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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접촉을 고려한 현수교 PPWS용 소켓의 거동 해석

유  훈*ㆍ이성형**ㆍ서주원***

Yoo, Hoon*, Lee, Sung-Hyung**, Seo, Ju-Won***

Behavior Analysis of PPWS Sockets for Suspension Bridges 
Considering Frictional Contact

ABSTRACT

A sophisticated finite element model is illustrat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PPWS) sockets for 
main cables of suspension bridges. An orthotropic model is proposed for the casting material by considering both effects of individual 
wires and a casting alloy, and the contact between surfaces of a socket and a casting alloy is idealized by using the Coulomb friction 
and the surface-based contact model. The proposed FE model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strain distributions obtained from the tensile 
test and FE analysis. The mechanical behavior of a socket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the frictional coefficient. The 
result shows that the friction between surfaces significantly diminishes the stress concentration of a socket and a casting alloy, and the 
normal stress from the design equation represents the averaged value of the upper and lower quartiles in the distribution of contact 
stresses between a socket and a casting alloy.

Key words : Parallel wire strand, Socket, Frictional contact, Finite element analysis, Suspension bridges

초 록
현수교 주케이블용 평행강선 스트랜드(PPWS) 소켓의 엄밀한 수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소켓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개별 강선과 소켓 내부 주입 합금재의 영향을 고려한 직교 이방성 재료 모델을 적용하였고, Coulomb 마찰 및 표면

접촉 모델을 도입하여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접촉 상태를 구현하였다. 인장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소켓 외면의 변형율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마찰계수의 변화에 따른 소켓의 거동을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소켓 내면

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은 소켓과 주입 합금재에 발생하는 응력 집중을 크게 완화 시켰으며, 소켓 설계법에서 정의된 수직응력식은 소켓 내

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접촉응력 분포에서 상하부 사분위값의 평균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 평행강선 스트랜드, 소켓, 마찰 접촉, 유한요소 해석, 현수교

1. 서 론

구조용 로프는 소정 본수로 모아진 스트랜드 다발의 양 끝단을 고정 마감하고, 일정 거리의 정착단 사이에 설치하여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를 통칭한다. 이러한 로프 구조는 중량이 가볍고 매우 유연하며, 강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서, 토목, 
건축, 선박 및 해상 구조물 등과 같이 인장 지배 구조가 많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주요 부재로 매우 폭넓게 적용되어 왔다. 양 끝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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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마감하여 인장력에 저항하는 로프형 구조에서는 양 끝단 

마감 방법의 강도 효율성이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로프형 

구조에서 양 끝단의 마감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재료적인 마찰/부
착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계적인 연결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구분된다(Verreet, 1999; Wire rope technical board, 2005; 
Feyrer, 2010). 

재료적인 마찰/부착 특성을 이용한 마감 방법은 로프 양 끝단에 

삽입된 원추형 소켓에 납이나 아연 혹은 합성수지를 채워 넣어, 
로프와 주입재 사이의 마찰/부착에 의하여 케이블의 인장력에 저항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적용 예로는 아연 합금을 주입한 개방형 

혹은 폐쇄형 스펠터 소켓이 있다. 재료적인 마찰/부착 특성을 이용한 

마감 방법은 소켓의 제조 및 주물 작업 등과 같이 품질 관리가 

다소 난해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마감된 

양 끝단 고정단의 강도는 로프 본체의 인장력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효율이 높다(Verreet, 1999; Wire rope 
technical board, 2005; Feyrer, 2010). 한편, 기계적인 연결 특성을 

이용한 마감 방법은 로프의 제조 및 작업성에 주안점을 둔 방법으로, 
Splice, Clamp 및 Wedge 등을 활용한 마감 방법을 말한다. 기계적

인 연결 특성을 이용한 마감 방법의 강도 효율은 로프 자체의 

인장 강도 대비, 약 80%∼95%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reet, 1999; Wire rope technical board, 2005; Feyrer, 
2010). 

현수교 주케이블용 평행강선 스트랜드(이하 PPWS: Prefabricated 
Parallel Wire Strand)는 일정 본수의 강선을 육각형 형태로 묶어 

스트랜드화 하고 양 끝단을 원추형 소켓과 주물 합금으로 고정 

마감하여 제품화 한 것이다(Yoo et al., 2011). PPWS는 현수교 

교축 양 끝단에 위치한 대형 앵커리지 블록에 설치되어 주케이블용 

인장 부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스트랜드의 강도를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마감 방법, 즉, 소켓과 주물 합금으로 고정시키는 재료적인 

마찰/부착 특성을 이용한 마감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수교 PPWS
용 소켓은 소형 로프의 스펠터 소켓과 구조 형식상으로는 유사하지

만, 강선의 평행 배치, 고인장강도, 주입재의 특성 및 소켓 구조의 

대형화 등과 같은 차이가 있어서 소켓 마감 구조의 강도 효율성과 

안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PWS의 양 끝단 

마감 방법의 강도 효율성을 검토하고 소켓 마감 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추형 소켓과 소켓 내부에 주입된 주물 합금의 

응력 분포와 역학적 거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고온 용융된 주물 작업을 통하여 소켓에 주입된 합금재는 예측하

기 어려운 재료적인 불균일성을 가지며, 주입 합금재와 개별 강선의 

부착 및 소켓 본체와 주입 합금재의 마찰 거동은 수치적으로 정량화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추형 소켓의 응력 분포 

및 거동에 관한 과거의 연구는 주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져 왔다(Komura et al., 1990; Flory et al., 1995).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적 연구에서는 소켓 외부의 응력 분포와 소켓 전체 구조의 

거동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실험적 측정

이 불가능한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응력 분포에 대해서는 

거동을 완전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스펠터 소켓의 거동에 관한 해석적 연구(Komura et al., 

1990; Seo et al., 2010; Yoo et al., 2010a; Yoo et al., 2010b)에서

도 재료적 접촉과 마찰 거동을 엄밀하게 반영하지 않고 소켓 본체만

을 대상으로 발생 응력의 분포를 검토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소켓의 접촉과 마찰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원추형 소켓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쐐기 효과(Wedge effect)를 정확하게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합성수지를 주입재로 

활용한 소형 로프 구조의 소켓에 대한 엄밀한 수치 해석적 연구

(Brandon et al., 2001; Brandon and Ridge, 2003)가 진행된 

바는 있으나, 현수교 주케이블용 PPWS는 소형 로프 구조에 비하여 

지지하는 스트랜드의 인장력이 매우 크고, 소켓의 크기가 대형이라

는 차이점이 있어 이 역시 PPWS용 소켓의 연구 결과로 활용하기에

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수교 주케이블로 이용되는 PPWS용 대형 소켓

의 거동을 분석하고 소켓 내벽 및 주입 합금재의 응력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마찰 접촉을 고려한 엄밀한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소켓 구조의 거동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하여 소켓 

본체는 등방성 재료로 모델링 하였고, 소켓 내부의 주입 합금재는 

합금재에 묻혀 있는 개별 강선의 영향을 고려하여 직교 이방성 

재료로 모델링 하였다. 또한, 인장 실험에 의하여 얻어진 소켓 

외면의 변형율과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산정된 변형률을 비교하여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소켓 내면과 소켓 내부 주입 

합금재의 마찰에 따른 소켓 구조의 응력 분포를 보였고, 두 면사이의 

마찰 계수가 발생 응력 및 응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소켓 설계법에서 정의된 두 표면 사이의 수직응력과 유한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접촉응력을 비교하여 설계식의 의미를 재고찰 

하였다.

2. PPWS용 소켓의 구조 및 설계법

2.1 소켓의 마감 구조 및 거동 특성

PPWS용 소켓의 마감 구조는 Fig. 1과 같이 원추형으로 제작된 

소켓 본체와 내부 주입 합금재 및 주입 합금재에 방사형으로 펼쳐져 

묻혀 있는 개별 강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켓의 마감 구조는 

소형 로프의 스펠터 소켓과 유사한 것으로, 소켓 내부에 주입된 

합금재와 주입 합금재에 묻혀 있는 개별 강선의 부착력 및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의 압축응력에 의하여 스트랜드에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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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and components of PPWS socket

Fig. 2. Distribution of the normal stress due to the contact 
between internal face of socket and casting alloy.

인장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스트랜드에 인장력이 

작용할 때, 원추형 소켓의 가장 큰 거동의 특징은 원추형 전면부에서 

발생하는 쐐기 효과(Wedge effect)이다. 쐐기 효과는 스트랜드에 

인장력이 작용 할 때, 원추형 소켓의 전면부에 매우 큰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며(Brandon et al., 2001), 원추형 소켓의 

이러한 응력 집중 현상은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부착 성능을 

강화 시키는 순기능과 함께, 소켓 일부에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키는 

역기능을 동시에 유발한다. 

2.2 소켓 설계법

PPWS용 소켓의 일반적인 설계법은 허용응력 설계법을 기반으

로 한다. 상세한 소켓의 설계법은 관련 문헌(Komura et al., 1995; 
JSA, 1995; Yoo et al., 2013)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인 설계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 
소켓의 하중 저항 원리는 스트랜드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소켓과 

주입 합금재의 압축응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랜드의 

인장력을 주입 합금재와 소켓 본체에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 합금재에 묻혀 있는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 사이에 충분한 

부착강도가 발현되어야 한다.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 사이에 

충분한 부착강도가 확보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켓 내부의 주입 합금

재에는 소켓 내벽의 지지에 의하여 압축응력이 발생하며, 소켓 

본체는 축방향 응력(Axial stress)과 원주방향 응력(Hoop stress) 
및 원주 직각방향 응력(Radial stress)이 모두 발생하는 삼축응력 

상태에 있게 된다. 이 때, 주입 합금재와 소켓 본체의 응력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추형으로 제작된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사이에 접촉으로 발생하는 수직응력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며, 두 

면의 수직응력은 Fig. 2와 같이 작용-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소켓의 

설계 과정에서는 접촉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켓 내벽의 수직응력과 

주입 합금재 표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은 소켓의 축방향에 따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소켓 내벽 및 주입 합금재 표면의 수직응력

은 소켓 내벽의 경사각과 소켓 내면 및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을 

고려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Komura et al., 1995; 
JSA, 1995; Yoo et al., 2013). 

 sin
coscos

  (1)

여기서, 는 스트랜드에 작용하는 허용장력을 의미하고, 는 

소켓 내벽의 경사각을 의미한다. 는 소켓 내부 표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찰계수를 라고 정의하면, 
 tan의 관계가 있다. 한편, 과 는 소켓 내부에서 

원추형으로 주입된 합금재에서 구조적으로 유효한 구간에 대한 

전면과 후면의 직경이며, 은 주입 합금재의 유효 길이를 의미한

다. 원추형으로 제작된 소켓 내부 전면부의 일정 구간은 개별 

강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별 강선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합금재가 제대로 주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금재에서 구조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합금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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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trand, socket and casting alloy

Prop. Strand Socket Casting alloy

Material
High-strength wire

(T.S. 1960MPa 
class)

SCW450
(KS D 4101)

Zinc-copper alloy
(Zn 98%+Cu 2%)

Young's 
modulus 210000MPa 210000MPa 86614 MPa

Poisson 
ratio 0.3 0.3 0.27

Fig. 3. Geometry of the designed socket

(a) Outside (b) Inside

Fig. 4. Finite element model for a socket

충분히 주입되어 개별강선과 주입 합금재 사이에 완전한 부착강도

가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 

2.3 소켓의 재료 물성 및 기하형상

소켓 본체는 일반적으로 KS D 4101에 명시된 탄소강 주강품으

로 제작되며, 주입 합금재로는 아연 98%와 동 2%의 성분을 갖는 

아연-동 합금이 사용된다(HSBA-HBS 3503, 1989). 본 논문에서

는 스트랜드의 인장강도 1960MPa급, 강선 본수 127본 및 강선 

지름 5.4mm인 PPWS에 대하여 소켓의 설계법에 따라 해당 소켓을 

설계하고, 후속절에서 기술될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검증과 소켓 

거동 분석의 기본 모델로 사용하였다. Table 1은 스트랜드와 소켓 

본체 및 주입 합금재의 재료 물성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에서 

스트랜드와 소켓 본체의 물성은 참고문헌(Yoo et al., 2011)에 

기술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주입 합금재의 경우에는 관련문헌

(NADCA, 2006)에 기술된 아연 합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때,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주강품과 아연 합금 사이의 마찰계수로 인용되는 0.2를 적용하였다

(Podolny and Scalzi, 1986). 이와 같은 재료 물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PPWS 소켓의 제원은 Fig. 3과 같다.

3. 수치해석 모델 및 검증

3.1 소켓 본체의 유한요소 모델

설계된 PPWS 소켓 구조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마찰 접촉 

모델의 해석이 가능한 ABAQUS를 이용하였다. 소켓 본체의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은 요소당 8절점의 3차원 입방요소(C3D8R)를 이용

하여 작성되었다. 주강품으로 제작된 소켓 본체는 재료의 방향에 

따라 재료적 특성이 동일한 등방성(Isotropic) 재료로 모델링 하였

으며, 재료 물성은 Table 1에 기술된 값을 이용하였다. Fig. 4는 

소켓 본체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3.2 개별 강선 및 주입 합금재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는 각각 Table 1에 기술된 것과 같이 

재료 방향에 따라 특성이 동일한 등방성 재료이다. 소켓 내부에 

주입된 합금재에서 개별 강선은 부착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형으로 펼쳐져서 고정되어 있다(Fig. 1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기하 형상을 유한요소 해석 모델로 

정확히 구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소켓 내부의 재료를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재료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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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rthotropic material model for a single wire and casting alloy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복합재료로 가정하였다. 
Fig. 5는 소켓 내부에서 주입 합금재와 합금재 사이에 묻혀 

있는 개별 강선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를 하나의 복합재료로 가정하는 

경우, 이 재료는 소켓의 직각 방향(2축과 3축)에 대해서는 서로 

동일한 재료 특성을 가지지만, 소켓 축방향(1축)에 대해서는 축방향

으로 길게 배치된 강선의 영향에 의하여 전혀 다른 재료적 특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강선이 주입 합금재 내에서 

등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강선과 주입 합금재를 대변

하는 복합재료는 소켓의 축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재료적 특성이 

서로 다른 직교 이방성(Orthotropic) 재료로 고려될 수 있다

(Brandon et al., 2001).
이러한 복합재료의 물성은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에 

각 재료가 차지하는 부피율의 곱을 선형적인 합으로 나타낸 혼합법

칙(rule of mixtures)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Brandon et al., 
2001). 혼합법칙에 따라 복합재료의 탄성계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여기서, 은 소켓 축방향의 탄성계수를 의미하고, 와 는 

각각 구성 재료의 탄성계수와 부피율을 의미한다. 이 때, 아래첨자 

는 개별 강선에 대한 물성값, 아래첨자 는 주입 합금재

의 물성 값을 의미한다. 
한편, 소켓 축 직각방향( 및 )의 탄성계수는 식 (3)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개별강선은 주입 합금 내에서 소켓 축방향

으로 등간격으로 배치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소켓 축의 직각 방향

으로는 방향과 관계없이 동일한 물성값을 갖는다.

   

  (3)

재료의 프와송비는 한 축에 작용되는 응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교축의 변형률로 정의되므로 소켓 축방향의 응력에 의하여 축 

직각방향의 변형률을 고려하면, 복합재료의 프와송비는 혼합법칙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4)
  

여기서, 소켓 축방향을 기준으로 소켓 수직방향의 응력에 대한 

직교 방향의 프와송비()는 개별 강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주입 합금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합재

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마지막 항으로 재료의 전단탄성계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식 (2)∼식 (5)는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부피율에 따라 

결정되는 직교 이방성 복합재료의 재료적 특성을 계산하는 식이다. 
이 때, 소켓 내부는 원추형이므로 소켓의 축 방향에 따라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가 차지하는 부피율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즉, 소켓 전면부에서는 주입 합금재에 비하여 개별 강선이 차지하는 

부피율이 크게 되므로 복합재료의 특성에는 개별 강선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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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inite element model for a strand and casting alloy

Table 2. Calculated properties of the orthotropic material for casting alloy

Part   (MPa)  (= ) (MPa) (=)   (=) (MPa)   (MPa)

alloy0 175452 150121 0.292 0.270 58393 59103

alloy1 136585 113661 0.282 0.270 44518 44748

alloy2 116227 100833 0.277 0.270 39590 39698

alloy3 106109 95478 0.275 0.270 37526 37590

alloy4 100433 92715 0.273 0.270 36459 36502

영향이 크다. 반대로, 소켓의 후면부에서는 개별 강선에 비하여 

주입 합금이 차지하는 부피율이 크기 때문에 복합재료의 특성에 

개별 강선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본 논문에서는 소켓 

축방향으로 달라지는 복합재료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위하여 스트랜드와 주입 합금재를 소켓 길이 방향으로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모델링 하였다. Fig. 6은 다섯 구간으로 나뉘어 

모델링 된 스트랜드와 주입 합금재의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Table 2는 식 (2)∼식 (5)를 이용하여 각 구간에 대하여 

계산한 복합재료의 물성값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복합재료의 

모델링에 사용된 유한요소는 3차원 입방형 요소(C3D8R)와 쐐기형 

요소(C3D6)를 이용하였다. 

3.3 소켓 본체와 주입 합금의 접촉 모델

소켓과 주입 합금재는 Fig. 4와 같이 일정 경사각을 갖는 쐐기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켓 구조에 인장력이 작용함에 

따라서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표면에서는 Fig. 2와 같이 

작용-반작용 형태의 수직응력이 발생한다. 소켓 구조의 설계시,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표면에서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직응력은 식 (1)로 계산되었다.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표면에 발생하는 접촉에 의한 수직응

력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표면 접촉 문제로 치환 될 수 있다. 서로 

분리되어 모델링 된 두 변형체의 표면 접촉을 수치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응력을 전달하는 표면으로 정의되는 주표면

(Master surface)과 응력을 전달 받는 표면으로 정의되는 접촉 

대응표면(Slave surface)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두 변형체의 표면 

접촉 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기법은 크게 절점 접촉 

모델(node based contact)과 표면 접촉 모델(surface based contact)
로 구분된다. 두 접촉 모델은 주표면과 접촉 대응 표면 사이의 

접촉 여부를 판별하는 기법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으로, 절점 접촉 

모델은 두 표면에서 정의된 절점을 기준으로 양 접촉면이 서로 

접했는지 분리되었는지를 판별하는 해석적 기법이라 할 수 있고, 
표면 접촉 모델은 표면상에 위치한 절점 사이를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표면화 한 후, 두 접촉면의 접촉 여부를 판별하는 해석기법이

라 할 수 있다(Simulia, 2010). 절점 접촉 모델의 경우에는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두 표면 사이에 정의된 절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접촉면의 접촉 상태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표면 접촉 모델은 두 접촉면의 접촉 상태를 정확히 모사할 

수 있으나, 절점간 선형 보간으로 인하여 계산량이 과도하게 많아지

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량의 축소보다는 두 접촉면 

사이의 접촉 상태 및 엄밀한 접촉응력의 계산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표면 접촉 모델을 적용하였다.
표면 접촉 모델에서 주표면과 접촉 대응표면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주표면의 경우, 표면의 유한요소 Mesh가 접촉 대응표면에 

비하여 다소 조밀하게 형성되며, 발생 접촉응력을 능동적인 입장에

서 전달하는 변형체의 표면에 정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소켓 본체와 개별 강선 및 주입 합금재를 대변하는 복합재료로 

서로 분리되어 모델링 된 본 논문의 유한요소 모델에서는 복합재료

의 표면을 주표면으로 하고, 소켓 본체의 내면을 접촉 대응표면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Fig. 7은 본 논문에서 모델링 된 두 변형체

의 주표면과 대응 접촉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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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ster surface (b) Slave surface

Fig. 7. Definition of contact surfaces on a socket

3.4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마찰 모델: 
Coulomb friction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표면은 서로 접촉하여 있기 때문에 

스트랜드에 인장력이 작용함에 따라 두 표면 사이의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은 증가하며, 이에 따라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증가하

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두 표면의 마찰력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

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Coulomb friction 모델을 적용하

였다(Waismann et al., 2011). Coulomb friction 모델은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6)

여기서, 는 두 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응력을 의미하고, 
는 두 표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마찰계수를 나타낸다. 는 

두 표면 사이에서 접촉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직 응력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접촉응력(Contact stress)으로 나타낸다. Coulomb 
friction 모델에서 접촉응력 는 소켓 설계법(식 (1))에서 두 표면에 

작용하는 응력으로 정의한 바 있는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표면에 

분포하는 수직응력과 동일한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작성된 유한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사이의 표면 상태를 고려한 마찰계수를 

해석에 적용하였고, 해석 결과를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하였다. 
즉, 소켓 설계시에는 두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로 탄소강과 아연 

합금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2를 적용하였

으나(Podolny and Scalzi, 1986), 본 논문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실제 소켓 제조시, 소켓 내벽이 아연 도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연 도금된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 값에 가까운 0.7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Yoo et al., 2013). 또한, 마찰계수가 소켓의 거동 및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찰계수 값을 변화시

키며 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3.5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서로 분리되어 모델링 된 소켓 본체와 소켓 내부 복합재료의 

강체 운동(rigid body motion)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 모델에 합당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소켓 본체의 경우에는 실제 거동 조건과 

동일하도록 소켓 전면을 핀구속 시켰고, 소켓 내부 복합재료의 

경우에는 내부 복합재료와 연결된 스트랜드 부의 앞 면을 횡구속 

시켰다. 한편, 모델에 작용하는 하중은 복합재료와 연결된 스트랜드

의 앞면이 인장력을 받아 소켓 축방향으로 변위를 일으키는 변위 

하중 조건을 적용시켰다. 이 때, 축방향의 변위는 소켓 전면부에 

핀 구속된 절점에서 발생하는 축방향 반력의 총합이 스트랜드의 

허용 인장력(=2280 kN)이 되도록 재하 되었다.

4.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검증

4.1 스트랜드 인장실험

본 논문에서 적용한 유한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장 실험(Yoo et al., 2011)에서 측정된 소켓 표면의 

변형율 분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PPWS 인장 시험체의 스트랜드는 총 127본의 개별 강선(공칭 

지름 5.4mm)이 육각형으로 평행하게 집속된 것으로 양 단은 본 

논문에서 설계된 소켓으로 고정 마감되었으며, 소켓 전면간 거리는 

5.5m이었다. 인장 실험은 시험체의 양 단을 각각 고정단과 가력기가 

부착된 가동단에 설치하고 가력기에 점진적으로 하중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가력 하중은 스트랜드 내부의 개별 강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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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cation of strain gauges on a socket

(a) Axial strain (b) Hoop strain

Fig. 9. Comparison of strains measured from test and obtained from analysis

일정 본수 이상 파단 되어 전체 시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이 정점에 

도달할 때 까지 증가 시켰다(Yoo et al., 2011). 인장 실험 중, 
소켓 표면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고정단 

소켓 외표면에 3축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소켓의 길이 방향 

및 원주 방향에 따라 중앙과 좌, 우측에 걸쳐 게이지를 설치하여 

소켓 표면의 축방향 변형률(Axial strain)과 원주 방향 변형률

(Hoop strain)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측정 결과의 비교

Fig. 9는 스트랜드에 허용인장력이 작용하는 경우, 실험에서 

측정된 소켓 외표면의 변형률과 동일한 조건에서 해석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에서 소켓 표면의 변형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때, 소켓은 

Fig. 3의 제원을 따르며, 3.3절에서 기술한 바대로 실제 소켓 제조시 

변화된 소켓 내표면의 아연도금 조건을 고려하여, 소켓 내표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계수를 0.7로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Fig. 
9(a)는 소켓 축방향의 변형률(Axial strain)을 비교한 것이고, Fig. 
9(b)는 소켓 원주 방향의 변형률(Hoop strain)을 비교한 것이다. 
Fig. 9에서 기호로 표시된 점은 Fig. 8의 소켓 표면 위치에서 

실험에 의하여 측정된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고, 실선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서 얻어진 소켓 표면의 축방향 변형률은 소켓의 원주 

방향에 따라 중앙(C)과 좌(L), 우측(R)에 걸쳐 거의 일치하여, 
인장 실험 도중에 소켓에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경우는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실험에서 측정한 소켓 

원주 방향의 변형률은 소켓의 원주 방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

나, 대체적인 변형률의 경향은 거의 일치 하였다.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소켓 외표면의 변형률 분포는 실험에서 측정된 변형률 분포와 

잘 일치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마찰 접촉 모델과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 및 직교 이방성 복합재료로 구현된 개별 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은 실제 소켓 구조의 거동을 잘 반영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소켓 구조의 거동 해석

5.1 소켓의 응력 분포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계수 및 두 구조의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이 소켓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표면의 마찰계수를 변화 시키며 해석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두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는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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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the effective stresses on a socket

Surface Stress range (MPa) =0.0 =0.05 =0.2 =0.45 =0.7

Inside

Outside

(a) Internal surface (b) External surface

Fig. 10. Effective stresses on a socket with respect to fictional coefficients

상태(=0.0)로부터 0.05, 0.2, 0.45 및 0.7로 변화시켰다.
소켓은 스트랜드의 인장력에 의하여 축방향 응력과 원주방향 

응력 및 원주 직각방향 응력이 모두 발생하는 삼축응력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소켓의 전반적인 응력 분포 및 응력 집중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축응력 상태에서 유효응력(Effective stress)
을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Table 3은 마찰계수가 

변화함에 따라 소켓 내면과 외면에 발생하는 유효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경우, 
쐐기 효과에 의하여 소켓 내면의 전면부에 과도한 응력이 폭넓게 

집중됨을 알 수 있으며, 소켓 외면의 경우에도 소켓 목 부위에 

상당한 크기의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미소한 양이라도 

일단 마찰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소켓 내면과 외면의 응력 집중 

현상은 마찰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상당량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쐐기 효과에 의하여 소켓의 전면부에 집중되는 유효응

력이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감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찰에 의하여 소켓에 발생하는 유효응력이 감쇄되는 효과는 

소켓의 축방향에 따라 소켓 내면과 외면의 유효응력을 나타낸 

Fig. 10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경우, 소켓 내면의 전면부에는 소켓 재질의 항복강도



마찰 접촉을 고려한 현수교 PPWS용 소켓의 거동 해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1290

Fig. 11. The maximum effective stress on a socket with respect to 
frictional coefficients

Fig. 12. The minimum principal stress of casting alloy

(275MPa)를 훨씬 상회하는 유효응력이 발생하는 반면, 소켓 후면

의 유효응력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소켓 전면부에 과도한 응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 표면의 

마찰계수가 증가하여도 쐐기 효과에 의한 소켓 전면부의 응력 

집중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력 집중 현상은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완화되어, 소켓 설계 당시 적용했던 

마찰계수 0.2까지 소켓 전면의 응력 집중부의 최대 유효응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상의 마찰계수가 적용된 경우에 발생하는 

최대 유효응력은 소켓 재질의 항복강도 이내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소켓 외면의 경우에도 소켓 내면의 응력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Fig. 11은 마찰계수에 따라 소켓에 발생하는 최대 유효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마찰계수 중에서 최대의 

경우(=0.7)에 소켓의 내벽에 발생한 최대 유효응력은 마찰이 

없는 경우의 소켓 내면 유효응력에 비하여 약 80% 가량 크게 

감소된다. 또한, 이 값은 소켓 설계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계수 0.2의 경우에 비해서도 약 20% 가량 감소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켓 내벽 및 외벽에 발생하는 최대 유효응력은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계수 증가에 의하여 상당량 감쇄 

될 수 있었으며, 현행 소켓 설계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마찰계수인 0.2 이상에서 소켓 내/외벽의 최대 유효응력은 소켓 

재질의 허용응력 이내로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소켓 제조 단계에서 마찰계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도장 혹은 도금 등과 같은 간단한 표면 처리 작업만을 

통해서도 소켓과 주입 합금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상당량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실제 발현되는 

두 표면의 마찰계수가 소켓 설계시에 가정했던 마찰계수에 비하여 

작은 경우, 소켓 전면부에는 설계 당시에는 고려되지 못한 과도한 

응력 집중이 발생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소켓 

설계에 있어서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표면 마찰계수는 매우 

중요한 설계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실제 발현되는 두 표면의 마찰계수

가 소켓 설계 당시 고려했던 마찰계수(0.2) 보다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켓 전면부의 엄밀한 응력 해석을 통하여 소켓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2 복합재료로 모델링 된 주입 합금재의 응력 분포

소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찰계수에 따른 주입 합금재의 응력 

분포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켓 내부의 

주입 합금 부분은 개별강선과 주입 합금재의 물성을 모두 고려한 

직교 이방성 복합재료로 모델링되었다. 소켓의 응력 분포에서 사용

되었던 유효응력(Von-Mises stress)의 개념은 등방성 재료에 대해

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교 이방성 재료로 모델링 된 복합재

료의 발생응력은 유효응력이 아닌 최소 주응력(최대 압축 발생)으로 

대체하여 나타내었다. 
Fig. 12와 Fig. 13은 소켓 전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소켓 

내부 복합재료의 최소 주응력의 변화와, 마찰계수의 변화에 따른 

최소 주응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켓의 응력 분포 경향과 

마찬가지로 쐐기 효과에 의하여 소켓의 목 부분에서 가장 큰 주응력

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합재에 발생하는 최소 주응력의 절대

값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은 소켓의 유효응력 뿐 아니라 주입 합금재의 응력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켓 내/외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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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ation of the minimum principal stress of casting alloy 
with respect to fictional coefficients

(a) =0.0 (b) =0.7

Fig. 14. Contact stresses on the internal surface of a socket and the surface of casting alloy

응력 분포와 마찬가지로 마찰계수는 소켓 내부 복합재료의 응력 

분포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라 할 수 있으며, 소켓 설계 당시에 

고려했던 마찰계수에 비하여 실제 발현되는 마찰계수의 값이 작은 

경우, 소켓 내부 복합재료의 안정성에 대한 부가적인 응력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3 접촉 응력 분포

식 (6)의 Column friction 모델에서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에서 마찰응력을 유발하는 수직응력은 접촉응력 로 정의된다. 
한편, 2.2절에서 언급된바 있는 소켓의 설계법에서는 수직응력에 

대한 설계식을 소켓 내면의 경사각과 소켓 내면 및 주입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계수에 따라 식 (1)로 정의하였다. 소켓 설계에서 

사용되는 식 (1)은 소켓 내부의 주입 합금재에 의하여 소켓 내벽에 

전달되는 수직응력을 표현한 것이므로 마찰 모델에서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Fig. 14는 유한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에 

작용하는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을 소켓 전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14(a)는 마찰계수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의 

수직응력을 나타낸 것이고, Fig. 14(b)는 본 논문에서 고려한 마찰

계수 중 최대인 0.7의 경우에서 수직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소켓의 설계법에서 수직응력을 정의한 식 (1)의 값도 Fig. 14에 

비교하여 같이 나타내었다.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에서 발생하는 접촉에 의한 수직응

력은 서로 작용-반작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표면의 수직응력은 소켓 축방향에 따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4는 소켓 전면부에서 매우 큰 수직응력이 

발생하고 소켓 후면부에서는 수직응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전형적

인 쐐기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Fig. 14(a)와 Fig. 14(b)를 

비교하면, 소켓과 주입 합금재의 분포응력과 마찬가지로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 역시 두 표면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상당량 감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켓 설계법에서 식 (1)에 의하여 정의된 수직응력은 소켓 

내벽 경사각과 표면 마찰계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값으로 소켓 

축방향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소켓 구조에서 발생

하는 쐐기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다. 예상한 바대로 식 (1)로 계산된 

표면의 수직응력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계산된 최대 접촉응력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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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ation on the contact stress with respect to frictional 
coefficients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식 (1)이 유효 주입 합금부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효 구간(성긴 

점선으로 표시)에서 식 (1)에 의하여 계산된 수직응력은 대략 유한

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최대와 최소 표면 접촉응력의 평균값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인다.
식 (1)과 유한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서 유한요소 해석에서 소켓 

축방향으로 계산된 접촉응력의 분포를 상자수염도(Box and 
whisker plot)를 이용하여 Fig. 15에 나타내었다. 또한, 마찰계수에 

따라 식 (1)로 계산된 설계법에서의 수직응력도 Fig. 15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5에 나타난대로 상자수염도에서는 분포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래프의 최상단과 최하단에 수염으로 표현되

며, 분포값의 상부 및 하부 사분위값(25%)은 상자의 상단과 하단에 

표현된다. 또한, 상자의 중간에 위치한 실선은 분포값 중에서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자수염도의 정의를 기반으로 Fig. 15를 살펴보면, 

상단과 하단 사분위값은 분포응력의 최대값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분포응력의 최소값 근처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자의 상단 

사분위값은 응력 분포값의 75%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요

소 해석에서 산정된 소켓 내벽의 접촉응력은 쐐기효과에 의하여 

집중되는 소켓 전면부의 일부 집중 응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부 사분위값 아래에 분포해 있는 것이다. 소켓 설계법에서 식 

(1)로 계산된 수직응력은 Fig. 15에서 보는 바대로 유한요소 해석에

서 얻은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의 상하부 사분위값의 평균값을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설계식 (1)은 소켓과 주입 합금재에

서 발생하는 쐐기 효과에 의한 응력 분포값은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접촉 수직응력을 대표할 수 있는 평균값으로 정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켓 설계식 (1)은 소켓의 유효길이 내에 분포하는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의 대부분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설계 목적으

로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의 마찰에 의하여 소켓 설계식 (1)에서 고려되지 못한 

소켓 전면부의 집중 응력이 상당량 감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5.1절 

및 5.2절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켓 전면부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수직응력을 설계식에 포함하는 경우, 소켓의 

과다 설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에 있어서 설계 당시 

고려했던 마찰계수에 비하여 실제 발현되는 마찰계수가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엄밀한 응력 해석을 

통하여 소켓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켓 구조의 거동을 엄밀하게 해석하기 위한 

유한요소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고, 마찰계수에 따른 소켓 및 주입 

합금재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을 고려하기 위하여 Coulomb friction을 기반으로 한 접촉 

모델을 적용하였고, 두 표면의 접촉을 모사하기 위하여 표면접촉 

모델을 도입하였다. 소켓 구조의 재료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탄소강 주강품으로 제작된 소켓은 등방성 재료로 모델링 

하였고, 주입 합금재는 개별 강선의 영향을 고려하여 직교 이방성 

복합재료로 모델링 하였다. 인장 실험에서 측정된 소켓 외표면의 

변형률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작성된 수치모델을 대상으로 하여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 표면사이의 마찰계수에 따른 소켓과 

주입 합금 복합재의 응력 분포를 조사하였고, 소켓 내면과 주입 

합금재의 접촉응력을 수치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설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직응력식과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

하여 설계식의 의미를 재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논문에서 도입한 직교 이방성 복합재료 모델과, Coulomb 

friction 및 표면접촉 모델을 활용하여 작성된 소켓의 유한요소

해석 모델은 소켓의 실제 거동을 잘 반영하였다. 인장 실험에서 

얻은 소켓 외표면의 변형률은 제안된 모델을 사용한 유한요소 

해석에서 산정된 변형율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된 모델은 원추형 소켓에서 발생하는 소켓 전면부에서 

응력이 집중되고 후면부에서 급격히 감소되는 쐐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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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켓 내면 및 주입 합금재 표면의 마찰은 소켓의 응력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이며, 소켓과 주입 합금재의 

발생 응력을 상당량 완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소켓 내면의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단한 표면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소켓과 주입 합금재에 발생하는 응력을 최대 

80%가량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소켓 설계식은 소켓의 유효길이 내에 분포하는 접촉에 

의한 수직응력의 대부분을 잘 대변하고 있었으며 설계 목적으

로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켓 내벽과 

주입 합금재 표면 사이의 마찰에 있어서 설계 당시 고려했던 

마찰계수에 비하여 실제 발현되는 마찰계수가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엄밀한 응력 해석을 통하

여 소켓 구조의 안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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