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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마모에 따른 미끄럼 저항 변화

김 정 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3. 1. 17. 접수 / 2013. 2. 19. 채택)

The Variation of the Slip Resistance with Wear of Floor

Jung-Soo, Ki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January 17, 2013 / Accepted February 19, 2013)

Abstract : All most of floors can become less slip resistant with wear. The deterioration of slip resistance can often occur rapidly. So 
relatively new products can become hazardou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he comparison of slip 
resistance variations caused by traffic wear and accelerative wear. The second objective was to ascertain the effect of wear, and to find out the 
causes of slip resistance change. Although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results of traffic wear and accelerative wear, the 
trend of the variations of slip resistance caused by traffic wear and accelerative wear was very similar. The measured slip resistance of tested 
floor changed up to 29%(and 26.5%) after 100,000 steps(and 750 cycles). As the traffic wear and accelerative wear were progressed,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tested floor became smoother, and so the floor became more slippery under the wet condition. The abraded(worn out) 
floor surface tended to become hydrophilic surface, while the new floor surface tended to show hydrophobic nature. This phenomenon would 
change the wettability of floor surface, and the wettability would affect the variation of slip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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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도(넘어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원인 중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며 전체 업종에 걸쳐 골고

루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도사고의 재해원인 중 약 50%는 
미끄럼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끄럼에 의한 부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영국

에서 보고된 주요 미끄럼 재해의 95%가 골절로 나타나고 있

어
1) 

국내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끄럼 재해가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기 때문에 미끄럼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

체론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미끄럼 위험성은 바닥재, 오염물질, 신발, 인간의 행동 및 

주위 환경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2). 그러나이러한 요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즉, 신발이나 바닥재는 시간에 따라 
마모되며 오염물질은 온도 및 시간에 따라 점도 등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은 학습이나 경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미끄럼 저항성은 실용성, 심미성(aesthetics), 청소성, 가격 

및 기능성을 포함한 방대한 설계목적의 단지 일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설계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빈번히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무시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끄럼 재

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바닥재의 미끄

럼 저항성을 중요한 설계 인자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끄럼 재해와 관련된 바닥재 연구는 대부분 

거칠기 매개변수의 영향3), 바닥재 거칠기의 측정 인자4), 
바닥재의 표면형상5), 미끄럼 위험성과 거칠기의 상관관계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연구동향은 바닥재

의 마모에 따른 거칠기 변화 또는 마모에 따른 미끄럼 성

능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다7,8).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바

닥재의 마모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능 변화만을 조사하여 

실제로 마모에 따른 성능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

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였다.
설계를 통한 재해예방(PtD ; Prevention through Design)

이란 관점에서 바닥재를 고려할 경우, 바닥재의 수명 또는 
교체주기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즉, “설계를 통한 재해예

방”이라는 전략은 설계단계에서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서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9-11). 
이러한 개념에 따라 미끄럼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미끄럼 저항성 바닥재뿐만 아니라, 오염의 가능성이나 정

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 요소(차양, 기밀, 깔개), 시각적 
보조수단들(경고표지판 및 계단코를 구별하는 색체), 관리

적 제어(청소구역 및 유지보수), 넘어짐 방지 보조수단(방어

벽, 손잡이), 환경적 조건들(조명 및 경사도) 및 특별한 신

발 등을 포함한 위험성 최소화 전략이 전체론적인 접근방

식에 포함되어야 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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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상태일 경우,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은 변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은 설치

과정, 표면처리, 유지보수 및 마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바닥재가 설치된 시점

에서 미끄럼 저항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미끄럼 저항 성능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12). 
따라서 공장에서 생산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미끄럼 저항값

은 설계자나 혹은 현장 설치 관계자로 하여금 잘못된 선

택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몇몇 제품의 경우, 설치된 

지 수주 또는 수개월내에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미끄럼 저항성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

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실제로 미끄럼 저항성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속가능한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 성능평가방법12), 보행마모에 따른 바닥재의 내

구성 평가 방법13), 마모에 따른 바닥재 미끄럼 저항 변화 

추정법14) 등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량적

이고 정성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바닥재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마모12)시키거나 정상보행과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

모14)를 발생 시켰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결과는 바닥재의 

마모를 사람의 보행과 관련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보행에 따른 바닥재의 마모와 기계적인 마

모방법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기계적 마모방법이 

보행마모를 대변할 수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미

끄럼 저항값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표면 거칠기 변화와 
표면의 습윤성(wettability)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1. 보행마모 시험방법

Fig. 1은 표준 모래(KS L 5100)를 담은 나무상자와 마

모대상이 되는 세라믹타일(상부 사진참조)로 만든 보행로

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각 바닥재 및 모래상자는 중심 간격

이 600 mm로 ISO의 기준 보폭의 가장 짧은 보폭으로 정하

Fig. 1. Tested floor and floor plan for traffic wear. (unit: mm)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mean(SD)

gender Age(year) Height(cm) Weight(kg)

Male 22.86(1.12) 176.8(6.20) 83(11.10)

Female 42.7(4.60) 159.9(5.15) 57.14(5.87)

였다. 피시험자는 약 50분 보행 후 10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

였으며 각 바닥재는 100,000보가 될 수 있도록 실험하였다. 
또한 피시험자들의 첫 번째 보행자와 마지막 보행자에게 

계수기를 지급하여 1회전(한바퀴)마다 계수를 하도록 하여 
최종 보행횟수를 확인하였다. 

바닥재 마모 실험의 피시험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17
명(남자 10명, 여자 7명)을 선정하였다. 마모 실험에 사용

된 신발은 각 피시험자의 평소 신고 다니는 신발을 그대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피시험자의 기본 정보

는 Table 1과 같다.
바닥재 표면의 모래는 과도한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10,000보마다 청소되었다. 
각 피시험자들은 보행에 앞서 바닥재의 특정 부위를 인

위적으로 딛지 않도록 교육하여 강제보행에서와 같은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2. 기계적 마모 시험방법

사람의 보행이 바닥재 마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를 파악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였다
14). 따라서 

바닥재가 마모되는데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판

단되는 뒤꿈치의 상대운동을 모사할 시험장치를 제작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가속 마모시험기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장치

14)
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합하

게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속 마모시험기는 Fig. 2와 같이 20 

rpm으로 회전하는 원형 바퀴에 마모 지그를 부착하여 제

작하였다. 마모 지그는 Table 2와 같은 조건의 연마용 마

모편(light grey 7448, ultra fine)을 직경 105 mm PVC 원형

관에 부착한 마모부와 바닥과 상대운동 하는 동안 바닥

에 약 1 kg의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굽힘 강성 2.2 N/cm의 
스프링 및 스토퍼로 구성된 하중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젖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마모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 바

닥재와 마모편 사이에 물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미끄럼 저항 측정방법

Fig. 3은 보행마모 및 가속마모에 따른 미끄럼 저항 변

Fig. 2. Photo of accelerative wear machine and abrasive j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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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used slipmeter for slip resistance.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기(BPT; British Pendu-
lum Tester)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장치는 회전진자의 한

쪽 끝에 표준고무센서(4-S 고무)가 부착되어 있다. 초기수

직하중은 약 22 N 이고 바닥재 표면과 센서가 접촉하는 

길이는 125~127 mm정도이다. 표준고무센서의 장변 길이는 
76 mm이고 모서리의 길이는 마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1~ 
3 mm로 접촉 면적이 대략 0.76~2.28 cm2가 된다.

따라서 접촉압력은 대략 100~290 kPa정도로 계산된다. 
센서가 바닥과 충돌할 때의 계산된 미끄럼속도는 대략 2.8 
m/s정도가 된다15).

BPT를 이용하여 마모된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을 측정 

측정할 경우, 시험표면을 각 방향(동서남북)으로 시험하되, 
각 방향에 대하여 12회씩 실험을 하여 얻어진 결과 중 최

대값과 최소값을 제거하고 나머지 10회를 평균하여 각 

방향의 평균 마찰계수로 하였다. 또한 각 바닥재의 전체 

마찰계수는 각 방향의 평균 마찰계수를 다시 평균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오염물질은 증류수 한 가지만 사용하였

으며 각 실험 전 바닥재의 세척 및 센서의 처리는 기존 

방법16)에 따랐다.

2.4. 표면 거칠기 측정방법

Fig. 4는 표면 거칠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디

지털 현미경(HiROX, KH-8700, Confocal type)을 나타낸 사

진이다.
표면 거칠기의 측정은 표면을 1000배 확대하여FOV 

(Field of View)를 303.28 µm으로, 분해능(resolution)을 0.19 
µm로 설정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선택된 영역은 3차원

적으로 정밀 측정되었다. 바닥재의 표면 거칠기는 EN ISO 
4287에 따라 필터를 거치지 않은 원래의 표면형상을 이용

하여 표본 길이 내에서 평균선 위의 최대 높이(Pp)를 사

용하였다.

Fig. 4. Photo of digital microscope system.

2.5. 습윤성 측정방법

바닥재의 표면 습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유량을 

토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피펫(Thermo, Finnpipette F1, 1- 
10 µL)으로 표면에 최대한 천천히 액적을 부착(sessile drop-
let)시킨 후 디지털 현미경으로 촬영하여 액적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액적은 10 µL로 하였으며, 액적

을 부착시키기 전 표면은 증류수에 에틸알코올을 50% 첨
가한 수용액으로 세척하였다.

마모 전 표면, 보행마모 및 가속마모 후 표면에 동일한 

용량의 액적을 부착시킨 후 최대한 짧은 시간(0.5초 이내)
동안 액적의 접촉 면적을 측정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라 액

적의 접촉면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3. 결과 및 고찰

Fig. 5는 보행마모 횟수(step) 및 가속마모 횟수(cycle)에 

따른 마찰계수(BPN; British Pendulum Number) 변화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의 하부 축은 보행 횟수를, 상부 축은 

가속마모 횟수를 나타내며 삼각형 표식은 가속마모를, 원
형 표식은 보행마모를 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경향으로 마찰계수는 가속마모 횟수 및 보행

횟수가 증가함 따라 초기에 조금 낮아지고 일정하게 유지

되다 300회 또는 40,000보 부근에서 다시 감소하여 600회 

또는 80,000보 정도에서 일정해진다. 이러한 마찰계수의 

감소추세는 기존의 가속마모 실험12)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12)에서는 이러한 감소추세의 원

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감소추세의 원인을 마모초기에는 

바닥재의 거친 입자들의 탈락으로, 마모 진행 중에는 바

닥재 표면의 유약 마모로 인한 습윤성 증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가 모든 바닥재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닥재의 표면형

태, 유약의 두께 및 재질, 거친 입자의 부착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바닥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속마모와 보행마모를 비교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Fig. 5. BPN's variation with traffic and accelerativ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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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아 150회의 가속마모가 

20,000보의 보행마모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속마모 150회의 배수와 보행마모20,000보의 배수를 비

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p> 
0.05). 이는 보행마모의 경우 보행자가 바닥재의 특정부위

를 정해 놓고 걷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위별로 편

차가 심해졌고, 가속마모의 경우 바닥재 마모편의 교체주

기에 따라 마모량이 변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마
모편 자체도 바닥재 표면과 상대운동으로 인하여 마모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마찰계수 

감소 경향이 매우 유사하고 가속마모 750회 및 보행마모 

100,000보의 마찰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나타났기 때문에 본 실험결과에서는 가속마모 150회를 

보행마모 20,000보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14)에서는 가속마모 300회가 보

행마모 20,000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실

험의 보행마모가 기존 연구의 보행모사 마모보다 마모속

도가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바닥재

를 피시험자가 한쪽 발을 고정시키고 다른 한발로 바닥재

를 강제적으로 문질러 마모시켰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모

시킬 경우 피시험자가 바닥에 가하는 하중이나 신발의 

종류에 따라 마모량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적

인 마모가 자연스러운 마모에 비해 마모량이 크게 증가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한 가지 종류의 마모편만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마모편이 달라질 경우 실험결과도 상이

하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보행마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

용한 가속마모편의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12)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마모에 따른 바닥재의 미끄럼 저항 변화에 관한 연구

는 몇몇 연구자12,14)들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보행마모와는 

관계없이 가속마모를 통하여 마찰계수가 변하지 않는 시

점을 찾아 설계기준을 정하거나12) 보행마모와 가속마모

를 상관시키지 못했다14).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보행마모

와 가속마모를 상관시켰기 때문에 가속마모를 이용하여 바

닥재를 마모시키더라도 보행마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바닥재의 마모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가속마모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마모 전 바닥재의 표면 거칠기와 가속마모 및 

보행마모 후의 바닥재 표면 거칠기 변화를 나타낸 그림

이다.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는 산술 평균 거칠기(Ra)나 10
점 평균 거칠기(Rz)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필터를 거

치지 않은 원본 표면 형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

초 파라미터(primary parameter, Pp)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파

라미터를 사용한 이유는 컷오프 길이에 의한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해서 이다18).
마모 전 표면 거칠기는 0 µm에서 35 µm사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가속마모 및 보행마모 후 15 µm이상의 큰 거칠기가 
거의 없어지고 10 µm미만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마

Fig. 6. The variations of primary roughness by traffic and accelerative 
wear.

(a) New floor

(b) Traffic wear

(c) accelerative wear
Fig. 7. Photo of tested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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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진행됨에 따라 바닥재 표면의 거친 입자가 탈락되어 
표면 거칠기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최대 

단면 산 높이(Rp)는 마모됨에 따라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19)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속마모와 보행마모를 비교해 보면, 보행마모에 비해 

가속마모가 다소 낮은 거칠기를 보여준다. 이는 보행마모 

시 모래입자로 인하여 바닥재 표면의 거친 입자뿐만 아니

라 유약이 있는 부위의 표면도 같이 탈락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이는 Fig. 7의 표면 사진으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모되기 전 표면은 다양한 형태의 거친 입자가 불규칙

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보행마모 후 표면은 거친 

입자가 탈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약이 있던 부위도 

상당히 탈락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가속 마모된 표면은 

거친 입자부분만 탈락되고 유약이 있는 부위는 미세하게 마

모되어 있다. 따라서 Fig. 5에 나타난 가속마모와 보행마

모의 마찰계수 차이와 Fig. 6에 나타난 표면 거칠기의 차

이는 보행마모에 사용된 모래로 인한 유약부분의 탈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마모 전후의 바닥재 표면에 10 µL 증류수를 마

이크로 피펫으로 조용히 부착시킨 후 측정한 접촉 면적

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전반적으로 마모 전 접촉 면적이 14 mm2인 반면 마모 

후 접촉 면적이 20 mm2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속마모에 의한 접촉 면적(20 mm2)보다 보행

마모에 의한 접촉 면적(23 mm2)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듯 보행마모 표면이 가속마모 표

면보다 조금 더 거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조한 상태일 때, 마모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는 표면 

거칠기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물로 젖

은 상태일 때, 마찰력 변화는 단순히 표면 거칠기 변화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즉, 젖은 상태

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은 압축막 효과(squeeze film 
effect), 변형(deformation) 및 완충(damping), 접지력(trac-
tion)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젖은 표면에서 압축막 효

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오염물질의 점성소산(viscous shear 
stress)과 유체탄성역학적(elastohydro -dynamic) 특성이 있

다. 점성소산은 근본적으로 유체의 물성치(점도)와 동력학

적 물성치(동점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성치는 유

체와 움직임의 속도가 정해지면 일정한 값이 된다. 따라

서 동일한 오염물질과 동일한 상대속도라면 압축막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유체탄성역학적 특성이 될 수 있다. 마
모된 상태에서 유체탄성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액체가 혼합윤활영역

(mixed lubrication region)에 있을 경우, 표면의 습윤성이 

마찰계수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그러나 Perrson21)의 결과는 자동차 타이어와 노면사이의 

현상을 설명할 뿐 습윤성이 보행과 관련된 마찰계수의 변

화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람의 보행 시 신발과 바닥재 표면사이에 물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보행속도 1.0 m/s로 계산하면 혼합윤활영역

(a) New floor

(b) Traffic wear

(c) accelerative wear
Fig. 8. Photo of sessile droplet on the tested floors.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물로 오염된 바닥의 마찰력은 Per-
rson21)의 결과를 고려하면 습윤성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

이다.
액체 오염물질의 접촉 면적은 온도, 바닥재의 표면 거칠

기, 표면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므로 표면의 거칠기와 
표면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약이 도포된 바닥은 불침투성이며 동시

에 소수성(hydrophobic)을 갖는다. 이러한 소수성 표면은 친

수성(hydrophilic) 표면에 비해 동일한 체적의 액체가 표면

에 조용히 놓이면 작은 접촉면적을 갖는다. 
표면 거칠기에 따른 접촉면은 표면의 성질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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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즉 소수성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면 접촉면적은 감

소하고 친수성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면 접촉면적은 증

가한다22).
따라서 마모되지 않은 세라믹 바닥재 표면은 소수성과 

거칠기로 인하여 접촉 면적이 감소하지만, 마모된 바닥재

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여 젖은 면적이 감소하지만 

반대로 유약의 탈락 및 마모로 친수성 표면이 나타나 접촉 
면적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영향으로 

접촉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마모 후의 마찰계수가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합윤활영역에서는 친

수성 표면이 소수성 표면보다 낮은 미끄럼 마찰력을 나

타낸다는 기존 연구결과21)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마모에 따른 마찰계수 감소는 표면의 거칠기 

감소뿐만 아니라 표면의 친수성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정상보행과 가속마모 방법에 따른 바닥재 마모 현상을 

비교 평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속마모 방법이 보행마모

를 대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모에 따른 마찰

계수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표면 거칠기 변화와 표면

의 습윤성(wettability)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행마모와 가속마모에 따른 마찰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마찰계수 감소 경향이 매우 

유사하였고 100,000보와 750회 의 마찰계수사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속마모 결과를 이

용하여 보행마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마모 전 표면 거칠기는 0 µm에서 35 µm사에서 나타

나고 있으나 보행마모 및 가속마모 후 15 µm이상의 큰 

거칠기는 거의 없어지고 10 µm미만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3) 마모 전 접촉 면적이 14 mm2인 반면 마모 후 접촉 면

적이 20 mm2이상으로 증가하여 마모에 따라 습윤성이 증

가하였다.
4) 마모에 따른 마찰계수 감소는 표면의 거칠기 감소뿐

만 아니라 혼합윤활영역에서 표면의 친수성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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