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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Matrix sintered brake pads and low alloyed heat resistance steel are most applied to basic 

brake system for high energy moving machine.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for influence of air velocity between disk and pad. At low brake pressure with air 

flow, friction stability was decreased due to no formation of tribofilm at disk surface.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 of friction coefficient at all test conditions. Wear rate of friction 

materials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of air flow velocity. In result, air flow velocity 

influenced friction stability, wear rate of friction materials and disk but not friction coefficient.

1. 서론

대표적인 마찰재인 금속계 소결마찰재(Metallic Sintered Friction Material)는 동합금 또는 

철합금을 기지(Matrix)로 하여 세라믹, 윤활제등 10여종의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재료이다.  

제동디스크는 적용되는 에너지수준, 경제성에 따라 다른 재질의 디스크가 사용된다. 철도분

야의 경우 비교적 부담하는 에너지가 낮으면 주철(Casting Iron)재 디스크를 사용하며, 높

은 에너지에서는 주강(Casting Steel) 혹은 단강(Forging Steel)디스크를 적용한다. 주철디

스크의 경우에도 내열성 향상을 위해 Ni, Mo등을 첨가하여 제조하기도 하며, 주강이나, 단

강의 경우에도 합금을 첨가하여 내열성, 내크랙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동계 소결마찰재와 제동디스크 상호간의 마찰특성은 대부분 마찰시험기(Friction 

Tester)나 다이나모시험기(Dynamometer)를 이용한 시험적 연구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시험이 실제 운송기기의 제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험환경과 실재환경과의 대표적인 차이는 제동 시 마찰재와 제동디스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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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공기유동이다. 즉 운송차량이 제동시 마찰재와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에는 속도에 따른 

외부공기의 유동이 형성되며 이러한 공기유동은 마찰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제동조건과 가능한 유사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제동 시험시 마찰재와 

디스크사이에 인위적으로 공기유동을 제공함으로써 공기유동 속도에 따른 금속계 마찰재와 

내열강 디스크간의 마찰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시험방법

2.1. 시험편

2.1.1. 제동디스크

본 연구에 사용된 디스크는 고속철도나 항공기용으로 사용되는 저 합금 내열강으로, 기계

가공 후 조질 처리(Quenching & Tempering) 하고 연마하여 제작하였다. 디스크의 화학성

분을 도표 1에, 물성은 도표 2에 나타내었다. 디스크의 형상은 그림 1에 나타내었고, 크기

는 외경 110㎜, 두께 10㎜이다.

그림 1. Brake disc for test

C Si Mn P S Ni Cr Mo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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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disk material

인장강도(MPa) 항복강도(MPa) 연신율(%) 경도(HB) 

1,160 950 12 352

도표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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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찰재

본 연구에 사용한 마찰재는 현재 고속철도에 적용되고 있는 금속계 소결마찰재로 동합금

을 기지로 하고 있다. 도표 3에 마찰재 조성을 도표 4에 물성을 나타내었다.

Matrix
Friction 

Modifier
Lubricant

etc

Cu Fe Si Al Gr Ca

55~65 10~20 3~8 3~8 6~15 - 5~10

도표 3. Chemical compositions of friction 

material

경도

(HRR)

도

(g/㎤)

단강도

(kgf/㎟)

115 5.2 3.2

도표 4. Mechanical Properties of 

friction material

그림 2. Brake pad for test

 

그림 3. Microstructure of T1(x50)

그림 2는 마찰시편의 형상을 나타내었고, 그림 3은 마찰재의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사진이다. 각 시편은 35 x 16 x 8(두께)로 제작하였다.

2.2 시험장치

마찰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형 다이나모 시험기(Lab-Scale Dynamometer)를 사용하

였다.(그림 4 참고), 그림 5는 소형 다이나모시험기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본 시험기는 제동디스크를 요구하는 속도로 회전시킨 후 마찰재에 압력을 가하여 이때 발

생하는 토크, 회전속도, 제동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

터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 저장 및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

동시마다 제동디스크와 마찰재 사이에 일정속도의 공기를 공급하여 공기유동에 따른 마찰특

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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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ab-Scale Dynamometer 그림 5. Schematic of scale dynamo tester

2.3 시험방법

2.3.1 제동시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일정압력으로 마찰재를 디스크에 압착시켜 마찰특성을 평가하는 압력모드

를 적용하였다. 도표 5와 같이 시험에 사용된 관성질량은 0.095kgf‧m‧s2, 마찰반경은 

0.044m, 브레이크 패드의 면적은 5.6㎠이며, 제동선속도는 8m/sec로 고정하고, 시험 압력

은 0.2, 0.6, 1.0MPa로 변화를 주어 각 압력조건에서 150회 제동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앞

서 디스크와 마찰재의 접촉을 균일하게 할 목적으로 갈아 맞춤(Bedding)을 실시하였다. 갈

아 맞춤은 마찰면이 70%이상 확보되도록 하였다.

공기유동을 마찰재와 디스크 사이에 공급하기 위해 제동시 공기를 규정된 속도로 분사하

였다. 공기는 내경이 5.6㎟관을 통해 4m/s, 8 m/s의 속도가 되도록 공급하였다.

 

Braking Pressure

(MPa)

유체 속도

(m/s)

Speed

(m/s)
Stop No

1

0.2

0

8

1502 4.0

3 8.0

4

0.6

0

1505 4.0

6 8.0

7

1.0

0

1508 4.0

9 8.0

도표 5. Test program for scale dynamo tester

2.3.2 평가 항목

마찰특성은 150회의 평균마찰계수와 평균마찰계수 안정성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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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재의 마모량 평가는 실험 전 후의 무게차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마찰재에 의한 디스크의 마모량(Wear rate)은 실험 완료 후 표면조도계(Roughness 

tester)로 마모트랙을 측정하여 Ra(중심선 평균조도) 값과 Ry(최대높이 거칠기)값으로 산

출하였다. 또한 XRD를 이용하여 마찰면의 성상을 판단하였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마찰계수와 마찰계수 안정성

그림 5는 공기유동속도에 따른 150회 제동의 평균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고압(1.0MPa)

에서는 비교적 낮은 마찰계수값을 가지며, 공기속도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0.6MPa에서는 공기속도에 따라 마찰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0.2MPa에

서는 공기속도가 8m/s에서 다시 마찰계수가 높아졌다. 

제동압력이 높을 경우는 제동디스크와 마찰재사이의 마찰면이 외부공기 유동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제동압력이 낮은 경우는 공기 유동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6은 공기유동속도에 따른 150회 제동의 마찰계수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제동압력이 

0.6MPa, 1.0MPa에서는 공기유속에 따른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제동압력이 0.2MPa의 경

우는 공기유동이 있으면 마찰계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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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riction coefficient with applie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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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riction coefficient stability with 

applied pressure

그림 5~6은 각 시험조건에서 시험 후 디스크면과 마찰재면을 나타낸 것으로 제동압력이 

낮고(0.2MPa) 공기유동이 있으면 디스크면은 비교적 깨끗한 최소 색상을 유지하며, 마찰재

의 표면도 산화피막의 형성 없이 최초 색상인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마찰재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 마찰계수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서 마찰재에 형성된 산화피막이 완전한 순수 Fe산화물(Fe Oxide)이 아닌 Fe

와 Cu가 혼재된 산화물이 존재해도 마찰계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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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찰재 및 디스크 마모량 

그림 7은 마찰재의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제동압력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증가하고, 공

기유속이 증가할수록 마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공기유속에 의해 디스크 및 패드의 온도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주변온도가 

낮아져 마모량이 감소 할 수 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마모량은 증가하다가, 일정온도이상에서는 마모

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이러한 현상은 마찰표면에 형성되는 산

화물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마찰면에 Fe2O3가 형성되면 온도(속도)증가에 따라 

마모량은 증가하다가, 온도(속도)가 더 상승하여 마찰면에 Fe3O4가 형성되면 급격히 마모

속도가 감소하며, 다시 온도(속도)가 증가하여 마찰면에 FeO가 형성되면 마모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0의 XRD 스펙트럼에서 보듯이 공기유속에 따라 디스크와 마

찰재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물의 성상을 달라지며, 특히 낮은 제동압력(0.2MPa)에서 공기유

동이 존재하면 디스크면에서 산화피막의 형성되지 않지만, 마모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앞선 산화피막의 성상에 따른 마모경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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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isk wear with applied pressure

또 다른 설명은 공기유동에 의해 마찰재외 디스크의 마찰면에 마모분(Debris)이 제거되어 

마모분의 의한 3상(Three Phase) 마모가 없게 되므로 마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모분의 경우 산화물로 높은 경도를 가지고 이러한 마모분은 마찰면에서 연삭마모분으로 

작용하여 마모량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공기유동에 의해 마모분이 마찰면에서 제거되면 마

모분에 의한 연삭작용이 없어지므로 마모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동디스크와 소결마찰재의 마모는 산화피막 성상의 영향보다는 산화마모분의 영

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표 6은 디스크의 마모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기 유동이 없는 경우가 공기유

동이 있는 경우보다 비교적 낮은 Ra값과 Ry값은 가졌다. 이것은 Fig. 8에서 보듯이 상대재

인 마찰재의 표면상태와도 일치하며, 마찰면에서 공기유동에 의해 마모분이 탈락하면 오히

980



려 디스크 표면이 거칠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상마모분의 경우 그 크기가 2~3

미크론 수준으로 디스크면에서 연삭재로 작용하여 디스크 조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pecimen

Ra(㎛) Ry(㎛)Air Flow

(m/s)

Braking Pressure

(MPa)

0

0.2 1.3 18

0.6 2.3 28

1.0 1.4 21

4

0.2 2.2 36

0.6 2.2 42

1.0 3.0 50

8

0.2 1.2 20

0.6 2.7 27

1.0 2.4 48

도표 6. Surface conditions after test 

공기유동이 4m/s의 경우가 오히려 8m/s보다 더 높은 Ry값을 가지는데, 그림 8~9에서 나

타난 것처럼 마찰재의 표면이 4m/s가 더 거칠기 때문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원인은 더 연

구가 필요하다.

공기유동이 없고 제동압력이 1.0MPa의 경우 오히려 낮은 제동압력에서 보다 Ra, Ry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높은 제동압력으로 제동온도가 높게 되고 이에 따라 마찰

면에서 미세 마모분에 의한 연삭이 더욱 쉽게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기유동이 8m/s, 0.2MPa에서 디스크면에 산화피막의 형성은 없지만, 디스크의 조도는 

상대적으로 좋게 확인되었다. 

3.3 마찰면 분석

그림 8은 마찰시험 완료 후의 디스크 형상을 나타내었다. 제동압력이 증가할수록 디스크

의 마찰면에는 검은 산화물(Black oxide)이 형성되어 있어 마찰면의 색상은 검은 색을 띄고 

있다. 공기유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면은 밝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는 마찰시험 완료 후의 마찰재의 표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유동이 없는 경우

는 제동 압력에 관계없이 마찰면에 검은 산화물가 형성되어 있지만, 공기 유동이 있는 경우

는 붉은색과검은 색상을 띄고 있고, 이러한 마찰재에서의 색상은 마찰계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동압력이 0.2MPa의 경우는 거의 동합금 색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기 유동이 없는 경우는 마찰재가 매끄러운 형상을 하고 있는 반면 공기유동이 있

는 경우는 마찰면이 거친데 이러한 형상은 제동시 발생하는 마모분이 주로 흑연(Graphite) 

주변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공기유동에 의해 마모분이 탈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찰면

에서 마모분은 산화피막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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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rphology of disk after test(No Air, Air flow=4 m/s, 8m/s)

그림 9. Morphology of friction material after test(No Air, Air flow= 4m/s, 8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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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는 공기유동이 없는 조건의 디스크 마찰트랙을그림 10-⒟는 마찰재의 마찰면

을 XRD로 분석한 결과이다. 디스크의 경우 모든 제동압력에서 Fe2O3 피크가 검출되면, 제

동압력이 높을수록 Fe2O3 피크가 높아진다. 또한  0.6MPa과 1.0MPa에서는 Fe3O4 피크도 

검출되는데 이것은 마찰면의 온도가 0.2MPa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0.2MPa는 마찰면의 

온도는 350℃이하이며, 0.6 MPa와 1.0MPa에서는 400℃이상인 것이 마찰면의 산화물의 성

상으로 확인된다.

마찰재의 마찰면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Fe2O3 피크와 Fe3O4 피크가 동시에 검출되면 동

일 압력조건에서 디스크에 비해 Fe3O4 피크가 높다. 이것은 디스크와 마찰재간의 마찰면에

서 마찰재에 더 높은 온도가 유지되었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디스크 높은 질량으로 인해 마

찰열이 쉽게 전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Disk Friction Material

그림 10. XRD Spectrum of disks and frictio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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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는 공기유동이 4m/s인 조건에서 디스크 마찰트랙을 그림 10-⒠는 마찰재의 

마찰면의 XRD분석 결과이다. 공기 유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디스크에서는 Fe3O4 피

크는 발견되지 않고 Fe2O3 피크도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공기유동에 의해 마찰면

의 온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찰재에서는 공기 유동이 있는 경우와 공기유동이 없는 경우 검출되는 피크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마찰재의 온도를 측정해도 공기 유동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는 공기 유동 속도가 8m/s인 조건의 디스크 마찰트랙을 그림 10-⒡는 마찰

재의 마찰면이 XRD분석 결과이다. 디스크에서는 거의 철산화물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마

찰재에서는 Fe2O3 와 Fe3O4 산화물이 동시에 검출되지만, 다른 두 조건에 비해 낮은 피크

를 나타내어 마찰면의 온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4.  결론

외부공기 속도변화가 내열강 디스크와 금속계 소결 마찰재간의 마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형관성시험기를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동압력이 높은 경우 외부공기 유속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는 없지만, 제동압력이 

낮은 경우는 유속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저압에서 공기유동이 있으면 마찰

계수 안정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원인은 마찰면에 형성된 산화피막을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외부공기 속도변화가 있는 경우 마찰재의 마모량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마찰면에 형성

된 산화피막의 영향보다는 마모분에 의한 연삭작용이 소결마찰재와 내열강 제동디스크

간 주된 마모메카니즘인 것으로 추정되어질 수 있다.

3. 디스크 마찰표면에 형성된 산화물은 제동압력과 공기유동속도에 따라 Fe2O3와 Fe3O4

가 형성되나, 제동압력이 낮고 공기유동이 있는 경우는 마찰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이 경우 마찰계수 안정성이 낮아진다. 마찰재의 마찰표면에는 모든 조건에서 

Fe2O3와 Fe3O4가 형성되었다.

4. 실제 제동조건을 감안한 외부공기 속도변화에 따른 마찰특성은 제동압력이 낮은 경우

를 제외하고는 마찰계수, 마찰계수 안정성 및 마모량에 악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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