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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heat resistant material for brake disc is required for higher speed trains. Although Aluminum is very 
expensive, it which has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low density has been adapted to high performance 
light-weight brake disc. In this study, we carry out the thermal stress analysis for suggested shape of Al hybrid 
brake disc which was designed to meet the optimal point between a performance and economic side. And we 
compare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to results of conventional disc at the same braking speed. The result show 
that the temperature on braking surface of Al hybrid disc is lower than the temperature on conventional disc 
surface, whereas the maximum thermal stress is larger than stress on conventional disc.

1. 서론

디스크-패드 제동장치는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감속, 혹은 정지시키

는 장치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제동 과정에서 디스크 표면은 마찰에 의해  

매우 높은 온도까지 상승한 후 대류에 의해 냉각 되며, 이러한 작용이 무수히 반복되는 과정에 열응력

에 의한 열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디스크 표면에는 이러한 열피로 작용에 의한 열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열균열은 디스크 파단에 의한 사고 위험과 제동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표면 삭정작업

을 통해 제거되도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열균열의 빈번한 발생은 삭정작업 횟수를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디스크 마모한도 두께까지의 수명을 저감시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상승시킨

다.

최근 철도차량의 고속화에 따라 더욱 높은 내열균열성을 가지는 제동 디스크 재질에 대한 개발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1,2]. 본 연구에서는 높은 열전도도를 가져 내열성이 뛰어나며 낮은 밀도로 차량 경

량화를 가능케 하는 철도차량용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를 개발함에 있어, 그 형상을 결정하기 위

한 초기 연구로 동일 열용량 확보를 위해 체적을 증가시킨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 형상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형상의 제동 디스크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제동 시 작용하는 온도 및 열응력 분포를 확인

하여 그 결과를 기존 회주철 디스크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철도차량용 제동 디

스크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던 유한요소 해석 연구 [3-6]들을 참고하여 입력조건을 수립, 본 해석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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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료가 갖고 있는 낮은 비중과 높은 열전도도 특성은 제동 디스크 재질로써 적용

하기에 긍정적인 면을 갖지만 낮은 내마모성이 큰 단점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재 

안에  SiC 입자를 혼합하여 주조함으로써 재료의 마찰 및 마모 강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

은 정확한 함량을 분산 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외부 환경에 의한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가의 SiC whisker나 분말을 사용하므로 제조비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7].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는 디스크를 마찰면 부분과 핀 및 허브 부분으로 구분하여 마찰면 부분

은 A356에 SiC를 혼합한 형태의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함으로써 마찰/마모 성능을 향상시키며, 핀 및 

허브 부분에는 A356 합금을 이용함으로써 전체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의 열용량 수준을 기존 회주철 디스크의 수준에 근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열용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Al 복합체 디스크 열용량 :    ×   

기존품 디스크 (회주철) 열용량 :      ×         (1)

위의 계산 결과에 따라 동일한 열용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의 체적 증가가 

필요하여 마찰면 및 허브 두께를 늘려 기존 디스크 형상 대비 약 40% 증가된 부피를 갖도록 하였다. 

대칭을 고려하여 1/8로 모델링 한 기존품 디스크 및 제안된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의 모델링 형상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3. 온도분포 및 열응력 해석

(1) 해석 조건

새마을호 차량 (43 ton/량)이 150 km/h의 제동 초속도에서 정지 시까지 40초에 걸쳐 감속되는 경우

를 가정하여, 이 경우에 열에너지로 변환되는 운동에너지에 해당하는 크기의 열유속을 제동디스크 표면

에 부여하였다. 이때, 표면 열유속의 크기는 제동 시작과 함께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40초 후에 0이 되

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전체 열에너지 중에서 디스크로 유입되는 열분담률은 주세민 등[3]이 [8]에서 

제시한 식을 이용해 계산하였던 0.87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해석 조건에 따라 제동 초기, 디스크 표면에 

입력되는 열유속을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  



⋅⋅




⋅



  ⋅

    (2)

여기서,  : 디스크당 열차 질량 [43 ton / (8개×1/8모델)]

         : 제동 초속도 [150 km/h = 41.67 m/s]

        : 열분담률 [0.87] [3]

         : 면적 [54,015.76 mm2]

디스크 바깥 부분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100 W/m2․K, 안쪽은 80 W/m2․K으로 하였으며 주변 온도는 

20℃로 가정하였고 대칭 단면에는 단열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디스크 초기온도는 40℃로 결정하였다.  

284



55

12.5

22
55

17.5

30

(a) 기존품 디스크 (b) Al 복합체 디스크(안)

그림 1. 기존품 및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 1/8 모델링 형상

재질
(MPa)



(MPa)


(%)


(g/cm3) (GPa)



(×10-6)


(W/m․k)


(J/g․K)

Cast iron 229 283 3.5 2.68 71 21.5 195.0 0.882

A356 229 300 3.5 2.77 116 20.1 144.9 0.803

A356/SiC 244 260 0.3 7.15 137 10.3 55.4 0.476

표 1. 재료 물성치

기계적 경계조건으로는 각 대칭면에 대칭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2조가 한 세트를 이루어 두 조의 결합

면에 약 2 m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구조상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합면은 구속하지 않았다. 또

한, 볼트에 의해서 구속되는 체결 상태를 구현하였으며 해석에는 온도와 열응력을 동시에 계산하는 온

도-변위 연성 (Coupled temperature-displacement) 요소를 이용하였다.

표 1에서는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 재질인 A356 및 A356/SiC와 기존품 디스크 재질인 회주철의 입

력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2) 온도 해석 결과

디스크 표면에 최고온도가 발생하였을 때의 각 디스크 온도분포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최고온도 및 

제동 시작 후 최고온도 도달 시점은 기존품의 경우에는 162.8℃ (24.7초), 제안된 형상의 알루미늄 복

합체 디스크에서는 153.8℃ (30.7초)로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에서의 최고온도가 약 9℃ 더 낮으며 그 

시점도 6초가량 늦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제동 종료 후에 각 디스크 표면이 초기온도인 40℃로 냉각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품은 약 570초,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는 약 520초로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가 60초 정도 빨리 냉각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의 열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표면에서 유입된 열이 깊이방향으로 빠르게 전도되어 발

생한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열응력 해석 결과

제동 디스크에 대한 열응력 해석 결과, 허브와 결합면 부근 및 냉각핀을 연결하는 필렛부와 볼트 체결

부위에서 최대 Von Mises 응력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열응

력에 그 주안점을 두어 해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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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품 디스크 (a) 기존품 디스크(b)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

그림 2. 제동 디스크 표면 온도분포

(a) 기존품 디스크 (b)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

그림 3. 제동 디스크 표면 Von Mises 열응력 분포

그림 3은 각 제동 디스크 표면에서의 열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위치는 마찰면 안쪽 원주 상의 냉각핀 사이 부분으로 두 디스크에서 서로 같았으며, 발생한 열응력이 

디스크가 가열될 때 주로 압축응력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특성도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크

기에 있어서는 두 디스크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에서의 최고온도는 기존품 디

스크에서 보다 낮은 반면, 최대응력은 131.5 MPa로 기존품 디스크에서의 106.4 MPa에 비해 23.6% 

정도 높았으며 그 시간도 약 4초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품 디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

한 온도 구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열용량 증대를 위한 마찰면 두께 증가와 알루미

늄 재질의 높은 열팽창계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각 디스크 표면에서 최대 Von Mises 응력을 보인 

노드 1946 (기존품) 및 노드 777 (알루미늄)에서의 온도, Von Mises 응력 및 최대/최소 주응력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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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de 1946 (기존품) (b) Node 777 (알루미늄)

그림 4. 최대응력 발생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Von Mises 및 최대/최소 주응력 변화

4. 결론

A356 및 A356/SiC를 사용하는 알루미늄 복합체 제동 디스크 형상 설계의 기초단계 연구로, 열용량을 

기존품 디스크 수준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마찰면 및 허브 두께를 증가시킨 형상을 제안하고 동일 제동 

조건에서의 온도 및 열응력 분포를 해석하여 그 결과를 기존품 디스크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루미늄 복합체 디스크는 높은 열전도도로 인해 마찰 표면에서 발생하는 최고온도가 기

존품 디스크보다 낮고 40℃의 초기온도까지 냉각되는 시간은 더욱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알

루미늄 복합체 디스크 마찰면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오히려 기존품 디스크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기존품 디스크 재질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열팽창계수와 열용량 증대를 위한 마찰면 두께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디스크 전체 두께의 변화 없이 마

찰면과 허브의 두께만 늘리는 과정에서 디스크 안쪽의 냉각핀 길이가 짧아지고 환기 공간이 줄어들어 

냉각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형상을 제안하여 새로운 형상의 알루

미늄 복합체 디스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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