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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process and the test of split wheel-mounted brake discs for high speed train with 
maximum speed 180km/h. A disc set composed 2 disc rings and individual rings are partitioned into 3 pieces with 
the same circumferential angle. Because partitioned disc rigs are exposed to severe centrifugal force as the vehicle 
speed increase, finite element analyses used in the design process to ensure mechanical safety. A prototype was 
verified its mechanical safety through the spin test up to 250km/h. 2 prototypes for 1 wheelset are mounted to 
Korean Tilting Train(TTX) and have been running over 15,000km.

1. 서 론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의 제동 디스크는 차축 디스크(Axle-Mounted Disc)와 차륜 디스크(Wheel-Mounted

Disc)로 구성되어 있다. 부수대차에는 주로 차축 디스크를 사용하고 구동대차에는 차륜 디스크를 사용한다.

국내 대부분의 철도차량에서 사용하는 차축 디스크는 유지보수성이 용이하도록 디스크 링이 2개로 분리된 분

할형이다. 분할형 디스크는 분해 및 조립 시 차축과 차륜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할형

제동 디스크는 일체형과 달리 회전 원심력이 분할된 디스크에 각각 작용하므로 설계시 원심력에 대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차륜 디스크는 차륜에 장착되는 형식에 따라 허브 고정형과 판부 고정형이 있다.(그림1,2) 허브 고정형은

디스크와 차륜이 볼트로 직접 결합하여 디스크 간 결합 및 차륜 중심 고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

방식은 회전원심력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므로 분할형 디스크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판부 고정형 차륜 디스크는 분할형 설계시 구조적 특성 상 원심력에 의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 속도 180km/h 급의 고속 열차에 적용하는 판부 고정형 차륜 디스크의 분할형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현차에 적용하여 디스크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설계 단계에서는 분할된 디스크에 작용하는 원심

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스크를 3개로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분할된 각 부분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분할형 차륜 디스크의 시제작 단계에서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이나모 제동 시험기에서 원심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최고 속도 250km/h까지 적용하였으며 시험 후 외관 및

비파괴시험을 통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인 성능 검증을 위해서 현차 주행시험을 실시

하였다. 대상 차량은 현재 시험 운행중인 한국형 틸팅 열차(TTX)이며, 윤축 한 세트 분의 디스크를 적용하여

총 15,000km 주행을 마쳤다. 주행 시험 후 제품을 분해하여 외관 및 비파괴시험을 통해 디스크에 이상이 없

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시제품은 틸팅 열차에 재조립 후 계속 주행시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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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허브 고정형 차륜 디스크 그림2. 판부 고정형 차륜디스크

1. 차륜 디스크 분할 설계

1.1 차륜 디스크 분할 개념

차륜 디스크는 차륜에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허브 고정형과 판부 고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할형

차륜 디스크를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가지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구분된다.

허브 고정형 차륜 디스크는 그림3과 같이 디스크와 차륜 간에 볼트로 직접 조립하게 되며 볼트 구멍

은 차륜과 디스크에 동일한 크기 및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볼트 고정으로 동시에 차륜과 디스크의

동심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디스크 자체를 단순 분할하더라도 차륜과 디스크의 동심에는 영

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4와 같이 디스크를 분할하게 되어 발생하는 회전 원심력은 볼트단면의 전단력으

로 전달되므로 볼트의 강도와 디스크에 있는 볼트 구멍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해야 한다. 강도에 대한

검토는 수식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구조적 특성 상 일반적으로 강건한 구조에 속한다.

그림3. 차륜 디스크 조립 그림4. 디스크 회전 원심력 작용

판부 고정형 차륜디스크는 차륜과 디스크 결합시 기능에 따라 그림5와 같이 볼트를 이용한 고정부(단

면A-A)와 핀을 이용한 동심구속부(단면C-C)로 나눌 수 있다. 고정부는 디스크와 차륜을 디스크 마찰면

수직 방향으로 구속한다. 다만 차륜과 디스크의 볼트 구멍은 볼트에 대해 틈새가 매우 크게 설정되어

있어 볼트만으로는 디스크를 차륜의 중심에 정확히 구속할 수 없다. 동심구속부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하나는 디스크에서 발생한 제동력을 차륜으로 전달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디스크를 차륜 중심에

일치하도록 구속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허브 고정형 디스크의 볼트가 제동력 전달과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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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륜 조립 및 동심기능을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 판부 고정형 디스크는 허브 고정형에 있는 허브 조

립부를 생략함으로써 디스크의 하중을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차륜의 형상을 단순하게 하고 절삭 가공

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5. 일체형 판부 고정형 차륜디스크의 조립 

판부 고정형 디스크를 분할형으로 설계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볼

트는 회전원심력에 대하여 디스크를 구속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속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일체형 차륜디스크가 적용된 차륜의 설계변경 없이 디스크 자체적으로 원심력

에 대한 구속기능을 갖도록 하는 장치와 이에 대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차륜의 설계 변경없이 디스크를 분할하려면 분할된 디스크 간을 스스로 구속하여 회전원심력에 대해

디스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6,7과 같이 디스크에 링 모양의 홈을 만들

고 디스크를 홈의 중심과 디스크의 회전 중심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분할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그림6. 디스크의 분할 그림7. 분할 디스크의 고정 

이 분할 방식은 분할된 디스크가 연결링 부품을 이용해 스스로 일체형과 같은 원형을 유지하므로, 일체형

디스크에서 사용한 차륜/디스크 조립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회전원심력이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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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의 원형홈과 연결링에 전달되므로 이러한 분할 방식에 대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설계 안전성 검토

디스크의 분할 개수에 따라 각 디스크 조각에 발생하는 원심력의 크기가 변하게 된다. 분할 수가 많을수록

분할 부의 디스크와 연결 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감소하여 기계적 안전성이 높으나, 허용 공간의 한계도 있으

므로 적절한 개수의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디스크 분할 개수 선정과 분할

디스크 연결 부의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디스크 분할은 그림8과 같이 120〫간격으로 3

분할이며 디스크의 연결 홈과 연결링의 상세설계에 대한 모델링은 그림9와 같다.

그림8. 디스크 분할 형상 그림9. 분할 디스크 연결부의 유한요소 모델링

1.2.1 유한요소 모델링

분할형 디스크는 대칭 형상이므로 한 조각의 1/2 모델로 유한요소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디스크와

연결링 그리고 디스크와 핀의 구속 조건은 비선형 접촉요소를 사용하였다.

1.2.2 경계 조건

분할 디스크 조각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정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고 각 부품에 각속도를 입력한 체력

(Body force)으로 표현된다. 모델링을 단순화하기 위해 생략된 냉각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질량과

의 차이는 밀도를 수정하여 보정하였다. 각속도는 차량의 최대 설계 속도 V = 200km/h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적용하였다.

- 각속도 (ω) = V / r = (200/3.6)/0.43 = 129.2 rad/sec , r = 차륜 반경

1.2.3 해석 결과

그림.10은 디스크의 Von-Misses 응력 분포이며 최대 215 N/mm
2

이다. 그림11은 같은 결과에서 연

결링의 Von-Misses 응력분포이고 최대 276 N/mm2 이다.

최대 주행속도는 180km/h이고 실제 주행에서 최대 속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

을 감안할 때 최대 설계 속도 200km/h에 대한 안전율은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단하였다. 최종적인 안전

성 확인은 시제품에 대한 Full scale 다이나모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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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디스크 연결부의 Von-Misses 응력 분포 그림11. 연결링의 Von-Misses 응력 분포

재질 인장강도 (N/mm2) 최대 응력(N/mm2) 안전율

디스크 연결부 CV-NCM 350 215 1.6

연결링 SM45C 569 276 2.1

도표 1. 해석 결과 

2. 시제품의 기계적 안전성 시험

2.1 원심력 시험

분할형 차륜디스크의 원심력에 대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동시험에 사용하는 다이나모

시험기(그림12)를 이용하여 원심력 시험을 실시하였다. 도표 2와 같이 총 20회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은 주어진 최고 속도에서 10분간 원심력을 가한 후 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시험13~20의 경

우에는 제동시 실제 차량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제동력을 부가하여 디스크의 열발생에 의한 응력도 동시

에 작용하도록 하였다.

그림12. 다이나모 시험기와 분할형 차륜디스크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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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Program (Vmax=250km/h )

Disc : φ680

Mass per disc : 7.3t

Pad : BECORIT 918

Brake No.
Speed

(km/h)

Braking

Force

(kN)

Initial

Temp.

(℃〫)

Remarks

1 5 9 200 3x2 50 ~ 60

- 정지제동, 건조상태, 각 스텝마다 냉각

- 정지 전 제동속도를 10분간 유지할 것

2 6 10 220

3 7 11 240

4 8 12 250

13 17 180 6.25x2

14 18 200

15 19 180 17.5x2

16 20 200

도표 2. 원심력 시험 프로그램 

2.2 비파괴 검사

원심력 시험 후 디스크를 분해한 결과 외관상 표면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자분탐상 검사 결과에서도

미세 균열 등의 표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13. 자분탐상 검사 그림14. 자분탐상 검사

2.3 시험 결과

원심력 시험 결과 디스크와 연결 부품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험 조건 중 주행 속도 250km/h

는 한국형 틸팅전동차 급의 최대 주행속도 180km/h와 비교할 때 차륜디스크에 작용하는 원심력 크기의

비가 약 1.9이다. 충분히 높은 하중에서 시험한 결과이므로 회전원심력 하중에 대한 디스크의 안전성은

확보되어 현차 주행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현차 주행 시험

디스크의 현차 시험은 동일한 차륜/디스크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한국형 틸팅 열차(TTX, 그림15)에

윤축 한 세트 분( 디스크 2세트)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TTX는 최대 주행속도 180km/h 급 전동차로 현재

호남선 및 중앙선에서 시험 운행 중에 있다. 2009년 9월 디스크 적용 이후 운행 거리 15,000km 주행 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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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디스크를 탈거하여 2.2절과 같은 방법으로 디스크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

었으며 차량에 재설치 되어 2010년 4월 까지 총 19,000km를 주행 중에 있다. 향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디스크의 안전성 확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림15. 한국형 틸팅열차 (TTX) 그림16. 분할형 차륜 디스크 설치 

4. 결 론

고속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판부 고정형 차륜디스크의 분할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디스크를 3조각으로 분할

하고 이것을 연결링으로 결합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분할 방식에 대한 기계적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시제품에 대한 원심력 시험을 다이나모 제동시험기를 통해 실

시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윤축 한 대분이 최대 주행속도 180km/h의 한국형 틸팅열차에 설치되어 15,000km 주행하였고, 분해 후 디

스크의 이상 유무를 중간 확인하였으며, 재조립 후 현재 총 주행 거리 19,000km를 기록 중이다. 주기적인 분

해 검사를 통하여 디스크의 안전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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