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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brake is safely to transport passenger & cargo and stop vehicles at emergency in railway 

vehicle. Brake system reduces the speed by control command of electricity or air. mechanical methods to 

perform brake are disk brake & tread brake.

This study targeted development of highly efficient sintered alloy brake shoe in railway vehicle whose high 

frictional coefficient, wear resistance, compatibility of the existing tread brake shoe & minimization of wheel's 

thermal damage and performed development of friction material's formulation, analysis of pressure distribution 

in wheel tread & brake shoe, optimum form design through analysis of heat flow. 

1. 서론

2004년 4월 한국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철도 르네상스’ 가 시작되었다. 철도의 속도향상은 산업 

전반에 거쳐 인적/물적 네트워크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국내 운송부문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철도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다. 철도가 다른 교통수단의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시성과 함께 안전

(Safe)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철도의 안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신뢰성 높은 기초제동장

치이다. 

기초제동장치는 마찰이론 및 설계, 제조, 시험평가 등의 복합적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분야로 국내에

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 철도전문연구기관이나, 운용회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인식되어 지고 있지만, 여전히 철도 선진국의 기술수준과는 상당한 수준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제동장치의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철도차량의 제동장치는 전기제동장치와 기계제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전기차량은 제동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제동장치인 발전제동이나 회생제동으로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에

도 제동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마찰에 의한 기계제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기계제동장치는 디스크제동장치, 답면제동장치로 구분된다. 디스크제동장치는 차축에 장착된 디스크에 

브레이크 패드를 압착하여 제동하는 방식이고, 휠브레이크 장치는 휠(Wheel) 측면에 장착된 디스크에 

브레이크 패드를 압착시켜 제동하는 방식이며, 답면제동장치는 제동통에 공급된 압력공기의 힘을 레버

기구를 통하여 적절한 크기로 증대시켜 제륜자(Brake Shoe)를 차륜답면(Wheel Tread)에 편압 또는 양

압으로 밀어 붙여 운동에너지를 차륜과 제륜자 사이의 마찰일로 흡수하며 이 때 발생하는 열을 대기 중

에 발산하는 방식이다. 답면제동은 궤도차량류의 대표적인 마찰제동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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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차나 고속차량의 동력차에 사용되고 있다. 

답면제동장치는 답면차륜과 제륜자로 구성되며, 제륜자 소재에 따라 답면차륜과 제륜자 사이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차륜답면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철도차량의 안전과 직결된다. 실제, 

2006년 10월 28일에 발생한 경부선의 대전역구내에서 발생한 화물열차탈선사고는 차륜답면 손상의 진

전에 의한 결과로 알려졌으며 답면 손상의 주요 원인은 답면차륜과 제륜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함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동환경에 영향이 적어 일정한 고마찰계수를 가지고,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차륜의 열

적 손상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답면제륜자와 상호 호환이 되는 “철도차량용 고성능 소결제륜자 개발”을 

위해 마찰재조성(Formulation)개발, 답면차륜과 제륜자의 압력분포해석 및 열유동해석을 통한 최적형상

설계을 수행하였다.

2. 연구목표 및 평가방법

2.1. 연구목표

가. 평균마찰계수: 0.16∼0.33

나. 정적마찰계수: 0.2이상

다. 소음: 100dB이하

라. 답면차륜/제륜자 최고온도: 답면차륜 400℃이하, 제륜자 200℃이하

마. 마모량(x10
-3

mm): 60이하. 

바. 답면차륜상태: 열크랙 없을 것.

사. 제륜자상태: 파손 없을 것.  

2.2. 연구 평가방법

2.2.1. 답면차륜상태

열발산이 용이해야 하며 및 답면의 크리닝을 해야 한다.  

① 열발산: 제륜자는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에 따른 마찰열을 차륜답면과 분담해야한

다. UIC 541-4 규격에서는 차륜의 최고온도를 375℃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상의 온도는 마찰력 저

하 및 제동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과 함께 마찰열에 의한 열손상, 이상마모로 인하여 차륜손상(찰

상, 박리, 열크랙)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빈번한 차륜삭정, 운행차질로 인한 영업손실, 극한 경우에는 탈

선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마찰열의 발생에 대하여 차륜이 열부담을 저감하기 위해서 열흡수 

및 열발산이 좋은 제륜자를 개발하여 차륜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JIS규격에 제륜자의 온도는 25

0℃이하(마찰면 5∼10mm)로 규제하고 있다.) 열발산은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평가하거나,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답면차륜상태의 열크랙은 PT(침투탐상)검사나 래프리카 검사를 실시하여 평

가한다. 

② 크리닝: 답면차륜은 레일표면에 잠재된 여러 가지의 개재물과 가장 먼저 접촉하고 , 차륜활주를 방

지하기 위해 모래를 분사하는 살사장치가 있으며, 합성제륜자는 외부의 이물질이 제품에 박혀서 오히려 

차륜손상을 가속화하고 열에 의해 유기계가 녹아 차륜에 달라붙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차륜은 상시적

으로 외부적인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차륜에 달라붙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차륜의 본래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개발품이 요구된다. 차륜의 크리닝은 답면의 거칠기 상태로 평가한다.

2.2.2. 제륜자상태

제륜자는 작동 중 구조물에서 탈락하지 않고 마모에 의해 수명을 다하여야 한다. 마모수명이전에 파

손되어 교체되는 제륜자의 형태는 횡방향 균열, 편마모 및 기공, 제륜자 고리탈락, 차륜답면 편접촉이 

있다. 제륜자의 파손은 상대재인 차륜답면의 손상에 직접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제동, 

과도한 압부력 상황에서도 제륜자 파손이 없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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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륜자 파손형태

2.2.3. 마찰계수

제륜자의 요구특성 중 최우선하는 것은 제동력이며, 이는 마찰계수로 표현된다. 고속화차용 컨테이너 

제륜자의 마찰계수는 제동거리를 보장하는 값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에 적절한 값을 지녀야 한다. 마찰계

수가 낮으면 제동거리 확보가 불가능하고, 마찰계수가 높으면 제동거리는 짧아지지만, 일반적으로 마모

율이 높아지고 소음발생의 빈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차량의 점착한계 내에서 마찰계수를 높일 수 있지

만, 마모량, 소음 등을 감안해 시스템에 적절한 값을 가져야 하고, 기후와 온‧습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마

찰계수를 유지해야 한다. 고속화차용 컨테이너 화차의 경우, 제동초속도 120km/h에서 900m이내를 만족

하기 위한 사양으로 평균마찰계수는 0.13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내의 기존품

의 제륜자의 평균마찰계수(합성제륜자 제동초속도 110km/h에서 0.11±0.02)는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 

없다. 마찰계수를 높이는 것이 제동거리단축에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마찰 제륜자 개발이 필요

하다. 통상 마찰재의 평균마찰계수를 10% 향상하는 것은 개량비용 투자 없이 제동거리를 10%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평균마찰계수를 UIC 541-4규격

의 경우, 압부력이 2톤 이상 시는 0.18(±0.02)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고속화차에서 제동마

찰열에 민감하지 않아야 하며 마찰계수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2.4. 마모량

마모량은 경제성과 관련된 것으로 유지보수 부품의 측면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내구성은 제륜자의 재

질에 따라, 제동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기존품인 주철제륜자는 운행 시 약 1개월, 합성제륜자는 약 3.5

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 같은 조건에서 차량 시험 시 현재차량에 장착된 제륜자와 동등수준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개발품이 요구된다. UIC시험규격에서는 40(x10
-3

mm)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다이나모

시험을 실시한 후 중량으로 평가한다. 

3. 철도 차량용 고성능 소결제륜자 개발

3.1. 소결마찰재 조성(Formulation)개발

소결제륜자는 단위중량이 5～10kg정도로 제품가격대비 원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품단가측면에서 동(Cu)분말 등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을 고려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기

지(Matrix)의 성분과 함량에 따라 가격경쟁력있는 마찰재조성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기지(Matrix)성분

을 철동계(Fe-Cu base)로 Design하고 마찰조정재(Friction Modifier), 윤활제(Lubricant) 등을 변화시

켜 가면서 최적의 마찰재조성을 개발하였다. 

3.1.1. 조직

기지(Matrix)조직은 그림 2와 같이 철동계(Fe-Cu base)로 이루어져 있다.

988



그림 3. 개발품 소결제륜자 조직사진

3.1.2. 물성

(가) 밀도: 4.35gr/㎤, 

(나) 경도: HRV58

3.1.3. 마찰특성

도표 1. 개발 소결제륜자 마찰특성

평가항목 평균마찰계수 마찰계수안정성(%) 마모량(gr) 공격성(㎛)

결과 0.248 68 0.52 130

3.2. 소결제륜자의 열 구조 연성해석

3.2.1. 열해석 모델

열 구조 연성해석은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사용하였고, 열해석은 기본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열전도 법칙은 Biot에 의한 실험적 관찰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열전

달율(heat flow rate)과 열속(heat flux)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열 전달율, 는 열속을 뜻하며, k는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를 뜻한다. 대류 

열 전달율은 단순히 온도차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뉴턴의 냉각법칙(Newton's law of cooling)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여기서 는 열 전달계수, 는 대류 열전달이 발생하는 면적, 
는 물체표면 온도, ∞

는 표면에서 

떨어진 유체의 온도이다.

절대온도 

인 표면에서 방출하는 최대 복사율은 스테판-볼츠만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스테판-볼츠만 상수이고, 는 복사율을 뜻한다.

위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고, 열응력이 인가된 상황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소결제륜자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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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제 차륜과 소결제튠자에 대한 3D 모델링을 그림 2와 같이 수행하였고, 신

속한 해석을 위하여 차륜은 1/4 모델로 정의하였다. 소결제륜자는 마찰재와 보강판로 이루어져 있고, 해

석에 적용된 소결제륜자와 차륜의 물성은 도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2. 차륜과 소결제튠자의 3D 모델

도표 2. 해석모델의 물성치

물성치 마찰재 보강판 차륜

탄성계수 (GPa) 8.3 210 200

포와송비 0.25 0.3 0.3

밀도 (kg/㎣) 5E-6 7.8E-6 7.85E-6

열팽창계수 (1/℃) 4E-6 1.1E-5 1.2E-5

열전도계수 (W/㎜℃) 2E-2 1.74E-2 6.05E-2

비열 (J/kg℃) 530 460 434

열 구조 연성해석은 3가지 타입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 (a)와 같이 초기상태로 차륜과 마찰

재가 닿았을 때(접촉면적 : 약 10%), (b)와 같이 마찰재의 높이가 약 5%마모 되었을 때(접촉면적: 약 

85%), (c)와 같이 마찰재의 높이가 약 50%마모 되었을 때(접촉면적: 약 100%)의 위 3가지 타입의 경

우에 대하여 각각의 열 구조 연성해석을 진행하였다.

   

   (a) 초기상태                  (b) 접촉면적: 약 85%           (c) 접촉면적: 약 100%

그림 3. 접촉면적에 따른 해석모델

3.2.2. 열 해석의 하중 및 경계조건 

열해석에서의 마찰열은 200℃로 가정하여, 소결제륜자와 차륜의 마찰표면에 적용하였고, 마찰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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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외부 공기와 닿는 나머지 면에는 자연대류조건을 가정하여 부여하였다. 해석모델의 소결제륜자

와 차륜의 초기온도는 60℃로 가정하였다. 

3.2.3. 열 해석의 결과 

그림 3 (a)의 초기상태에서의 열해석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단위:℃)

그림 4. 초기상태에서의 열 분포 결과

그림 3 (b)의 접촉면적 약 85%에서의 열해석의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접촉면적 약 85%에서의 열 분포 결과

그림 3 (c)의 접촉면적 약 100%에서의 열해석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접촉면적 약 100%에서의 열 분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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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해석

소결제륜자의 구조해석은 열응력의 결과에 제동 압부력 및 제동 마찰력을 부여하여 구조해석을 진행

하였다. 

3.3.1. 하중 및 경계조건 

 소결제륜자의 압부력은 21kN(=10.5kN×2)로 즉, 소결제륜자 1개에 대한 압부력은 10.5kN, 제동 마찰

력은 차륜하중 10Tonf(98kN)에서 마찰계수(=0.15)를 곱하여 14.7kN을 차륜과 접촉하는 소결제륜자의 

접촉면에 부여하였고, 하중조건의 그림은 그림 7과 같다. 구속조건은 보강판을 구속하였다. 

그림 7. 하중조건

3.3.2. 해석 결과

소결제륜자 마찰제의 응력분포는 그림 8과 같고, 열과 구조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다. 3가지 타입 모두 

보강판과 마찰재 접촉면에서 최고응력이 예측되었으나 마찰재의 압축강도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마찰재

가 마모가 클수록 즉, 마찰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응력 값이 커지는 현상이 보였다. 본 해석은 단순 열 

구조 연성해석으로서 충격과 피로에 의한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단위:MPa)

    

 

   (a) 초기상태                  (b) 접촉면적: 약 85%           (c) 접촉면적: 약 100%

그림 8.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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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동환경에 영향이 적어 일정한 고마찰계수를 가지고, 내마모성이 뛰어나며, 차륜의 열

적 손상을 최소화하며, 현재의 답면제륜자와 상호 호환이 되는 “철도차량용 고성능 소결제륜자 개발”을 

위해 마찰재조성(Formulation)개발, 답면차륜과 제륜자의 압력분포해석 및 열유동해석을 통한 최적형상

설계을 수행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재까지 차량에 적용되어 상용화된 소결제륜자는 동계소결제륜자와 철계소결제륜자 두가지가 있다. 

동계소결제륜자는 재료비용이 높고, 철계소결제륜자는 재료비용은 낮으나 제동특성은 동계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제품단가대비 원재료비용개선 및 품질확보라는 측면에서 철동계 마찰재조성

개발을 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 

2) 열 구조 연성해석을 통하여 차륜과 소결제튠자의 3D 모델을 개발하고, 3가지 조건하에서의 열분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3) 소결제륜자의 구조해석은 열응력의 결과에 제동 압부력 및 제동 마찰력을 부여하여 구조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3가지 타입 모두 보강판과 마찰재 접촉면에서 최고응력이 예측되었으나 마찰재의 압축강

도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마찰재가 마모가 클수록 즉, 마찰재의 두께가 얇을수록 응력 값이 커지는 

현상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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