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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LTADELTA PTPT® thread is..

DELTADELTA PTPT® 는 독일 EJOT사에 의해 개발된

열가소성 플라스틱 전용 나사산 입니다.

2. Characteristics 
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Tapping

                       

improved head geometry
(EJOT 자체 규격 머리 형상 제공으로
넓은 좌면(坐面) 채용 용이)

(나사산 각의 개선)

30º → 20º → 140º → 180º (수직방향)
4개의 각도가 나사산 1개에 숨어
있습니다.

optimised pitch / helix angle           
(최적화된 pitch / 나사의 리드각)

reinforced core diameter

(PTPT® THREAD 에 비해 강화된 골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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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rison

DELTADELTA PTPT®

PT®

DELTADELTA PTPT® vs PTPT®

■ PITCH 가 작음

■ 나사산 안에 여러 개의 각 존재

■ 굵어진 골경

■ PITCH 가 큼

DELTADELTA PTPT® vs TAPPING

TAPPING■ 30º vs 60º

■ 높은 나사산 높이 (山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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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nefits

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나사산 각의 개선으로 인한 효과)

■ 적은 체적으로 상대물 손상 최소화

DELTADELTA PTPT® 60°

나사각이 30º로 나사각 60º에 비해 작으므로
체적이 작아서 동일 체적의 나사산이 걸렸을 때
걸림양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Sheet metal screw 60° flank angle 
(얇은 철판용 60° 나사) 

DELTADELTA PTPT® screw
small  flank angle
(작은 나사산 각도의
DELTADELTA PT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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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나사산나사산 각의각의 개선으로개선으로 인한인한 효과효과) ) -- 계속계속

■ 상대물의 변형에 따른 상대물 소재의 흐름을 미리 고려함

30º의 구조물이
상대물에

파고들때의 변형
입니다.

DELTADELTA PTPT® 의 나사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상대물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마찰열을 최소화 합니다.

▷ 재료의 손상을 최소화 합니다.

▷ 마찰면을 극대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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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산나사산 각의각의 개선으로개선으로 인한인한 효과효과) ) -- 계속계속

DELTADELTA PTPT®의 특수한 골경부 설계

나사의 골경으로 상대물에서 밀려나온 소재가
유입되어 나사를 감아주므로 체결력이 향상 됩니다

• high flank coverage   
(높은 나사산으로 체결력 증가 )

• minor contact pressure
(접촉 저항 감소)

• nearly stress-free assembly
(체결시 0에 가까운 응력)

H
ol

e-
Ø

60° thread:
동일한 홀 외경으로 상대물에 완벽한 체결을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 increased stress 
(응력의 증가로 인해 체결시 어려움)
(높은 체결 TORQUE 필요함)

• cracking boss
(BOSS에 금이 감)H

ol
e-

Ø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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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further developed flank angles  
((나사산나사산 각의각의 개선으로개선으로 인한인한 효과효과) ) -- 계속계속

DELTA PT®:
Displaced material is accomodated 
entirely by the thread core recess / 
shape 
• high flank coverage
• minor contact pressure
• nearly stress-free assembly

60° thread:
Displaced material does find 
sufficient space by increased hole 
diameter
• less flank coverage

(나사산 체결 용적의 감소)

• high contact pressure
(접촉력 증가)

• high relaxation
(풀림 가능성 증가)

H
ol

e-
Ø

H
ol

e-
Ø

※ STRESS를 줄이기 위해 HOLE SIZE를
크게 하면 체결력이 약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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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산나사산 각의각의 개선으로개선으로 인한인한 효과효과) ) -- 계속계속

■ 인장력에 대한 강한 반발력을 가집니다

※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절대량은 동일 조건 입니다.

▷ F1 rad < F2 rad
나사산의 돌출 방향으로는 분산된 힘은
회전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나사를 회전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풀림현상 예방효과

▷ F1 ax > F2 ax
당김 방향에 대한 반발력은 극대화 됩니다.

인장강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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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sed pitch / helix angle    (최적화된 pitch / 나사의 리드각의 효과)

■ 상대물의 강도를 고려한 최적 PITCH 적용

thread forming
(나사산 형성)

head in contact 
without clamp load

(installation torque Ti)
(체결하중없는 머리의 접촉 상태) ~ 사이에서 조임력 강화

및 나사부에 맞물린 상대물의
파손이 진행 되기 시작합니다.

나사에 맞물린 상대물이 약하기 때문에 Pitch를
넓게 하여 맞물리는 상대물의 양을 크게 확보

destruction of 
the joint

(stripping torque Ts)
(나사산 파괴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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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sed pitch / helix angleoptimised pitch / helix angle
((최적화된최적화된 pitch / pitch / 나사의나사의 리드각의리드각의 효과효과) ) -- 계속계속

■ 인장강도가 최적화 되는 리드각을
형성하기 위한 PITCH 
→ PITCH에 의해 리드각이 결정됨

PITCH Helix 
angle

(리드각)

2.241.801.58PITCH
(M5.0 기준)

너무 넓은 PITCH
[문제점]
◎나사간격이 너무

커서 체결되는 山의
숫자가 적음

→ 체결력의 감소

◎ 급경사 리드각의
효과로 인장반발력
저하됨

최적의 PITCH

◎나사산 사이에
최적의 상대물 재료
투입양

◎최적의 체결 山 수

◎인장반발력 극대화

너무 좁은 PITCH
[문제점]
◎ 나사산 사이에

재료양이 적어서
상대물의 재료
손상이 많음

→ 부서지는 현상

현상

PTPT®DELTADELTA PTPT®TAPPING(60°)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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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core diameter     (골경부 강화)

EJOT 사의 이전 제품인

PT thread 대비

• increased torsion and tensile 
strength
(비틀림강도와 인장강도의 증가)

DELTADELTA PTPT®

PTPT®

PTPT®DELTADELTA PTPT®

• increased dynamic safety
(동적 안정성의 증가)

• improved heat transfer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배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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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head geometry         (머리 형상 개선)

EJOT사 에서 이미 검증된

규격화된 머리형태 제공

★ 설계자의 편의 극대화

■ 머리외경 넓게 권장

※ 머리의 형태는 자유롭게 적용
가능합니다.

■ 좌면(坐面)의 압력 감소

■ 횡단면의 면적 증가

■ TORX PLUS® 적용시 체결 효율성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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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BS
Screw: EJOT DELTA DELTA PTPT®® 80
Hole-Ø: 5,80 – 6,30
Penetration depth: 17 mm

※ Loosening Torque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사산의 추가 손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Data
Repeat assembly      (반복체결)

Stripping 
Torque

(파괴토오크)

Tightening 
Torque

(조임토오크)

Loosening 
Torque

(풀림토오크)

Installation 
Torque

(시작토오크)

10 times repeat assembly
with DELTA DELTA PTPT®® 80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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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atique strength   (피로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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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TA PT® 50

PT® K 50

인장 및 체결력 TEST 
장비를 통해 PTPT® 와
DELTADELTA PTPT®비교

cycles

Higher load capacity for the 
same  number of cycles
(동일한 cycle의 진동에서 PTPT® 와 비교해
볼때 훨씬 증가된 하중력)

약 50% 정도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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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re diameter -

Torsion and tensile strength (WN5461 part 2)
(골경 강화에 따른 비틀림강도와 인장강도)

12
16
20
30
35
40
45
50
60
80
100

0,10
0,23
0,42
1,50
2,50
3,70
5,20
7,10

12,80
30,00
59,00

size
min. breaking
torque [Nm]

(파단토크)
0,56
1,06
1,60
3,80
5,20
6,80
8,60

10,00
15,00
28,00
44,00

min. tensile load 
[kN]

(인장하중)

app. 50 % improved minimum breaking torque and tensile strength compared with 
30° flank angle screws for through hardened steel

(열처리후 경도 강화를 통하여 30도 나사와 비교하여 파단토크와 인장강도를 최소 5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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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itch  - Possible results

Material: AGW P dh di Fc Tt

PA6 GF30 mm2 mm mm mm kN Nm
DELTA PT® 40 35 1,46 3,2 11,75 2,4 2,9
DELTA PT® 50 35 1,80 4,0 9,88 1,8 2,9
PT® K 50 35 2,24 4,0 13,24 1,4 2,9

Legend:
AGW = thread engagement
P = pitch
dh = hole diameter
di = penetration depth
Fc = clamp load
Tt = tightening torque

• reduced screw diameter
•(나사외경감소)

• reduced insertion depth
•(삽입깊이감소)

• increased joint strength
•(증가된 체결력)

※ 동일 SIZE에서는 PT 대비 강력한 인장 강도

※ 경우에 따라서는 굵은 SIZE 보다는 체결山 수가 많은
작은 SIZE가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



EJOT GmbH & Co. KG • DELTA PT  • März 2003 • Marketing Folie 17

ASIA BOLT
⑤ Core diameter(골경)  - Heat transfer(열 전이)

Using a smaller core, more friction 
heat is transferred to the plastic 
material increasing the possibiltiy of 
boss and material damage
(골경이 작은 나사를 쓰면 더 많은 마찰 열이
플라스틱 재질에 전달되어 BOSS와 재료
손상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Using the DELTADELTA PTPT® more of the 
frictional heat is transferred to the 
screw

(DELTADELTA PTPT® 를 사용하면 더 많은 마찰

열이 SCREW로 전달됩니다)

DELTADELTA PTPT® screw

1 °C    30 °C     59 °C     88 °C     116 °C     
145 °C

※ 강한 작업 TORQUE를 사용하는 큰 SCREW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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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OSS Design recommendation(권장설계)

Influence of counterbores(삽입 가이드 부분의 영향)

■ Increased stress(응력 증가)

bad
σpermissible(허용치)

σpermissible

■ Reduced stress(응력 감소)

삽입 가이드 부분의 빈 공간이
STRESS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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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 Optimum part contact 

(각 부분별 최적의 밀착)

▷ 들뜸 현상 방지 - 밀착 효과

▷ 풀림 감소

■ Easy assembly
(체결 작업시 쉬운 START)

▷ 수직정렬 용이함

▷ 작업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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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recommendation 
( BOSS 디자인을 위한 참고 자료)

Recommended boss eometry

(권장BOSS형상)

d1 = nominal screw diameter(호칭경)

dB = boss outside-Ø

dC = counterbore-Ø

dh = hole-Ø

di = insertion depth(삽입 깊이)

Optimization by the EJOT
prognosis program
(최적화된 EJOT의 진단 프로그램)

※ 위의 자료는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며, 극소형 SCREW 및
특수 RESINE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가 별도로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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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ognosis program(진단 프로그램)

Screw joint optimization(나사 체결 최적화 작업)

depending on:

• Admissible surface pressure
(허용 가능한 표면 압력)

• Clamp load
(체결 하중)

• Operating load
(동적 하중)

NeinBauteilbelastungen
bekannt?

Anfangsvorspann-
kraft festlegen

Abschätzen Berechnen

Flächenpressung 
bekannt?

Ja

vorhandene
Flächenpressung

Flächen ermitteln /
Flächenpressung

ausrechnen

Nein

zul. Flächenpressung mit
Abminderungsfaktor verrechnen

Temperatur-
belastung?

Ja

vorh. Flächenpressung < zul. Flächenpressung?

Anziehdrehmoment 
lt. Programm berechnen

Nein

Ja

Nein

※ EJOT 社 에서는 최적의 사용조건과
SCREW SPEC을 얻기 위해 자체
개발한 TOOL을 사용하여, 
USER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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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pplications(적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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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sults

■ 적은 체적으로 상대물
손상 최소화

■ 상대물의 변형에 따른
상대물 소재의 흐름을
미리 고려함

■ 나사 각도에 의해 힘의
분산의 효율성

■ 상대물의 강도를 고려한
최적 PITCH 적용

■ 골경부분 강화

Cause Result

■ 재사용성의 비약적인
향상

■ BOSS의 변형 최소화

■ 풀림에 대한 저항

■ 인장력에 대한 강한
반발력

■ 높은 체결 TORQUE
적용 가능

■ 골경부분 강화를 통한
TORQUE 강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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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IA BOLT CO., LTD.

[인천 공장]
규모 : 대지 1,217평 /

건물 1,424 평 (자가)
인원 : 86 명
2004년 매출액 : 136억원

[중국 SUZHOU 공장]
규모 :  건물 500 평
인원 : 30 명
2004년 매출액 : 25억원

[주요 생산품]
초소형 SCREW
일반 전자 제품용 SCREW
특수 SCREW
NYLOK
HDD용 CLEAN SCREW
INSERT, PIN 절삭가공품

[라이센스 생산품]
TORX PLUS® , TORX® SCREW - TEXTRON (USA)
DELTADELTA PTPT® , PTPT® SCREW - EJOT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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