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물 조립, 접합 시공의 혁신
폐단면 접합 Solution - 용접 대체

ONEWAY BOLT는
한 쪽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폐단면 구조부재에 고강도
접합을 제공하며, 용접 부분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ONEWAY BOLT의 적용 분야
 폐단면 구조재를 사용하는 공장 건축물
 내지진과 내풍이 필요한 구조물
 큰 지지력이 필요한 철골조
 Box Girder 또는 폐단면을 사용한 교량
 폐단면 부재를 사용한 통신 타워
 제조 설비
 철도 차량과 철도 시설
 철골과 콘크리트의 복합 구조
 한 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물
 탱크와 압력 용기
 조선
 자동차와 대형 자동차
 광산업과 광물 처리 장비
 대형 운송수단과 트레일러의 경량화
 대형 크레인과 인양 장비

스마트너트
내측보강판
스마트볼트

◀토목분야 가시설 프로젝트에 ONEWAY BOLT사용 실예
PS띠장재와 각형강관 버팀보를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공법(PS-S공법)에 적용
- 건설신기술 640호 등록
- 녹색기술인증 등록
- 한국수자원공사 신기술 지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 지정
- 서을특별시 SH공사 신기술 지정

◀건축분야 철골구조 프로젝트에 사용(스마트 컬럼)
기존 각형강관기둥 브라켓 용접접합

ONEWAY BOLT를 적용한 볼트접합

- 기후 및 작업환경에 따라 품질의 변동이 큼

- 작업환경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음

- 용접 고급기술자 필요 및 용접품질 관리 중요

- 간단한 교육으로도 볼트시공이 가능하고, 균

- 용접시간이 길고 높은 비용 발생
- 용접 이음부의 중요도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감전사고 및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음
- 체결 시간이 짧고 단순하여 비용이 절감됨
- TSB를 사용하면 볼트체결검사 불필요
- 간편한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안전함

ONEWAY BOLT의 구성

스마트너트

ONEWAY

고장력와셔

고장력너트

스마트너트

고장력와셔

고장력볼트

ONEWAY BOLT(고장력볼트 적용) TYPE”b”

ONEWAY BOLT 볼트 적용 TYPE “a”

ONEWAY BOLT의 설치순서
기둥 내측에 스마트너트가

기둥 내측에 스마트너트가

억지끼움 설치된 내측보강
외
측

내
측

판을 사전에 설치한다.

억지끼움 설치된 내측보강
외
측

내
측

스마트볼트, 고장력와셔, 고

스마트볼트, 고장력와셔, 고

장력 너트를 가조립 한다.
외
측

외
측

내
측

장력 너트를 가조립 한다.
외
측

내
측

쉐어렌치를 이용하여 내부

소켓은 핀테일부를 고정시

소켓은 핀테일부를 고정시

키고, 외부소켓은 고장력너
트를 회전시켜 비틀림에 의

핀테일부분이 파단됨으로
써 체결축력이 규정범위안
내
측

내
측

쉐어렌치를 이용하여 내부
외
측

에 들어왔음을 육안으로 확
인이 가능하다.

내
측

키고, 외부소켓은 고장력너
트를 회전시켜 비틀림에 의
해 핀테일 파단된다.

해 핀테일 파단된다.

외
측

판을 사전에 설치한다.

중요한 알림: ONEWAY BOLT의 체결시간은 한 개소당 약
15초 정도 소요되며, 볼트불량, 체결불량등으로 볼트 교
체 시 스마트너트틑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끼움으로 고정된 스마트너트는 볼트 풀림으로 고정
이 풀리지 않는다.)

ONEWAY BOLT의 성능
1차실험 : 포스코 구조실험센터

연구 & 개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스틸코는 끊임없이 일방향체결볼
트제품의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적용이나 기반
산업을 위해 개발된 복합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스틸코는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2차실험 : 대우볼트 기술연구소

위해 항상 미래와 새로운 실현 가능한 제품을 조
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스틸코 연구 개발 부서는 볼트의 기계적
시험을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을 통하여 품질성
능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 R&D과제에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 품질성능 시험성적서

기술지원
주식회사 스틸코의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종합적
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주식회사 스틸코의 철학
은 제품 디자인부터 제조와 시험, 설치와 디자인
설명까지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707호
TEL. 031. 900. 1600 FAX. 031. 900. 1691
ps8773@hanmail.com

일방향체결볼트 KS표준규격 만족
일방향체결볼트에 관한 모든 기술 정보는 주식회
사 스틸코에서 승인 받아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ONEWAY BOLT의 기계적 성질
ONEWAY BOLT는 아래 표와 같이 네가지 규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규격은 수요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ONEWAY BOLT의 종류 및 등급
세트의 구성 부품

스마트볼트

스마트너트

너트

와셔

기계적 성질에 다른 등급

S10T

F10T

F10T

F35

비고 1 표 1의 세트는 KS B 1010에서 규정하는 “기계적 성질에 따른 종류”의 2종에 상당한다.
비고 2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등급은 표 2~표 5에 표시된각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비고 3 세트의 토크 계수값은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0.10~0.17정도가 바람직하다.

볼트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
볼트의 기계적 성질
에 따른 등급

항복강도
N /mm2

인장강도
N /mm2

연신율
%

단면 수축률
%

S10T

900이상

1,000~1,200

14 이상

40 이상

제품의 기계적 성질 – 최소 인장하중
인장하중(최소)kN
볼트의 기계적 성
질에 따른 등급

나사의 호칭

S10T

경도

M16

M20

M22

M24

157

245

303

353

27~38 HRC

너트의 기계적 성질
경도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최소

최대

F10T

32 HRC

35 HRC

보증 하중
표 3 볼트의 인장 하중
(최소)과 같다.

비고 보증 하중을 가했을 때 너트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그 하중을 제거한 후 너트는 시험용 볼트에서 손으로 돌려 풀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최초 ½회전은 렌치를 사용하여 풀어도 무방하다.

세트의 체결 축력
구분

M16

M20

M22

M24

체결 축력

100~133

172~207

212~256

247~29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707호
TEL. 031. 900. 1600 FAX. 031. 900. 1691
E-mail : ps8773@han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