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자동차엔진의고출력화, 차량의경량화및고연비, 고

속화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졸음운

전 등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제동

시스템인 브레이크 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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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디스크 브레이크시스템에서는 열유속 및 열변형 등과 같은 이유로 마찰열이 균일하게 분산되지 않는다. 
마찰열에 의한 열탄성 변형이 접촉압력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접촉하중이 디스크 브레이크 표면상의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열탄성 불안정성을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계산식과 Kao 제안한 디스크와 패드의 접촉압력에 
대한 해석방법을 참고로 하여 3차원 축대칭 모델을 통하여 실제로 제동 시 발생되는 디스크와 패드의 접촉을 고려한 온도 
해석 및 열변형 해석을 하였다. ANSYS를 사용하여 디스크와 패드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열탄성 불안전성 문제를 열하중
과 기계적 하중으로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디스크와 패드가 직접 접촉하는 3차원 축대칭 모델을 구성하여 디스크의 
마찰면 온도, 열변형, 접촉 열응력을 관찰함으로써 디스크에서 일어나는 열적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였다.
주제어 : 디스크 브레이크, 열적저더, 유한요소법, 열응력, 열적거동, 열변형
Abstract  In automotive disc brake systems, frictional heat is not uniformly dispersed for reasons such as heat 
flux and thermal deformation. The thermoelastic deformation due to the frictional heat affects the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and the contact load may be concentrated on the contact portion on the the disc brake 
surface, resulting in thermoelastic instability. In this study, thermal analysis and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considering the contact between disk and pad occurred during braking through 3D axial symmetry model with 
reference to the experimental equation and Kao's analysis method of contact pressure of disk and pad. ANSYS 
is used to analyze the thermal and elastic instability problems occurring at the contact surface between the 
disk and the pad, considering both the thermal and mechanical loads. A 3D axisymmetric model with direct 
contact between the disk and the pad was constructed to more accurately observe the thermal behavior of the 
disk by observing the frictional surface temperature, thermal deformation and contact thermal stress of th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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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브레이크장치는자동차가제동을시작하게되

면 엔진에 의해 발생된 회전 운동에너지를 디스크와 패

드의마찰운동으로인한열에너지를대기중에방출함으

로 차량이 감속 또는 정지하게 된다[1].

디스크브레이크는차축에금속재료의로터를부착하

고 로터에 마찰계수가 큰 석면과 같은 비철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패드를 유압실린더의 압력으로 발생하는 마찰

력으로인하여바퀴의회전운동에너지가열에너지로바

뀌면서 제동이 걸린다. 제동시 소재의 열확산을 결정하

는방열성능이우수할수록고속에서강한제동력을발

휘한다. 무조건 마찰계수가 높은 비철금속 소재로만 만

들어도 방열 성능이 떨어지면 초기 제동의 속도의 감속

력은 높을 수 있으나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서 제동력을

상실한다. 고속으로주행하는자동차바퀴의운동에너지

를신속하게열에너지로변환할수있고, 발생한열에너

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으며,

열 방출 과정이 빠르고 일정하게 일어나야 브레이크의

제동성능을결정한다. 제동시디스크와패드사이의접

촉면에서발생하는마찰열에너지로인하여디스크와패

드의마찰접촉면에집중적으로디스크의온도가상승하

여 브레이크 제동성능을 저하시키는 마멸, 열크랙 및 열

변형과 같은 열적 문제를 일으켜 브레이크 제동력을 불

균일하게변화시킨다[2,3]. 최근들어자동차브레이크시

스템에서발생하는열적거동에관한연구는많이수행

되고있으며, 다양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4-9]. 브레이

크 시스템의 제동능력은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

도록제동하는것이자동차에있어서절대적으로필요한

요소로 자동차의 손상 및 운전자의 치명적 상해를 방지

하는데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차량의 제동 시스템은 특히 디스크 브레이

크패드를회전디스크에브레이크페달에서전달되어진

유압의힘으로휠의회전속도를늦추거나멈추는데아주

중요한 역학을 하게 된다. 디스크와 패드사이의 마찰열

로 인한 디스크의 변형으로 야기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저더가 발생하게 되고, 브레이크 성능저하를 가져

오고, 미끄럼마찰조건이불안정하기때문에제동거리를

더욱 증가시켜 마찰열로 인한 열적 저더 현상은 브레이

크설계시반드시고려해야될문제점이다[10,11]. 디스크

브레이크와 패드의 상호마찰운동은 건식접촉 현상의 특

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브레이크 작동조건

인브레이크페달에서전달된압력, 속도및디스크와패

드사이의 온도 및 마찰열등 재료 특성에 영향에 받는다.

디스크와패드사이의마찰계수는상대적으로높고, 온도

와 습도변화, 마모 및 부식정도 도로에서 비산되는 먼지

및물의노출에따라안정된수준을유지해야된다. 특히

제동 단계에서는 온도와 온도변화가 매우 높고, 디스크

와 패드의 마찰열로 인한 응력과 변형을 발생시키며, 그

로 인한 디스크의 변형과 균열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디스크 브레이크의 온도 변화영

역을 정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동이 일어나

는 동안 디스크에 발생하는 마찰열이 안정화 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제동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열

의 온도변화의과도해석이필요하며, 3차원 모델링을 통

한 온도 구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디스크 브레이

크에서 열 부하는 브레이크 패드를 통해 디스크로 들어

가는 열 유속으로 표현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계산식(1)과 T. Kao[12] 제시

한 디스크와 패드의 접촉면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해

석방법을 기초로 하여 3D 모델을 통하여 제동이 일어나

는 동안 디스크와 패드의 접촉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마

찰열로인한열변형으로발생하는소음과진동의원인인

저더현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동시간 동안

의 과도 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방법은 ANSYS

Workbench를사용하여디스크와패드의접촉면에서발

생하는 마찰 열하중을 통한 열해석을 수행한 후 기계적

하중인디스크와패드의접촉압력을고려하여열적변형

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디스크와 패드

의마찰접촉면을 3D 모델을구성하여패드의마찰면온

도, 열변형, 열응력을관찰함으로써디스크에서일어나는

열적저더현상의발생원인을수치해석방법으로예측하

였다.

2. 디스크에 발생하는 열 유속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 열

에너지가 패드와 닿는 디스크 표면에 유입되는 열 유속

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자동차가 제동을 하였을 경우

에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한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 유입

되는 열 유속은 브레이크 다이나모 시험규격 기준에 따

라 감속 구간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고속(97km/h)으로

주행중인자동차가 0.6g의가속도로초기제동이일어난

후 4.5초동안감속하여정치상태로도달하게된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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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패드와 디스크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은 모

두 열에너지로 변환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에 의한 유입되는 열 유속은 다음 (1) 식과

같다[13].












(1)

는 바퀴의 회전관성 모멘트(mass moment of

inertia),  차량의 초기 속도(velocity at begin of

braking), 는 차량의 감가속비(deceleration),  타이어

의 반경(tire radius), 는 패드의 외측 둘레원의 반경

(outside radius of pad), 는 패드의 내측 둘레원의 반

경(inside radius of pad), 은 차량 질량(total vehicle

mass)을 나타낸다. 윗 식에서 는 열분배율(Heat

distribution ratio)로써 다음 식과 같다.

′′′′
′′












(2)

(2)식에서, 는비열(specific heat), 는밀도(density),

는 열전도(thermal conductivity) 이며, 첨자 는 디스

크브레이크(disc breake), 는패드(pad)의 물성치를의

미한다.

3. 유한요소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3차원 형상모델

링을수행한벤틀레이티드디스크브레이크모델을이용

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형상모델의 경

우 브레이크 제동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디스크 브

레이크와 패드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열을 대기중으로 방

출하여 디스크에 발생하는 열적 저더 현상을 최대한 줄

이기 위하여 실제 상용화된 디스크 브레이크와 같은 50

개의 벤틀레이티드 디스크를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디스크 브레이크는

원주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50개의 벤트 홀을 갖는

3D 축대칭형상모델을가지고해석을수행하였다. 디스

크브레이크의유한요소모델은 ANSYS 자동격자(Auto

mesh)생성기능을 통하여 전체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를 균등한 격자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모델의 결과값의

정확도를 위하여 3차원 사면체 요소(tetrahedrons

element)를 사용하였다. 축 대칭모델로사용된디스크와

패드의 모델의 절점(node)과 요소(element)는 표 1에 나

타내었다.

Disk Pad

Nodes 104,645 9,020

Elements 62,881 5,190

<Table 1> Finite elements of disc brakes

[Fig. 1] Finite element mesh model

그림 1은 본 논문에서디스크브레이크에서발생하는

열적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사용된 디스크-패드

조립 모델이다.

4. 경계조건
자동차가 제동을 시작하게 될 때 제동에 필요한 모든

운동에너지는 패드와 디스크의 마찰운동이 열에너지로

변환된다고 가정 하였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제동을 시작할 때 디스크와 패드의 압력에 의해 발생하

는 마찰열로 인한 열 유속을 열변형을 위한 연성해석에

적용하는이유는디스크와패드의압력효과에의해발생

하는 열에너지를 열-구조 연성해석에 적용하기 위한 것

이다. 결국, 디스크 패드가 디스크 양쪽 면에서 마스터

유압실린더에의한균일한압력이패드에가해져발생하

는마찰열에의해디스크열변형으로인한열적저더현

상을 발생시키는 열-구조 연성해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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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undary conditions for disk and pads

본 연구에서는 Limpert [14] 실험식을 적용하여 브레

이크 디스크 표면에 접촉하고 있는 디스크 패드에 가해

지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작용하는 유압 제동마찰력은

1MPa 이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디스크와 패드사이에는

주위의 대기와 접촉하면서 공기저항에 의한 강제대류에

의해냉각되며, 디스크와패드사이의마찰면의복사열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디스크-패드에서 공기와의 접촉을

고려한 공냉을 고려할 때 열전달 계수는 자동차의 간헐

적 및 반복 제동, 주행속도, 브레이크 주변의 공기 속도

유동장등을고려하지만본수치해석에서는평균값 보다

약간높은 50W/m2K, 외부온도를상온의 20°C로설정하

여 자연대류에 의한 공기의 냉각효과를 주었다.

I. A. Popov[15]에 따르면 물체의어떠한 표면이든 그

표면에작은홈을만들었을경우대류에의한열전달효

과는 2배이상상승된다는결과도있지만, 본연구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냉각채널과 같은 벤트 홀이나 홈을

형상화시키지않고단순화된 3차원형상의디스크브레

이크로열전달계수는같다고가정하고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디스크 온도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한 디스크의 재료는 대부분 주철을 사용하고, 패드

는비석면계통의복합재료를사용하며디스크와패드의

재료의 물성은 Table 2과 같다[13].

Material Property Disk brake Pad

Elastic modulus(GPa) 125 820

Poisson's ratio 0.25 0.25

Density(kg/m3) 7100 3660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1/K) 1.2e-5 3e-5

Thermal conductivity(W/m․K) 54 1.01

Specific heat(J/kg․K) 586 1034

<Table 2> Material property for a disk brake and pad

5. 유한요소해석 결과
유한요소해석은 자동차의 일반 경제속도로 주행중으

로가정하여초기에는디스크와패드의초기온도를정상

상태의열해석을수행하여과도열해석의초기온도값

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과도 열해석의 결과값을 구

조해석을통하여해석결과를분석하였다. 그림 3은 제동

초기구간에서 제동이 끝나고 자동차가 정하는 시간이

4.5초 동안에 디스크와 패드에 작용하는 상대마찰로 인

한 최소, 최소, 최대 온도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3] Graph of temperature variation of disk.

그림 4은 제동이 시작되는 시간과 멈추는 시간동안(

0.5초∼4.5초)에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면의 온도가 제동초기에 발생된 마찰열로 인한 온

도가 498℃임을 그림 4 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디스크

에발생하는마찰열을대기중으로방출시키기위한벤트

홀 의 역할을 제동초기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유한요소 해석시 디스크와 패드의 밀착에 의해 생기

는 접촉 압력을 고려하였고, 디스크 표면에 유입되는 열

유속에 대해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그림 4(a)～(d)

은 제동이일어나는시간(0.5～4.5초)동안의디스크에나

타나는온도분포를나타내는그림이다. 그림 4(d)는 브레

이크제동이완료되는시간(4.5초) 일 때디스크브레이

크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동 초기에서는 온도

차가 거의 미미하였으나 감속이 완료되는 4.5초 이 후에

는초기온도에비해벤트 홀을통한방열효과로초기제

동온도인 500℃에서 495℃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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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0.5sec

(b) time: 1.5sec

(c) time: 2.5sec

(d) time: 4.5sec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brake disk

그림 5는제동시간에따른디스크의 열변형을나타낸

것이다. 최대변형은제동이초기시간인 0.5초에디스크

외경방향에서 최대 변형량은 0.95mm로 일어났으며, 최

소변형량은 0.10mm로제동이끝나는시간인 4.5초에나

타났다. 이것은 제동이 일어나는 초기에는 디스크와 패

드의접촉부분 보다디스크의원주방향으로발생되는높

은 마찰열로 인한 열변형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높은 마찰열의 영향으로 패

드 접촉부분 보다 회전 원주방향으로 디스크 가장 바깥

쪽원주방향에서열변형이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a) time: 0.5sec

(b) time: 1.5sec

(c) time: 2.5sec

(d) time: 4.5sec

[Fig. 5] Thermal deformation of brak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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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0.5sec

(b) time: 1.5sec

(c) time: 2.5sec

(d) time: 4.5sec

[Fig. 6] Von-mises stress

그림 6는디스크와패드의마찰열에의해발생하는열

응력분포를유한요소해석의결과를통하여예측하였다.

열응력의발생은디스크와패드의상호마찰운동으로인

한열유입과열유속으로인한온도발생과패드에가해

지는 유압실린더의 가압력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발생하

는데, 제동 시 발생하는 응력분포와 감속이 완료되는 구

간시점을 각각 해석하였다.

등가응력(von mises)해석 결과는패드와디스크의접

촉면보다 플랜지부분에서 균일하지 못한 응력분포가 발

생된다. 이러한국부적인응력분포는응착마찰이론에의

해더욱국부적인접촉을하게되며제동표면에압축소

성 변형을 생성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플

랜지 부분에서 높은 응력이 나타났는데,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높은마찰열에의하여디스크의전단력이나비틀

림과 같은 물리적 하중이 플랜지에 많은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그림 5에서는제동초기에플랜지에서최

대 2170㎫ 최저응력 0.0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응력분

포를 나타낸다. 이는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력으로 열팽

창이 일어나고, 고속 회전운동을 하는 디스크가 허브와

볼트의해고정되면서회전마찰력에의해일어나는열변

형의 영향으로플랜지부분에서가장많은영향을미치

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

하는열적거동을유한요소해석을통하여디스크에서발

생하는 저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석 결

과디스크에발생하는마찰열로인한발생하는최고온도

498℃는 디스크에 나타났다. 브레이크 제동이 일어나는

시간(4.5초) 동안 발생하는 디스크 온도분포는 반경방향

으로 디스크의 외경이 높고 내경쪽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것은외경방향은디스크표면에서발생한마찰열이전도

되지 않고 대기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열이 확산냉각이

일어나지만, 플랜지와연결된내경방향으로열전도가발

생하기때문이다. 디스크브레이크에발생하는열변형은

제동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인 0.5초에 반경방향 끝에서

최대변형량은 0.95mm로나타났고, 제동이끝나는 4.5초

에최소변형량은 0.10mm로에나타났다. 그리고브레이

크 제동시 발생하는 굽힘과 비틀림과 같은 물리적 힘으

로발생하는열응력으로가장많은영향을받게된다. 또

한, 브레이크 제동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해석을 통하여

디스크불균형온도분포로인해디스크의일시적인열변

형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는 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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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동시 발생하

는온도분포가디스크와패드의접촉면에일정하게분포

하며 발생하는 마찰열이 대기중으로 빠르게 확산, 방출

할수있는벤트홀과같은형상의구조를갖는디스크를

사용한다면 저더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V. T. V. S. Ramachandra Rao, H. Ramasubrananian,, and

K. N. Seetharamu, “Analysis of Temperature Field in

Brake Disc for Fade Assessment”, Wearme

Stoffuebertrag, Vol. 24, No. 1, pp. 9-17, 1989.

[2] T. I. Yeo,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rmoelastic

Contact Stability with Sliding Friction,” Trans. of the

KSME(A), Vol. 22, No. 7, pp. 1106-1113, 1998.

[3] J. D. Rainbolt, “Effects of Disk Material Selection on

Disk Brake Rotor Configuration,” SAE 750733

1973-1814, 1975.

[4] H. J. Cho, M. G. Kim, J. W. Maeng & C. D. Cho,

“Analysis of the Effect of Mode Shape on Judder

Phenomenon in Automotive Disk Brake,” KSAE, Vol. 2,

pp. 1056-1061, 2005.

[5] R. Limpert, “Friction Material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Thermal and Mechanical Contact Stress Analysis,”

Engineering, Vol. 6, No. 13, pp. 1017-1036, 2014.

[6] B. S. Shin & Y. S. Choi, “Brake Judder due to Disc

Run-out,” KSNVE, Vol. 6, No. 13, pp. 226-231, 2006.

[7] J. H. Kim, D. H. Yoo & Y. J. Kang, “The Optimal Design

of Suspension Module for Brake Judder Reduction,”

KSME, Vol. 5, No. 4, pp. 2895-2900, 2007.

[8] J. H. Choi, D. H. Kim & I. Lee, “Thermal Analysis of

Automotive Disc Brake using FFT-FEM,” KSME

journal, Vol. 25, No. 8, pp. 1253-1260, 2001.

[9] S. K. Lee, B. Y. Sung & S. K. Ha, “Optimal Design of

Ventilated Disc Brake Rotor,” KSME, Vol. 24, No. 3, pp.

593-602, 2003.

[10] A. E. Anderson & R. A. Knapp, “Hot Spotting in

Automotive Friction Systems,” Int. Conf. on Wear of

Materials, Vol. 2, pp. 673-680, 1989.

[11] Y. Jimbo, T. Mibe, K. Akiyama, H. Matsui, M. Yoshida

& A. Ozawa, “Development of High Thermal

Conductivity Cast Iron for Brake Disk Rotors,” SAE

750733 pp. 22-28, 1990.

[12] T. Kao, J. W. Richmond & A. Douarre, A. Ozawa,

“Brake Disc hot Spotting and Thermal Judder: an

Experimental and Finite Element Study,” SAE 750733

Vol. 23, pp. 276-296, 2000.

[13] M. S. Oh, B. G. Lee & J. B. Ma, “Finite Element

Analysis for Thermal Behavior of Ventilated Disc

Brakes using Disk brake-Pad contact Mod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Vol. 23, No. 3, pp. 259-265, 2014.

[14] R. Limpert, “Brake Design and Safety,” Society of

Automative engineers inc. pp. 89-133, 1992.

[15] I. A. Popova, A. V. Shchelchkova, Yu. F. Gortyshova, N.

N. Zubkovb, “Heat Transfer Enhancement and Critical

Heat Fluxes in Boiling of Microfinned Surfaces,” High

Temperature, Vol. 55, No. 4, pp. 537-548, 2017.

한 승 철(Seung-Chul Han)    [정회원]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기계공학

과 (기계공학석사)

▪2007년 2월 : 영남대학교기계공학

과 (기계공학박사)

▪2007년 4월 ∼ 현재 : 영남이공대

학교 기계.자동차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자동화, 제어공학, 생산공학

▪E-Mail : schan67@ync.ac.kr

이 봉 구(Bong-Gu Lee)    [정회원]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기계공학

과 (공학석사)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기계공학

과 (공학박사)

▪2000년 3월 ∼ 2003년 7월 :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009년 3월∼ 2012년 2월 : 대림대학교기계설계교수

▪2012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기계계열 교수

▪관심분야 : 초정밀 가공, CAD/CAM, 복합가공

▪E-Mail : positive@ync.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