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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마트 체결 소개
스마트체결 장점 및 체결이론



체결 횟수누락 및 정확한 순서

이도 체결 이종부품 조립

와셔 및 부품 누락

특수 조건에 의한 초기 부하중복 체결

토오크 정확도

라인에서발생하는대표적인에러



아트라스콥코솔루션적용후

AFTER

 수동 토크렌치 작업, 작업자마다 상이한 작업결과

 작업 결과 수기 기입, 엑셀 작업

 잦은 생산제품 품질 이슈, 

 에러 발생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어려움

 자동 토크 계측 & 조립 시스템 장비 활용

 작업 자동 저장, HMI 작업 가이드, 작업 오류 보증

 작업 시 휴먼 에러 방지, 장비 고장 빈도 저하. 

 작업자 교육 및 신제품 도입 시 짧은 교육시간(다품종, 소량생산)

 제품 품질 향상, 공정관리가능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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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라스콥코 솔루션



체결의 시크릿

Screw 
Tension

Torque

Force

Clamping Force
(체결력)

체결이론정리

마찰력
관리

이완 현상자리잡기
현상


Torque의 90%는 마찰력에 의해 소진

1

마찰력 관리

내가 조인 토크는 어디로 가는가 ?

토크  = 체결력 + 마찰력

                  10%         90%   











































































































나사산 마찰 40 %

볼트 머리 마찰 50 %

체결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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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자리 잡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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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laxation (이완 현상)























































































일반적으로 연매질에서 많이 발생

(30초 ~ 72시간 까지 발생)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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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의 90%는 마찰력에 의해 소진

1

마찰력 관리

내가 조인 토크는 어디로 가는가 ?

토크  = 체결력 + 마찰력

                  10%         90%   











































































































나사산 마찰 40 %

볼트 머리 마찰 50 %

체결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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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토크

50Nm 체결 잔류 토크 측정
잔류 체결력 예상

50Nm 체결
26kN 체결력

잔류 토크 45Nm 
24.3kN 체결력

Embedding Relaxation

Time

잔류토크



이완현상 해결 방안잔류 토크들뜸현상해결방안
스마트체결솔루션-볼트 체결 – 토크 체결 방법(PM)



이완현상 해결 방(1)안잔류 토크들뜸현상해결방안
스마트체결솔루션-다축시스템

Torque

Time

TARGET
(Sync Dependent on
Socket Engagement)

Target Torque
(Final)

Better Clamping Distribution



이완현상 해결 방안잔류 토크들뜸현상해결방안
스마트체결솔루션-볼트 체결 – 토크 체결 방법(PM)



Torque

Time

INITIAL
(SEATING TORQUE)

PRE-TORQUE
(FINAL)

FINAL TARGET
TORQUE

THRESHOLD
TORQUE

Compress Gaskets with Better Clamping Distribution

잔류 토크이완현상해결방안
스마트체결솔루션



2.스마트체결 그래프분석



Impurity     
(불순물끼임)

Prevailing 
(초기부하과다)

Cross-thread
(사선체결)

Plastic Deformation
(볼트소성변형)

잔류 토크그래프분석
체결 불량 사례들



그래프분석

Case: When the torque increased more earlier or quickly than usual, then the angle 
from specified torque will change(increase). Example: The angle will increase when 
there is some soft material in-between.

Impurity

체결 공간내 불순물 감지



Prevailing

Case: Glue-in bolt, Self-tapping

그래프분석
초기 부하 과다



Cross-thread

그래프분석
사선체결(이도 체결)



Plastic 
Deformation

그래프분석
볼트/너트 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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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분석-예시
테스트조인트, Data, 그래프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3.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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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or Technique  
Service

• Industrial Air

• Oil-free Air

• Professional Air

• Gas and Process

• Medical Gas Solutions

• Airtec

• Vacuum Technique  
Service

• Semiconductor Service

• Semiconductor

• Semiconductor Chamber 
Solutions

• Scientific Vacuum

• Industrial Vacuum

• Industrial Technique 
Service

• MVI Tools and
Assembly Systems

• General Industry Tools 
and Assembly Systems

• Chicago Pneumatic Tools

• Industrial Assembly 
Solutions

• Power Technique Service

• Specialty Rental

• Portable Air

• Power and Flow

COMPRESSOR
TECHNIQUE

VACUUM
TECHNIQUE

INDUSTRIAL
TECHNIQUE

POWE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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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개 국가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71 개국 현지 법인과 39 000 명의 직원 2019 연간 매출액 13조3400억 (103,756MSEK) / Industrial Technique 2조4000억

1873 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

아트라스콥코 그룹 소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산업용공구사업부문)

147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용 장비 기업인 아트라스콥코의 한국 법인입니다.

아트라스콥코는 Industry 4.0 에 맞추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출액:1,550억 (산업공구 사업부 540억)

한국지사: 221 명 (90 명: 산업용 공구사업부문)

1981년 설립,  광명에 본사 위치

국내 4개 서비스 센터 , 국제 공인 검교정센터

자동차,항공,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산업용 전동공구
조립시스템, 품질관리 시스템, 공정관리 솔루션 제공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서비스)



ELECTRONICS OEM METAL FABOFFROADASSEMBLY AEROSPACE ENERGY

Large 
Transport 
Equipment

Motorcycles

Appliances

Recreational 
Equipment

Power 
Equipment

Construction, 
Agriculture & 
Mining 
Equipment

Engines

Tiers

Material
Handling

Civil Aircraft

Tiers

Engines

Governmental

Consumer 
Electronics

Medical 
Equipment

Vehicle 
Electronic 
Equipment

Semiconductor 
Machinery 
Equipment

Maintenance

Transportation

Chemical & 
Pharma

Food 
Processing

Wind 
Manufacturing

Wind 
Operations

Oil & Gas 
Manufacturing

Oil & Gas 
Operations

Distributor 
Metal Fab

Rail

Mining

Foundries

Met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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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용 공구 사업부문 (GENERAL INDUSTRY)



아트라스콥코스마트팩토리



QIF & assembly 
systems

Tools & controller

Tighten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mplete assembly 
process control

Assembly process 
traceability and analysis

Integration with 
customer‘s systems

체결관리솔루션 공정관리솔루션

단계적스마트팩토리도입




	�스마트 체결을 위한 �체결 이론�
	목차
	1.스마트 체결 소개�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체결의 시크릿
	잔류 토크
	슬라이드 번호 9
	이완현상 해결 방(1)안
	슬라이드 번호 11
	잔류 토크
	2.스마트체결 그래프분석�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3. 회사소개	
	아트라스콥코 그룹 소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산업용공구사업부문)��147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용 장비 기업인 아트라스콥코의 한국 법인입니다.��아트라스콥코는 Industry 4.0 에 맞추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