 판스프링을 넣어 볼트체결 시 판스프링이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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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누르는 힘에 의해 풀림이 방지되는 보조재 삽입

형이 있다1-3). 또한, 사전에 나사산을 일부 변형시켜 

체결 시 초기 변형이 복원되면서 발생되는 탄성복원

력에 의해 마찰력을 증 시켜 풀림을 방지하는 나사 

변형형 등 다양한 형태의 풀림방지너트가 상용화 되

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검토한 풀림방지너트는 형상

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암수 너트가 일정 체결력이 

작용하면 형상적으로 서로 고정되어 풀림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신형식 풀림방지너트(anti-loose nut)로써 내

벽이 나선형 홈으로 가공된 외벽너트(outer nut)와 외

벽너트의 내부에 삽입되어 볼트와 결합되는 메인너트

(main nut)로 구성된다. 메인너트는 볼트에 직접 마찰 

접촉되며 체결과정에서 외벽너트가 메인너트의 형상

을 변형시켜 외벽너트에 고정됨으로써 외벽너트와 메

인너트 상호간의 풀림을 방지하게 되는 구조적 특징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신형식 풀림방지너트는 기존

의 고정형, 보조재 삽입형 및 나사산 변형형의 장점을 

이용하였다. 메인너트의 외벽과 외벽너트의 내벽간의 

접촉면에 나선형 홈 형상을 가공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고정시키는 원리를 채택하였으며, 이종재료의 보조재

를 삽입하지 않고도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일

재료인 외벽너트에 메인너트를 삽입하였다. 또한 메인

너트의 축방향으로 가공된 홈이 볼트 체결 시 변형되

어 외벽너트에 체결되며 이때 메인너트에서 발생되는 

탄성 복원력에 의해 메인너트와 외벽너트간의 마찰력

이 증가하여 풀림이 방지된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풀림방지너트 또는 볼트 등과 같은 부

품들은 단면형상 및 풀림방지 기능을 구현하는 구조

상세가 복잡하여 거동 예측 및 취약단면에 한 안전

성 평가가 일반적인 중, 형 토목, 건축구조물의 경

우 보다 상 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메인너트와 외벽너트의 경계면, 

메인너트와 볼트와의 경계면에서의 발생응력의 수준

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기술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풀림방지너트를 상

으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을 바탕으로 볼트와 너트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각각의 부재별 발생응력을 

산출하여 항복강도와의 비교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적 외부하중 모사를 위해 체결되

어 있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진동판을 모델링하여 수

평방향이나 수직방향으로 떨리는 조건에 따른 너트의 

풀림과 응력의 변화를 검토하고 체결 및 해체 반복에 

따른 부재의 발생응력범위를 산출하여 피로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von Mises 항복이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된 부재별 발생

응력을 재료별 항복강도와 비교하여 안전계수를 산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이

때 적용된 안전계수에 한 개념은 von Mises 항복이

론으로써 등가응력(equivalent stress)이라고도 부른다2). 

von Mises 응력은 물체 각 지점에서 응력 성분들(σ1~σ3)

에 의한 비틀림 에너지(distortion energy)의 크기를 나

타내는 값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물체의 파괴를 예측

하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2). von Mises 응력은 식(1)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2).

 

       (1)

본 연구에서 적용한 안전계수는 주응력의 조합이 임

계치에 도달하면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von Mises 

항복이론에 따라 풀림방지너트 시스템의 구조적 안전

성을 평가하였다. von Mises의 안전계수(safety factor, 

SF)는 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SF는 안전계수, σyield는 항복응력, σvm은 von 

Mises 응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von Mises 안전계

수를 적용할 때 재료의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안전계수

가 1.0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

2.2 피로안전성 평가 이론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기계분야에서 피로안

전성 평가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oodman 이

론의 피로내구선도(Goodman-smith diagram)4)를 이용하

여 풀림방지너트의 피로안전성을 평가하였다. 

Fig. 2. Modified-Goodman-smi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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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서 Goodman line은 식(3)으로 표현되며 Yield 

line은 식(4)로 표현할 수 있다.



′
 

′
  (3)



′
 

′
  (4)

여기서, σm은 평균응력, σa는 발생응력, Sf는 공칭피

로강도, Sut는 극한강도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된 풀림방지너트의 체결 및 해체 반복에 따른 발

생응력의 범위는 식(5)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ax  min
  

max  min (5)

여기서, σm은 평균응력, σa는 응력진폭, σmin은 최소

응력, σmax는 최 응력을 나타낸다.

3.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모델링

수치해석 모델은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USAS 

15.15)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실제형상과 동일하게 3D 

Solid 요소(HX8M, TH4)로 모델링하였으며, HX8M은 8개

의 절점을 갖는 육면체 요소, TH4는 4개의 절점을 갖는 

사면체 요소이며 모두 3개의 자유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볼트와 너트가 접촉되는 나사산은 접촉상호작용 해

석에 주로 사용되는 Friction Slideline 모델5)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두 개체 사이의 마찰계수를 정의하고 마찰을 

(a) Main nut (b) Outer nut

(c) 3D view of FE model

Fig. 3. FE model for lock nut system with dual nut.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ti-loose nut system(S45C)

E υ M Sy Sut Sf

S45C※ 205 0.3 70.02 343 500 178

S45C※ : Anti-loose nut system(Bolt, main nut, outer nut)
E : Modulus of elasticity(GPa), υ : Poisson’s ratio, 
M : Mass(kN/㎥), Sy : Yield strength(MPa)
Sut : Ultimate strength(MPa), 
Sf : Fatigue strength(endurance limit of 107 cycle, MPa)

고려한 접촉상태를 모델링함으로써 접촉이 발생하기 전 

까지 두 개체는 서로 별도의 개체로 인식되어 응력전달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력에 의해 접촉되거나 너트의 체결과

정에서 접촉이 발생하면 두 개체 사이에는 응력이 전달되

도록 하는 경계요소모델로 설정하였다. 볼트와 너트의 

나사산(접촉면)의 마찰계수는 선행연구결과1-3)를 참고하

여 안전측의 분석을 위해 윤활유를 이용한 경우(너트와 

볼트의 이완에 이상적인 조건)의 마찰을 고려한 마찰계

수 0.1을 적용하였다. 주요 검토 상인 볼트와 메인너트

의 나사산은 특히 요소를 조밀하게 구성하여 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각 부재

의 재료 및 기계적 특성치는 Table 1과 같이 볼트, 메인너

트와 외벽너트 모두 S45C(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일반

적인 특성치2,3,6,7)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외력에 의한 

발생응력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3.2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수치해석을 위한 Case별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은 

Fig. 4와 같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4. Constraints and loading conditions for analys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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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의 경우 경계조건은 볼트의 머리부분은 x, y, z 

방향을 구속하고 3D Solid 요소는 회전 자유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임토크(800 N․m)의 체결력을 축방향으

로 작용하는 수직력 2,578.2 N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

으며, 국부좌표계를 이용하여 회전방향에 한 경계조

건을 적용하였다3). 또한 너트는 상면을 고정하여 수직 

및 수평변위를 모두 제어하였다. Case 2와 Case 3의 경

우, 볼트와 너트 사이에 진동판을 모델링하고 변위진폭

이 0.01 mm인 사인파장을 진동하중(가진 주파수 : 

30Hz8))으로 진동판에 작용시킴으로써 진동판이 축 직

각방향(Case 2 : 수평방향 진동)과 축방향(Case 3 : 수직

방향 진동)으로 떨리는 조건을 모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볼트와 너트의 발생응력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수치해석 결과를 Case별로 각각 Fig. 5~Fig. 7에 나

타내었으며 풀림방지너트의 구성품에서 발생된 최

응력을 항복강도와 비교하여 산출한 안전계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Case 1의 경우 최  조임토크에 하여 풀림방지너

트의 핵심부품인 메인너트의 안전계수가 7.1 이상이고 

볼트 및 외벽너트의 안전계수 역시 모두 3.6 이상을 확

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풀림방지너트 조립체는 구조적

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볼트와 너트 사이에 진동판을 모델링하여 진동판이 

축 직각방향과 축방향으로 떨리는 조건을 모사한 Case 

2와 Case 3의 경우, 풀림방지너트 조립체에 가해진 수

평 및 수직하중 진동조건에 하여 각각의 구성품은 

발생응력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

Table 2. FEA results of safety factor for each components

FEA result (MPa) Safety
factor

Yield strength
(MPa)Case σmax

Bolt

Case 1 94.3 3.6

343Case 2 115.0 3.0

Case 3 120.7 2.8

Main nut

Case 1 48.6 7.1

343Case 2 62.2 5.5

Case 3 67.1 5.1

Outer nut

Case 1 3.4 100.9

343Case 2 4.5 76.4

Case 3 4.9 70.5

(a) Bolt

(b) Main nut 

(c) Outer nut

Fig. 5. Results of stress analysis (Case 1).

었다. 또한 풀림방지너트의 핵심부품인 메인너트의 안

전계수가 5.1 이상이므로 볼트와 메인너트의 체결 및

메인너트와 외벽너트의 체결상태에서 진동하중 작용 

시 각각의 구성품에 발생되는 응력측면의 안전성을 충

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정열⋅김준형⋅정지승⋅가상현

J. Korean Soc. Saf., Vol. 32, No. 4, 201726

5. 분석 및 고찰

풀림방지너트의 피로안전성 평가를 위해 해석조건

별로 산출된 각 부재별 최 응력(σmax)과 주응력 방향 

(θmax)을 찾아내어 나머지 다른 응력을 주응력 방향의 

연장선상에 투사시켜서 최소응력을 산출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된 해석조건별 해체 및 체결에 

따른 메인너트와 외벽너트에 발생되는 응력의 범위는 

Case와는 무관하게 메인너트에서 외벽너트 보다 약 14

배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동일한 수

직방향의 하중조건에서 정적 비 동적하중일 때 각 

부재별 발생응력이 최  44% 크게 나타나 동적인 하

(a) Bolt (a) Bolt

(b) Main nut (b) Main nut

(c) Outer nut (c) Outer nut

Fig. 6. Results of stress analysis (Case 2). Fig. 7. Results of stress analysis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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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oodman-smith diagram for lock nut system. 

중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적하중조건에서 하중

작용방향의 차이에 따른 발생응력의 비교결과, 수평방향 

보다 수직방향일 경우 발생응력의 범위가 최  9%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볼트와 너트의 조

립체는 수직방향의 동적인 하중(진동)이 작용하는 경우

가 피로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

치해석결과 산출된 각 부재별 발생응력의 범위와 진폭을 

Goodman-smith diagram에 나타내면 Fig. 8과 같다.

응력해석결과를 바탕으로한 풀림방지너트의 피로안

전성 분석결과, 풀림방지너트의 각 부재에 발생하는 최

응력의 크기와 발생응력의 범위는 상 적으로 낮게 나

타났으며 모든 해석결과가 피로내구선도를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나 풀림방지너트 구성품 및 조립체는 피로강도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형식 풀림방지너트의 설계도면과 

재료적 특성치를 바탕으로 최 한 실물형상과 동일한 

조건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이론 및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풀림방지너트의 구조적 안전성 

및 피로안전성을 발생응력 기반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

한 구조상세를 갖는 풀림방지너트 시스템에 하여 비

교적 경제적인 안전성 평가기법으로써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 동적 응력해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해석결과를 이용한 피로안전성 

분석을 통해 복잡한 구조상세를 갖는 풀림방지너트 시

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결과, 신형식 풀림방지너트 시스템의 핵심구

성품인 메인너트의 경우, 다른 구성품보다 상 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되었으나 발생응력의 수준이 모든 해석

조건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풀림방지너트 조립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해석적으로 

입증하였다. 

3) 체결 및 해체 반복에 따른 부재의 발생응력범위

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로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풀림방지너트 조립체의 각 부재에 발생하는 정, 동적 

응력의 범위가 재료적인 피로한도 이내로 나타나 풀림

방지너트 조립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 동적 하중 

및 경계조건하에서 피로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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