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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다른 이크 패드의 구조  피로해석을 통한 내구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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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wo kinds of pad models with different configurations as the part of brake system are 
investigated by structural and fatigue analyses. As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of model 2 becomes higher to the 
extent of 60% than that of model 1, model 2 can endure more load than model 1. In cases of two kinds of models, the 
maximum fatigue life at ‘Sample history’ becomes longer 60 times than ‘SAE bracket history’ and this life in case of 
‘SAE transmission’ becomes longer 3.5 times than the case of ‘SAE bracket history’. Maximum fatigue damages in 
cases of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and ‘Sample history’ at model 1 become higher than model 2. Model 
2 is thought to have more fatigue durability than model 1. These study results can be effectively utilized with the design 
of brake pad by anticipating and investigating prevention and durability against its fatigue damage.

Key words : Automotive seat(자동차 시트), Recliner case(리크라이  이스), Structural strength analysis(구조 강
도 해석), Fatigue analysis(피로 해석), Natural frequency analysis(고유 진동 해석)

1. 서 론1)

디스크 이크 시스템에서 패드는 캘리퍼를 통

하여 달된 제동유압이 상  면인 디스크 패드 마

찰재 사이의 으로 인하여 마찰 항이 발생되며 

운동에 지를 열에 지로 바꾸어 주행 인 자동차

를 안 하게 감속 는 정지시키거나 주차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안  부품이다. 최근 차량의 고
속화  고성능화로 인해 차량의 크기  량, 운행
속도가 증가하면서 마찰재와 련된 이크 시스

템은 신뢰성  내구성 향상 등 련 기술 개발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동력, 소음 진동, 내구성능 
등이 이크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주요 성능 조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cho@kongju.ac.kr

건이 되고 있다. 특히 내구성능은 운 조건과 운행

지역에 따른 제동패턴에 정량 으로 마모정도를 

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이

크에 힘과 모멘트를 주어서 변화량을 살펴보고 산

악길과 비포장도로, 포장도로를 각각 나 어 피로 

내구성에 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서 이크의 

설계 개선에 유용하다고 사료된다.3-7) 본 연구의 결
과를 종합하여 실제 이크 시스템의 설계에 응

용한다면 그 손방지  내구성을 검토, 측하는
데 활용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모델  경계조건

2.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이크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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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a) Model 1

(b) Model 2 (b) Model 2

Fig. 1 Configurations and meshes of models Fig. 2 Fixed support conditions of models

를 모델로 삼고 이크 패드에 힘과 모멘트를 주

어서 구조 변화를 해석한다. CATIA를 이용하여 설
계한 모델의 형상은 실제 이크 패드를 참고하

으며 Model 1  2에 하여 220*80*18(가로*세
로*높이)과 200*90*25(가로*세로*높이)의 크기와 
형상을 가진다. Model 1과 2의 형상들의 차이는 각
각 그림과 같이 쪽면들이 평평하거나 둥 게 

져있다. 그리고 반 로 아래쪽 면들은 Model 1과 2
가 각각 둥 게 져 있거나 평평하게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ANSYS 로그램7)을 이용하여 패

드의 형상별로 피로 하 에 의한 변형에 따른 안정

성과 수명 계를 비교하기 해 구조  피로해석

을 실시하 다. 디스크의 재료를 구조용 강으로 가
정했으며 Table 1은 그 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두 가지 디스크인 Model 1  2의 메시들
에 한 요소수와 수들을 나타낸 것이여 Fig. 1
은 Model 1  2에 한 형상과 그 메시들을 보여 주

Table 1 Material property
Intent Values

Young's modulus 200 GPa
Poisson's ratio 0.3
Mass density 7.85 × 10-6 kg/mm3

Yield strength 250 MPa
Ultimate strength 460 MPa

Table 2 Meshes of models
Model 1 Model 2

Nodes 4278 4951
Elements 2096 1248

고 있다. 이 모델들의 구조  피로 해석시의 구속조
건은 Fig. 2에서와 같이 디스크 면이 닿는 부분들에
서 고정 조건을 주었으며 Fig. 3에서와 같이 회 에 

의한 모멘트를 2400 N･mm로 가정하여 각각의 디스
크 모델들에 가하 다. 제동 시 이크 페달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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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b) Model 2

Fig. 3 Moment conditions of models

로 밟을 때 마찰되어 제동되는 회  모멘트로서 실

제 이크 패드의 가로 길이를 심으로 회 한

다고 할 때 략 제동력이 20내지 25N정도로 그 힘
이 작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  모멘트는 2400 
N mm로 가정하 다.

2.2 구조 해석

구조해석 결과 Fig. 4는 Model 1, 2에 한 각각의 
등가응력의 등고선들을 나타내고, Fig. 5는 Model   
1, 2에 한 각각에 하여 변형량의 등고선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들에서 보면, Model 1은 62.92MPa
의 최 의 등가응력과 0.001699mm의 최 변형량을 

보이고 Model 2는 39.39MPa의 최 의 등가응력과 

0.002355mm의 최 의 변형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해석 결과, 최고 등가응력에 있어 
Model 2가 Model 1에 비하여 60% 이상 작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Model 2가 Model 1보다 덜 변형되나

(a) Model 1

(b) Model 2
Fig. 4 Contours of von-Mises stresses at models 1 and 2

(a) Model 1

(b) Model 2
Fig. 5 Contours of total deformations at models 1 and 2

Model 1  2 공히 미소한 변형량을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즉 2개의 모델  Model 2가 Model 1에 비하여 
더 큰 하 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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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c) Sample history

Fig. 7 Contour plots of fatigue lives of model 1 Fig. 8 Contour plots of fatigue lives of model 2

2.3 피로 해석

이크 패드가 받는 피로 하 에 의한 피로수

명과 손에 해서 해석하 다. Fig. 6과 같이 경과
되는 1 사이클에 한 응력 진폭과 평균 응력인 피
로 하 의 내역7)으로서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의 하 들을 3가지 모델
들에 작용하 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산간 지방에서 용할 수 있는 피로 하 조건이

고 그 다음으로 ‘SAE transmission’의 경우는 체로 
비포장도로의 경우로 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스
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의 경우는 ‘Sample history’를 
용할 수 있다.
Fig. 6부터 9는 Model 1, 2에 한 각각의 두 가지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6 Load histories at nonuniform fatigu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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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E bracket history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c) Sample history 

Fig. 9 Contour plots of fatigue damages of model 1 Fig. 10 Contour plots of fatigue damages of model 2

모델들에 한 피로수명  손의 등고선들을 보

았다. 그리고 등고선으로 된 피로 손상은 설계 수명
을 사용 가능 수명으로 나  것으로 정의된다.

Fig. 7  8은 Model 1, 2의 피로 수명에 한 등고
선들로서, 이 그림들에서 보면 Model 1  2인 두 가
지 모델들에 하여 SAE bracket history가 그 최  

수명이 3.369 × 105 Cycle로 그 수명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고, 하 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
의 경우가 그 수명이 2 × 107 Cycle 정도로 가장 긴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 ‘SAE transmission’의 경우는 
1.171 × 106 Cycle이 되었다. 이 세 가지 모델 공히, 
‘Sample history’의 경우는 최 의 피로 수명은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보다 약 60배 정도 수명이 길고, 
‘SAE transmission’의 경우는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보다 3.5배 정도 수명이 더 길어짐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Model 1  2의 경우에 있어서 그 최  수

명은 같이 나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 수명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Model 1  2의 경우에 
각각,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의 하 에서의 최  수명을 보면 9, 75, 2047
이 되고 49, 390, 11550이 되어 Model 2의 경우가 최
 5배 이상 커짐을 알 수 있었다.
Fig. 9  10은 Model 1, 2에 한 피로 손상에 

한 등고선들로서, 이 그림들에서 보면 Mode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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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두 가지 모델들에 하여 피로 손상은 최  손상

으로서 Model 1, 2 경우들을 공히 비교할 수 있다. 
Model 2의 경우에 보면 하 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의 경우가 손상이 2968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하 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우가 그 손상이 50 정도로 가장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규칙 피로 하 들 에서는 하

의 변화가 극심한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가 
체 으로 가장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비교
 하 의 변화가 완만한 ‘Sample history’의 경우가 
가장 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Model 1  2의 경우에 
있어서 그 최  손상은 같이 나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  손상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Model 1  2의 경우에 각각,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의 하 에서의 최  

손상을 보면 108800000, 13380000, 488500이 되고 
20620000, 2543000, 86560이 되어 역시 Model 1의 경
우가 최  5배 이상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제동 장치의 부품인 

이크 패드의 형상이 다른 모델들에 하여 구조 

 피로 해석을 통하여 얻은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해석 결과, 최고 등가응력에 있어 Model 2가 

Model 1에 비하여 60% 이상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l 2가 Model 1에 비하여 더 큰 하
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세 가지 모델 공히, ‘Sample history’의 경우는 최
의 피로 수명은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보
다 약 60배 정도 수명이 길고, ‘SAE transmission’
의 경우는 ‘SAE bracket history’의 경우보다 3.5
배 정도 수명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피로해석의 결과, Model 1  2의 경우에 각각,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의 하 에서의 최  손상을 보면 Model 1
의 경우가 공히 최  5배 이상 손상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2개의 모델  Model 2가 Model 1에 
비하여 피로에 하여 더 큰 내구성을 갖고 있다

고 보인다.
4)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크 패드의 부

품 설계에 응용한다면, 그 손 방지  내구성을 
검토하여 그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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