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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 휠은 스틸 휠에 비해 내식성이 우수하

고 무게가 가벼우며 충격 흡수성이 우수하여 승차

감이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조와 주조에 의

한 승용차용 알루미늄 휠 제품은 형상과 크기에 

따라 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함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에 작용하는 여

러 종류의 복합 및 반복하중에 대한 문제점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알루미늄 휠의 취약점

을 보완하기 위해, 노면으로부터 각종 하중이 전

달되는 부품으로서의 알루미늄 휠에 대한 충분한 

구조강도가 요구된다.(1~4) 또한 초기 설계 시 소비

자들의 요구와 호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의 형상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통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휠의 강도평가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Noh 등(5)은 충격시험에 대

한 선형탄성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충격시의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과 내충격성을 파악하였고, Jeong(6)

은 자동차 디자인의 안전성과 연료절감이라는 문

Key Words : Fatigue(피로), Wheel(휠), Structural Design(구조 설계),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초록: 제품 생산과 실험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의 강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단계에서 범용 프로

그램인 ANSYS 의 도입 및 활용은 제품의 생산과 강도 평가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ANSYS를 이용하여 승용차용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의 휠을 3차원 

형상으로 모델링하고 구조해석과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대한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디쉬 타입이 스포크 타입보다 변형이 적게 일어나고 최대등가응력도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크 타입이 경량과 우수한 냉각성능으로 인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수명에 대한 

피로 해석 결과, 알루미늄 휠이 스틸 휠보다 피로 저항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Abstract: Prior to the experimental and production stages of goods, the strengths should be evaluated in the design 

stage. The introduction of commercial codes at the design stage gives benefits such as cost and time economies in the 

production and strength evaluation. In this study, structural analysis and fatigue analysis are carried out using ANSYS 

modeling of the 3D geometry of the wheel. In a comparison of dish-type and spoke-type wheels, it is shown that the 

deformation and maximum equivalent stress for the dish-type wheels are lower than those for spoke-type wheels. 

Nevertheless, spoke-type wheels are often used because they are light and have exhibit excellent cooling performanc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ife analysis, aluminum wheels show improved resistance to fatigue compared 

to steel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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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 합금 휠에 관한 디자

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im(7,8)은 주파수 응답함

수법을 이용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알루미늄 휠과 

스틸 휠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른 

Kim(9)은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의 내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한요소법과 유연체를 이용한 동

역학적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응력해석과 내구해

석을 실시하였으며, Cho 등(10)은 타이어의 압력과 

코너링의 하중 등의 불규칙한 피로 하중을 받는 

휠에 대한 피로 수명과 손상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나아가, Sherwood 등(11)은 항공기용 타이어와 휠의 

접촉 압력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였고, Kalyanasundaram 등(12)은 휠의 무게와 강성, 

관성모멘트 등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과 최적화를 

통하여 휠체어용 휠에 대한 재설계를 실시하였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휠은 충격시험 평가를 통하

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제품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으

로 부적합한 시제품에 대해서는 재설계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과 실험적

인 강도평가에 앞서 설계 단계에서의 강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단계에서 범용 프로그램인 

ANSYS 의 도입 및 활용은 제품의 생산과 강도평

가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 여러 가지 이

점을 갖게 한다.(13,14) 본 연구에서는 ANSYS 를 이

용하여 승용차용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의 휠을 

3 차원 형상으로 모델링하고 구조해석과 피로해석

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구속조건과 충

격하중 조건을 통하여,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예상하며, 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구조적인 강도 

평가와 피로해석 및 수명 예측을 실시하고 알루미

늄과 구조용 강 등의 휠 재질에 따른 영향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2. 휠의 구조 및 형상 모델링 

2.1 휠의 구조 

휠은 타이어와 함께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고 주

행과 제동, 구동 시에 발생하는 토크와 충격 및 

다양한 하중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승용차용 

알루미늄 휠은 허브의 홀을 통해 차축에 볼트로 

체결되며, 차량의 회전력을 타이어에 전달하고, 차

량 운행 시 노면에서 발생되는 여러 종류의 하중

을 타이어를 통해 이차적으로 흡수하는 부품이다. 

이러한 승용차용 휠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림(Rim)

부분과 디스크(Disk)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

며, 세부적으로는 Fig. 1과 같이 옵셋(Offset), 허브

(Hub), PCD(Pitch center diameter), 플랜지(Flange)로 

구성된다.(15)  

먼저, 림 부위는 타이어와 밀착되어 공기압을 

유지시켜 주는 부위이며, 림 폭은 타이어의 편평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림 폭이 작은 경우는 

사이드 월 부분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위험이 따르

고, 림 폭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연비가 증가되

며 차체와의 간섭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디스크 부분은 휠의 디자인이 구사되어 있는 전면 

부위를 말하며 차체와 체결하여 주는 허브 축 볼

트 구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옵셋은 림의 중심선

에서 디스크 장착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며, 승용

차의 경우 포지티브 옵셋, 지프차의 경우 네거티

브 옵셋이라고 한다. 옵셋이 틀린 경우 차량 간섭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허브는 휠의 중앙 

부분에 있는 구멍으로 차축과 체결되는 부분으로, 

차축의 지름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PCD 는 휠

이 차에 지탱할 목적으로 뚫은 볼트 구멍의 각 중

심선을 연결한 원의 지름을 의미하며, PCD 가 틀

리면 차에 장착할 수 없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그 구멍수가 4개이며 수입차등 고급차종은 5개가 

보통이다. 플랜지는 타이어의 비드(Bead) 부분을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for aluminum 

alloy and structural steel 

 
Impact 

resistance 

Fatigue 

resistance 

Lighter 

weight 
Precision 

Aluminum 

alloy 
Excellent Excellent Good Excellent 

Structural 

steel 
Good Good Common Common 

 

 
Fig. 1 Schematic view of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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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mensional drawing[mm] 

 

  
(b) CATIA CAD model 

 

Fig. 2 Dish type wheel 

 

지탱시켜 주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J 형(클립식 

납 사용)과 JJ 형(부착식 납 사용)의 밸런스 납을 

부착시켜주는 부위이다. 

알루미늄 휠의 가격이 스틸 휠에 비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

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루미늄 휠은 

비철금속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다양

한 제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2.2 형상 모델링 

본 연구에서의 응력 해석에 사용된 휠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디쉬 타입은 Fig. 2 와 같이, 디

스크 부분이 접시 모양을 기본으로 한 형태로 강

도 확보가 용이한 반면, 통기성이 떨어져 냉각성

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디스크 부분에 홀을 내기도 하고, 핀을 

조합한 디자인 제품이 양산되고 있다. 반면, Fig.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크 타입은 마차의 수레

바퀴를 기본으로 발전된 휠의 형태로서, 십자형으

로부터 3, 4, 5, 6, 7, 8, 9, 10, 11, 12개 정도의 스포크

를 갖는 경우를 스포크 타입이라고 하고 그 이상 

 
(a) Dimensional drawing[mm] 

 

  
(b) CATIA CAD model 

 

Fig. 3 Spoke type wheel 

 

Pre-process ① 3D modeling 

 

② Material properties 

③ Mesh generation 

④ Constraint condition 

⑤ Load condition 

▽ 

Solver Analysis 

▽ 

Post-process Results 

 

Fig. 4 Flow chart for structural analysis 

 

을 핀 타입이라고 칭한다. 스포크 타입 휠은 강도 

확보 및 경량화가 용이하고 냉각성에도 우수한 특

징을 갖고 있다. 실제 휠의 충격시험은 2기압으로 

조절된 타이어를 휠에 장착시킨 상태에서 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

운 실험이므로 본 해석에서는 타이어를 고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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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건은 생략하였으며 휠 만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3. 휠의 구조해석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수행한 승용차용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 

Table 2 Material properties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Aluminum 

alloy 
71 GPa 0.33 

Structural 

steel 
200 GPa 0.32 

 

Table 3 Number of elements and nodes 

 Elements Nodes 

Dish type  41389  92346 

Spoke type  58707  107799 

 

 
(a) Dish type 

 

 
(b) Spoke type 

 

Fig. 5 Finite element meshes 

입의 휠에 대한 구조해석 과정은 Fig. 4 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3.1 유한요소 분할 

Fig. 5(a)와 Fig. 5(b)는 각각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의 휠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생성한 유한요소

분할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4 절점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였다. 해석 모델에 사용된 알루미늄 합금과  

 

 
(a) Boundary condition 

 

 
(b) Load condition 

 

 
(c) Moment condition 

 

Fig. 6 Constrai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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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h type 

 

 
(b) Spoke type 

 

Fig. 7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구조용 강에 대한 재료 물성치는 각각 Table 2 와 

같고,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요소 수와 절점 수는 각각 Table 3과 같다. 

3.2 경계조건 

모델에 대한 경계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먼저 

Fig. 6(a)와 같이 휠의 끝 면을 선택하여 고정시킨

다. 또한 정적인 상태에서의 휠에 대한 응력 분포

를 확인하기 위해, Fig. 6(b)와 같이 타이어와 접하

는 면을 선택하여 수직방향으로 0.24MPa 의 압력

을 적용하였다. 회전에 대한 모멘트를 고려하기 

위해, Fig. 6(c)와 같이 휠의 안쪽인 브레이크와 연

결되는 면을 선택한 뒤 하중의 방향을 전역 직교

좌표를 기준으로 2948.9kN·mm를 가하였다. 

 

3.3 구조해석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 

휠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 Fig. 7과 같이 

디쉬 타입에 대한 최대등가응력은 14.79MPa 이었

으며 ,  스포크  타입에  대한  최대등가응력은 

65.17MPa 이었다. 또한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  

Table 4 Analytic results for structural steel 

 Dish type Spoke type 

Maximum 

deformation 
0.012 mm 0.037 mm 

Maximum 

equivalent stress 
14.78 MPa 65.43 MPa 

 

 

 
(a) Dish type 

 

 
(b) Spoke type 

 

Fig. 8 Total deformation 

 

휠에 대한 변형량을 조사한 결과, Fig. 8 과 같이 

디쉬 타입에 대한 최대변형량은 0.035mm 이었으

며, 스포크 타입에 대한 최대변형량은 0.105mm 

이었다. 또한 구조용 강 재질에 대한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 휠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 와 같이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대한 

최대등가응력은 각각 14.78MPa 과 65.43MPa 이었

으며,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대한 최대변형

량은 각각 0.012mm 와 0.037 mm 를 나타내었다. 

즉 최대변형량은 타입에 상관없이 알루미늄 합금

의 경우가 구조용 강에 비해 3 배 정도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Table 2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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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mplitude loading ratio of fatigue analysis 

 

 

Fig. 10 S-N curve of aluminum alloy 

 

 

 

Fig. 11 Fatigue life for spoke type 

 
루미늄 합금의 탄성계수가 구조용 강에 비해 3 배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3.4 피로해석 

연강에 적합한 Goodman 이론(16)에 따라, Fig. 9

와 같이 인장 하중의 적용과 제거를 반복하여 피

로수명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Fig. 10 은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S-N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 

 

(a) Dish type 

 

 

(b) Spoke type 
 

Fig. 12 Safety factor 

 

로 최대등가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최소수명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강 재질의 휠에 대한 

피로해석에 따른 수명 예측 결과, Fig. 11 과 같이 

스포크 타입 휠에 대해 10E7 의 수명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하중을 지지하거나 

이송시키도록 설계된 물체의 부하능력을 들 수 있

으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의 파단을 피하

기 위해선 구조물이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이 사용 중 견디는 데 필요한 하중보다 커야 한다.  

이를 위해 구조해석에서 구한 최대등가응력과 

알루미늄 합금의 인장항복강도(130MPa)를 기준으

로 안전율(safety factor)을 계산한 결과, Fig. 11 과 

같이 디쉬 타입의 안전율은 최소 8.816 을 나타났

고, 스포크 타입의 경우는 최소 2.0044 를 나타났

다. 또한 위치에 따른 안전율의 분포를 보면, 디쉬 

타입이 스포크 타입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차이

를 보였으며, 스포크 타입은 허브와 스포크의 연

결 부위에서 상대적인 안전율의 차이를 크게 나타

내어 이 부분이 특히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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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승용차용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의 휠에 대한 구조해석과 피로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대한 해석 결과

를 보면, 디쉬 타입이 스포크 타입에 비해 변형이 

33% 정도로 적게 일어나고 최대등가응력도 23% 

정도로 작음을 알 수 있다. 

(2) 알루미늄 합금과 구조용 강의 재질에 대한 

영향을 알고자 해석한 결과, 디쉬 타입과 스포크 

타입에 관계없이 최대등가응력은 거의 비슷하였으

나, 최대변형량은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가 구조용 강에 비해 3 배 정도 컸음

을 알 수 있다. 

(3) 디쉬 타입의 최소 안전율이 스포크 타입에 

비해 약 4.4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위치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해 보면 디쉬 타입의 경우가 

스포크 타입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였

으며, 스포크 타입의 경우는 허브와 스포크의 연

결 부위에서 상대적인 안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

나 이 부분이 특히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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