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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r-Mo계 제동디스크 소재 개발

Development of Brake Disk Materials with Ni-Cr-Mo

구병춘†·임충환*

Byeong-Choon Goo·Choong-Hwan Lim

Abstract Brake disks for rolling stock are exposed to thermal fatigue during braking, and thermal cracks occur on
surface of disks. Thermal cracks can cause serious accidents, deterioration of braking performance and increase of
maintenance cost due to frequent exchange of friction materials. In this study, candidate materials with high-heat
resistance were selected by searching the literature. By using cast specimens made of the candidate materials, chem-
ical composition, crystal structure and graphite type were analyzed. In addition, friction coefficient and wear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values for the disk material in service.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NiCrMo has
highest tensile strength and lowest friction coefficient and the disk material in service has the most stable fric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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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철도차량의 기계제동에 사용되는 제동 디스크의 표면에는 반복적인 마찰제동에 의해 열피로에 기인
한 열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열균열은 제동성능 저하, 제동장치 유지보수비용 증가를 발생시키고 심지
어는 대규모 열차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및 무궁화 열차를 대
상으로 고내열성을 지닌 제동 디스크 재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FC280, FC250, NCM 등의 후보 재질을 선별하
여 각 재질의 화학원소 성분과 비율을 결정하였다. 선별된 후보 재질로 주물 공시재를 제작하여 화학적 성분
분석, 결정 및 흑연조직 분석을 하였고 후보재질 시편에 대한 기계적 특성 시험 및 마찰특성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사용되는 제동 디스크 재질 특성과 비교하였다. 기계적 특성시험 결과 NCM이 가장 큰 인장강도를 보이
나 마찰계수는 가장 작았다. 소형 다이나모 시험기에서 마찰제동 시 제동 속도 및 제동압력 변화에 대해 가장
안정적인 마찰계수를 나타내는 것은 현재의 사용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디스크, 열균열, 고내열성 디스크, 주물, 마찰계수, 마모

1. 서 론

철도차량의 제동 시스템은 크게 기계적 제동 시스템과 전

기적 제동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기계적 제동 시

스템은 주로 브레이크 디스크와 마찰재, 혹은 차륜 답면과

마찰재와의 마찰을 통하여 운동에너지를 마찰에 의한 열에

너지로 전환하여 소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

스크 표면에는 마찰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과 대기에 의

한 냉각 과정이 반복되며, 결과적으로는 표면 열균열이 발

생하게 된다. Fig. 1은 현재 새마을 및 무궁화 열차에 사

용되고 있는 제동 디스크 표면에 발생한 열균열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열균열은 열차의 제동성능에 악영향을 끼

치며 제동 디스크 유지보수비용을 상승시키는 한편, 심할

경우 대규모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동 디스크의 내열성을 높여 열균열의 발생 및 진전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Table 1과 같이 각 열차의 운영조건에 맞도록 경제성, 마

찰 에너지로 전환하여 소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

서 디스크 표면에는 마찰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과 대기

에 의한 냉각 과정이 반복되며, 결과적으로는 표면 열균열

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현재 새마을 및 무궁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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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고 있는 제동 디스크 표면에 발생한 열균열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열균열은 열차의 제동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며 제동 디스크 유지보수비용을 상승시키는 한편, 심할

경우 대규모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동 디스크의 내열성을 높여 열균열의 발생 및 진전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Table 1과 같이 각 열차의 운영조건에 맞도록 경제성, 마

찰 에너지로 전환하여 소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에

서 디스크 표면에는 마찰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과 대기

에 의한 냉각 과정이 반복되며, 결과적으로는 표면 열균열

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현재 새마을 및 무궁화 열차

에 사용되고 있는 제동 디스크 표면에 발생한 열균열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열균열은 열차의 제동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며 제동 디스크 유지보수비용을 상승시키는 한편, 심할

경우 대규모 철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동 디스크의 내열성을 높여 열균열의 발생 및 진전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Table 1과 같이 각 열차의 운영조건에 맞도록 경제성, 마

찰 안정성, 경량성 및 내열성 등을 개량한 많은 종류의 재

질을 이용하여 제동 디스크를 제작,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새마을 및 무궁화호열차에 사용되고 있는 제동

디스크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회주철(Gray cast iron)로

써 KRS BR 0003-06에서 제작 시 요구사양을 제시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고내열성 제동 디스크 개발을 위하여 국

내외의 개발 사양[4, 5] 및 내열성 관련 조성성분을 고려함

으로써 NCM, FC250, FC280에 대한 화학성분을 개발하

여 주물 공시재를 제작하였다[6]. 또한 개발된 후보재질들

에 대하여 화학조성 성분분석, 결정 및 흑연조직 분석, 기

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여 현재 사용 중인 제동 디스크

재질의 특성과 비교하였고, 이와 함께 소형 제동시험기(Lab-

scale Brake Dynamometer)를 이용한 마찰특성 시험을 통

해 제동 디스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마찰 안정성 및 마

찰관련 특성을 관찰하였다.

2. 조직 분석 및 기계적 물성 시험

2.1 조성 성분분석

2.1.1 화학 성분과 기계적 특성

재료를 구성하는 화학조성 성분들 중 제동 디스크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디스크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소들과 그 영향은 다음과 같다[1, 2].

1) C(탄소)는 주철의 내식성, 내마모성, 주조성에 많은 영

향을 주는 원소이나 그 함유량이 3% 미만일 경우에는 탄

화물을 충분히 석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경도 이상이

될 수 없고, 그 함유량이 4%를 넘으면 내식성, 내마모성이

떨어진다.

2) Si(규소)는 탄화물이 없는 조직을 촉진 시키며 그 주

조성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으나 함유량이 2% 미만에서는

상기 작용의 기대가 어렵고, 함유량이 3.5%를 초과하면 기

Fig. 1. Thermal cracks on the brake disk

Table 1. Brake disks for railroad cars [1, 2]

재료명
특징

경도
(MPa)

비

중

적용

분야
국가

분류 명칭

철

계

주철

계

편상흑연주철

(보통주철)

마찰특성 
안정

가격 저렴

250 7.2 저속선
세계 
각국

구상흑연주철
(GCD40)

마찰특성 
안정

400~
550

7.2 저속선 유럽

Ni-Cr-Mo

저합금주철

마찰특성 
안정

합금

250 7.2
신간선

저속선 
일부

일본

CV

흑연주철
(FCCV)

고강도

흑연형상

변경

550 7.2 저속선 
일시

영국

일본

주철+주강재
(Clad 재)

마찰재+
강도재

복합재료

200+ 
580

7.2+
7.8

신간선
(1988

년이후)
일본

강계

주강 (SC)
고강도

내열

균열성

800 7.8
G7

대형자

동차

한국

일본

단강 (FS)
고강도

내열

균열성

800 7.8
신간선
TGV
KTX

일본

프랑스

한국

복

합

재

료

비금

속계

C/C

복합재료

경량

내열성
150 1.5 항공기

F1
유럽

일본

세라믹
경량

내열성
80 2.4 경주용 

차량
독일

금속

계

Al

합금복합재

경량

내마모성
250 2.9 상용화

유럽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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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성질의 악화 즉 취성 증가와 열전도율이 저하될 수

있다.

3) Mn(망간)의 함유량을 제한하는 목적은 주물상태에서

탄화물이 없는 조직을 얻는데 있으나 함유량 0.25% 미만

일 때는 기계적 성질의 개선을 얻기 어려우며, 0.5% 이상

에서는 별다른 향상 작용이 없고, 0.3-0.5%에서 수소 흡수

경향을 줄여 핀홀의 위험을 극소화 시킨다.

4) P(인)는 연성, 인성, 용접성을 저하시키고 주물의 건전

성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최대 함량을 0.08%이하로 제한하

여야 하며, 고온 강도와 내크립성을 얻기 위해서는 Mo(몰

리브덴)과 함께 P(인)를 첨가하기도 하나 P(인)를 0.7-1.0%

와 Cu(구리)를 3.7-5.7% 함유함으로서 열전도율이 높은 내

마모성 구상화주철을 얻을 수 있으나, 인성이 나빠지므로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

5) Ni(니켈)는 Mg-Ni 합금 상태로 첨가함으로서 내식성

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며 항복강도의 증가를 얻게 되는

데, 중량비 0.8% 이상이 초과되더라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6) S(유황)는 기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페라

이트가 되는 경향은 망간/유황비(Mn/S Ratio)에 좌우된다.

구상화 처리후 S의 함량이 0.23%일 때 Mn은 0.25-0.4%

가 되어야 기지 조직이 건전해지고 S의 함량이 낮을수록

구상화재의 필요량은 적어지고 그 효과도 지속된다.

7) Mo(몰리브덴)는 펄라이트를 생성시킬 수 있는 원소로

서 고온에서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0.1-0.5%에서 고온에서의 강도와 크립 저항을 가장 많이 증

가시킨다. 이때의 Mo(몰리브덴)는 항상 Ni(니켈)와 함께 합

금 상태로서 존재한다.

8) Cu(구리)와 Sn(주석)은 그 함량의 적정 비율로서 양

호한 펄라이트가 얻어지나 셀 경계에 편상 흑연이 생길 위

험이 있기 때문에 Sn의 함량을 제한하고 Ni의 첨가에 의

해 Cu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으나, 경제적이 못되므로 Cu

의 함유량은 0.1%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9) V(바나듐)는 탄소와의 결합에 의해 고경도의 탄화물을

형성시키나, 함유량 증가에 따라 연신율이 약간 낮아지고

적은 함량의 Cu와 공존하기 때문에 구상 흑연수가 증가하

고 펄라이트조직이 미세화되어 강도가 증가 한다. 그러나

중간 두께 이상의 주물에서 높은 V 함량이 연신율의 급격

한 감소를 일으켜 재질의 취성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0.01-

0.1%로 제한하여야 한다.

10) Mg(마그네슘)는 다른 원소와의 합금상태(Mg-Fe-Si)

로 사용하며 용탕의 흐름에 첨가하여 흑연을 구상화 상태

로 만드는 접종방법을 채택한다. 접종 시는 용탕의 중량비

0.1-0.2%의 합금을 첨가하면 가장 이상적이며 이때의 잔류

Mg는 0.06%이하가 된다.

이들 중에서 Cr, Mo, Ni 등이 재료의 고온 강도 및 내

열균열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원소이나 금속의 고온 특

성은 다양한 원소의 함유 유무, 함유량 및 첨가 방법 등의

복합적 인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2.1.2 성분분석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동디스크 성분 확인을 위하여 SEM

& EDS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제동 디스크 시편의 성분 분

석시험을 수행하였고 Table 2에서 그 결과와 KRS BR

0003-06의 성분 사양을 비교하였다. Cr과 Cu에 대한 규격

사양의 공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전체 분석치가 규격 사양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선별된 고내열성 제동 디스크 재질인 NCM, FC250,

FC280 등에 대하여 개발된 화학성분 사양에 따라 주물 공

시재를 제작하고 이들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의 각 사양과의 비교 결과를 보면 Cu 및 S의 함유량이

사양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주물 제작기술상 한계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current disk material (wt.%)

재질 C Si Mn P S Cr Cu

규격
KRS BR 
0003-06

3.00~
3.40

1.70~
2.20

0.60~
0.90

0.07 

이하

0.12

이하
- -

분석치 3.13 2.05 0.71 0.041 0.018 0.8 0.3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candidate materials (wt.%)

재 질 C Si Mn P S Cu Cr Mo Ni

FC250
사양

3.0
~3.5

1.5
~2.4

0.3
~1.0

0.16

이하

0.12 

이하

0.3~
1.0

- - -

분석치 3.39 2.09 0.77 0.04 0.12 0.17 - - -

FC280
사양

3.0
~3.5

1.5
~2.4

0.6
~1.0

0.16 

이하

0.12

이하

0.5
~1.0

0.1
~0.3

- -

분석치 3.42 2.22 0.78 0.038 0.12 0.17 0.14 - -

NCM
사양

3.0
~3.5

1.1
~2.5

0.1
~1.0

0.16

이하

0.12

이하

0.3
~1.0

0.3
~0.6

0.1
~0.5

0.8
~1.5

분석치 3.21 2.34 0.76 0.04 0.13 0.69 0.35 0.18 0.98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urctural characteristics
of current disk material

재질
인장강도
(kgf/mm2)

경도 
(HB)

A
Type

Ferrite Size 결정

입자수

규격
KRS BR 
0003-06

25 이상 190240
80%

이상

1%

이하
46

80

이상

분석치 28 217229 86% 0.5 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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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며 두 원소는 디스크 내열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므로 대체로 개발 사양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

2.2 기계적 특성 및 결정/흑연조직 분석

현재 사용되는 디스크 재질 시편 및 후보 재질의 주물

공시재를 이용하여 인장강도[7], 경도 시험[8] 등의 기계적

특성시험과 결정 및 흑연조직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는 사용품 제동 디스크 시편을 이용한 기계

적 특성 및 조직 분석 결과가 규격상의 사양에 만족함을

보이고 있으며 Table 5에서 나타낸 후보 재질별 특성을 보

면 FC250에 비해 Cr이 첨가된 FC280의 인장강도가 크고,

Cr, Mo 및 Ni이 첨가된 NCM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세 후보재질의 조직 관찰 결과 Table 5 및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펄라이트/페라이트 분율[9, 10]이 각각에

대해 유사하고 흑연 관찰 결과도 모두 편상 흑연 조직으로

써 흑연의 형태(Type I) 및 크기(Size 3)[11], 분포(A

type)[12]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3. 마찰특성시험

NCM, FC250, FC280 등의 후보재질로 소형 브레이크

디스크 시편을 제작하여 디스크의 마찰 특성(평균 및 순간

마찰계수, 패드 마모량)을 실험을 통하여 측정해보고 그 결

과를 현재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객차에 사용되고 있는 브

레이크 디스크의 마찰 특성과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마찰재는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객차에서 현재 사용 중

인 패드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시험은 항공기, 고속철

및 특수장비 브레이크 제작 회사인 ‘(주)다윈 프릭션’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제동시험기(Lab-scale brake dynamo-

meter)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3.1 시험 장치 및 시편

브레이크 디스크 마찰시험을 위한 고가의 다이나모 테스

터의 보완적인 시험기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소형 제동시험

기가 사용된다. 그러한 소형 제동시험기의 특징은 풀 사이

즈에 의한 실차 시험에 대하여 마찰재 및 마찰 대면의 요

소를 스케일 다운시켜 실차와 같은 시험을 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한 점이다. Fig. 3에서 보이는 본 소형 제동시험기 또

한 KS R 4024[1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마찰 패드의 면

적을 기준으로 스케일 팩터 “S”로 호칭되는 계수에 따라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andidate materials

재질 
시

편
No.

인장

강도
(kgf/mm2)

경도
(HB)

Perlite

분율
(%)

Ferrite

분율
(%)

흑연 특성 공정

셀수
(EA)

형

상

분

포

크

기

입수 
(EA)

FC250

1 24.6

184 97 3 I A 3 191 267
2 26.7

3 274

4 28.0

FC280

1 31.4

222 98 2 I A 3 195 273
2 32.1

3 31.3

4 32.0

NCM

1 36.0

248 99 1 I A 3 202 283
2 37.0

3 34.4

4 34.9

Fig. 2. Micrographs of candidate materials after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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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모사 비율을 변경하여 실차와 거의 동일 조건에서 시

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마찰 특성시험에 사용된 소형 디스크 및 패드 시편의

형상을 Fig. 4에서 보이고 있다.

3.2 시험 조건

본 마찰특성 시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실시되었다.

1) 각 조건에서의 시험 전에 1,100rpm(40km/h)의 속도

와 각 실험에서 적용되는 제동압을 사용하여 40회, 동일 제

동압으로 1,640rpm(60km/h)의 속도에서 60회의 제동을 통

해 갈아맞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갈아맞춤 작업 후 육안

으로 패드 시편의 연삭 부족으로 인한 부접촉이 관찰되면

추가적인 갈아맞춤 작업을 시행하였다.

2)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접촉면에 각각 4.5bar,

5.5bar, 6.5bar의 압력을 가하면서 각 압력에 대해 제동 초

속도 1,000rpm(37km/h), 2,000rpm(73km/h) 및 2,500rpm

(91km/h)에서 제동을 시작하여 감속시키다가 5km/h를 완

전 제동속도로 간주하여 재 가속을 시작하였다. 또한, 시험

에 사용된 플라이 휠 관성질량은 0.125kgf · m· s2로 설정하

였다.

3) 각 순간마다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실린더 압력 및 제

동 력을 이용하여 순간 마찰계수를 계산하고 1회의 제동

시험에 대한 평균 마찰계수를 계산, 총 50회 시험의 평균

마찰계수 결과의 평균값을 선택하였다. 관련 산출식은 다음

의 식 (1)~(3)과 같다[14].

(1)

(2)

(3)

여기서, Fb : 압부력(kN)

dc : 브레이크 실린더 직경(cm)

 p : 브레이크 실린더 압력(kgf/cm2)

 ps : 브레이크 실린더 스프링 반력(kgf/cm2)

 g : 중력가속도(m/s2)

N : 제륜자 수량

T : 레바비 

η : 제륜자 조립체 효율(%)

µ : 순간 마찰계수

 Ft : 제동력(kN)

 Fb : 제륜자 압부력(kN)

µm : 평균 마찰계수

s : 실 제동거리(m)

4) 각 제동 압력과 초속도에 따른 50회의 제동시험 후에

저울을 통하여 패드의 무게를 측정, 그 마모량을 기록하였다.

3.3 시험 결과

3.3.1 마찰계수 비교

각각의 시험 조건에서 총 50회의 시험에 의해 산출된 평

균 마찰계수를 평균하여 결정하였고 각 회의 오차범위는

±0.03이었다. 각 디스크(사용품, NCM, FC250, FC280) 시

편의 제동 초속도 별 평균 마찰계수 변화를 각 제동압력

(4.5bar, 5.5bar, 6.5bar)별로 비교하였고 이를 Fig. 5에 나

타내고 있다.

모든 제동 압력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마찰계수가 측정

되었던 재질은 FC250, 가장 낮은 마찰계수가 측정되었던

재질은 NCM으로 관찰되었으나 모든 제동 압력과 제동 초

속도에서 가장 우수한 마찰 안정성을 가진 재질은 현재의

사용품 재질이었다. 이는 시험에 사용된 마찰패드가 기존

Fb

π dc
2×

4
------------- p ps–( )× g× N× T× η×=

µa

Ft

Fb
------=

µm
1
s
--- µa0

s
∫ s( )ds=

Fig. 3. Lab-scale Dynamometer

Fig. 4. Brake disk and pa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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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품 디스크의 특성과 가장 잘 맞게 설계되어 제작된 제

품이었으므로 다른 디스크 재질과는 그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3.3.2 패드 마모량 비교

각 제동 압력에서 제동 초속도에 따른 재질별 패드 마모

량을 Fig. 6에서 비교하였다. NCM과 FC280 및 FC250

모두의 경우에 사용품의 경우와 같이 패드 마모량이 제동

초속도의 증가에는 비례하였으나 제동 압력의 크기에는 반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4.5bar의 압력에서는 재질에 따

른 패드 마모량의 차이가 크지만 제동압력이 커짐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경도가 가장

큰 NCM의 경우가 패드의 마모량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디스크와 패드의 경도차가 크게 되면 패드에

대한 공격성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내열성 제동 디스크 재질을 개발하기 위

한 방법으로써 FC250, FC280, NCM 등의 우수한 내열균

열성을 가지는 후보재질을 선별하고 국내외의 개발 사양과

내열성 관련 화학적 원소 등을 고려하여 각 재질에 대한

화학성분 기준범위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사양에 따라 각

각의 주물 공시재를 제작하여 화학조성 분석, 조직 분석,

기계적 물성 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동 디스크 재질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또한 제동 디

스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마찰 안정성 및 마찰관련 특

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소형 제동시험기를 이용한 마찰특

성시험을 수행하였다.

후보 재질의 제작사양을 이용하여 각각의 주물 공시재를

제작하고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원소

Fig. 5. Friction coefficient at each initial brake speed Fig. 6. Wear amount of pad at each initial brak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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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 유무와 제작 사양에 대한 조성비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조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물 제작

기술의 한계에 기인한 약간의 오차를 제외하면 각 재질이

대체로 기준에 만족하는 조성비를 갖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기계적 특성 시험 및 조직 분석을 통해 각

재료가 규격상의 사양에 만족하는 물성치를 갖고 있음을 확

인하였고 재질별 특성비교 결과, FC250에 비해 Cr이 첨가

된 FC280의 인장강도가 크고, Cr과 함께 Mo 및 Ni이 첨

가된 NCM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흑연조직 관찰 결과, 세 후보재질은 모두 편상 흑연 조직

으로 흑연의 분포, 크기 입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형 제동시험기를 이용하여 각 재질별 디스

크의 마찰 특성 및 패드 마모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의

항목들이 관찰되었다.

1) 제동 압력과 제동 초속도 등의 인자가 마찰 및 마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 재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2) 현재 일본의 신칸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NCM 계

열의 후보재질은 가장 낮은 마찰계수 값과 비교적 안정적

인 마찰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패드 마모량은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3) 단순한 평균마찰계수 비교 결과, FC250이 동일한 제

동 압력 및 제동 초속도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평균마찰계

수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나머지의 다른 재질들에 비

해서 각 제동 압력과 제동 초속도에 대한 마찰계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실험에 사용된 후보재질인 사용품, NCM, FC250 및

FC280 디스크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질의 디스크

가 평균이상의 마찰계수를 갖는 동시에 마찰계수의 안정성

은 가장 뛰어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위와 같은 마찰시험

결과는 실험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사용된 브레이크 패드

시편이 현재 사용품 디스크와 함께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에 적용되는 제품으로서 사용품 디스크의 특성에 최적화되

어 있기 때문이라고 고려된다.

이상의 후보 재질별 화학조성 분석, 조직 분석, 기계적 물

성 시험 및 마찰특성 시험을 통해 각 재질의 기본 물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열피로 시험을 수행하여 열균열 발

생 및 진전특성을 관찰함으로써 재질별 내열 특성을 비교

하고 또한, 후보 재질의 종류 및 성분 사양의 범위를 넓혀

고내열성 디스크 재질 개발을 위한 보다 다양한 재질별 특

성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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