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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design method for the corner radius of a contacting body using the theoretical

approach of contact mechanics. A complete contact, as in the case of a sharp-cornered punch, produces singular

contact traction: whereas, in an incomplete contact, the singular contact traction disappears because of the

rounded corners, and the contact edges are within the rounded regions. The design method aims to determine the

conditions of the contact force as well as the material properties in an incomplete contact. The incomplete contact

changes into the complete contact again when the contact edges exceed the rounded regions owing to either an

increased contact force or the compliance of the materials. The contact length of a rounded punch is used as a

parameter to derive the required conditions. As a result, a design formula is obtained, which provides a minimum

allowable radius when the materials, normal contact force, and the length of a flat region of the punch are pre-

determined. This work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includes a theoretical background, design method, and for-

mula, and Part II describes the actual process with the investigation of design parameters.

Keywords − structure corner(구조물 모서리부), corner radius(모서리 반지름), contact mechanics(접촉역학),

complete contact(완전 접촉), incomplete contact(불완전 접촉), contact length(접촉 길이) 

Nomenclature

A : Measure of the compliance of two contacting

bodies

G : Shear modulus

P : Contact normal force

R : Radius of contact corner

b : A half length of the contact region

l : Length of the flat region of a punch

k : Ratio of the allowable minimum corner radius to

the length of the flat region

β : Dundurs’ parameter

η : Side angle of a punch

ν : Poisson’s ratio

1. 서 론

대부분의 기계구조물은 둘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접촉부를 갖고 있다. 이때 각각의 부품을 가공할

때 조립 후의 접촉면 경계에 해당하는 모서리 부위를

모따기 또는 라운딩 가공방법으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 제작 도면에는 모따기 치

수를 표기하거나 라운딩 반지름 크기를 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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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서리 부위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유를 작업자

의 취급 안전성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설계자가 구조물 접촉 모서리 부위

의 형상을 결정하게 되는 모따기 치수나 라운딩 반지

름 값을 결정할 때, 특별한 기준 없이 통상적인 경험

값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접촉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조물의 작동 중

접촉 하중이 가해질 때, 접촉면에 발생하는 응력장의

분포 형상 및 크기는 접촉면의 형상에 의존하며, 물체

내부의 응력은 접촉 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한 접촉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접촉면 형상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구조물의 파단 수명이 달라

진다. 특히 접촉부 경계에서의 프레팅 마멸이나 균열

이 발생하고 성장하여 일반 피로수명을 현저히 감소시

키는 프레팅 피로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균

열 진전 거동이 모서리 부위의 형상에 의존하므로 프

레팅 피로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조물의 모서

리 부위에 적용하는 라운딩 가공에 초점을 두고 그 반

지름의 크기를 어떠한 공학적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하

며, 나아가 구조물의 파손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한 것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두 물체의 접촉 시 접촉면

에 형성되는 응력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체 내부

의 응력장을 구할 수 있는 접촉역학을 이용하였다. 즉

접촉부 경계가 날카로운 완전 접촉문제와 그렇지 않은

불완전 접촉 문제 각각의 일반 해를 응용하여 이로부

터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모서리 라운딩 반지름의 크

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완전 접촉과 불완전 접촉은 접촉 수직 하중과 이에

따른 접촉 영역의 변화 거동에 의해 정의된다. 즉, 완

전 접촉이란 접촉 영역의 크기가 접촉 수직 하중에 무

관하게 일정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반해 불완전 접촉

은 접촉 영역의 크기가 접촉 수직 하중에 따라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Fig. 1에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따

라서 사각 펀치와 같이 양단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

는 경우에는 완전 접촉이 되며, 그러한 모서리를 제저

할 경우에는 불완전 접촉이 된다.

완전 접촉의 경우, 접촉 경계에서 접촉 응력이 무한

대가 되므로 이러한 가공을 피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

하다. 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기 위해 라운딩 가

공을 하는 순간부터 접촉 경계에서의 응력이 0이 되는

불완전 접촉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손상 억제를

위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이 불완전 접촉 조건은 두

물체의 접촉 경계가 라운딩 부위 내에 존재할 때 성립

한다. 비록 라운딩 부위가 존재하더라도 접촉 경계가

라운딩 부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완전 접촉의 상태

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양 모서리가 라운딩

가공된 사각 펀치가 반 무한 평판에 접촉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Fig. 2에 도시하였다. 이때 접촉 구간을 2b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물체의 단면 형상이 원일 경우(또는 평탄부

가 없이 2차 이상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일

경우)에는 항상 불완전 접촉 상태가 된다. 또한 라운딩

반지름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하여 불완전 접촉 상태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조물의 단

면 형상 설계에서는 다른 구조적 요인(조립부, 끼워맞

춤부 등)에 의해 접촉면 형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므로 항상 원형 단면을 갖게 한다던가 임의적으로

큰 반지름의 라운딩을 설계하기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두 물체에 접촉 하중이 작용

하는 경우, 접촉 영역의 양 끝단이 라운딩 부위 내에

존재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때 접촉 영역의 크기는 두 접촉 물체의 탄성적 성질

과 수직 접촉하중의 크기에 지배되므로 접촉 영역의

크기를 라운딩 반지름의 설계를 위한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접촉 하중이 작거나 또는

강성이 큰 물체의 경우에는 작은 반지름의 라운딩에

의해서도 불완전 접촉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반대

인 큰 접촉 하중 또는 낮은 강성의 물체일 경우 접촉

영역이 확장되어 접촉 경계가 라운딩 부위를 초과할
Fig. 1. Definition of complete (left) and incomplete

(right) contacts: S designates a contact length.

Fig. 2. Supposed change from incomplete (left) to complete

(right) contact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contact

norm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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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다시 완전 접촉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완전 접촉이 되는 조건을 접촉 물체의

탄성적 성질, 접촉 하중, 라운딩 반지름을 변화시키며

찾고자 하였으며, 2차원 탄성론을 사용하여, 이들을 결

정하는 변수로서 접촉 길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제1부에서 이론적인 배경과 라운딩 반지

름의 설계 공식을 유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2부에

서는 설계 변수들을 분석하며 실제 설계방법을 예제를

통해 보일 것이다.

2. 이 론

2-1. 지배방정식

접촉역학에서는 Fig. 3과 같이 두 탄성 물체에 수직

하중, P와 전단 하중, Q가 작용할 때, 이에 따라 접

촉면에서 발생하는 수직 방향의 응력, p(x) 및 변위,

h(x)와 전단 방향의 응력, q(x) 및 변위, g(x) 사이의

상호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서로 연성된 특이적분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고 있다[1]. 이때

특히h(x)는 두 접촉 물체의 접촉면 형상을 함수로 정

의한 것이 된다. 

(1)

여기서, L은 접촉 구간을 나타내며, Fig. 2의 경우를

예로 하면 [-b, b]가 된다. A는 두 접촉 물체의 상이

한 탄성적 성질을 나타내는 복합 탄성 계수, 그리고 β

는 Dundurs 상수[2]의 하나로서 평면 변형율 상태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3)

여기서, G는 전단 강성계수, ν는 프와송비를 나타내

며, 아래 첨자는 두 개의 접촉 물체를 의미한다. 이때

물체 1은 아래 쪽, 물체 2는 위쪽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 (1)에서p(x) 및 q(x)를 구하고자 할 때, 연성이

없다면 용이하게 해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로서, 만일 접촉하는 두 물체가 동일한 재료이거나 탄

성적 성질이 유사할 경우, 그리고 재료 성질의 특별한

경우로서, 물체 1이 비압축성이고 물체 2가 강체일 때

β=0이 되므로 두 방정식의 연성이 사라지게 된다. 한

편, 접촉면의 마찰을 무시할 경우에는 q(x)=0가 되므

로 역시 식 (1)의 연립 방정식에서 연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식 (1) 중 위 식 우변의

β·q(x) 항을 무시하고 우선 p(x)를 구한 후, 이를 식

(1)의 아래 식에 대입하여 q(x)를 구하는 방법을

Goodman’s Approximation[3]이라 하며 이때 연성이

고려된 완전 해와의 오차는 β가 작을수록 그리고 마찰

계수가 클수록 줄어든다[4].

한편, 연성이 없는 조건 또는 Goodman’s Approxi-

mation을 이용하여 p(x)를 구한 후 q(x)를 구할 때, 식

(1)의 아래 식을 사용하는 대신 수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접촉 구간을 다수의 미소 구간으

로 분해한 후 각 미소 구간의 collocation point에서

정의되는 p(xi)와 q(xi)를 구하는 것으로서(여기서 i는

collocation point를 나타냄), 프레팅 피로 균열 성장

또는 마멸과 같은 트라이볼로지 손상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 미끄럼 상태와 같이, 접촉면 전단 응력장이 전단

하중의 이력에 따라 변하는 경우, 그리고 접촉면에서

의 미끄럼 방향이 하나의 방향 이상으로 임의적일 때

q(x)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5, 6].

접촉 응력p(x)와 q(x)를 구한 후 접촉 물체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은 Flamant Potential로 부터 유도된 식

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여기서 2차원 문제로

생각하며 Fig. 3의 좌표계를 이용함)[7].

(4)

1

A
---
∂h x( )
∂x

-------------
1

π
---

p ξ( )
x ξ–
---------- ξ βq x(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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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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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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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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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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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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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ξ–( )2

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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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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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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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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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ral contac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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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해

3-2. 접촉 응력

앞 절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식 (1)에서 연성이 없는

경우를 생각한다. 즉, 접촉 수직 응력, p(x)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5)

여기서, 식 (1)의 경우 h(x)에 대해 편미분한 항을 이

제 평면 문제로 전환하였으므로 식 (5)에서는 상미분

을 사용하였다. 식 (5)로부터 함수 p(x)의 형태는 물체

의 접촉부 형상 함수, h(x)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여기

에 두 접촉 물체의 탄성적 성질은 scaling factor로 작

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접촉 영역, L의 크기는 수직 하중, P에만 의존

하며 다음의 관계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6)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접촉부의 경

계가 물체의 모서리 라운딩 영역 내에 있는 불완전 접

촉과 그렇지 않은 완전 접촉 상태로부터 라운딩 반지

름의 크기를 설계하고자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위

해서는 p(x)와 h(x)를 고려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h(x)의 정의를 위해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양단 모서리가 반지름, R을 갖고, 길이 2l

의 편평한 밑변을 갖는 펀치를 고려하여 문제를 단순

화 하였다. 한편 펀치의 옆 면은 수평 방향에 대해 각

도 η를 갖는 것으로 일반화 하였으며, 펀치가 아래의

반무한 평판에 접촉할 때 발생하는 접촉 길이를 2b라

하였다.

식 (5)에서 주어진 h(x)에 대해 p(x)를 구하는 방정

식의 형태는 Cauchy Singular Kernel을 갖는 제1종

특이적분 방정식이며, 일반 해는 다음과 같다[7].

(7)

3-1-1. 완전 접촉의 경우

Fig. 4에서 R=0인 경우, 완전 접촉의 형상이 된다.

즉 펀치의 밑변 거리 2l이 P의 크기에 무관하게 일정

한 접촉 길이가 된다. 이 경우 h(x)는 상수가 되므로

식 (5)의 좌변은 0 이 되고, 따라서 식 (7)의 우변 첫

째 항이 소멸하여, 접촉 수직 응력은 다음과 같이 단

순하게 된다. 즉 접촉 경계(x ± b)에서 접촉 응력이 무

한대가 된다.

(8)

3-1-2. 불완전 접촉의 경우

완전 접촉에서와 달리 R>0인 경우를 고려한다. 식

(7)을 이용하기 위해, Fig. 4와 같은 라운딩 펀치에 의

한 접촉면 형상 함수 h(x)의 일계 미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9)

식 (9)를 식 (7)에 대입하여 p(x)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8].

(10)

여기서, φ0 및 φ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3-1-3. 접촉 응력장 비교

Fig. 5에는 식 (8)과 (10)을 이용하여 완전 접촉과

불완전 접촉 상태에서의 접촉 수직 응력을 도시하였다.

“Sharp Punch”로 표현된 완전 접촉의 경우, 접촉부

경계에서 수직 응력이 무한대가 되며, 불완전 접촉에

서는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서리 반지름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응력값 및 최대와 최소 응력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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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sic drawing for the present analysis: a rounded

punch applying a normal force, P to a half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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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불완전 접촉

중 극한의 경우로서 접촉부에 평탄부가 없을 경우(l=

0), 원형 단면의 접촉인 Hertz 응력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접촉 길이

완전 접촉인 경우 정의에 의해 접촉 길이는 펀치의

밑변 길이가 되므로 별도의 해석이 필요치 않다. 따라

서 불완전 접촉인 경우에 대해서만 접촉 길이를 분석

한다. 접촉 응력을 접촉 구간 내에서 적분한 것이 접

촉 하중이 되므로 식 (10)에서의 p(x)를 식 (6)에 대

입하여 접촉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결과로서 다음의

식 (12)를 얻게 된다[8]. 이때 식 (11)에서 φ0는 접촉

길이, b의 함수이다.

(12)

Fig. 6은 식 (12)의 거동을 도시한 것이다. 이때, 식

(11)을 이용하여 횡축을 φ0 대신 l/b로 나타내었다.

Fig. 6과 함께, 식 (12) 좌변의 분자를 구성하는 변수

인 A, P 또는 R 중 어느 하나만 0이 되면 φ=sin−1(l/b)

=π/2가 되어, 접촉 길이는 접촉부의 평탄부 길이와 같

게 되는 타당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것은 두 접촉 물

체가 강체이거나(A=0), 접촉 하중이 작용하지 않거나

(P=0)1,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R=0) 펀치가

접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Fig. 6으로부터 φ0=sin−1

(l/b)→0인 경우는 펀치 밑변의 평탄부 길이에 비해 접

촉 길이가 무한히 긴 경우를 의미하며, A, P 또는 R

이 무한대가 되거나 평탄부의 길이가 무한소가 되는

경우이다. A, P, R 이 무한대가 되는 조건은 실제의

공학 구조 설계에서 발생할 수 없다. 단, l=0인 Hertz

접촉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불완전 접촉 상태에서 P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 경

계는 라운딩 부 내에서 확장하게 되며, P가 더욱 증가

하여 접촉 경계가 라운딩 부를 벗어나는 순간, 불완전

접촉 상태가 끝나고 다시 완전 접촉 상태가 된다. 따

라서, 불완전 접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P의 최댓값

은 접촉 길이가 다음 기하학적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로 생각할 수 있다.

(13)

3-3. 모서리 반지름 설계 공식

식 (13)을 식 (12)에 대입하면, 설계하고자 하는 접

촉 물체의 재료와 접촉 수직 하중 조건에서, 미리 결

정된 접촉면의 평탄부 길이에 필요한 모서리 라운딩

반지름의 최소 허용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다음의 공식

을 유도할 수 있다.

(14)

여기서 k=Rmin/l로서, 허용되는 최소 모서리 반지름과

평탄부 길이와의 비를 나타내는 값이며,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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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act normal stress profiles.

Fig. 6. Function plot of Eq. (12).

1접촉 물체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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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는, 식 (14)를 이용하여, 동일한 물체, 수직

하중 및 평탄부 길이를 갖는 접촉 물체에서 측면 각이

π/10 ≤ π/2의 범위를 가질 때, 모서리 최소 허용 반지

름의 크기 변화를 보여 준다. 이때 일반적인 공학 구

조물의 경우를 고려하여 반지름의 크기가 평탄부 길이

의 반을 초과하는 경우는 나타내지 않았다. Fig. 7로

부터, η가 작을수록(즉 접촉부에서 멀어질수록 폭이 넓

어지는 형상의 펀치일 경우), 최소 반지름을 더 크게

설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타당한 결과이다.

한편 모서리 라운딩의 반지름을 결정한 후 식 (10)

과 식 (4)를 이용하여 물체 내부의 응력장과 이로부터

Von Mises 응력을 계산하고, Von Mises 응력이 재료

의 항복강도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여 접촉

물체의 모서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라이볼로지 손

상을 억제하는 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

4. 토 의

Figs. 6 및 7의 종축에 나타낸 APR/l2과 AP/l은 A

의 차원이 응력의 역수와 같은 F−1L2이고(식 (2) 참조),

평면 문제에서 접촉 하중 P의 차원이 FL−1임을 생각할

때(여기서 F는 하중 L은 길이) 각각 무차원화된 양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식 (12) 및 (14)의 양변에 펀

치의 평탄부 길이 l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

값이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접

촉 형상 설계에서는 설계자가 두 접촉 물체의 배열 상

태 및 조립 요건을 고려하여 평탄부 길이를 미리 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식 (14)를 모

서리 반지름의 최댓값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Fig. 7에서 접촉 물체의 형상 중 측면 경사각이 η

>π/2인 경우는 나타내고 있지 않다. 식 (14)에서 Sine

함수가 η=π/2를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η>π/2일 때에

는 Fig. 7에서 (η-π/2)의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 이것

은 완전 접촉이 되기 위해 아래의 접촉 물체(반 무한

평판)가 접촉 하중에 의해 모서리 라운딩 부위를 감싸

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의 탄성체의 변형 거동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 접촉

하고 있는 기계 구조물에서 η>π/2인 경우는 많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히 dovetail joint와 같은 형

상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을 갖는 구조물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

서 고려하고 있는 접촉 수직 하중에 의한 손상이 일반

적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트라이볼로지 손상의 억제라는

목적을 언급하면서도 접촉 전단 응력 q(x)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접

촉 역학에서 접촉 길이는 수직 하중 P에 의해서만 결

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모서리 부의 미끄럼 구간에서

는 항상 q(x)=±µp(x) (µ는 마찰계수)가 되어 q(x)와

p(x)의 함수 형태가 동일하므로 식 (14)의 거동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내부 응력장에는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제2부에서 평가한다.

5. 결 론

두 개의 탄성 물체에 접촉 수직 하중이 가해지는 경

우 트라이볼로지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형상 설계로서

접촉 모서리의 라운딩 반지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접촉

역학 이론을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결과로서, 불완전

접촉 상태로부터 완전 접촉 상태로 변하는 조건을 찾

아 접촉 물체 모서리 라운딩 부의 최소 허용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설계 공식을 개발하였으며, 공식의 논리

적 타당성 및 적용 제한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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