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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 ( )IIIkrjif kij ,;,,, == θθ : 각도 함수 

ui, (i = r,θ): 변위 성분 

G : 전단강성계수 

KI, KII : 일반화 응력확대계수 모드 I 및 II 

III λλ ,  : 모드 I 및 II 의 고유치(Eigenvalue) 

κ : Kolosov 상수 

ν : 푸아송 비 

( ) ( )θθσ ,,,, rjirij = : 응력 성분 

1. 서 론 

일반적으로 기계구조물은 다양한 부품들이 서로 

접촉하며 조립되어 있다. 이때 한쪽 물체의 접촉부에 

외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균열 개구부에 

형성되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전한 

물체와의 접촉이 생기게 된다. 이때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작동 중 인위적 가공으로 제거할 수 없으며, 

Key Words: Complete Contact(완전접촉), Moiré Experiment(모아레 실험),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초록: 완전접촉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점근해법이 많이 사용된다. 점근해로서의 응력장은

특이항 만으로 구성되므로 접촉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감소한다. 이에 반해 유한요소해석 방

법은 요소크기의 제한으로 인해 완전접촉 문제에서의 응력특이성을 엄밀히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해법을 보조하고 또 그와 비교하기 위해 응착접촉 상태에 있는 완전접촉 문제를 이

론적으로 해석한 후, 모아레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 방법으로 접촉부 부근의 응력장을 분석하였다. 실험

은 알루미늄과 구리 합금을 접촉각 120º, 135º로 가공하여 수행하였으며 모아레 무늬로부터 얻은 변위장

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로부터 타당성이 확보된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

조건에서의 일반화 응력확대계수와 접촉부 응력장을 구하여 이론 해와 비교하였으며, 접촉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이론과 수치 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Abstract: Asymptotic method has been often used to theoretically analyze the complete contact problem. The error of 

the asymptotic results increases as the distance from the contact edge increases. The singularity cannot be properly 

obtained from a finite element (FE) analysis owing to the finiteness of the element size. In the present work, the 

complete contact problem in bonded condition is analyzed using a combined experimental-numerical approach to assist 

and/or compare with the asymptotic results. Al and Cu alloys are used for the material combination of the punch and 

substrate. 120 and 135 degrees are used for the punch angle. The FE models are validated by comparison of 

displacement distributions obtained by the FE analysis and moiré experiment. Generalized stress intensity factors are 

evaluated using the validated FE models. Stress field in the vicinity of the sharp contact edges obtained from the FE and 

asymptotic analyses are compared. The discrepancies are also discussed.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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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접촉 경계에서 첨두응력이 발생하는 완전 

접촉(complete contact) 문제가 된다. 이러한 첨두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괴역학과 유사하게 응력특이성 

차수(singularity order)와 일반화 응력확대계수 (general-

ized stress intensity factor)를 사용할 수 있다. 

완전접촉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Williams(1)가 도출한 Airy 응력함수를 이용하여 문제의 

경계조건으로부터 수식을 유도하고 이를 점근해석 

이라는 이론적인 해석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2) 이때의 점근해석 방법은 응력장 해석에 있어서 

non-singular 항을 무시한 근사해를 구하는 것으로서 

접촉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제의 값에 비해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점근해석 방법 

외에는 완전접촉 문제에서의 응력 특이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점근해석으로 구한 결과가, 특히 

접촉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어떤 오차거동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모아레 실험과 유한

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접촉문제에서의 날카로운 모서

리를 가지는 접촉부 주변의 응력 분포를 구하고 분석

하였다. 한편 완전접촉 문제에서 나타나는 응력첨두 

현상을 광탄성으로 실험한 적이 있었으며(3) 본 연구

에서의 모아레 실험은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관찰하

고자 한 것이다. 알루미늄합금과 구리합금을 접촉 물

체의 재질로 하고, 접촉부의 각도가 120°, 135°인 경우 

응력장을 유한요소방법으로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점근해석으로 구한 응력 분포와 비교하였다. 

2. 점근해석 방법 

Fig. 1과 같이 표현한 완전 접촉문제에서 접촉 

경계 부근의 응력장을 구하기 위해 Williams가 구

한 Airy stress function은 다음과 같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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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θ) 좌표계는 노치선단을 원점으로 하여  

 

 
Fig. 1 Geometrical description of a complete contact 

취한 것이며, a~d 는 경계조건으로부터 결정하는 

상수, 그리고 λ 는 고유치(eigenvalue)로서 뒤에 설

명한다. 이 고유치는 식 (2)에 나타낸, 응력성분에

서 노치선단에서의 응력특이성(singularity order)을 

나타내는 (1-λ)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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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 (2)를 이용하여 변위 성분을 계산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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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와 κ는 각각 전단강성계수와 Kolosov 

상수(평면변형률 조건일 때 3-4ν, ν 는 푸아송 

비)를 나타낸다. 

식 (2) 및 (3)을 주어진 완전접촉 문제의 기하학

적 조건으로부터 응력 및 변위 경계조건을 적용하

게 되면 동차 연립방정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사소한 해(trivial solutions)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피

하기 위해 계수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하는 대수

적 조건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λ를 구하는 고유

치 문제가 생성된다. 

구한 고유치를 다시 경계조건 식들에 대입하여 

식 (1)에서의 미지수 a~d를 구하게 되며 이들이 

고유벡터(eigenvector)들이다. 이제 이들을 식 (2)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접촉경계에서 응력장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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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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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I 및 KII 는 각각 모드 I 및 모드 II 일반

화 응력확대계수이며, r 은 접촉 경계로부터의 거

리이고 지수의 1−kλ  (k = I 또는 II)는 응력특이성

의 차수를 나타낸다. 또 ( )θkijf  (i,j = r 또는 θ, k = I 

또는 II) 는 특정한 eigenvalue, λk 에 대응하는 

eigenfunc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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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각각의 일반화 응력확대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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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θI 및 θII 는 각각 모드 I 과 II 가 분리되는 

각도를 의미하며 김형규 등(4)은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파괴역학에서의 열림 및 전단모드 

개념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한편 동일한 물체의 

접촉일 때는 θI = θII = (φ – π)/2이다. 

3. 모아레 실험 

모아레(moiré) 간섭계는 비접촉식으로 변형 분포 

측정이 가능하고 미세한 변형을 가시적인 모아레 

패턴으로 증폭시켜주며, 그 원리는 Fig. 2와 같다. 

시편의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부착된 격자로 두 

레이저빔이 입사되도록 모아레 간섭계와 시편을 

정렬한다. 이때, 시편이 외력에 의해 변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격자의 간격도 함께 변형된다. 

변형된 격자에 입사되었다가 반사되는 레이저빔은 

평편하지 않고 휘어진(warped) 파면(wavefront)를 

갖게 되고 이들의 간섭(interference)로 인해 모아레 

패턴이 형성된다. 이 모아레 패턴에서 줄무늬 당 

변형량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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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U와 V는 각각 x와 y방향의 변위를, Nx와 

Ny는 각각 x와 y 변형장에서의 줄무늬 수를 

의미한다. 이때 사용하는 시편 격자의 주기 (fs)에 

의해 줄무늬 당 변형량 (1/2fs)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시편 격자는 1200 line/mm의 

주기를 가지며 이에 따라 줄무늬 당 변형량은 약 

0.417 µm이다. 

모아레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Fig. 3과 같다. 두 

개의 접촉 각 120°, 135°를 가지는 웨지(wedge)와 

편평한 접촉부를 가지는 아래쪽 평판으로 구성하

였다. 또한 위쪽 웨지와 아래쪽 평판의 재질은 각

각 알루미늄 6061-T6 합금과 구리합금(6-4 황동)으

로 하였으며 적용한 각각의 물성치는 Table 1 과 

같다. 또한 시편에 변형을 가하기 위하여 Fig. 4(a)

와 같은 장치를 만들고 Fig. 4(b)와 같이 모아레 간

섭계와 함께 정렬하여 시편의 변형에 따른 모아레 

패턴을 얻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l and Cu alloys 

 

Al alloy 

(6061-T6) 

Cu alloy 

(6-4 Brass) 

Elastic modulus (GPa) 68.9 110 

Poisson’s ratio 0.33 0.35 

 

 
Fig. 2 Principle of moiré interferometry(5) 

 

 
Fig. 3 (a) Specimen geometry and dimension of present 

moiré experiment and (b) boundary conditions 
for the moiré experiment and FE analysis 

 

 
Fig. 4 (a) Device for applying displacement and (b) 

moiré interfe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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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y-directional displacement obtained 
using moiré experimental and FEA results 

4. 유한요소해석 

유한요소 모델은 모아레 실험에 사용된 시편과 

같은 크기를 가지며 평면변형률 상태를 가정한 

2차원 평면 형상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코드는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version 6.13)(6)을 사용하였으며, 

접촉해석을 위해 시편 body 1의 아래쪽 면은 y축 

방향으로, 그리고 아랫면 왼쪽 끝 점은 x축 

방향으로 변위를 고정하였다. 또한 body 2의 위쪽 

면에는 변위 또는 응력을 가하였다. 먼저 모아레 

실험과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10 µm의 변위를 

인가하였으며, 점근해석으로 구한 응력 분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10 MPa의 응력을 각각 가하였다. 

접촉부 주변의 변형을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해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접촉 각 주변의 요소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고 그 주변에서 멀어질수록 요소 

크기를 키웠다. 접촉경계에서 가장 작은 요소의 

크기는 약 0.001 mm 이고 평면변형률 조건의 8 절점 

요소 (CPE8)로 요소망을 형성하였으며 총 요소의 

수는 328,320 개였다. 

5. 결과 및 토의 

먼저 유한요소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한 접촉부 주변의 변위 분포

를 모아레 실험을 통해 구한 것과 비교하였다. 모

아레 실험을 통해서 구한 모아레 패턴은 하나의 

줄무늬(fringe) 당 0.417 µm 의 변형량을 의미하므

로 유한요소해석 결과도 동일한 간격으로 contour

를 형성하여 두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Fig. 5 에서  

 
Fig. 6 Comparison of stress components obtained using 

asymptotic analysis and FEA results.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모아레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해서 구한 변형 분포가 유사해 보이지만 접촉 각 

135°, Cu 웨지-Al 평판의 조합에서는 Cu 웨지 부

분의 모아레 패턴이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contour 형태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모아레 

실험을 위해 Cu 웨지와 Al 평판에 부착한 격자간

의 정렬이 다소 어긋나면서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인 변형

장의 유사성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이 실제 시편의 거동을 잘 모사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보이는 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또한 실험으로 검증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접촉부 주변의 응력 분포와 점근해석으로 구한 

것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각 접촉 물체의 재질과 

접촉각에 대해 식 (5)와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KI, KII 

를 구하고 이로부터 식 (4)에서 bonded term을 제외한 

singular term만을 이용하여 접촉부 주변의 응력 분포를 

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접촉부 주변의 응력 크기 

및 분포는 접근해석과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매우 

유사하지만 접촉부에서 멀어질수록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점근해석에서 

무시된 경계조건의 영향이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응력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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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stress components along the 

contact lines obtained using asymptotic analysis 
and FEA results (A: Asymptotic, Cu-Cu, 120°; 
B: Asymptotic, Al-Cu, 135°; C: FEA, Cu-Cu, 
120°; D: FEA, Al-Cu, 135°; E: Relative error, 
Cu-Cu, 120°; F: Relative error, Al-Cu, 135°) 

 

1과 2의 접촉 경계선을 따른 응력 분포를 Fig. 7과 

같이 비교하였다. 모든 응력 성분의 비교결과에서 

두 계산 결과의 차이가 5 MPa 이하로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6의 응력 분포에서와 같이 

접촉 각 모서리에서 멀어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접근해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상대오차를 구해보면 σrr과 σθθ의 경우 접촉 각 

모서리에서 2 mm 이내에서는 body 1과 2의 재료나 

접촉 각에 상관없이 10% 이내의 상대오차를 보였다. 

이는 곧, 10% 정도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접촉 각 

모서리에서부터 2 mm 이내에서는 응력 성분에 

있어서 singular term이 non-singular term에 비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점근해석으로 구한 근사해가 유효한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σrθ의 경우, body 1과 2가 탄성적으로 상이한 

재질일 때 동일한 것에 비해 접근해석과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이한 재질의 경우, 두 재료의 

접촉부에서의 상대 변형을 유한요소 모델이 적절히 

모사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ig. 7에서 얻은 정도의 유사성은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보이는 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6061T6 합금과 6-4 황동의 

재질과 접촉 각, 120°, 135°인 조건의 예제에 대해 

실험과 수치해석적 복합 접근법을 이용하여 응력 

분포를 해석하고 접근해석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아레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변형 분포를 

비교하고 그 결과의 유사성을 확인함으로써 유한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점근해석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재질과 접촉 각의 변화에 따른 

일반화 응력확대계수 KI, KII를 계산하였고 접촉부 

주변의 응력 분포를 비교하였다. 

모든 응력 성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접촉 각 

모서리로부터 2 mm 이내에서는 두 해석 기법으로 

구한 결과의 차이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10%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접촉 각 모서리에서 2 mm 

이내에서는 응력 성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singular 

term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mm 이상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접근해석이 응력장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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