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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2/ε∆  : 소성변형률 진폭  

2/σ∆  : 진응력 진폭  
'

fσ   : 피로 강도 계수  

b  : 피로 강도 지수  
'

fε  : 피로 연성 계수  

c  : 피로 연성 지수 

fN2  : 파괴까지의 교번수명 

1. 서 론 

철도 차량은 승용차에 비해 중량이 훨씬 무겁고 

제동디스크의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부하도 크다. 

제동패드와 제동디스크 마찰면에 작용하는 접촉압

력의 크기는 0.5~2MPa 정도로 매우 작지만 마찰

열에 의한 열응력은 디스크 재료의 항복응력을 초

과할 정도이므로 디스크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기계적 하중에 의한 것보다는 주로 마찰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신뢰성 확

보, 그리고 유지보수 관점에서 고 내열성 디스크 

개발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Mackin 등(1)은 자동차용 제동 디스크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균열의 발생수명을 예측하

였고, Yamabe 등(2)은 트럭용 고 내열성 디스크 재

질을 개발하고 시험기를 이용하여 균열의 발생과 

진전특성을 평가하였는데 결정 내에 분포된 흑연

입자의 수가 많을 수록 균열의 진전이 작음을 보

였고, Sakamoto 등(3)은 철도차량용 주물 제동디스

Key Words: Brake Disc(제동 디스크), Cast Iron(주철), Finite Element Analysis(유한요소해석), Thermal Fatigue(열

피로), Railway Vehicle(철도차량) 

초록: 철도차량의 제동 디스크에 사용될 수 있는 주물재료 4 종에 대해 인장강도, 압축강도, 경도, 비열, 

비중, 열전도도 등 여러 특성값을 측정하였다. Ni, Cr, Mo의 조성비에 따라 인장강도, 압축강도, 경도 등

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들 재료에 대해 열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 원통형 시편에 

대해 열크랙의 발생과 길이를 측정하여 재료의 내열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열피로 시험과정을 유한요

소법으로 해석하고 Manson-Coffin 식과 주변형률을 이용하여 열피로수명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해석에 의한 예측수명은 관찰영역의 균열의 총 길이가 40 mµ ~ 1mm 사이에 있을 때의 수명

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Abstract: We measured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four types of cast irons used for manufacturing the 

brake discs of railway vehicles. It was found that these properties could be controlled by varying the composition of Ni, 

Cr, and Mo. Thermal fatigue tests were carried out by using a thermal fatigue tester in which thermal cycles could be 

controlled. Thermal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were measured on cylindrical specimens. Finally, we simulated the 

thermal fatigue test procedure by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alculated the thermal fatigue lifetimes by Manson-

Coffin’s equation and the maximum principal strain. The estimated thermal fatigue lifetimes corresponded to the 

measured lifetimes when the total crack length was 40µm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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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개발하고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Ni, Cr 을 함

유한 합금 주철이 높은 내열성을 가짐을 보여 주

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용 제동디스크 소재로 

사용 가능한 고 내열성 주철재료 3 종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물 소재에 대해 기계적, 물리적 

여러 특성값을 측정하고, 열피로 시험기를 이용하

여 열크랙의 발생과 진전 특성을 평가한 후, 유한

요소 열해석과 피로수명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효

율적인 열피로 수명예측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2. 주철 디스크 재질 

2.1 디스크 재질 및 특성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철 디스크 재질의 

조성을 보여준다.(5) 함유량이 비슷하고 특성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Si, P, S는 

표시하지 않았다. Conv.는 기존품을 의미하며 B, C, 

D 는 기존품의 C, Mn 성분을 약간 조정하고, Ni, 

Cr, Mo, Mg 등을 첨가하고 흑연의 조직을 연충형

(Vermicular)으로 하여 강도와 인성을 증가시켜 내

열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Table 2는 인장강도, 항

복강도, 압축강도, 연신율 및 탄성계수 측정값을 

보여준다. 상온에서 기존품의 인장강도는 260MPa, 

B, C, D의 경우는 400MPa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나 

경도는 낮아 상대재인 패드의 마모를 줄이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의 회주철

에 비해 연신율이 크게 증가되어 내열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4가지 소재 모두 압축강도가 인

장강도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5)

은 열적, 물리적 특성값을 보여준다 편상흑연 주

철인 Conv.의 경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열전도

도가 낮아지지만, 흑연의 형상이 연충형인 B, C, D

의 경우 약간 커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2.2 열피로시험 

열피로 시험은 인덕션 히터를 이용하여 고속으 

 

Table 1 Composition of the disc material(5) 

로 Fig. 1 과 같은 φ20×80mm 실린더형 시편을 가

열하여 설정 온도에 이르면 공압실린더를 이용하

여 시편을 하강시켜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수조에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Temp. 

( )℃  
Conv. B C D 

Tensile  

strength 

(MPa) 

25 260.53 402.34 445.41 459.35 

300 229.23 392.39 395.04 416.44 

Yield strength 

(MPa) 
25 244.73 353.95 406.80 431.10 

300 215.33 347.23 324.05 328.75 

Compressive 

strength (MPa) 
25 693.2 688.4 784.1 824.2 

Compressive 

yield strength 

(MPa) 

25 379.0 381.4 449.1 468.6 

Elongation rate 

(%) 
25 0.30 1.28 0.86 0.66 

300 0.55 1.16 1.75 1.75 

Elastic Modulus 

(GPa) 

25 136.93 163.52 165.61 170.50 

100 132.92 160.29 164.66 169.54 

200 128.90 156.30 162.48 167.56 

300 125.56 151.61 160.30 165.37 

Hardness 

(HBW10/3000) 
25 220 179 209 215 

 

 

Table 3 Thermal properties of the disc material(5) 

 

   
Temp. 

℃ 
Conv.  B  C  D  

Specific 

heat 

(J/g· )℃  

25 0.476 0.445 0.444 0.457 

150 0.535 0.506 0.508 0.516 

300 0.593 0.587 0.583 0.576 

Specific 

gravity 
25 7.241 7.056 7.137 7.085 

Thermal 

conductivity 

(W/m· )℃  

25 55.35 33.66 33.53 31.94 

150 51.24 36.09 36.03 35.42 

300 47.72 38.48 38.49 35.42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
-6
/ )℃  

30 10.3 10.9 10.4 10.2 

150 14.5 15.2 14.4 14.6 

300 16.0 16.0 15.9 15.9 

450 17.0 16.0 16.9 16.5 

 C Mn Cu Ni Cr Mo Mg 

Conv. 3.13 0.71 0.3 - 0.8 - - 

B 3.79 0.419 0.353 0.419 0.222 0.284 0.016 

C 3.75 0.401 0.353 1.05 0.403 0.433 0.015 

D 3.77 0.393 0.341 1.01 0.534 0.54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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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시켜 급랭시키는 사이클을 반복한다.(5) 일정한 

사이클의 열피로가 가해진 시편은 디지털 현미경

을 통해 표면 열균열의 발생 및 진전을 관찰한다. 

기본적으로 매 30 사이클마다 시편표면을 디지털 

현미경으로 촬영, 열균열의 진전을 관찰하였다. 하

지만 시험 시작부터 150 사이클까지의 수명 초기

에는 표면 열균열 발생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판단

하기 위하여 관찰 주기를 매 10 사이클로 하였다. 

총 6 곳으로 지정된 관찰 지점을 각각 촬영하여 

분석 후 전체 균열길이를 합하여 비교하였다. 또

한 각 시편의 관찰 지점을 동일하게 하여 관찰 위

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하였다. 

각 지점에서 촬영된 관찰 면적은 4.47 × 3.58 mm2

로 6곳 면적의 총 합은 96.02 mm2이다.  

최고온도 500 ℃, 최저온도 40℃로 460℃의 온도

범위로 열피로 하중을 가하였다(Fig. 2). 시험에는 

기존 철도차량 제동디스크 재질(Conv.)과 함께, 연

구를 통해 개발된 3 종의 재질(B, C 및 D)로 제작

된 시편이 사용되었다. 기존품 시편은 실물 제동 

디스크를 절단하여 제작하였다. 열피로 시험을 통

한 관찰 결과, 40 µm 의 균열이 관찰된 시점은 

Conv.: 60 사이클, B: 90 사이클, C: 110 사이클, D: 

100 사이클로 확인되었다. Fig. 3은 열사이클과 관

찰지점 6곳의 총 균열길이의 그래프이다. Fig. 4는 

후보소재 D 에 대해 780 사이클 후 찍은 사진이다. 

실제 열균열은 모든 관찰 지점에서 동일한 개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정 길이로 성장한 이후에는 

1~2개의 큰 균열로 병합되는 현상을 보였다.  

 

2.3 유한요소 해석 및 수명예측 

 

2.3.1 유한요소 모델링 

일반적으로 물체의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변화만 

존재하며 물체의 변형에 의한 온도변화는 고려하

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려 

 

 

 
 

Fig. 1 Specimen, thermal fatigue tester 

는 목적으로 열해석 후 그에 따른 열응력을 계산

하는 순차적 해석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열

피로 시험과 같이 냉각시의 온도변화가 아주 큰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비선형성이 크게 증가해 열

응력 계산 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본 해석에는 온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열응력  

 

 
 

Fig. 2 Thermal cycles 

 

 

Fig. 3 Thermal crack length vs. cycles(5) 

 

 

Fig. 4 Thermal cracks on material D after 78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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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동시에 계산하는 완전 연성(Fully coupled) 

해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9,961 개의 노드와 

3,200 개의 CAX8RT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축 대칭

성을 고려하여 시편의 회전 단면을 모델링하였다. 

대칭면에는 단열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1은 

시편의 가열된 모습, 원통좌표계와 ABAQUS 유한

요소 축대칭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유한요소 해석에서 시편 표면에 가해지는 최대

(500 ), ℃ 최소(40 )℃ 의 온도와 가열 및 냉각 시간

을 실제 열피로 시험조건과 동일하게 부여하였으

며 시편의 가열부위에서 유도전류에 의해 발생하

는 온도분포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해석에는 

상온 및 고온에서의 특성시험을 통해 얻은 각 재

질들의 기계적, 열적 물성치가 사용되었다. 반경방

향 온도 특성을 보면, 가열 시에는 가열부 반경 

방향에 전체적으로 최고온도에 가깝게 가열되며 

다른 비가열 부분과의 온도차이가 발생하고 냉각 

시에는 시편 표면에서부터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

생하여 잔열이 남아있는 시편 내부와의 온도 구배

가 급격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열팽창에 의한 

열변형 차이에 의해 열응력이 발생된다. 기존품 

재질 시편이 가열되어 최고온도에 도달한 시점과 

냉각되어 최저온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의 깊이 

방향 온도분포를 Fig. 5 에, 또한 가열 시와 냉각 

순간 시편에 발생하는 Von Mises 열응력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재료 피로수명의 초기에는 가공 경화

(Strain hardening)와 가공 연화(Strain softening)와 같

은 천이거동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안정화 시점은 파단 수명의 

20~50% 정도가 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열피

로 실험 결과에서 열균열이 100 사이클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50

회 외에 20 회의 사이클 반복을 추가, 총 70 회의 

열피로 사이클까지 해석을 수행 하였다.  

열피로 시험에서의 균열 관찰위치에 해당하는 

절점에서 70 번 째 사이클이 작용하는 동안의 각 

방향 변형률 및 응력 성분들을 Figs. 7-10 에 나타

내었다. 응력 S12 및 변형률 E12 는 그 크기가 0 에 

가까워 그래프에 나타내지 않았다. 위의 응력 및 

변형률 성분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열 

시에는 시편 표면 가까이의 고온영역이 열팽창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열팽창이 내측에서의 상대적 저

온영역에 의해 구속되어 압축응력이 발생하며, 냉

각 시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열 

사이클의 시작과 끝에서의 변형률이 0 이 아닌 일

정한 값을 갖는데 이는 열응력에 의해 매 사이클

마다 비탄성 영구변형이 누적되는 현상인 열 라체

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영구변형량은 E11

성분이 가장 크며 시편의 길이방향 성분 E33은 거

의 영에 가깝다. E11의 크기는 기존재질, B, C, D 순

으로 1.2, 0.49, 0.6, 0.37% 이다. 기존품에서의 영구

변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후보소재들

에서는 그 양이 작아 디스크 표면의 영구변형에 

의한 손상 측면에서도 개발 소재가 더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된다. 

 

2.3.2 열피로 수명평가 

40℃에서 500℃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수행된 열

피로 시험 결과, 최대 110 사이클 이하에서 모든 

소재들에서 열균열이 관찰되었고 해석 결과에서도 

탄성영역을 넘어서는 변형률이 발생되어 저주기 

피로 (Low cycle fatigue) 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주기 피로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

적인 관계를 갖지 않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의 수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Conv.) 

 
 

 
(a) Tmax                    (b) Tmin 
 

Fig. 6 Von Mises stress distribution (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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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ain and stress, material Conv. 

 

 

 
Fig. 8 Strain and stress, material B 

 

 
 

 
Fig. 9 Strain and stress, material C 

 

 

 
Fig. 10 Strain and stress, materi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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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평가에는 변형률-수명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Manson-Coffin(7)

이 제안한 변형률-수명 식 (Equ. 1)을 이용하여 수

명을 계산하였으며, 각 해석결과를 열피로 시험에

서 얻은 열균열 발생수명 결과와 비교하였다. 

 

c

ff

b

f

f
NN

E
)2()2(

2

'

'

ε
σε∆

+=        (1) 

 

여기서, 2/ε∆ = 소성변형률 진폭, 2/σ∆ = 진응력 

진폭, '

fσ  = 피로 강도 계수, b = 피로 강도 지수, 

'

fε =피로 연성 계수, c =피로 연성 지수, 
fN2 = 파

괴까지의 교번수명이다. 

다축 응력상태에서 균열발생 평가법의 하나는 

주변형률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 (1)에서

ε∆ /2 는 다축 변형이 발생하는 열하중 특성을 고

려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어진 마지막 사이

클 (70 cycle)에서의 최대 주변형률을 유효 변형률

로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탄성계수 E는 소재 물

성시험을 통해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으며 b는 회  

 

Table 4 Value of the parameters 
 

Mat.  
ε∆ /2 

(E-3)  

'

fσ /2 

(E-3) 

'

fε  

(E-2) 
b  c  fN  

(cycle)  

Conv. 4.91  2.50  3.3  -0.1  -0.581  54  

B  4.55  4.26  

1.6  

-0.153  

-0.383  

126  

C  4.78  4.20  -0.119  136  

D  4.51  4.08  -0.147  126  

 

 

 
Fig. 11 Experimental and simulated lifetimes 

전 굽힘 피로시험에서의 결과를 취하였다.(5) 나머

지, '

fσ , '

fε 및 c  값은 ASM 핸드북(8)에서 그 물성

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GG25 (기존품 재

질과 유사) 및 GG35 (B, C, D 소재들과 유사)의 피

로 물성을 적용하였다. Fig. 11은 Manson-Coffin식

으로 계산한 수명과 열피로 시험에서 관찰지점의 

총 균열길이가 40 mµ , 1mm, 5mm 일 때의 수명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계산에 의한 수명은 시험에서 

총 균열길이가 40 mµ 와 1mm 사이에 있을 때의 

수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anson-

Coffin 식과 유한요소 해석에서 얻은 최대 주변형

률을 사용하여 열피로 수명을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철도차량 제동 디스크 재질로 기존의 편상흑연 

주철과 Ni, Cr, Mo 을 첨가한 3 종의 신 재질에 대

해 기계적, 물리적 특성 평가, 열피로 특성평가 그

리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수명평가를 수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원통형 시편 주위에 열이 가해지는 경우 시

편의 표면에는 여러 곳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성장

하다가 이웃하는 균열끼리 서로 이어져 큰 균열이 

형성되었다. 

(2) 열피로에 의한 균열의 발생과 진전은 기계

적 하중에 의한 균열의 발생과 진전과 차이가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하중에 의한 저주기 

피로수명평가에 적용되는 피로수명 평가방법을 적

용하는 절차를 개발하여 소재의 내열성을 효율적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3) Manson-Coffin 식과 최대 주변형률을 적용하

여 계산한 열피로수명은 본 연구의 시험법으로 균

열길이를 측정했을 때 총 균열길이가 40 mµ 와 

1mm 사이에 있을 때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을 알

았으며, 이러한 방법은 소재의 열피로 수명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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