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강도 블라인드 볼트 



ONESIDETM는  

한 쪽 방향에서만 볼트 체결이  

가능한 접합부의 구조적인 강도 

를 완벽히 발휘합니다. 

ONESIDETM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고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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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단면 또는 한 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구조물 개조 

 탱크와 압력 용기 

 조선 

 자동차와 대형 자동차 

 광산업과 광물 처리 장비 

 대형 운송수단과 트레일러의 경량화 

 대형 크레인과 인양 장비 

ONESIDETM 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  

 웨스트게이트 교량 보강 프로젝트 

  (호주 멜번) 

 통신 타워 보강 (호주, 미국 및 중동) 

 장스팬과 중량이 중요한 비행기 격납고 

  철도산업에서 폐단면 구조재로 목재 교

량 및 기존의 폐단면 철골부재에 바닥판 

고정 

  철도산업에서 ONESIDETM는 창문 위쪽

에 설치된 침대에 시험 사용되고 있다. 



AJAX FASTENERS는  

설립된 지 100년 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볼트 

제조업체 입니다. 

ONESIDETM AJAX FASTENERS

엔지니어팀의 연구와 개발에 의해 발명,

개발돼었고, 현재 구조 엔지니어링 기

준을 만족시키며, 폐단면 구조의 접합

부에도 볼트 접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ONESIDETM 볼트는 전단력과 인장

력의 기준을 만족하는 강도를 발휘 하

며, 접합부에도 뛰어난 접합 강도의 성

능을 보여준다. 많은 예시에서도 경쟁 

제품보다 3배 이상의 체결력을 달성했

다. 연결 부재의 강도가 충분할 때 표준

구조볼트에 준하는 볼트의 구조 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Features Benefits 

접합부가 파괴되지 않는 볼트

의 구조적 특성 

용접에 비해 현장 노동력 감소 

전단력을 받을 수 있는 구멍과 

인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볼트 

용접에 비해 기술인력 불필요 

M16, M20, M24 볼트 크기 

폐단면 구조에 있어서 적은 볼
트의 양으로 구조적인 성능 발
휘 

ASTM A325M과 다른 국제 기

준을 만족 

구조체에 높은 지지력 효과 

전용 도구를 이용한 간단한 설

치 방법 

ASTM A325M 그리고 다른 국

제 기준에 따른 적용, 재조임, 

재사용 가능 

간단하고 편리한 설치 방법 

세련되면서 간단하고, 튼튼하
고 경제적인 시스템 

지진과 다른 동적인 상황에 적
합 

Surface finishes available 

 아연도금(표준) 

 기계적 아연도금 

 전기도금 

 열 산화 (흑화됨) 

 Magni 코팅 (아연) 

ONESIDETM는 건축적인 요구를 만족하

기 위한 특별화된 표면처리가 가능 

Design Methodology 

ONESIDETM 는 “꼭 맞는” S-타입

과 “마찰”의 F-타입이 있다. 디자

인 방법 자료는 AJAX나 공급자로

부터 받을 수 있다. 모든 디자인 

적용은 설치 전에 자격 있는 엔지

니어가 검증해야 한다. 접합부에 

선택된 디자인 적용 방법은 요구

하는 조임과 구조적인 힘을 포함

해야 할뿐만 아니라, 요구된 토크

와 적절한 조임을 달성하기 위한 

장비 사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ONESIDETM M20 8.8 규격의 표준

볼트가 147kN 이상의 하중에 도

달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러한 체결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치시 450Nm 이상의 토크가 적

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접합은 설치시에 

유의하여 체결되어야 규정된 토크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하중과 동하중 그리고 높은 온

도에서의 설치와 같이 외부 조건

에 따른 볼트 적용은, 다음 선택 

사항에 따라 AJAX ONESIDETM를 

설치할 수 있다. 

ONESIDETM single helix spring 
washers 
ONESIDETM double helix spring 
washers 
ONESIDETM Structural nylon nuts 
ONESIDETM Coneloc structural nuts 

또한 AJAX FASTENERS는 필요한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규격과 길

이로 ONESIDETM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고장력볼트 
일반 볼트와 같은 크기의 원형 머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전용 체결도구와 연결하기 위해 끝에 꼭지

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 등급 8.8을 사용하지

만 더 높은 등급 제작도 할 수 있다. 

강화 분리 와셔 
와셔 뒤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 연결부의 다른 한쪽 면에서 체결도구로 

삽입을 가능하게 한다. 강화 분리 와셔는 설치 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와셔 돌출부가 볼트 구멍에 밀착되어 견고하게 고정된다. 

강화 슬리브(선택) 
볼트 체결을 위해 커진 구멍을 슬리브가 감싸주면서 볼트가 자연스럽게 

중앙에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기본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볼트의 전단 응력이 부족 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림 제외) 

강화 와셔 
강화 와셔의 돌출부가 볼트 구멍에 밀착되어 설치 시 초기에 구성 요소를 안정

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접합면적 보다 더 큰 면적으로 체결 하중을 분산시킨

다.  

강화 스프링 와셔(선택) 
강화 스프링 와셔는 볼트가 체결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물의 역할과 풀림 

방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너트가 조여지는 동안에 볼트의 회전을 막는 2차 장치

다. 단, 이것은 볼트의 조임이 충분하다는 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제외) 

강화 너트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화 너트를 조이면 조립이 완성된다. 

본 체결도구는 ONESIDE 시스템에 필수품이다. 경량 강철 체결도구로 각 구성 요소들로 이루

어져  조립에 사용된다. 이것은 인체공학적인 핸들(A), 볼트를 위치시키기 위한 잠금 부분(B), 

너트와 볼트(C) 그리고 체결을 도와주기 위한 강화 소켓(D)로 체결시 때 볼트가 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볼트의 꼭지는 도구의 뒤에 있는 소켓(D)으로 고정 한다. 

도구의 전면부(B)로 볼트를 고정하고 조이면 과도한 응력을 받아 전용도구가 부러질 수 있으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ey Components 

The Tool 



ONESIDETM 설치 순서 

너트 / 와셔 / 슬리브(선택 사항) 분리 

와셔를 체결도구에 넣는다. 체결도구의 

슬리브를 뒤로 당기고 체결도구의 앞 끝

에 볼트를 위치시킨다. 그리고 체결도구

의 슬리브를 앞으로 밀어 볼트를 잠근다

(그림 1). 

설치도구를 180도 회전하여 접합부 안

쪽에 있는 강화분리 와셔를 펼친다. 

접을 수 있는 와셔를 설치도구의 얇은 

부분에서 접어 놓은후(그림 2) 볼트와 강

화 분리 와셔를 조립할 연결부에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 넣는다. 

슬리브(선택 사항), 와셔, 스프링 와셔

(선택 사항)와 너트를 볼트에 밀어 넣고 

너트를  가 체결시킨다. 

접합부에서 설치도구를 제거한다; 너트 

러너(nut runner) 등을 사용하여 설계인

장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너트를 조인다. 

볼트 체결 중에 볼트가 너트와 함께 도

는 것이 보이면 설치 도구의 뒤쪽의 강

화소켓으로 볼트를 고정하고 스패너로 

너트를 조여 볼트가 돌아가는 것을 고정 

시킨 후 (그림 6).  너트 러너를 사용하여 

체결 완료 한다, 

중요한 알림: 체결도구의 얇은 부분이 있는 쪽은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너트
를 손으로 1차 조임 후, 체결도구의 다른 쪽(강화소켓)을 사용하여 볼트를 고정하고 
추가 조임을 해야 한다. 

Research &  
Development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AJAX FASTENERS

는 끊임없이 ONESIDETM 제품의 다

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적용이나 기

반 산업을 위해 개발된 복합 재료를 

연구하고 있다. AJAX는 변화하는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미래와 

새로운 실현 가능한 제품을 조사하

고 있습니다. 

AJAX 연구 개발 부서는 볼트의 기계

적 시험을 위해 NATA의 승인된 실

내 시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1000kN UTM, 3D 모델링, 유한요소 

해석, 빠른 시제품 제작 능력 그리고 

제조 능력을 한곳에 갖추고 있다. 

AJAX FASTENERS는 전통적이고 기

반재료 구성에 특성화된 호주 대학

교와 강구조 연구소 와 협력하고 있

다. 

Techinical  
Support 

종합적인 기술 지원은 AJAX 

FASTENER의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제공한다. AJAX의 철학은 제품 디자

인부터 제조와 시험, 설치와 디자인 

설명까지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수의 디자인과 설치 설명

서를 활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www.ajaxfast.com.au 
engineering@ajaxfast.com.au 
sales@ajaxfast.com.au 
AJAX ONESIDE agent/distributer 

  

AJAX ONESIDE에 관한 모든 기술 정보는 

AJAX FASTENERS의 엔지니어링부서에서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Bolt Size 

Tension loads* Shear across shank* Shear across thread* Shear across sleeve* Tighren
ing 

TORQU
E** 

(Nm) 

Ultimate  
(kN) 

Proof 
(kN) 

Ultimate  
(kN) 

Proof 
(kN) 

Ultimate  
(kN) 

Proof 
(kN) 

Ultimate  
(kN) 

Proof 
(kN) 

M16Ⅹ2.0 830 660 600 25-34 201 157 144 163 

M20Ⅹ2.5 830 660 600 25-34 314 245 225 280 

M24Ⅹ3.0 830 660 600 25-34 452 353 324 371 

Bolt  
Size 

Ultimate 
stress 
(MPa) 

Yield 
stress 
(MPa) 

Proof 
stress 
(MPa) 

Hardness 
Range 
HRC 

Shank 
Area 
(mm2) 

Stress 
Area 
(mm2) 

Core 
shear 
area 
(mm2) 

Sleeve 
shear area 
(mm2) 

M16Ⅹ2.0 830 660 600 25-34 201 157 144 163 

M20Ⅹ2.5 830 660 600 25-34 314 245 225 280 

M24Ⅹ3.0 830 660 600 25-34 452 353 324 371 

Bolt Size 
Bolt Length 

(L) 
 

Range of Joint 
Thickness 

(W) 
 

Minimum Cavity 
Length Required 

(Lc,min) 
 

M16Ⅹ2.0 

45 5-10 140 

60 5-25 155 

75 20-40 170 

90 35-55 185 

M20Ⅹ2.5 

65 5-20 190 

95 5-50 220 

135 20-90 260 

165 55-120 290 

M24Ⅹ3.0 

85 10-35 215 

105 30-65 235 

145 60-90 275 

175 75-120 305 

*최소 단부 거리 = Y + T + R (mm) 

  여기에서 T:벽의 두께, R: 내부 코너의 반지름 

**두께를 고정하는 범위는 다른 길이의 볼트로 선택 

***몇몇 길이와 크기는 주문 제작 

다음의 표는 (볼트의 파괴를 일으키는) 최대 

하중을 요약한 것이다. 전단 값은 ASTM 

A325M과 국제 구조기준을 기초로한 전단 

면의 값이다. 

 

•이 값들은 부재의 두께가 표준치 이상일때 볼트의 

파단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렇지 않다

면 부재의 강도와 두께에 따라 부재 벽면의 찢어짐

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 체결 토크는 보증(기준) 하중의 65%로 설정을 

하였고 너트의 토크계수치는 0.2로 산정하였다. 이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엔

지니어는 규격에 따라 체결 기준을 지정해야 한다.  

ONESIDETM는 접합부의 뒤쪽에 최소한의 길이(Lc, min)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연결부의 두께 / 그립의 길이(W) 그리고 볼트의 길이(L)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볼트 길이는 머리에서 끝부분까지를 측정한다(꼭지

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의 표는 각 볼트의 크기에 따라 요구되는 접합부의 두께(W) / 볼트의 

길이(L) 그리고 뒤쪽의 최소 깊이(Lc min)를 보여준다. 

Critical Diemensions 

Mechanical Properties 

Design Scope  Hollow Section (cavity) installation 

Size 

Required 
Hole 
Diameter 
Z(mm) 

Minimum 
Pitch 
Lenght 
X(mm) 

Distance 
to flat 
conner 
Y*(mm) 

Minimum  
Thickness 
of Fixing 
W**(mm) 

A/F 
Dimension of 
Nut(mm) 

Bolt Lengths Available L(mm) 

M16 24.0/24.5 40.0 18.0 5.0 26.0/27.0 45 60 75 90 

M20 30.0/31.0 50.0 24.0 5.0 33.0/34.0 65 95 135 165 

M24*** 35.0/36.0 60.0 28.0 10.0 40.0/41.0 80 105 145 175 

ONESIDETM는 아래 표와 같이 세가지 직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

며, 다른 직경은 수요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중앙로 692-27 
TEL. 031. 900. 1600 FAX. 031. 900. 1691 
E-mail : ps8773@hanmail.net 
www.steel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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