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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certain limit to reproduce phenomena between the real vehicle and road, since the 

existing methods to verify durability of the wheel are mostly uni-axial tests. And the change of 

durability of the wheel can’t be predicted since these tests don’t consider the camber angle and 

lateral force as important factors. In this paper, the FE models of the wheel-tire and drum are 

created. Then, the vertical and lateral loads are applied to wheel-tire assembly and the camber 

angle is applied by inclining the wheel-tire assembly to the drum.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e crack position is predicted to be created in the body of the wheel. The variation of the stress 

according to the camber angle is verified and the maximum spot of the stress changes 

continually. 

 

Key Words: Durability of a Wheel (휠 내구성능), Camber Angle (캠버각), Multiaxial Loading Test (복합축 내구 시험),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유한요소모델), Lateral Load (횡하중) 

 

 

기호설명 

 

W = 차량 전체의 질량 

WS = 차량의 서스펜션이 지지하는 스프링 위의 

무게 

WF = 차량의 전륜 축하중 무게 

LF = 차량의 무게중심과 전륜 차축까지의 거리 

L = 차량의 휠베이스 길이 

h = 차량의 무게중심의 높이 

a = 차량의 감속도 

 

1. 서론 

 

자동차의 타이어와 휠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

하고,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엔진의 동력, 제동력 등을 노면에 전달 

하여 차량의 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휠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굽힘 모

멘트 내구 시험 (Cornering fatigue test) 과 반경 방

향 부하 내구 시험 (Radial fatigue test) 이 있다.1,2 

하지만 이 두 가지 시험 모두 일 방향 단축 시험

으로서 실제 차량과 노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

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정수

식은 실차 내구시험의 크랙 위치와 굽힘 모멘트 

내구 시험의 크랙위치의 상이점을 지적하였고 해

결책으로 휠 접촉면 사이에 댐핑심 삽입을 제안

하였다.3 또한, 김만섭은 굽힘 모멘트 내구 시험

을 모사한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한 후, 실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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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험값과 응력 해석후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해석 시 구한 응력이 실제 휠에 분포하는 응력과

의 차이를 비교 검토 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기

존의 시험 방법들이 필드에서 발생하는 실제의 

현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힘든 점을 극복하고자 

복합축내구 시험을 모사하여 CAE 를 사용한 해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합축 내구 시험기는 

기존의 일 방향 단축 시험과는 달리 횡 하중, 수

직하중 그리고 캠버각을 고려한 다축 시험이 가능

하다.5-7 

본 논문에서는 실제 필드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 방향 단축 시험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복합축 내구 

시험을 모사하여 CAE 해석을 진행하고 나아가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석 모델의 신뢰성

을 검증하고자 한다. CAE해석을 위하여 휠, 타이

어 그리고 드럼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

였으며 상용 프로그램인 SAMCEF 를 이용하여 

차량의 캠버각에 따른 휠의 응력변화를 예측하

였다.8 

 

2. 휠 응력 측정 시험 

 

실제 차량을 사용한 시험 조건은 아래와 같다. 

휠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1 의 

(b)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장착하였다. 그 후 

Fig. 1의 (c)와 같이 자동차부품연구원내 반경 30 m

의 PG 선회로를 운전자 2 명이 탑승한 조건으로 

실차 시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 차량의 선회 속도

는 60 km/h 이다. 사용된 스트레인 게이지는 알루

미늄용 350 Ω 으로 3 축 Rosette 게이지와 1 축 게이

지가 총 13개 사용되었다. 

실험장비의 구성도는 Fig. 2 와 같다. 차량의 휠

에 장착된 Strain gauge 에서의 신호를 Telemetry 의 

송신기로 보내어 안테나를 통하여 Receiver 로 전

달된다. 그 후 Receiver 는 Bridge box 를 통하여 

Computer – system으로 Data를 보낸 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트레인의 결과를 산출 하게 

된다. 

Table 1는 Fig. 1(b)에 장착된 게이지 11과 12의 

응력의 크기를 보여 준다. 이는 다른 위치에 장착

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Maximum strain 과 비교 하

여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세한 값은 부록 A1 을 

참조하길 바란다. 

Table 1 Strain results of gauge 11 and 12 

Point Axis
Voltage Strain 

Max. Min. Max. Min. 

Gauge 11 Linear 1869 -2982 685.28 -1103.3

Gauge 12 Linear 1896 -3223 726.22 -1236.2

 

   
(a) Test wheel            (b) Stain gage 

  
(c) Test road 

Fig. 1 Condition of the real vehicle test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real vehicle test 

 

3. FE 모델 생성 

 

3.1 휠과 드럼의 유한요소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중형차에 사용되는 

17” 휠을 해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드럼은 

복합축 내구 시험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임의로 

 

 

Fig. 3 17” wheel –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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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nite element data of wheel, tire and drum 

model 

 
No. 

nodes 

No. 

element 

Element 

type 

Wheel 11,445 36,125 
4-node 

Pentagonal

Drum 15,855 12,080 
8-node 

Hexagonal

Tire 4,438 4,464 
4-node 

shell 

 

 

Fig. 4 Drum – finite element model 

 

생성 하였다. 드럼의 안쪽 반경(Inner radius)은 

500 mm 이고 바깥쪽 반지름(Outer radius)는 600 mm 

그리고 드럼의 두께(Thickness)는 300 mm 로 생성 

하였다. Fig. 3와 Fig. 4는 휠과 드럼의 유한 요소

모델을, Table 2는 휠, 드럼 그리고 타이어의 유한

요소모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타낸다. 

 

3.2 단순한 타이어 형상과 유한요소 모델링 

복합축 내구 시험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임의

로 Fig. 5와 같이 타이어의 형상을 생성한 후 Fig. 6

과 같이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하였다. Table 2는 단

순한 타이어(Simple tire)모델의 유한요소 정보를 나

타낸다. 실제 차량에 적용되는 타이어는 고무의 

적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노면과의 힘

의 변화와 미끄러짐에 따른 마찰 상태의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타이어의 특성을 모사하

기 위하여 SAMCEF 의 Fluid element 를 사용하였

다.8 이를 이용하여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 변화에 

따른 동특성 변화를 계산 하고 캠버각에 따른 횡

력 및 수직항력등이 실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Fig. 5 The sectional drawing of the tire 

 

 

Fig. 6 Tire – finite element model 

 

4. 복합축 내구 시험 조건 적용 

 

4.1 차량 수직 하중과 횡 하중 계산 

Fig. 7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형차의 차량 

제원을 나타내는 그림이다.9 본 논문에서는 Fig. 7

의 제원을 참조하여 차량 전륜의 수직 하중과 횡 

하중을 계산하였다. 식(1)은 차량의 제동시 전륜 동

적 축하중을 나타낸다.10 본 연구에서는 가속하는 

모델이므로 감속도를 0 으로 가정하고 차량의 스프

링상 중량(Sprung mass) 에 대해서는 식(2)와 같이 

변경 할 수 있다. 

 

 

Fig. 7 Dynamic axle weight distribution of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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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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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L
= ×                (2) 

 

식(2)를 이용하면 차량의 전륜에 가해지는 수

직 하중은 492.2 kgf 가 된다. 또한, 차량의 전/후륜 

전체에 발생하는 횡 하중은 식(3)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차량의 횡방향 힘을 선형적 

이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횡가속도를 일정한 값 

인 0.4 G로 설정하였다.11 

 

0.4 1500 0.4 600.0
S

W kgf× = × =       (3)
 

 

차량의 전륜에 발생하는 횡 하중도 차량의 무게 

배분에 따라 식(4)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 

 

1003
600.0 600.0 222.9

2700

F
L

kgf kgf kgf
L

× = × =     (4)

 

 

4.2 휠, 타이어, 드럼 조립체 생성 

휠과 타이어를 연결한 하나의 조립체를 만들기 

위하여 구속 조건을 부여하였다. Table 2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휠 과 타이어는 요소형태 및 크기가 다

르기 때문에 노드 공유의 방법으로는 쉽게 결합체

를 형성 할 수 없다. 따라서 Fig. 8의 휠 부분을 확

대한 그림과 같이 휠과 타이어가 맞닿는 휠의 림 

부위를 고정(Fix) 조건을 사용하여 휠 과 타이어를 

연결하였다. 그리고 드럼과 휠-타이어 조립체 사이

에 접촉(Contact) 조건을 부여하여 Fig. 9 와 같이 

드럼과 휠-타이어 조립체를 생성하였다. 

 

4.3 복합축 내수 시험조건 적용 및 해석방법 

Fig. 8 과 같이 휠의 중심에 축방향 노드(Axis 

node)를 생성하고 이 노드와 휠을 회전 조인트 

(Hinge)를 사용하여 연결 하였다. 그 후, 앞선 4.1 절

에서 계산한 하중 값들을 축방향 노드에 수직방향

(Fvertical)과 횡 방향(Flateral)으로 가함으로써 휠의 전

체에 하중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때,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하여 수직 하중과 횡 하중을 부

여하는 시점에 시간차를 두었으며 Fig. 9 의 (b), 

(c) 와 같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함수 (Ramp 

function)형태의 하중을 부여하였다. 드럼에 대해 

휠과 타이어 조립체를 기울임으로써 캠버 각

(Camber angle) 을 구현 하였고, 마른 도로에서 차량

의 타이어에 가해지는 마찰 계수인 0.8 을 부여하여 

실제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

을 유사하게 모사 하였다.12 휠, 드럼 그리고 타이

어의 물성정보는 Table 3과 같다. 

 

 

Fig. 8 Wheel-tire & drum assembly 

 

 

Fig. 9 Boundary conditions of the multiaxial loading test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wheel, tire and drum 

model 

 
Elastic 

modulus

Poisson’s 

ratio 

Mass 

density 

Wheel 70 Gpa 0.33 1000 kg/m3

Drum 70 Gpa 0.3 2700 kg/m3

Tire 30 Gpa 0.4 2500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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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휠, 타이어, 드럼 조립체 생성 

Fig. 9의 (b), (c)와 같이 0.5초까지 횡력과 수직 

항력을 받은 타이어와 휠의 모델이 드럼안쪽의 면

으로 이동을 하면 타이어와 드럼간에 접촉이 발생

하게 된다. 0.5 초 이내에 접촉력이 안정화 되고, 

Fig. 9 의 (a)와 같이 t = 0.5초 일 때 드럼이 회전하

기 시작한다. 그 후, 드럼은 t = 3.5 초까지 꾸준하

게 320 rpm까지 속도를 증가 시킨 후 일정 속도를 

유지한다. 캠버각은 Fig. 10와 같이 t = 3.6초 일 때

부터 부여되기 시작하는데, 드럼의 속도가 일정해

지는 t = 3.5초에서 캠버각을 부여하지 않고 t = 3.6

초에 캠버각을 부여하는 이유는 해석의 안정화에 

있다. Fig. 9 의 (a)와 같이 t = 3.5 초 일 때 드럼의 

각가속도가 급변하기 때문에 드럼의 거동이 순간

적으로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치 댐

핑 효과를 이용하여, 0.1 초간의 동적 평형상태를 

유지한 후 캠버각에 따른 휠의 응력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양의 캠버각과 음의 캠버각을 부여 

하였다. 

 

5. 결과 

 

5.1 휠-타이어 조립체의 회전 분석 

복합축 시험 환경에서의 해석은 타이어와 드럼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타이어가 미끄러짐 

없이 회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 타이어와 드럼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고 

타이어가 헛도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 경우 휠에 

정확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Fig. 11 은 휠-

타이어 조립체와 드럼의 회전 각속도 결과 그래프

이다. 드럼의 반지름이 500 mm, 타이어의 반지름이 

370 mm 로 드럼의 반지름 보다 1.35배 크다. Fig. 10

에서 드럼의 회전 각속도가 320 rpm 일 때, 휠-타이

어 조립체의 각속도가 432 rpm 으로 회전 각속도의 

비 또한 1.35 이므로, 드럼과 타이어간 미끄러짐 

없이 타이어가 회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Camber angle 

 

Fig. 11 Angular velocity of the wheel-tire & drum 

 

5.2 응력 분포 결과 분석 

Fig. 12 에서는 휠-타이어 조립체의 동응력 변 

화(타이어 1 회전)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과 같이 

드럼과 타이어 사이에 접촉력이 발생하고 있고, 타

이어 회전에 따라 휠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 지점이 

 

 
(a) t0 = 2.51 s             (b) t1 = 2.55 s 

 
(c) t2 = 2.59 s             (d) t3 = 2.63 s 

 
(e) t4 = 2.67 s              (f) t5 = 2.71 s 

Fig. 12 Variation of the maximum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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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side            (b) Back side 

Fig. 13 Stress distribution of the wheel 

 

 

Fig. 14 Variation of the stress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휠의 동응력 측정 

지점은 휠 응력 측정 시험 결과와 같이 응력이 집

중 되는 지점으로 Fig. 13(b)에서 원으로 표시한 부

분 이다. Fig. 14 는 캠버각의 변화에 따른 휠의 동

응력(Von-mises stress) 변화를 나타낸다. 캠버각의 

변화 중에 0°를 지나는 순간(t = 6 초)의 응력값이 

캠버각 부여 전의 응력값인 10 Mpa 이하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캠버각이 부여된 시점 이후 에서

는 10 Mpa 보다 훨씬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캠버각의 변화에 따라 타이어의 접촉면

적이 변화하여 휠의 동응력 변화에 충분히 반영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력의 변화가 양의 캠버

와 음의 캠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한요소모델의 거침, 타이어 모델의 부정확성 등

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향후에는 휠을 포함한 

다른 유한요소모델 들에 좋은 메쉬(Fine mesh)를 

사용 하고 타이어 모델을 정확 하게 하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3 크랙 발생 위치 분석 

Fig. 13의 (a), (b)는 휠에서 발생된 응력 분포 결

과를 보여준다. Fig. 13 의 (a)는 휠의 전면 부, (b)는 

후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응력이 발생

되는 지점이 휠의 바디 부분에 집중되는 것으로 볼 

때, 휠크랙이 휠의 다른 부분보다는 응력이 집중

되는 바디 부분에서 발생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5.4 실험과의 비교 및 신뢰성 검증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트레

인 게이지를 사용한 실차 실험을 실시 하였다. 휠 

의 동응력 측정 지점과 유사한 위치인 Fig. 15 의 

표시지점에서 실제 휠의 동응력 발생 결과를 추출

하였다. 실험 결과와 본 연구의 해석 결과를 Fig. 16

과 같이 비교하였고 실험과 해석의 동응력 주기 및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하지

만, 실험 결과에서 동응력 주기가 해석 결과 보다 

다소 짧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타이어의 반경이 해석 모델의 타이어 회전 

반경 보다 작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타이어의 회전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 한 것이다. 

그러나 Fig. 16과 같이 해석 모델이 실제 차량의 

선회 시 발생하는 동응력변화를 훌륭하게 추종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한요소모델을 사용 

 

 

Fig. 15 Experimental measurement points 

 

 

Fig. 16 Comparison dynamic stress result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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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합축 내구 해석 기법은 향후 휠 내구 해석 

분야에 크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차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자동

차용 휠의 크랙 발생 위치와 응력 발생 지점 그

리고 캠버각에 따른 휠의 응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SAMCEF 를 이용하여 구조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1) 휠-타이어 FE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생성 하였고, 실차 해석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하여 차량의 횡력과 캠버각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2)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휠의 회전 관성을 

고려한 동역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3) 다물체 동역학 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합축 하중 조건을 구현하였다. 

4) 휠의 응력 집중 지역이 휠커넥터 부위임을 

확인하였으며, 캠버각이 변화함에 따라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면적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휠의 동응

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실제 차량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

하여 해석보델의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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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 결과 

Point

(Gauge)
Axis 

Voltage Strain 

 Max.  Min.  Max.  Min. 

1 

a 117.1 -84.1 45.64 -310.87

b 87.03 -460.1 32.69 -173.87

c 64.3 -135.3 20.37 -54.00 

2 

a -18.22 -108.6 -37.90 -257.47

b 292.1 -330.4 82.26 -91.26

c 164.4 -159.6 45.52 -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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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near 166.7 -79.23 58.35 -28.12

4 Linear 465.4 -268.1 167.61 -99.46

5 

a 135.4 -322.60 45.19 -118.91

b 285.1 -350.90 100.43 -133.26

c 1310 -719.60 471.90 -243.95

6 

a -56.73 -484.8 -22.39 -176.71

b 283.9 -231.3 101.23 -86.57

c 1214 -776.3 432.69 -278.66

7 Linear 645.6 -289.2 231.58 -109.91

8 Linear 834.2 -425 302.81 -156.96

9 Linear 33.43 -347.7 11.43 -129.26

10 Linear 700.9 -424.3 255.71 -163.35

11 Linear 1869 -2982 685.28 -1103.3

12 Linear 1896 -3223 726.22 -1236.1

13 Linear 991.1 -1540 405.39 -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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