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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디스크 커버의

제동 열손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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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An Experimental Study on Braking

Thermal Damage of Brake Disk Cover

Kwang-Ho Ko, Byung-Koo Moon

Div. of Automotive Engineering, Ajou Motor College

요  약  디스크 커버는 브레이크 디스크 및 캘리퍼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고,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제거된다. 

본 연구에서 디스크 커버의 온도는 주행 시험 차량(2000cc, 디젤)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주행 시험(120km/h-제동
(0.3G)-정지-120km/h-제동(0.5G)-정지)에서 측정된 최고 온도는 디스크 커버 상부에서 260~270℃ 이었고, 디스크 커버 
주위에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고온 디스크로부터 커버로의 주요 열전달이 대류를 통해서임을 커버 주위의 온
도 분포로부터 추론 할 수 있다. 즉, 마찰 제동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공기가 디스크 커버 상부까지 올라간 것이다. 

그리고 주행 시험 중에 디스크 커버의 상부 영역만이 용융되었다. 디스크 커버의 두께를 0.7mm부터 1.0mm로 증가
시키고, 마스킹 테이프 1장을 디스크 커버 상부 영역에 부착하였다. 그 후에 디스크 커버는 주행 시험 시 마찰 제동
에 의해 형성된 고온의 공기에도 변형되지 않았다.

주제어 : 디스크커버, 고경도폴리에스티렌, 주행시험, 브레이크디스크, 제동마찰

Abstract  The disk cover is installed to protect brake disk and calliper and it’s removed right before delivering 
to customers. The temperature of disk cover was measured driving test vehicles(2000cc, diesel) in this study. 
The highest temperature measured for the driving test(120km/h-braking(0.3G)-stop-120km/h-braking(0.5G)-stop) 
was 260~270℃ in the upper part of the disk cover and the temperature varied considerably around the disk 
cover.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temperature distribution around the cover that the major heat transfer from 
hot disk to cover was through convection. In other words, the hot air generated by braking friction moved up 
to the upper part of the disk cover. And only the upper area of the disk cover was melted down during this 
driving test. The thickness of disk cover was increased to 1.0mm from 0.7mm and 1 paper of masking tape 
was pasted in the upper region of the disk cover. Then the cover endured the heated air formed by braking 
friction during the driv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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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제작사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차량

이나 장기간 야 하는 차량의 경우 운송 혹은 야  과정

에서 이크 디스크의 녹 발생을 방지하고 외 을 보

호하기 해 라스틱 재질의 디스크커버를 우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다. 이후 도 주행 검사 과정을 거치고,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시 에서 이 디스크 커버를 

제거 후 매하게 된다. 

이러한 녹 발생 방지  외  보호를 한 디스크 커

버를 용하는 경우 도 주행 검사 의 제동 시 발생하

는 이크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열에 의해 디스크 표

면 온도가 격히 상승하고[1,2,3,4], 이로 인해 디스크 커

버의 열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디스크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

열이 디스크 회   주행풍 유입으로 인해 쉽게 외부로 

방출되나[5,6,7,8,9,10], 디스크 커버를 우는 경우 열방

출이 다소 어려워져 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디스크커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동 조건에 따른 이크 패드  디

스크 커버 각 치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제동 마

찰열에 의한 디스크커버의 손상 특성을 실험으로 측정하

다. 한 이러한 열손상 특성을 바탕으로 주행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디스크커버의 두께  열차단 방법도 함

께 제안하 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차량은 H사의 형 디젤 RV 차량으로 

2000cc, 자동변속기, 2010년식 차량이다. 자동차 제작사

에서 사용하는 도 주행 시험 검사의 경우 120km/hr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다가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시킨 

후 디스크커버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

다. 이 때 감속도의 정도는 0.3G와 0.5G로, 제동에 해당

하는 제동 감속도로 볼 수 있는데, 각 감속도에 따른 마

찰 발열에 의한 온도 상승 정도를 본 연구에서 비교하

다. 

정리하면 “120km/hr 정속주행 → 3회 제동(감속도 = 

0.3G 혹은 0.5G) → 차량 정지 → 디스크커버 변형 검사”

의 순서로 시험하며 이크 패드  디스크커버의 온

도를 측정하 다. 본 실험은 국내의 야외의 차량 주행장

에서 7 ∼8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실험  외기온도는 

약 30℃ 내외 다.

[Fig. 1]에 실험에 사용된 디스크커버를 도시하 는데, 

재질은 HIPS(High Impact Polystyrene : 녹는  240℃, 

비  1.04, 비열 1400J/kg·K, 열 도도 0.22W/m·K, 유리

이온도 100℃ [11])이고 두께는 0.7mm 이다. HIPS 재

질의 경우 성형공정으로 제작하기 용이하고 렴하며, 

출고 직  찢어서 폐기하기에 합한 재료 특성이 있어 

본 디스크커버의 재질로 선정되었다.

[Fig. 1] Disk cover used for the tests

이크 디스크와 캘리퍼 체를 보호할 수 있는 형

태의 디스크 커버를 제작하여 [Fig. 2]와 같이 장착한다. 

[Fig. 2]의 좌측은 이크 디스크와 캘리퍼 체를 감

싸는 형태로 실차에 디스크커버를 장착한 사진이고, 우

측은 디스크커버의 3D 도면상에 캘리퍼 치와 온도 측

정 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게 장착된 상태에서 열

를 이용하여 디스크커버 3군데(상, , 하)와 캘리퍼 내

부에 치한 이크 패드의 온도를 측정하 다.

     

[Fig. 2] Measuring points of temperature in the 
disk cover

Left: a picture of installed disk cover

Right: 3D CAD Drawing of disk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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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온도측정결과 : 0.3G 감속

우선 충분히 열된 시험 차량(2000cc, 디젤차량)을 

이용하여 120km/h로 정속 주행하다가 0.3G의 감속도로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시킬 때까지 약 500  정도의 

기간 동안 온도 변화를 [Fig. 3]에 도시하 다.

[Fig. 3] The measured temperature braking with 
0.3G

제동력이 가해지는 시 에서부터 온도가 격히 상승

하여 이크 패드의 경우 약 160℃, 디스크커버의 경우 

269℃(상), 202℃( ), 174℃(하) 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

다. 일반 인 주행 상황에서 제동 시 이크 디스크의 

최고온도는 약 250～26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12,13], 

이 결과보다 약 10℃ 정도 높은 수 의 최고온도가 디스

크커버의 “상” 치에서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디스크

커버에 의해 주행풍 유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고온도

가 다소 높은 것으로 단된다.

[Fig. 4] Thermally damaged disk cover(0.3G)

0.3G 감속도로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량

에서 탈거한 디스크커버 내부를 살펴보면 [Fig. 4]와 같

이 상부 치에서 열에 의한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커

버의 면이나 하부에서는 약간의 그을음이 보이나 열변

형  열손상의 흔 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동 시 이크 디스크가 회 하면서 마찰열이 발

생하기 때문에 디스크커버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측했으나, 실험 결과 디스크커버의 원주방

향 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95℃ 까지 나타나고, 이러한 

불균일한 온도분포에 의해 디스크커버의 상부에서만 열

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디스크커버로의 정확한 열 달 

상황은 본 실험을 통해 규명하기가 어려우나, 제동 시 발

생한 마찰열이 부분 디스크커버의 상부에 집 됨을 본 

실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제동 시 이크 디스크-패드 마찰열에 의한 디스크 

표면 온도 분포에 한 타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디스크 

표면의 온도는 원주방향으로 거의 균일한 분포를 보이는

데[1,5,13],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이크 디스크에서 약 

4～5mm 정도 근 해 있는 디스크커버에서는 상당히 불

균일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실험 결과

만으로 이러한 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고온의 디스

크표면에서 커버로의 열 도(conduction)나 열복사

(radiation)보다는 마찰열에 의해 가열된 공기의 이동에 

의한 열 류(convection)에 의해 이러한 불균일한 온도

분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도와 복사

에 의한 열 달의 경우에는 고온부(디스크)의 온도가 균

일하다면 그 열 달 양상도 원주방향으로 균일하겠지만, 

류의 경우에는 고온부와 온부 사이의 유동 양상에 

따라 크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마찰열에 의해 가열된 

디스크 주변의 뜨거운 공기가 디스크 회  에는(주행 

 제동 에는) 원주방향 체에 해 거의 균일하게 방

출되지만, 디스크 회 이 종료되는 시 을 후로는(제

동이 끝나고 차량이 정지되는 시  후로는) 고온의 공

기가 지면에 해 수직 방향으로 류 상승하면서 디스

크커버의 상부에 집 되고 이로 인해 디스크커버의 상부 

온도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단된다. 

정리하면 디스크커버의 온도는 디스크 표면과는 달리 

원주방향으로 상당히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특히 상부 

치에서 높은 온도를 보이는데 이는 마찰열에 의해 가

열된 공기의 열 류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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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본 실험결과를 통해 디스크커버의 온도분포와 

이로 인한 열손상 특성은 디스크에서 커버로의 열 류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크 

디스크에서 디스크커버로의 열 달에 한 수치해석을 

통해 디스크커버의 온도분포에 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

요한 상황이나 이는 추후 별도의 연구로 진행할 정이다.

[Fig. 5] The measured temperature braking with 
0.5G

3.2 온도측정결과 : 0.5G 감속

앞에서와 같이 120km/hr 정속 주행 후 0.5G의 감속도

로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우의 온도의 측정 

결과를 [Fig. 5]에 도시하 다.

0.3G 제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동력이 가해지는 

시 에서부터 온도가 격히 상승하는데, 0.5G의 감속도

로 제동하는 경우에는 0.3G에 비해 다소 온도가 높게 측

정되었다. 즉, 이크 패드의 경우 약 180℃, 디스크커

버의 경우 268℃(상), 235℃( ), 222℃(하) 까지 상승함

을 알 수 있다. “상” 치에서는 0.3G 제동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온도가 측정되었으나, “ ”  “하” 치에서는 

30 ∼ 40℃ 정도 더 높은 온도가 측정되었다. 원주방향으

로의 불균일한 온도분포는 앞에서와 같이 마찰열에 의해 

가열된 고온 공기의 열 류에 의해 나타나는 상으로 

단된다.

제동 감속도가 0.3G에서 0.5G로 증가하여도 상부 

치에서 측정된 최고온도가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이는 

추후 수치해석 등의  연구를 통해 별도로 규명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Fig. 6] Thermally damaged disk cover(0.5G)

0.5G 감속의 경우에도 [Fig. 6]과 같이 HIPS 재질의 

디스크커버는 상부를 심으로 큰 열손상이 발생하여 상

부의 부분이 녹아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나 하부에는 손상이 없이 상부에서만 손상이 발생하

는데, 이는 앞에서 언 하 듯이 마찰열에 의한 고온의 

공기가 류 상승하면서 커버와 디스크 사이의 간극에 

집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0.5G의 경우 0.3G

에 비해 고온의 공기가 좀 더 많이 발생하여 커버의 상부

를 심으로 넓은 역에 열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단된다[14].

0.3G와 0.5G 제동 시 각 부분의 최고온도를 정리하면 

[Fig. 7]과 같다. 제동 감속도가 큰 0.5G의 경우 최고 온도

가 커버의 “ ”, “하” 치에서 0.3G의 경우보다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Fig. 7] The peak temperature comparison for 
disk cover

이상의 온도 측정 결과를 통해 상부 치를 제외하면 

온도가 230℃ 이하의 낮은 수 이므로 HIPS 재질을 사

용하되 상부부분만 보강하면 렴하고 용이하게 디스크

커버를 제작할 수 있다고 단된다. HIPS 재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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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등으로 찢는 동작에 의해 쉽게 열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디스크커버와 같이 차량 인도 직 에 

제거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합하므로, 재질 자체

는 HIPS로 유지하고 두께 보강과 열차단을 한 재료만

을 모색하기로 하 다.  두께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고, 어

떠한 열차단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간이 가열 시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3.3 간이 가열 시험 : 두께

우선 디스크커버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결

정하기 해 0.7mm, 0.9mm  1.0mm 두께의 HIPS 재질 

시편을 이용하여 열변형 실험을 수행하 다. 화염온도 

270℃ 정도의 토치를 사용하여 60 간 디스크커버의 시

편을 가열한 후 손상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 는데, 가

열 후 시편의 사진을 [Fig. 8]에 도시하 다. 

0.7mm, 0.9mm 두께의 HIPS 재질의 시편은 열에 의해 

변형이 나타났고, HIPS 재질의 1.0mm 두께의 시편은 열

변형이 었다. HIPS 재질로 두께 1.0mm 성형 제작하는 

경우 열변형이 작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1.0mm 

두께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상부를 심으로 HIPS 재질

의 녹는 보다 제동 기간 동안 높은 온도가 측정되었으

므로 상부로의 열 달을 방지할 수 있는 열차단 재료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도 병행하 다.

[Fig. 8] The picture of specimens after heating 
with a torch

3.4 간이 가열 시험 : 디스크커버 상부 열차단

디스크커버의 상부 안쪽에 다양한 재질의 테이  등

을 보강하여 커버의 체 두께는 1.0mm로 유지하여 재

료비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열차단  테이

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 다.

디스크에서 디스크 커버로 달되는 열 달을 억제하

기 해 3M 社의 마스킹 테이  HPMT (High 

Performance Masking Tape) 2693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 다. HPMT 2693 모델의 사양을 정리하면 Table 1 과 

같은데, 163℃에서 30분간 내구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15] 본 연구에서처럼 260 ∼ 270℃ 정도에 1 ∼ 2분간 노

출되는 경우에 디스크커버의 보호에 합한 것으로 단

되었다.

Item Spec. ASTM Test

Addhesion 50N/100mm D-3330

Tensile Strength 455N/100mm D-3759

Elonggation at Brake 10% D-3759

Thickness 0.21mm D-3652

Thermal Conductivity 0.4W/m·K D-5470

Temerature range 163℃(30min.) -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the masking tape
for thermal insulation(3M HPMT(High 
Performance Masking Tape) 2693 model)

두께 1.0mm HIPS 재질의 시편에 3M사의 마스킹테이

 HPMT 2693 을 1매, 2매, 3매 착한 후 화염온도 27

0℃ 정도의 토치를 이용하여 1분간 가열하여 시험한 후 

손상정도를 확인하 는데, 시험 후 사진을 [Fig. 9]에 도

시하 다.

[Fig. 9] The picture of specimens after heating 
with a torch(HIPS 1.0mm + Masking tape 
1/2/3 papers)

3M 사의 마스킹테이 를 1매 이상 사용하는 경우 테

이  표면의 그을음 상은 발생하 으나 HIPS 재질의 

시편 자체에서는 그 손상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께 1.0mm의 HIPS 재질로 

성형 제작한 디스크커버의 상부 안쪽에 3M 사의 HPMT 

2693을 1매 착하는 것이 한 것으로 단하 다. 이

는 상류방향으로 상승하는 열량을 마스킹테이 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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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차단하고, 디스크커버 두께 역시 1mm로 증가시키는 

경우 마스킹테이 에서 일차 으로 차단된 열량을 디스

크커버가 충분히 견디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5 개량 디스크커버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양 변화에 따른 열변형도 요하지

만 추후 상품화하기 해서는 가공성이나 원가도 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가공하기 쉽고 추후 제거하기 편한 

HIPS 재질의 두께를 1.0mm 로 하여 디스크커버를 제작

하고 가장 온도가 높게 측정된 커버 상부의 안쪽에 

HPMT 2693을 1매 착하여 0.3G, 0.5G 3회 감속도 제동 

주행시험을 실시하 다.

[Fig. 10] The picture of the improved Disk cover 
after braking(0.3G & 0.5G)

앞의 주행시험과 동일한 주행시험으로 120km/hr 의 

정속주행 후 0.3G의 감속도로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

시킨 후 바로 120km/hr로 재가속하고, 0.5G의 감속도로 

3회 제동하여 차량을 정지시킨 후 디스크커버를 탈거하

여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 다. [Fig. 10]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약간의 열변형이 발생하 으나 완 히 

손되는 정도는 아닌 수 으로 단된다.

[Fig. 11] KMMC driving mode

미국 수출향의 경우에는 지에서 별도의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KMMC 모드([Fig. 11])를 주행하여 출고  차

량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속도 75MPH 이고, 최고 

감속도 0.296G 수 으로 0.3G 감속도와 제동 정도가 비

슷한 수 이므로 충분한 열내구도를 나타낼 것으로 기

하 는데, 앞의 개량 디스크커버(1.0mm HIPS 재질 +  

3M HPNT 2693 마스킹테이  1장)를 사용하여 KMMC 

모드를 주행한 후 탈거한 커버의 사진을 [Fig. 12]에 도시

하 다. 

육안으로 확인 결과 거의 열변형이 없어 미국 수출향

에 해서도 동일한 사양으로 디스크커버를 제작하기로 

하 다.

[Fig. 12] The pictures of the improved Disk cover 
after braking(KMMC driving mode)

미국 지(조지아)에서 실시한 배기가스 시험( 시동

력계상에서 시내모드(LA4 mode)  고속모드(Highway 

mode) 주행) 에 측정된 디스크커버의 온도 그래 를 

App. 1에 첨부하 는데, 시험  최고온도는 100℃를 넘

지 않았으며, 차량 길들이기 주행  0.2G 감속도로 50회 

정도의 제동 운 해도 108℃ 정도의 최고 온도가 측정되

어 디스크커버의 열손상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한 지의 시외도로, 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에서 일

반 인 주행을 실시하며 측정한 디스크커버의 온도를 

App. 2에 첨부하 는데, 약 0.2G～0.3G 감속도로 50회 정

도의 제동을 하며 약 35mile 정도를 주행하며 측정된 커

버의 온도는 최고온도 140℃ 정도로 역시 디스크커버의 

열손상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1) 본 연구에서는 2000cc 디젤 RV 차량을 120km/hr 

정속주행 후 감속도 0.3G 혹은 0.5G로 3회 제동하

여 정지시키는 시험 모드로 제동에 의한 디스크커

버  이크 패드의 온도변화와 디스크커버의 

열손상 특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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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측정 결과 디스크커버 상부를 심으로 최고

온도가 260 ∼ 270℃ 까지 상승하며, 디스크커버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당히 불균일한 온도분포 특성

을 보 고, 디스크커버의 상부에서만 열손상이 나

타났다.

3) 이러한 불균일한 온도분포  열손상 특성은 디스

크와 패드의 마찰열에 의해 가열된 고온의 공기가 

디스크 표면을 따라 류 상승하면서 커버의 상부

로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 디스크커버의 상부를 

심으로 열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4) 제동 마찰열에 의해 이크 디스크 자체는 원주

방향으로 거의 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디스크에 근 해 있는 디스크커버에서는 원주방향

으로 상당히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는 이러한 

상은 디스크에서 커버로의 열 달이 도나 복

사보다는 류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상부를 제외하면 230℃ 이하의 온도가 측정되므로 

HIPS 재질의 커버에서 상부부분만 보강하면 렴

하고 용이하게 디스크커버를 제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간이 가열 시험 결과 1.0mm 두께 수 이면 열변형

이 작았으며, 여기에 열차단을 한 마스킹 테이  

HPMT 2693 모델 1매를 커버 안쪽 상부에 착하

면 0.5G 감속 제동시험에서 열변형이 거의 없는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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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1]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measured for emission test in US(LA4 mode
& highway mode on th CH/DY)

[App. 2] The measured temperature driving on the road in US(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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