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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계적인 두 물체가 접촉하여 상대 운동하면 마

찰이 생기며 그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브레이크 스퀼 소음

은 주요 마찰 소음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할 문제 

이다. 

Nam 외(1~3)는 캘리퍼와 디스크의 마찰 소음에서 

음의 기울기와 접촉 강성을 고려한 연구를 하였으

며, Lee 외(4)는 브레이크 스퀼 소음에서 각 부품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여 캘리퍼의 브라켓과 하우

징의 형상의 변화를 주어 스퀼 소음의 개선연구를 

하였다. 또한 Park 등(5)과 Liu 등(7)은 복소수 고유

치 해석을 통한 모드 기여도 인자를 이용하여 감

도해석 및 저주파의 스퀼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

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Mario 등(6)은 마찰계수의 

크기에 따른 불안정성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였고 

절연체의 유무에 따른 감쇠 및 강성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Kang
(8,9)은 유한 요소를 이용한 브레이크 

디스크 스퀼 문제에서 디스크의 모드 연성과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현상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음

의 기울기가 존재할 때 디스크의 비틀림 평면 모

드(in-plane)가 불안정성이 발생하기가 더 쉬움을 

확인하였다. Lou 등(10)은 새로운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스퀼의 복소수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Dai 외(11)는 패드의 형상에 변화를 

주어 브레이크 스퀼 소음의 저감효과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러한 여러 논문들과 같이 디스크의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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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차량 제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을 해석적으로 예측하고,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브

레이크 다이나모 메터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압력 변화에 따른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시험 및 유한 요소 해석(FEM)을 실시하여 캘리퍼 및 디스크의 수직 모드(Out-of-plane)의 시

스템 주파수를 추적하였다. 이를 제동 시 발생한 스퀼 소음의 주파수와 비교해본 결과 스퀼 주파수는 

캘리퍼 및 패드의 변위를 갖는 시스템 모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복소수 고

유치 해석 결과 패드의 회전변위를 발생시키는 캘리퍼 모드가 음의 마찰곡선 기울기와 연동하여 불안정

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numerically simulates brake squeal and validates it experimentally by using a lab-scaled brake 

dynamometer. The system frequencies of the disc brake are traced with respect to the brake pressure by using a modal 

test and FEM. Then, the squeal frequencies measured from the brake dynamometer are found to correspond to the brake 

system mode with the dominant displacement of the caliper and pad. Furthermore, a complex eigenvalue analysis 

conducted using the finite element model confirms that the caliper mode generating the rotational displacement of the 

pad becomes unstable owing to the negative friction-velocity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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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스퀼 시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브레이크

에서 직접 마찰 접촉을 하지 않는

모드에 의한 스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다. 따라서 본 논문은 브레이크 캘리퍼의

드에 의해 발생하는 스퀼 메커니즘을

하였다. 

2. 본 론 

2.1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실에서 압력 및 속도를 

랩스케일 브레이크 다이나모메타를

차량의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레이크 다이나모메터는 0bar 에서 최대

제어가 가능하고 토크센서를 장착하여

계측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 구동

측에 장착하여 최대 200rpm 까지 

하였다. 

또한 장착된 브레이크 시스템 단위에서

 

Fig. 1 Modal test (a) about caliper (b) about disc

최호일 · 강재영 · 길호종 

연구들이 수행되어 

브레이크 스퀼 연구

않는 캘리퍼의 진동 

분석하지 못하였

캘리퍼의 고유 모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제어할 수 있는 

다이나모메타를 제작하여 실제 

 장착시켰다. 브

최대 20bar 까지 

장착하여 마찰토크를 

구동 모터를 구동

 회전할 수 있게 

단위에서 캘리퍼  

 

test (a) about caliper (b) about disc 

및 디스크의 주파수 응답을

와 힘센서, 3 축 가속도계를

B&K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하였다. Fig. 1(a)에서 보듯이

센서와 가진기를, 반대편에는

착시켜 주파수 응답을 계측하였다

크에 대한 가진실험을 보여주며

의 상부에 부착시키고 디스크

가진기를 설치하였다. 3 축

다른 부위에 부착시킨 후 가진하여

계측하였다. 주파수는 화이트

진시켰으며 0~10bar 까지 

0~5000Hz 까지 계측하였다

용된 측정과정을 나타낸 블록

3. 실험결과

3.1 마찰 시험 

본 실험실에서 직접 설계 

모메타와 유압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패드에 가하였다. 0rpm부터 

적으로 증가시켰으며 그에 

구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 Block diagram of brake squeal analysis
 

Fig. 3 Frict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rotation speed 

응답을 계측하기 위해 가진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얻은 값을 

사용하여 주파수 응답을 측정

보듯이 캘리퍼의 상부에는 힘

반대편에는 3 축 가속도계를 부

측하였다. Fig. 1(b)는 디스

보여주며, 힘센서는 디스크

디스크 면의 수직방향으로 

축 가속도계는 디스크면 

가진하여 주파수 응답을 

화이트 노이즈로 10초간 가

 2bar 단위로 총 6 회씩 

. Fig. 2는 본 실험에 사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실험결과 

 제작한 브레이크 다이나

이용하여 2bar 의 압력을 

 90rpm까지 속도를 선형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 회전속도가 증가하면서  

 
brake squeal analysis 

 
Frict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rotation speed  



캘리퍼 모드에

   

 

마찰계수는 약 0.4 부터 0.3 까지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가 나타났다. 음의 기울기로

정성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스퀼 소음이

있음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1)
 

 

3.2 가진 시험(주파수 응답 분석)

0~10bar 까지 2bar 단위로 캘리퍼

을 주어 총 6 번의 가진 시험을 캘리퍼와

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Fig. 4는

대해 각각 캘리퍼와 디스크에 대한

보여준다. 여기서 정지된 브레이크

이크 압력이 가해진 조건에서의 브레이크시스템을

정적 연성 시스템(statically-coupled system)

한다.
(12)
 정적 연성 시스템에서의 모드

품의 모드 형상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요하게 변형되는 모드에 대해서는

및 캘리퍼 모드라 명명하였다. 

이 중 0~5kHz 까지의 주파수를 보면

4 개의 주요 모드가 존재하고 있음을

디스크는 3 개의 주요 모드가 존재함을

 

Fig. 4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
0bar (b) caliper, 2bar (c) disc, 0bar (d) disc, 2bar

 

Fig. 5 Frequency variation of Fig. 4 with respect to brake 
pressure 

모드에 의한 디스크 브레이크 스퀼 시험 및 해석 

 

기울기가 감소하는 

기울기로 인해 불안

소음이 발생할 수 

) 및 스퀼 시험 

캘리퍼 피스톤에 압력

캘리퍼와 디스크

는 0bar와 2bar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브레이크 상태에서 브레

브레이크시스템을 

coupled system)이라고 

모드 형상이 단

존재하지만 각 부품이 

대해서는 각각 디스크 

보면 캘리퍼에서 

있음을 확인하였고 

존재함을 확인할 수 

 

(FRF) (a) caliper, 
0bar (b) caliper, 2bar (c) disc, 0bar (d) disc, 2bar 

 
Frequency variation of Fig. 4 with respect to brake 

있다. 각 피크 별로 나타난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에서 압력이 0~10bar

크 모드 주파수는 상승하는

파수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다. 이는 디스크 모드 형상들이

향으로 변위가 존재하여 수직방향의

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반면

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의 변위에 의해 패드가 변형을

그 방향이 접촉면 수직방향이

을 암시하고 있다. Fig. 5의

모드를 제외한 B 모드부터 

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

패드의 회전모드이며 Fig. 6(d)

운동이다. Fig. 6(b)와 (e)는

(out-of-plane)이며 Fig. 6(c)와

패드의 회전방향의 운동 모드이다

Fig. 7(a)는 앞서 마찰시험에서

후 0 부터 90rpm 까지 속도를

한 소음을 마이크로폰(Frequency Range : 20Hz to 

20Khz, Sensitivity : 54.1 mV/Pa)

그림이다. 그에 상응한 브레이크

살펴보기 위해 정지상태에서

태(Statically-coupled state)에서의

교 분석하였다. Fig. 7(b)는 

가진하여 나타낸 주파수 응답

Fig. 1(b)에서 디스크를 가진하여

Fig. 7(d)는 패드를 가진하여

 

Fig. 6 Mode shape (a) B-mode (b) C
(d) E-mode (e) F-mod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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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압력에 따른 주파수의 

나타내었다. 

0~10bar 까지 증가하면 디스

상승하는 반면 캘리퍼 모드 주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

형상들이 디스크 면 수직방

수직방향의 압력에 영향

반면 캘리퍼 모드들은 압

않는다. 이는 캘리퍼 모드

변형을 일으킨다고 해도 

수직방향이 아니라 수평방향임

의 디스크 첫번째 피크 A

 G 모드까지의 모드형상

. Fig. 6(a)는 캘리퍼에 의한 

Fig. 6(d)는 캘리퍼만의 병진

는 디스크의 수직 모드

와 (f)는 캘리퍼에 의한 

모드이다. 

마찰시험에서 2bar 압력을 가한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발생

(Frequency Range : 20Hz to 

20Khz, Sensitivity : 54.1 mV/Pa)을 이용하여 측정한 

브레이크 시스템 모드를 

정지상태에서 2bar 압력을 가한 상

에서의 주파수 응답을 비

 Fig. 1(a)에서 캘리퍼를 

응답 분석이고 Fig. 7(c)는 

가진하여 나타낸 값이며 

가진하여 얻은 값이다. 이때 패 

 
mode (b) C-mode (c) D-mode 

mode (f) G-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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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ound pressure and frequency response 
Power spectrum (b) FRF(caliper) (C) FRF(Disc) 
(d)FRF(Pad) 

 

드는 디스크 및 캘리퍼와 연동되어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Fig. 7(a)의 스퀼 소음 신호에서 약

(G)4400Hz 두 개의 피크 주파수를

었다. Fig. 7(b), (d)에서 보듯이 FRF

퍼와 패드에서 2900Hz, 4400Hz 의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8)에 따르면

최호일 · 강재영 · 길호종 

 

esponse analysis (a) 
Power spectrum (b) FRF(caliper) (C) FRF(Disc) 

연동되어 피크 주파수가 

약 (D)2900Hz와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

FRF 분석결과 캘리

의 피크 주파수를 

따르면 디스크 수 

 

Fig. 8 Spring-mass sliding model

 

직 쌍모드(out-of-plane doublet mode)

의한 불안정성을 유발시키고

스퀼 시험에서는 디스크 모드에

파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디스크의 진동에 의한 것이

및 패드의 변위에 의한 것임을

라서 브레이크 스퀼에 기여한

드를 해석적으로 분석해보면

 

3.3 음의 기울기에 의한

FEM 해석 

Fig. 8 는 단순 스프링-질량

마찰 계수와 속도간의 음의

여 줄 수 있다. Fig. 8의 자유도

(1)과 같다. 

omx kx Nµ+ =ɺɺ                

이때 마찰계수 µ 는 Fig. 3

변하는 비선형함수로 수열형태로

음과 같다. 

 ( ) o
x

d
x x O

dx

µ
µ µ µ  = = + + 

  ɺ
ɺ ɺ

ɺ

여기서 (2)O 는 2 차 이상의

따라서 운동방정식이 다음과

다. 

0
o o o

x

d
mx N x kx N

dx

µ

=

 + − + = 
  ɺ

ɺɺ ɺ

ɺ

여기서 평형점에 대해서 운동을

' ox x x= +                 

o o ox N kµ=                

따라서 평형점에 대한 선형화된

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mass sliding model 

plane doublet mode)가 모드 연성에 

유발시키고 있으나, 본 브레이크 

모드에 상응하는 스퀼 주

이는 마찰소음의 요인이 

것이 아니라 그 외 캘리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

기여한 캘리퍼 및 패드 모

분석해보면 다음 장과 같다. 

의한 불안정성을 포함하는

질량 모델로 마찰 소음과 

음의 기울기와의 관계를 보

자유도 모델 방정식은 식

                       (1) 

Fig. 3 과 같이 속도에 대해 

수열형태로 표현해 보면 다

0

(2)
x

x x O
=

 = = + + 
  ɺ

ɺ ɺ
ɺ

         (2) 

이상의 고차항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

o o omx N x kx Nµ+ − + =ɺɺ ɺ          (3) 

운동을 기술하고자 한다. 

                               (4) 

                             (5) 

선형화된 운동방정식을 다

.  



캘리퍼 모드에

   

 

0

' ' ' 0o
x

d
mx N x kx

dx

µ

=

 + − + = 
  ɺ

ɺɺ ɺ
ɺ

      

위 선형 운동방정식의 고유치(eigenvalue)

과 같다.  

0

2
2

0

2

4

2

o
x

o
x

d
N

dx

m

d
N mk

dx

m

µ

λ

µ

=

=

 − − 
 =

  − 
 

±

ɺ

ɺ

ɺ

ɺ

            

식 (7)로부터 마찰계수의 속도에 

선형안정성(linear stability) 관계는 다음과

시스템의 양의 실수부가 존재하려면

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이 음이어야

평형점에서 불안정해진다. 이를 마찰

음의 기울기에 의한 불안정성이라고

( )0 0

0
x x

d d

dx d V x

µ µ

= =

  − = <   −   ɺ
ɺ

ɺ ɺ

이 이론을 확장해서 유한 요소 

해석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선

(modal expansion form)에 의해 물리적인

변위를 유한개의 모드를 갖고 근사적으로

수 있다.  

{ } [ ]v θφ= q                    

{ } [ ]zw φ= q                      

여기서 [ ]θφ , [ ]zφ 는 각각 원통형

촉면 회전접선방향과 수직방향의 유한

점에서의 정규화된 모드 행렬을 

모달좌표(modal coordinates)이다. 질량에

화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이 표현되어야 한다.  
 

( ), ,symK µ + = q q F q qɺɺ ɺ                  

 

여기서 
symK  는 디스크, 패드 및

으로 접촉되어 있는 정적 연성 시스템

coupled system)의 강성 행렬을 의미하며

이다. 여기서, 저속이라는 가정하에

무시된다.
(8)
 

식 (11)의 우항 ( ), ,µF q qɺ 는 마찰에

하는 일반화된 힘(generalized force) 

모드에 의한 디스크 브레이크 스퀼 시험 및 해석 

 

' ' ' 0            (6) 

(eigenvalue)는 다음

           (7) 

 대한 기울기와 

다음과 같다. 즉, 

하려면 마찰-속도 곡

음이어야 하고, 이때 

마찰-속도 곡선의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0            (8) 

 브레이크 스퀼 

우선 모드 합성법 

물리적인 시스템의 

근사적으로 표현할 

             (9) 

              (10) 

원통형 좌표계에서 접

유한 요소 노드

 의미하며, q 는 

질량에 대해 정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

                 (11) 

및 캘리퍼가 정적

시스템(statically-

의미하며 대칭행렬

가정하에 회전 효과는 

마찰에 의해 발생

(generalized force) 벡터이다. 특히, 

마찰계가 속도에 따라 변하는

(2)와 같이 회전방향의 미소

같이 선형화할 수 있다. 

(2)o
o

v O
v

µ
µ µ

∂ = + + ∂ 
ɺ

ɺ

            

그에 따라 일반화된 힘을

수 있다.  

( ) [

[ ] [ ]T

, ,

(2)

o
o

o c z

p
v

k O

θ θ

θ

µ
µ φ φ

µ φ φ

∂ = −  ∂ 

− +

F q q q

q

ɺ ɺ

ɺ

여기서 op 와 ck 는 각각 

접촉강성이다. 따라서, 식 

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을
 

[ ] [ ]

[ ] [

T

T

o
o

sym o c z

p
v

K k

θ θ

θ

µ
φ φ

µ φ φ

∂ +  ∂ 

 + + = 

q q

q q

ɺɺ ɺ

ɺ

이때 음의 기울기 행렬 
op

순모델(Fig. 8)과 같이 시스템의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방향 변위로 이루어져 

변위가 큰 모드가 음의 기울기에

 

Fig. 9 brake model (a) Disc (b) Pad &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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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비선형함수라면 식 

미소 속도에 대해 다음과 

(2)                  (12) 

힘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 [ ]T

(2)

θ θµ φ φF q q qɺ ɺ

       ( 1 3 ) 

 접촉면에서의 정압 및 

 (11)에 선형항을 추가하

선형방정식을 얻는다. 

] 0sym o c zµ φ φ+ + =

q q

q q

ɺɺ ɺ

          (14) 

[ ] [ ]T

o
o

p
v

θ θ
µ

φ φ
∂ 
 ∂ ɺ

이 단

시스템의 선형불안정성에 영

 음의 기울기 행렬이 회

 있으므로 회전접선방향 

기울기에 민감함을 예측할  

 
(a) Disc (b) Pad &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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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브레이크

에서는 마찰에 의한 비대칭행렬 µ φ φ

존재하며 이 역시 선형불안정성을 

상기 운동방정식에 대한 고유치(eigenvalue) 

양의 실수부를 구하면 모드 별 선형불안정성을

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수부(real part)

인 스퀼 모드를 찾아서 실험에서 

파수(Fig. 7(a))를 규명, 연구하고자 

Fig. 9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hex

한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각

텍스 밴드에 올려두고 free-free 상태로

가속도계를 이용한 햄머링 테스트로

분석하였다. 유한 요소 모달해석과

계수를 구하여 Table 1 과 Table 2, Table 3

나타내었다. 

Fig. 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캘리퍼는

고 패드가 받는 압력은 2bar로 설정하였으며

크는 pseudo-rotation
(9)
 상태에서 복소수

석을 수행하였다. 각 모델에 사용된

한 요소 해석을 위한 요소 및 노드

와 같다. 

 
Table 1 Correlation of the FE caliper

 

 

Table 2 Correlation of the FE d

 

 

Table 3 Correlation of the FE p

최호일 · 강재영 · 길호종 

브레이크 시스템 모델

[ ] [ ]T

o c zk θµ φ φ 이 

 유발할 수 있다. 

(eigenvalue) λ 의 

선형불안정성을 예

(real part)가 양수

 측정된 스퀼 주

 한다. 

hex로 메쉬를 구성

각 단품 별로 라

상태로 두어 3 축 

테스트로 고유주파수를 

모달해석과 비교하여 탄성

, Table 3 에 각각 

캘리퍼는 고정시켰

설정하였으며 디스

복소수 고유치 해

사용된 물성치와 유

노드 수는 Table 4

aliper model 

 

disc model 

 

pad model 

 

Table 4 Material properties and number of node
elements 

 

Elastic 

modulus 

[E][GPa] 

Density

[ρ][kg/m

Disc 135 6900

Caliper 75 6300

Friction 

material 
2 1180

Back plate 200 7850

 

Fig. 10 Operating condition for Disc brake system

 

Fig. 11 Complex eigen-value analysis 
curve (b) real parts of eigenvalues

Material properties and number of nodes and 

Density 

][kg/m
3
] 

Node Element 

6900 11380 7140 

6300 21894 7502 

1180 
1134 640 

7850 

 
Operating condition for Disc brake system 

 

 
value analysis (a) friction-velocity 

real parts of eigenvalues 



캘리퍼 모드에

   

 

 

Fig. 12 Squeal mode shape (a) 2905.7 Hz (
4651.3Hz(‘G’ mode) (c) detailed modal vector 
of ‘D’ mode (d) detailed modal vector of 
mode 

 

앞서 측정한 바와 같이 디스크와

인한 마찰계수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게 되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음의

한 모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음의 기울기를 0~20rad/s 의 범위에서

를 0.5~0.1 까지 감소시켰으며, 세 

타입으로 복소수 고유치 해석을 

60 개의 복소수 해를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2905.7Hz 와 

상대적으로 큰 양의 실수가 나타나는

있다. 

Fig. 12 는 Fig. 11(b)의 복소수 고유치

나온 D모드와 G모드의 주파수 대역의

을 나타낸 것이다. Fig. 12(a)는 디스크의

방향을 따라 캘리퍼가 움직이게 되고

퍼 변형에 의해서 패드가 접선방향으로

있음을 나타낸다. Fig. 12(b) 역시 캘리퍼의

패드를 접선방향으로 진동시키고 있음을

다. 이는 Fig. 7 의 주파수 응답 시험

주듯이 스퀼 소음에 상응하는 캘리퍼

퍼 변형에 의해 패드 역시 변위를 

패드와 디스크 간 미소 마찰진동을

결국 이러한 패드와 디스크간 마찰진동이

선의 음의 기울기와 연동하여 디스크

스템을 불안정하게 한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브레이크 

정하여 스퀼 주파수를 확인하였으며

모드에 의한 디스크 브레이크 스퀼 시험 및 해석 

 

 

mode shape (a) 2905.7 Hz (‘D’ mode) (b) 
mode) (c) detailed modal vector 

mode (d) detailed modal vector of ‘G’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로 

증가할수록 점점 낮아지

음의 기울기에 대

위해서 Fig. 11(a)와 같

범위에서 마찰계수

 가지의 기울기 

 수행하였다. 총 

결과를 Fig. 11(b)에 

 4651.3Hz 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고유치 해석에서 

대역의 모드 형상

디스크의 회전 접선

되고 이러한 캘리

접선방향으로 진동하고 

캘리퍼의 변형이 

있음을 확인하였

시험 결과가 보여

캘리퍼 모드는 캘리

 갖게 되고 이는 

마찰진동을 일으키게 된다. 

마찰진동이 마찰곡

디스크 브레이크 시

 스퀼 소음을 측

확인하였으며 음의 기울기

를 이용한 복소수 고유치 

석을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 

(1) 음의 기울기는 불안정

요한 인자이며 음의 기울기가

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2) 해석과 마이크로폰을

가진기를 이용한 주파수 응답

과 스퀼 주파수와 캘리퍼 및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3) 두 개의 공진주파수에

동 모드의 양의 실수를 확인해본

회전 방향 변위에 따른 패드

하였다. 

(4) 마찰곡선의 음의 기울기는

캘리퍼 및 패드 모드의 불안정성에

캘리퍼 및 패드 모드의 주파수가

발현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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