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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을 이용하여 접촉응력문제를 해석하는 경우의 응력형상: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촉응력문제는 반평면 문제로써 해석 되어지므로 접촉응력의. ,

경우 응력함수를 구성하는 두 해석적인 응력함수의 관계는 균열문제에서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Airy .

관계를 그대로 접촉응력문제 특히 특이점을 가진 경우 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확한 접촉문제( ) .

의 해석을 위해 이들 두 해석적인 응력함수의 형태에 접촉하는 두 끝점의 조건에 따른 응력형상함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두 접촉끝점의 응력 특이성에 따라 종류로 분류되는 이들 응력형상함. 4

수 중에서 오링 해석을 위한 중요한 두 종류의 응력형상함수를 선택하였으며 이것의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a study on stress shape function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ntact stress

problem by using a hybrid photoelasticity. Because the contact stress problem is generally solved as a

half-plane problem,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nalytical stress functions, which are compositions of the

Airy stress function, was similar to one of the crack problem. However, this relationship in itself could not

be used to solve the contact stress problem (especially one with singular points). Therefore, to analyze the

contact stress problem more correctly, stress shape functions based on the condition of two contact end points

had to be considered in the form of these two analytical stress functions. The four types of stress shape

functions were related to the stress singularities at the two contact end points. Among them, the primary two

types used for the analysis of an O-ring were selected, and their validities were verified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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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많은 기계 구조물에서 제작상 혹은 기능상의

이유로 인하여 서로 다른 기계요소들이 접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촉부에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국부적으로 응력집중이 발생되며 이,

는 기계의 기능이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므로 접촉부의 접촉응력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접촉응력 문제에 대한 연구는 Hertz
(1)에 의해 처

음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었으며 는 표면, Hertz

이 매끄러운 일반적인 차원 곡면을 가진 해석적2

으로 강성 을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등(Flexibility)

방성탄성체가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해 접촉

압력의 분포형상을 가정하여 접촉영역의 크기와

접촉압력의 크기를 구하였다 또한. Conway
(2)는 이

방성 탄성체간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되는 접촉압

력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그 후 수치해석법과 유한.

요소법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3,4) 이들 접촉문제에는 탄성

반평면 에서 작용하는 점 하중(half-plane) (point

무한 반평면에서 작용한 균일한 압력load), (uniform

강체 평판 펀치 실린더pressure), (rigid flat punch),

와 다른 하나의 실린더 접촉 등의 문제들이 다루

어 졌다.

최근에 Choi
(5)은 수직하중에 의해 형성된 접촉

면에 접선방향의 힘과 비틀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마찰접촉 문제를 수치해석법으로 활발

히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하중 상태(real load)

에서의 접촉응력해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하중상태의 접촉응력해

석에 보다 실제적인 방법인 광탄성실험 하이브리

드 법을 이용한 접촉응력 문제 해석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하이브리드 법 이라 함은 임의의 하(hybrid method)

중을 받고 있는 물체내의 응력함수를 구하기 위하

여 실험적인 방법 이론 해석적 방법 및 수치해석적,

방법 들의 장점을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며 특히 실험적 방법으로 광탄성 실험이 사용된,

경우를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이라 칭하여 오

고 있다.
(7~12) 이러한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에

관한 연구는 과 등Hawong Rowlands
(6)이 직교 이방

성체 평면 원공에 대해 등각사상을 이용한 투과형

광탄성 실험용 하이브리드 법을 개발하였고 이 후,

등Shin
(7~11)에 의해 정적 및 동적하중하의 등방성체,

직교이방성체 및 이방성체 균열 문제에 투과형 광

탄성 실험용 하이브리드 법을 적용하여 그 유효성

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방성체용 반사형 광탄성 실.

험 하이브리드 법(12)도 개발하였다 또한 등. Baek
(13,14)은 이러한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개념을 이

용하여 불연속 유한판의 혼합 모드 상(Mixed-mode)

태의 응력확대계수를 구하는데 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의 개념을hybrid

접촉응력 문제 해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접촉응력문제는 일반적으로 반평면(half-plane)

문제이며 반평면에서 응력함수를 구성하는, Airy

두 복소함수의 관계식은 결과적으로 균열문제에

서의 관계식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었다.
(15)

그러나 기존의 균열문제에 대한 하이브리드 법에

서 사용된 관계식을 접촉응력문제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며,

접촉응력 해석시 고려되어야 할 응력형상함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응력형상함수를 고.

려한 접촉응력해석용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

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초 이론2.

평면 접촉응력함수의 복소 표현식2.1

의 복소함수는 두 개의 해석적인Muskhelishvili

함수, 와 로 표현되며 이 응력함수를 사용하,

여 등방성체 평면문제에서의 응력성분들을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9)

   ′  ″  ′ 
   ′  ″  ′ 
  ″  ′ 

(1)

여기서   는 두 탄성체의 접촉중심을 원점

으로 위치좌표이다 참조(Fig. 1 ).

x

y

-a a

Center line of contact

Fig. 1 Coordinate set for plane contac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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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접촉문제는 반평면 문제(half-plane)

이며 이 경우 두 응력함수, 와 의 관계식은 식

와 같이 표현된다(2) .
(15)

′   ′  ′  ″  (2)

응력형상함수 미포함 멱급수 표현2.1.1

두 응력함수, 와 는 해석적인 함수이므로

멱급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또(power series) .

한 기존의 포텐셜 함수,  는 일반적으로 응력

형상함수를 포함하지 않는 멱급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7~12)

′   
  








(3)

식 을 식 와 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이(3) (2) (1)

경우의 접촉 반평면에서의 각 응력성분은 식 (4)

의 형태로 구하여진다.

 
 



  

 
 



  

 
 





(4)

이 때 와 함수는

  










  

 









(5)

이 경우의 와 함수의 형태가 기존의 등방

성체 균열문제에서의 형태(7,9)와 비교하여, 의 원

점이 접촉중심인 점을 제외하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식 와 를 사용한 결과. (4) (5)

가 접촉응력 문제를 해석하는데 만족스럽다면,

더 이상 응력형상함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저자에 의한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

에 의한 오링 응력해석문제에서는 응력형상함수

를 고려하지 않고도 오링 접촉 문제의 비교적 유

용한 결과를 얻은 경우(16,17)가 있었지만 이것은 오,

링이 틈새 부로 빠져나가기 전(gap ) (forcing-out)
(16)과

틈새부를 곡면처리 처리 함으로써 응력(rounding )

특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17)였고 특히 식,

에서의(4)  를
의 형태로 가정하여 얻

은 결과였다 그러나 응력특이성이 큰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 즉 응력형상함수를 고려함,

으로써 보다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을 통해 이것을 밝히고자 한다, .

응력형상함수를 고려한 멱급수 표현2.1.1

본 논문에서는 응력형상함수(   를 고려한)

포텐셜 함수,  를     인 범위에서 멱

급수 형태로 식 의 형태로 표현하였다(6) .

′           
  








(6)

where

Case-1) Non-singular at both end points

      


,     
  






Case-2) Non-singular at  

        

Case-3) Non-singular at   

        

Case-4) Singular at both end points

      
 

여기서 는 접촉끝점의 특이점 (singular

에 관계되는 응력형상함수이며point) , 는 외부

하중 과 관련된 응력함수로 정의할 수 있(traction)

으며 특히 비특이점만 존재하는 경우는, 임

에 주의하여야 한다. 는 기존의 Riemann-

문제의 해로써 주어진 형태Hilbert
(15)와 동일하다.

식 을 이용하여 멱급수 형태의 응력성분들을(6)

표현하기 위해 식 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1)

하면 즉,

의 경우 접촉 양끝점이 비특이점Case-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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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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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평면에서의 접촉응력성분은 식 (1)~

와 식 으로부터 식 와 같이 구하여진다(2) (6) (8) .

  





  
















(8a)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 경우에 대한 와 함수

를 계산하면

의 경우Case-2) :    에서 비특이점

  
 








  
 













 









(8b)

의 경우Case-3) :    에서 비특이점

  
 








  
 













 









(8c)

의 경우 접촉 양끝점이 특이점Case-4) :

  








  












 







(8d)

그러므로 접촉시 접촉 양끝단의 조건에 따라서

식 의(8) 와 를 사용함으로써 광탄성 실험 하,

이브리드 법을 이용하여 접촉부근의 각 응력성분

을 계산할 수 있고,   를 대입하여 접촉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의 경. Case-1

우는 특이점이 없기에 를 
 




 으로 나머

지 경우들과는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광탄성 실험 법2.2 Hybrid

식 을 광탄성 실험에 적용하기 위해 광응력(3)

법칙 에 적용하면 식 와 같이(stress optic law) (9)

표현된다.

식 에서(9) 는 광탄성 시편의 응력프린지치,

는 시편의 두께, 는 균열선단에서의 위치이며,

는 위치에서의 등색선 무늬차수로 실험을 통

해 얻어지는 값이다.

그러므로 식 의 미지수는 오직 복소 계수(9)

  뿐이며 이는 광탄성 실험의 비선형,

최소자승법(6~12)을 사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구.

하여진 을 식 에 대입함으로써 접촉부근의(5)


 · 



 














 






 


























 






 
















(9)

where   


     

응력성분들도 구할 수 있으며 접촉면에서의 접,

촉응력도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7~12)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을 사용하여 접촉응력해석시의 응력형상함수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시편 및 실험방법3.

접촉응력에 대한 실제 하중상태의 응력해석을

위해 기계구조물의 기밀성능을 좌우하는 오링에

대한 실험을 행하였으며 오링재료는 고온 에폭,

Fig. 2 Experimental loading device for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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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사용하여 광탄성 응력동결법으로 실험하였

다 이때 응력동결은 와 같은 오링용 동결. Fig. 2

실험장치에 오링을 체결한 후 동결노를 까, 120℃

지 가열한 후 내압을 가하거나 내압을(Case-2),

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약 분정도 유지(Case-1) 30

한 후 의 속도로 까지 서냉한 다음 노5 /h 90℃ ℃

안에서 상온까지 서냉 하였다 응력형상함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링 해석시 주로 발

생되는 과 에 관해서 광탄성 실험 하Case-1 Case-2

이브리드 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용된 오링의.

단면 직경은 이고 내경은6.98±0.15mm 121.5±

인 고온 에폭시0.94mm Araldite B41 (Ciba-Geigy

를 사용 하였으며 에서의 에폭시 물성Co.) , 120℃

치는 과 같다Table 1 .

동결이 완료된 후 오링을 두께로 자른 후2mm ,

및 샌드페이퍼 로 약#1000 #200 (sand paper) 1mm

까지 연마하여 투과형 광탄성 실험장치 및 디지

털 카메라를 통해 등색선 무늬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등색선 데이터를 상용 Image processing

프로그램을 통해서 흑 혹은 백 차수의x.0( ) x.5( )

등색선 데이터를 약 여개 취하였으며 응력형300 ,

상함수를 고려한 결과와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같은 조건에서 구하여 비교를 위하여 응력함수의

고차항을  로 고정하여 광탄성 실험 하이브=14

 [kN/m]  [MPa]  Stress freezing Temp.

0.312 9.07 0.4 120 ℃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resin



(a) case-1 (b) case-2

Fig. 3 Actual isochromatics and regenerated one
under (a)   and 20% squeeze rate
and (b)   and 20% squeeze rate

리드 법에 적용하여 각 경우의 복소계수를 구하

였다 이렇게 구한 복소계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의 응력성분과 등색선 무늬를 재현하였다.

결과 및 검토4.

의 와 는 응력형상함수의 유효성을Fig. 3 (a) (b)

검증하기 위해 각각 내압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와 내압을 작용시켜 오링이 틈새 부 로(Case-1) (gap )

돌출 되면서 접촉끝단에서 특이점이(forcing out)

발생하는 경우 에 대해 에폭시 오링의 응(Case-2)

력동결법에 의해서 얻어진 등색선 무늬이며, (b)

의 경우는 에서의 좌표축과 동일시 하기 위Fig. 1

해 회전시켜서 나타낸 것으로 은 데이터를, “ ”□

취한 영역이며 재현된 등색선 무늬와 비교를 위,

하여 선택되어진 영역이다.

와 는 의 경우에 대해 각각 응력Fig. 4 5 Case-1

형상함수를 포함하지 않은 과 와 응력형상함

수를 포함한 의Case-1 과 을 사용하여 광탄성

실험 법을 통해 얻은 각 경우의 복소계수hybrid ,

 을 이용하여 재현한 등색선 무늬 ((a))

와 고온에서의 에폭시 수지의 탄성계수, 로 무

차원화하여 차 간격으로 표시한 응력성분들0.025

을((b)~(c))   ,     (a=1.92mm)

의 범위에 대해서 도시한 것으로 표시는 데, “+”

(a) Regenerated isochromatics (b) 

(c)  (d) 

Fig. 4 Regenerated isochromatics and normalized

stress contours obtained from hybrid method

with  and  for Fig. 3 (a) (a=1.9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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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취한 지점이다 와 의 경우는 가하. Fig. 4 5

여준 내압이 이므로 각 응력성분을 에폭시0MPa ,

수지의 고온 탄성계수( 를 기준으로=9.07MPa)

무차원화함으로써 선도를 단순화하였다.

에서 보듯이 응력형상함수를 포함하지Fig. 4 ,

않은 경우의 재현된 등색선 무늬는 실제 등색선

무늬 와 비교하여 접촉부근에서 떨어진, Fig. 3(a)

부분에선 어느 정도 일치하나 접촉부근에선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응력선도의.

와 에서 볼 수 있듯이 음의 축이 마, x

치 균열면(7~12)인 것처럼 응력성분의 크기가 인‘0’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응력형상함수를.

포함한 결과인 를 보면 재현된 등색선 무늬Fig. 5

도 실제 등색선 무늬와 잘 일치 표시가 흑백(“+”

의 등색선 무늬와 일치 하고 있으며 무차원화된) ,

응력성분의 분포가 다소 비대칭인 것을 제외하고

는 의 접촉응력분포Hertz
(1)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서 응력성분이 비대칭으로 나타난. Fig. 5

것은 오링이 체결되어 압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의 벽면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groove

것이다 따라서 특이점이 없는 접촉문제를 해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응력형상함수 과 를

포함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

의 접촉응력분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본Hertz

연구에서 제안한 응력형상함수를 사용한 접촉응

(a) Regenerated isochromatics (b) 

(c)  (d) 

Fig. 5 Regenerated isochromatics and normalized

stress contours obtained from hybrid method

with  and  for Fig. 3(a) (a=1.92mm)

력해석용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도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과 은 마찬가지로 의 경우에 대해Fig. 6 7 Case-2

각각 응력형상함수를 포함하지 않은 과 을

사용한 광탄성 실험 법의 결과와 응력형상hybrid

함수를 포함한 과 을 사용하여 광탄성실험

법을 통해 얻은 각 경우의 복소계수를 이용hybrid

하여 재현한 등색선 무늬 와 오링의 내부응((a))

력들을 가하여 준 내압 ( 로 무차원화=9.8MPa)

하여 차 간격으로 표시한 응력성분들0.025

을 나타낸 것이다 응력형상함수를 고려((b)~(c)) .

하지 않은 의 경우 등색선 무늬는 실제 등Fig. 6

색선 무늬와 유사한 것 같으나 에서와 마, Fig. 4

찬가지로 음의 축선상이 마치 균열면인 것처럼x

응력값의 크기가 임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등‘0’ .

색선 무늬가 주응력의 차로써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내부 응력분포는

완전히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이에 비해 의 결과는 응력형상함수가. , Fig. 7

고려된 와 를 사용한 경우는 재현된 등색선

무늬도 실제 등색선 무늬와 잘 일치하며 응력성,

분의 분포도 유한요소해석결과(18)와 매우 유사함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접촉부에서 다소 불일치.

하는 현상은 오링이 틈새 부 를 통하여 돌출(gap )

됨에 따른 미끄럼에 의한 영향으로 보(forcing-out)

(a) Regenerated isochromatics (b) 

(c)  (d) 

Fig. 6 Regenerated isochromatics and normalized

stress contours obtained from hybrid method

with  and  for Fig. 3 (b) (a=1.7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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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enerated isochromatics (b) 

(c)  (d) 

Fig. 7 Regenerated isochromatics and normalized

stress contours obtained from hybrid method

with  and  for Fig. 3(b)(a=1.78mm)

인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미.

끄럼을 고려한 응력형상함수가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접촉끝단의 한 지점이 특이점인 경우

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의 응력형상함수Case-2

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한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도 미끄럼이 없는 경우라면 유효함

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논문에서는 다.

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머지 경우 즉 과, Case-3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응력형상함수가Case-4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결 론5.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접촉응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응력형상함수(1)

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접촉응력해석용,

광탄성 실험 하이브리드 법을 제안하여 그 유효

성을 밝혔다.

정확한 접촉응력해석을 위해서는 접촉끝점(2)

의 조건에 따른 응력형상함수를 사용하여야 하

며 종류의 응력형상함수가 존재한다, 4 .

본 연구에서는 오링 해석시 주로 나타나는(3)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의 응력형상함수에 대해

광탄성 응력동결법과 광탄성실험 하이브리드 법

을 사용하여 그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접촉.

끝점에서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응

력형상함수를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접촉 끝점에서 응력특이성이 없는 경우는(4)

외부하중함수로 를 사용하여야 함을 밝혔다.

오링 해석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미

끄럼 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함을 확(sliding)

인 하였으나 이는 향후의 해결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Hertz, H., 1896, “Miscellaneous Papers,” Translated

by Jones, D. E. and G. A., Macmillan, New York.

(2) Conway, H. D., 1956, “The Pressure Distribution

Between Two Elastic Bodies in Contact,” Z. Angew.

Math. Phys., 7, pp. 460~465.

(3) Conway, T. F. and Seireg, A., 1971, “A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for Design of

Elastic Bodies in Contact,” ASME, J. of Appl. Mech.,

pp. 387~392.

(4) Francavilla, A. and Zienkiewicz, O. C., 1975,

“Note on Numerical Computation of Elastic Contact

Problems,” Int. J. Numer. Methods Eng., Vol. 9,

No. 4, pp. 913~924.

(5) Choi, D. H., 1986, “An Algorithmic Solution of

for Traction Distribution in Frictional Contacts,”

Univ. of Wisconsin, Ph.D. Thesis.

(6) Hawong, J. S., Lin, C. H., Rhee, J. and

Rowlands, R. E., 1995, "A Hybrid Method to

Determine Individual Stresses in Orthotropic

Composites Using Only Measured Isochromatic

Data," J. of Comp. Mat., Vol. 29, No. 18, pp.

2366~2387.

(7) Shin, D. C., Hawong, J. S., Lee, H. J., Nam, J.

H. and Kwon, O. S., 1998, “Application of

Transparent Photoelastic Experiment Hybrid Method

to the Fracture Mechanics of Isotropic Material,”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22, No. 5,

pp. 834~842.

(8) Shin, D. C., Hawong, J. S., Lee, H. J., Nam, J.

H. and Kwon, O. S., 1998, “Application of

Transparent Photoelastic Experiment Hybrid Method

to the Fracture Mechanics of Orthotropic Material,”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22, No. 6,

pp. 1036~1044.

(9) Hawong, J. S., Shin, D. C. and Lee, H. J., 2001,



신 동 철 황 재 석·352

"Photoelastic Experimental Hybrid Method for

Fracture Mechanics of Anisotropic Materials," Exp.

Mech., Vol. 41, No. 1, pp.310~318.

(10) Shin, D. C., Hawong, J. S. and Sung, J. H.,

2003, “Development of Dynamic Photoelastic

Experimental Hybrid Method for Propagating Cracks

in Orthotropic Material,”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27, No. 8, pp. 1273~1280.

(11) Shin, D. C., Hawong, J. S. and Nam, S. S.,

2004, “Application of the Static Photoelastic

Experimental Hybrid Method to the Crack

Propagation Criterion for Isotropic Materials,”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28, No. 8, pp.

1229~1236.

(12) Shin, D. C. and Hawong, J. S., 2011,

"Development of a Hybrid Method of Reflection

Photoelasticity for Crack Problems in Anisotropic

Plates," Exp. Mech., Vol. 51, No. 2, pp. 183-198.

(13) Baek, T. H., Chen, L. and Hong, D. P., 2011,

“Hybrid Determination of Mixed-Mode Stress

Intensity Factors on Discontinuous Finite-Width Plate

by Finite Element and Photoelasticity,” J.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5, No.

10, pp. 2535~2543.

(14) Chen, L., Jin, S., Lee, B. H., Kim, M. S. and

Baek, T. H., 2010, “Analysis of Photoelastic Stress

Field Around Inclined Crack Tip by Using Hybrid

Technique,”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34, No. 9, pp. 1287~1292.

(15) Hills, D. A., Nowell, D. and Sackfield, A., 1993,

“Mechanics of Elastic Contacts,” Butterworth-

Heinemann Ltd.

(16) Kim, H. K., Nam, J. H., Hawong, J. S. and Lee,

Y. H., 2009, “Evaluation of O-Ring Stresses

Subjected to Vertical and One Side Lateral Pressure

by Theoretical Approximation Comparing with

Photoelastic Expermental Results,” Engineering

Failure Analysis, Vol. 16, No. 6, pp. 1876~1882.

(17) Nam, J. H., Hawong, J. S., Shin, D. C. and

Mose, B. R., 2011, “A Study on the Behaviors And

Stresses Of O-Ring Under Uniform Squeeze Rates

And Internal Pressure By Transparent Type

Photoelastic Experiment,” J.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5, No. 9, pp. 2427~2438.

(18) Park, S. H., 2008, “Evaluation of the Large

Deformation Behavior And The Effect Of Design

Parameters Of O-Ring,” Ph. D.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