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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찰소음은 서로 접촉한 기계부품 사이의 상호

마찰운동으로 마찰표면이 손상되어 시스템이 불안

정해지면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안정성은 시스

템의 마찰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이나 마찰곡

선 그래프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마찰곡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로 나타날 때

Negative damping 항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불안정

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 따라서 마찰운동에서 시스

템의 불안정성을 판단하는 주요인자는 마찰곡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찰소음 시스템의 불안정성의 원인

을 파악하고 완화시키기 위하여 현재까지 실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Jibiki 등(1)은 기초마찰 실험 연구를 통하여 급격히 

감소하는 마찰력, 자려 진동, 소음 주파수의 증가 

그리고 음의 기울기 등이 마찰소음의 주요한 인자 

임을 연구하였다. Chen 등(2,3)은 왕복운동 실험장치

를 이용하여 마찰표면의 상태에 따라 마찰소음 발

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Meziane 등(4)은 

빔 구조체 모델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을 병행함

으로써 빔 구조체 마찰모델의 동적 특성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였다. Choi 등(5)은 기초마찰실험장치

인 왕복운동 실험장치를 통하여 로드의 높이를 변

화시켜가며 소음을 유발하는 특정모드를 확인하고 

그때의 특정모드를 FEM 해석을 통하여 확인하였

다. Nam 등(6,7)은 회전운동 실험장치를 통하여 회전

운동에서 나타나는 동적 불안정성이 마찰곡선의 

음의 기울기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때 발생

Key Words: Corrosion(부식); Friction Noise(마찰소음); Tribo-Surface(마찰표면); Protective Layer(보호피막); 

Wear Debris(마모입자); Negative Slope(음의 기울기) 

초록: 본 연구에서는 왕복운동 및 회전운동 마찰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부식금속의 마찰소음특성을 파악

하였다. 그 결과 부식금속이 소음발생 시키고 마찰소음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

찰소음에서 부식의 영향은 마찰표면의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때 부식금속 마찰계수의 음의 기울기가 증가하여 부식이 되지 않은 금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

르게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riction noise characteristic in relation to the corrosion of metal by using the 

frictional reciprocating and pin-on-disk system. From the experiments, it is found that the corrosion of metal advances 

the onset time and increases the magnitude of friction noise. Further, it is observed that the effect of corrosion on 

friction noise stems from the alteration of tribo-surface during repetitive frictional motion. The alteration of the 

corrosive contact surface induces a negative friction-velocity slope, by which the corrosion of metal can generate 

dynamic instability faster than non-corrosion of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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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파수는 핀의 굽힘 모드에 의한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FEM 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또한 마찰운동으로 발생하는 마찰재의 표면 부스

럼이 마찰소음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한편 Kang(8)은 복잡한 빔 구조체 모델을 유한요소

기법으로 마찰소음에 의한 동적 불안정성에 대해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마찰모델을 통하여 마찰방

향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예측하여 마찰방향

이 빔의 방향과 일치할 때 불안정성이 최대치가 

됨을 알아보았고, 특정 마찰계수 이상 증가할 때 

모드연성에 의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Baek 등(9)은 재질 별 건성 마찰 실험을 통

한 마찰소음특성 파악의 방법론으로 소음발생시점

과 음의 기울기를 제시하였고, 상기 방법론을 토

대로 마찰소음 방지에 우수한 재질과 취약한 재질

을 판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속부식에 대한 마찰소음 연

구진행 사례는 매우 적다. 일단 금속부식이 일어

나면 제품의 표면이 거칠게 변화하며, 기계적 성

질도 취약해진다. 즉, 금속제품에 산화부식 반응이 

나타나면 금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해진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마찰이 일어날 때 부

식이 발생한 금속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금속에 

대한 마찰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파악해보고자 Cu

재질의 핀 과 부식을 시킨 스틸 재질의 판 그리고 

부식을 시키지 않은 스틸 재질의 판을 사용하여 

왕복운동을 통한 마찰시스템의 마찰소음 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속도변화 회전운동을 통해 마찰

곡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아 봄으로써 부식을 시

킨 금속과 부식 시키지 않은 금속의 마찰소음의 

차이 및 원인을 연구하였다. 

2. 본 론 

2.1 실험장치 설명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SS400 의 스틸 재질의 판과 디스

크를 1 L 의 물에 35 g 의 소금을 섞어 3.5 %의 염

도로 바닷물의 평균염도와 동일하게 하여 일주일

간 부식을 시켰다. 이는 염수를 이용하여 부식을 

진행하였을 때 일반습도환경에서 부식을 진행할 

때 보다 가속부식이 가능하여 염수에 의한 부식실

험을 진행하였다. Fig. 1 은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판 그리고 부식 시키지 않은 디스크와 판, Cu 재질

의 핀이다. 

Fig. 2(a)의 왕복운동 실험장치는 상하직선 운동

을 하는 판에 수직하게 핀을 접촉시켜 마찰을 유 

 

Fig. 1 Test Samples. (corrosion plate and disk, non-
corrosion plat and disk, pin) 

 

 

Fig. 2 Test setup. (a) Reciprocating system (b) Pin-on-
disk system 

 
도하였으며 마찰표면과 수직한 방향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해주었다. 또한 마찰표면에 수직하중 이

외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장치를 고안하여 빔의 수평을 유지해주었다. 이때 

핀과 수직한 방향으로 1 축 가속도계를 장착하여 

마찰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하여 부식 

시킨 판과 부식 시키지 않은 판의 소음발생시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Fig. 2(b)의 회전운동 실험장치는 회전운동 하는 

디스크에 수직한 방향에 고정되어 있는 핀과 마찰

을 유도하고 그때의 마찰표면에 수직한 방향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해주었다. 회전운동에서는 마찰

곡선의 기울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디스크의 

중심으로부터 일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토크센서

를 장착하여 마찰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마찰력

으로 마찰계수를 산출하고 부식 시킨 디스크와 부

식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마찰곡선 기울기 변화를 

비교하였다. 

왕복운동 실험장치는 120 초 동안 3 초단위로 0 

m/s 부터 0.15 m/s 까지 미끄럼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운동방향을 변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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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의 마찰표면에 scuffing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종료 후 표면(Fig. 7(d))에서도 scuffing 현상

을 계속 관찰할 수 있다. 

Fig. 6 과 Fig. 7 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식을 시

킨 스틸 판에서 마찰 재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발

생하는 마모입자가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생성, 

소멸되었다. 그로 인해 보호피막이 파괴되어 

scuffing 진행시간이 빨라서 소음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ribo-surface of the pin that rub the non-corrosion 
plate. (a) before the experiment (b) before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c) after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d) end of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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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a) before the experiment (b) before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c) after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d) end of the 
experiment 

 

Fig. 8 은 건성 금속 마찰 시(solid to solid contact)

마모입자에 의한 보호피막 생성과정과 scuffing 현

상에 대하여 보여준다. Fig. 8(a)는 마찰재의 초기 

접촉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b)는 마찰이 진

행되면서 생성되는 마찰접촉면 사이에 마모 부스

럼(wear debris)에 의해 보호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 (c)에서는 마찰접촉면 사이에서 

마모입자가 상호 전이(transfer)과정을 거쳐 증가하

는 그림이며 Fig. 8 (d)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가한 

마모입자가 마찰접촉면에서 탈락되어 보호피막이 

파괴되고 금속간 직접 접촉 마찰이 진행되어 

scuff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2.3 회전운동 실험결과 

Fig. 9(a)와 (b)는 각각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부

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시간변화에 따른 마찰

계수변화 그래프이다. 부식을 시킨 디스크(Fig. 9(a))

에서는 각 싸이클마다 마찰계수 편차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

은 디스크(Fig. 9(b))는 마찰계수편차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식을 시킨 디스크

의 마찰계수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듯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마찰계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g. 10, Fig. 11 과 같은 마찰곡선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 8 Diagram of protective layer(11). (a)The state of 

initial contact (b) The creation of the protective 
layer by the wear debris (c) Increase the wear 
debris (d) Occur the scu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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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b)는 마찰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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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입자가 상호 전이(transfer)과정을 거쳐 증가하

는 그림이며 Fig. 8 (d)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가한 

마모입자가 마찰접촉면에서 탈락되어 보호피막이 

파괴되고 금속간 직접 접촉 마찰이 진행되어 

scuff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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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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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식을 시킨 디스크

의 마찰계수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듯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부식을 시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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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Fig. 10, Fig. 11 과 같은 마찰곡선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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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ffing 진행시간이 빨라서 소음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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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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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하여 보여준다. Fig. 8(a)는 마찰재의 초기 

접촉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b)는 마찰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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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되고 금속간 직접 접촉 마찰이 진행되어 

scuff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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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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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찰계수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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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하여 보여준다. Fig. 8(a)는 마찰재의 초기 

접촉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b)는 마찰이 진

행되면서 생성되는 마찰접촉면 사이에 마모 부스

럼(wear debris)에 의해 보호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 (c)에서는 마찰접촉면 사이에서 

마모입자가 상호 전이(transfer)과정을 거쳐 증가하

는 그림이며 Fig. 8 (d)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가한 

마모입자가 마찰접촉면에서 탈락되어 보호피막이 

파괴되고 금속간 직접 접촉 마찰이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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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ribo-surface of the pin that rub the non-corrosion 
plate. (a) before the experiment (b) before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c) after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d) end of the 
experiment 

 

 

Fig. 7 Tribo-surface of the pin that rub the corrosion 
plate. (a) before the experiment (b) before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c) after the 
occurrence of squeak noise (d) end of the 
experiment 

 

Fig. 8 은 건성 금속 마찰 시(solid to solid contact)

마모입자에 의한 보호피막 생성과정과 scuffing 현

상에 대하여 보여준다. Fig. 8(a)는 마찰재의 초기 

접촉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Fig. 8(b)는 마찰이 진

행되면서 생성되는 마찰접촉면 사이에 마모 부스

럼(wear debris)에 의해 보호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 (c)에서는 마찰접촉면 사이에서 

마모입자가 상호 전이(transfer)과정을 거쳐 증가하

는 그림이며 Fig. 8 (d)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가한 

마모입자가 마찰접촉면에서 탈락되어 보호피막이 

파괴되고 금속간 직접 접촉 마찰이 진행되어 

scuff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2.3 회전운동 실험결과 

Fig. 9(a)와 (b)는 각각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부

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시간변화에 따른 마찰

계수변화 그래프이다. 부식을 시킨 디스크(Fig. 9(a))

에서는 각 싸이클마다 마찰계수 편차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

은 디스크(Fig. 9(b))는 마찰계수편차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식을 시킨 디스크

의 마찰계수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에 비해 

전반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렇듯 부식을 시킨 디스크와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마찰계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g. 10, Fig. 11 과 같은 마찰곡선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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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iction curve for the change of rotating speed. (a) 

Corrosion disk (b) Non-corrosion disk 

 

 
Fig. 10 Friction curve of corrosion disk at each cycles. (a) 

1cycle (b) 5cycle (c) 25cycle (d) 29cycle 
 

Fig. 10 는 부식을 시킨 디스크의 마찰곡선 기울

기 그래프이다. Fig. 10 (a), (b), (c), (d)는 30 cycle 중

에서 각각 1, 5, 25, 29 cycle 로 마찰곡선의 기울기

가 싸이클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음의 기

울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스템의 

Negative damping 항이 증가하여 시스템의 불안정

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경우 Fig. 11 에

서 보듯이 동일 싸이클에서의 마찰곡선의 기울기에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양의 기울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식을 시킨 스틸 디스크와는 반대

로 시스템의 Positive damping 항이 증가하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싸이클의 마찰곡선 기울기를 구하여 

전체 싸이클에 대하여 Fig. 12 과 같이 나타내었다. 부

식을 시킨 스틸 디스크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음

의 기울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식을 시키지 않은 스틸 디스크는 실험

이 진행되면서 음의 기울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부식을 시킨 디스크의 시스템은 실

험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이 불안정해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시스템은 상 

 

Fig. 11 Friction curve of non-corrosion disk at each 
cycle. (a) 1cycle (b) 5cycle (c) 25cycle (d) 
29cycle 

 

 

Fig. 12 Friction-velocity slope of each cycle at 0.035m/s 

 

대적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은 기초 마찰실험장치인 왕복운동실험장

치와 회전운동실험장치를 직접제작 하여 스틸 재

질의 판, 디스크 그리고 Cu 재질의 핀 사이에 마

찰을 유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계측된 각각의 데이터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왕복운동실험을 통해 부식을 시킨 판에서 

소음발생이 더욱 빨리 나타났고 5000 Hz 근방의 

주파수 데이터로 소음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왕복운동을 통해 촬영한 마찰재의 표면사진

을 보았을 때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입자가 

마찰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회전운동을 통하여 마찰곡선의 음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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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 디스크 그리고 Cu 재질의 핀 사이에 마

찰을 유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 계측된 각각의 데이터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왕복운동실험을 통해 부식을 시킨 판에서 

소음발생이 더욱 빨리 나타났고 5000 Hz 근방의 

주파수 데이터로 소음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왕복운동을 통해 촬영한 마찰재의 표면사진

을 보았을 때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입자가 

마찰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회전운동을 통하여 마찰곡선의 음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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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즉, 부식을 시킨 디스크의 시스템은 실

험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이 불안정해 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식을 시키지 않은 디스크의 시스템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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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인자

임을 확인하였다. 

(4) 상기 두 가지 시스템의 결과를 토대로 부식

을 시킨 스틸 재질의 마찰재가 부식을 시키지 않

은 스틸 재질의 마찰재보다 마찰소음 측면에서 취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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