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1, No. 1, pp. 21~30, 2017 
 

 

21 

<학술논문>            DOI https://doi.org/10.3795/KSME-A.2017.41.1.021                ISSN 1226-4873(Print ) 
2288-5226(Online) 

 

접촉 조건에 따른 C/C-SiC-Cu복합재와 Al/SiC복합재의 마모  
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국* · 신동갑* · 김창래* · 구병춘** · 김대은*†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신기술연구실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C/C-SiC-Cu Composite and Al/SiC Composite 
Materials under Various Contact Conditions 

 
Byung-Kook Kim*, Dong-Gap Shin*, Chang-Lae Kim*, Byeong-Choon Goo** and Dae-Eun Kim*† 

*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Yonsei Univ., 
** New Transportation Research Department,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Received June 1, 2016 ; Revised September 7, 2016 ; Accepted October 3, 2016) 

 

 
 

1. 서 론 

고속철도차량의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위해 디스크 재료의 경량화와 내마모성 확

보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1~3) 이를 위해 과거부터 
주철소재, 알루미늄 같은 금속계열의 재료나 C/C 
복합재와 같은 세라믹 재료들이 사용되어 왔
다.(4~6) 특히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열적 특성을 지
닌 C/C 복합재를 중심으로 하는 세라믹재료의 디
스크 브레이크는 경량화를 실현하면서 주철 소재
나 알루미늄 복합재의 단점을 극복하는 재료로 인
정받고 있다.(6,7) 최근에는 보다 더 우수한 마찰특

Key Words: C/C-SiC-Cu (탄소/탄소 복합재), Brake Disc(브레이크 디스크), Wear Debris(마모 입자), Transfer 
Layer (전이층), Friction/Wear(마찰/마모) 

초록: 디스크 브레이크의 온도는 제동 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면 온도의 변화는 마찰/마모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효율이 우수한 브레이크 개발을 위해서는 브레이크 소재의 마찰/마모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C/C-SiC-Cu복합재와 Al/SiC복
합재에 대하여 표면 온도와 접촉압력에 따른 마찰/마모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온도 및 하중조절
이 가능한 pin-on-reciprocating방식의 마찰실험기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마찰은 온도와 거리에 따라 현
저하게 변하였다. 또한 마모로 인하여 생성된 입자가 접촉 압력에 의해 표면에 뭉쳐져 transfer layer가 형
성되었고,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urface temperature of disc brakes varies during braking, which can affect the friction and wear behavior 
of braking systems. In order to develop an efficient braking system, the friction and wear behaviors of brake materials 
need to be clearly understood. In this work, the friction and wear behavior of the C/C-SiC-Cu composite and the Al/SiC 
composite, which are used in disc braking systems, were investigated. Both the surface temperature and contact 
pressure were studied. A pin-on-reciprocating tribotester was used for this purpose, in order to control temperature and 
load. Results showed that the friction varied significantly with temperature and sliding distance. It was found that a 
transfer layer of compacted wear debris formed on the wear track of the two materials. These layers caused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wear track to increase. The outcome of this work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braking systems unde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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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해 Si, Cu 같은 요소를 liquid 
infiltration과정으로 침투시켜 제작한다.(8) 이러한 
C/C 기반의 복합재들은 전통적인 C/C복합재의 마
찰특성을 보완한 재료로 연구되고 있다.(6,9) C/C기
반의 복합재는 우수한 내열성, 기계적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의 디
스크 재료로써 고속 철도 차량뿐만 아니라 항공기, 
고급 승용 차량, 고성능 엘리베이터 시스템 등에
서 주로 사용된다.(6,10) 우수한 내열성을 가진 C/C
기반 복합재와 달리, 단순 알루미늄 합금은 낮은 
내열성으로 인해 높은 마찰열이 발생하는 고속운송
수단의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내마모성을 나타낼 수 있다.(5,6) 따라서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라믹 입
자인 SiC입자로 강화시켜 마찰/마모 특성을 강화하
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1,11) 이와 같이 브레이크 시
스템에 사용되는 디스크 재료들의 기계적/물리적 
성질 뿐만 아니라 접촉 미끄럼 운동에 의한 마찰/
마모 특성도 중요하다.(12~15) 특히, 브레이크 재료의 
마찰 실험 시 발생된 마모입자들은 높은 면압에 
의해 마찰면에 새로운 층인 transfer layer(전이층)을 
형성하여, 디스크 브레이크의 마찰/마모 특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9)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되는 시스템은 차량, 항

공기 등 운송수단이 대부분이다. 실제 운송수단에
서 브레이크 디스크 재료는 잦은 제동에 의해 표
면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료의 마
찰/마모 특성이 변할 수 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특성들은 디스크 재료를 설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디스크의 내구성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에 관한 연구는 마찰에 의
한 표면 온도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2,13) 또
한 실제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디스크 재료
는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복합적으로 변화
한다. 따라서 다양한 온도와 압력에 따른 브레이
크 재료의 마찰/마모 특성의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C/C-SiC-Cu복합재와 Al/SiC복합재에 대하여 다양
한 표면 온도와 접촉 압력의 변화가 마찰/마모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재료 표면분석 

2.1 실험방법 
C/C-SiC-Cu 복합재와 Al/SiC 복합재의 마찰/마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열전쌍과 가열판이 장착된 

상업용 고온다기능 마모실험기(Neoplus, Neo-tribo 
RFW-160)를 사용하였다. 실제 디스크 브레이크 시
스템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 시편과 팁
을 준비하였다. 해당 실험에 사용된C/C-SiC-Cu 복
합재는 C/C복합재로 제작된 디스크에 liquid 
infiltration 공정으로 Si와 Cu를 침투시켜 제작한다. 
초기 C/C 브레이크 디스크의 무게는 4.85 kg이고 
Si와 Cu는 각각 2.4 kg과 1.6 kg을 2회에 걸친 
infiltration 공정으로 침투시켜 제작한다. 
두께가 34 mm로 제작된 디스크를 30 mm x 30 

mm 크기로 가공하여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상대
재인 Al/SiC 복합재는 A356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 
SiC입자와 섞어 주형에 부어 주조하였다.(20) 주조
된 원재료는 5 x 5 x 17 mm로 절단 가공하여 팁으
로 사용하였다. 팁은 팁 홀더에 고정시켜 센서에 
장착하였고, 실험 시편은 시편 홀더를 이용하여 
가열판 위에 고정하였다. 장비에 장착된 열전쌍의 
양 끝단을 실험 시편과 시편 홀더 사이에 Fig. 1과 
같이 고정하여 표면온도를 관찰하였다. 다양한 표
면온도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 RT(상온), 50℃, 
100℃, 200℃를 온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표면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열판을 가열하였고, 
열전쌍으로 표면온도가 50℃, 100℃, 200℃에 도달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설정온도에 도달한 뒤 약 
40분동안 열평형을 유지하여 표면온도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마찰 실험을 진행하였다. 접
촉압력은 최대 압력이 1 MPa와 2 MPa이 되도록 
25 mm2의 접촉면적에 대해 적용하중은 각각 25 N
과 50 N을 인가하였다. 표면 온도 조건과 접촉 압
력 조건은 실제 브레이크 실험 시 발생 하는 상승
된 표면 온도와 압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로 
설정하였다.(1,6,12,16,18) 미끄럼 진폭은 5 mm, 속도 60 

 
Fig. 1 Schematic design of high temperature tribo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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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로 상대 습도 20%의 건식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재료 표면분석 
복합재 재료의 접촉 표면에 대한 표면 거칠기, 

형상 및 경도 등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실험 시편(C/C-SiC-Cu 복합재)과 팁(Al/SiC 복합
재)의 표면 거칠기 값은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Keyence, VK-X21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표면 
거칠기 값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인 Ra를 이용
하였다. Table 1과 같이 Al/SiC 복합재의 표면 거칠
기는 C/C-SiC-Cu 복합재의 거칠기보다 더 큰 값임
을 확인하였다. 표면 거칠기 뿐만 아니라 재료의 
경도가 마찰/마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크웰 경도 실험기(Mitutoyo, ATK-F1000)를 
이용하여 15 kgf의 하중 조건에서 경도 실험을 수
행하였다. 세라믹 재료에 속하는 C/C-SiC-Cu 복합
재의 표면이 Al/SiC 복합재의 표면보다 더 경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찰 실험 전 경도 실험과 표면 
거칠기 분석을 통해, C/C-SiC-Cu 복합재의 표면이 
더 경하지만 Al/SiC 복합재의 표면이 더 거친 것
으로 나타났다. 표면 거칠기와 경도 값은 각 재료
의 서로 다른 면에 대해서 최소 3회 이상 반복 관
측한 뒤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다. 이와 
같이 마찰 실험 전 두 복합재의 평균 표면 물성값
과 표준 편차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편과 팁으로 사용된 C/C-SiC-Cu 복합재와 

Al/SiC 복합재의 원소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EOL, JSM-6610)
에 장착된 EDS(Oxford Instruments, INCA X-ac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C-SiC-Cu 복합재의 경우 
탄소 섬유가 탄소 매트릭스에 강화제로 존재하는 
불연속적인 복합재이기 때문에 각 재료에 대한 
EDS 분석이 요구된다.(15) 
다른 재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EDS 

조사는 일부 지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Fig. 2의 
Spectrum 1, 2, 3는 각 재료에 대한 EDS조사를 나타
낸다. 탄소재료(Spectrum 1)에 대한 EDS 분석 결과

로 C(96.93 at%), O(2.98 at%), Si(0.08 at%)의 원소들
이 검출되었다. 표면에 탄소섬유 사이를 침투한 
물질(Spectrum 2)에 대한 EDS 분석결과로 C(51.06 
at%), Si(42.69 at%), O(5.13 at%), Cu(1.11 at%)의 원소
들이 검출되었다. 탄소섬유(Spectrum 3)에 대해서 
EDS 분석결과로 C(92.88 at%), O(4.10 at%), Si(1.81 
at%), Cu(0.68 at%), Al(0.35 at%), S(0.19 at%)의 원소
들이 검출되었다. 추가적으로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탄소 섬유의 직경은 약 6 μm임을 알 수 있
었다. C/C-SiC-Cu 복합재의 EDS 분석 결과에 대한 
SEM 이미지를 Fig. 2에 나타내었다. Al/SiC 복합재
는 C/C-SiC-Cu 복합재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매
트릭스에 탄화규소 입자가 불연속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재료이다.(11) Al/SiC 복합재의 EDS 분석은 면
적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EDS 분석결과, Al/SiC 
복합재의 표면에서 다양한 원소들이 검출되었다. 
그 중에서 Al(37.68 at%), O(26.45 at%), Si(18.67 at%), 
C(14.92 at%)의 원소들이 지배적으로 검출되었다. 

3. 마찰실험 결과 

3.1 마찰/마모 특성 
다양한 온도와 압력에 따른 C/C-SiC-Cu 복합재

와 Al/SiC 복합재의 마찰실험을 통해, Fig. 3과 같
이 온도, 면압 및 미끄럼 거리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3의 (a)와 (b)에 대해서, 면
압 1 MPa 조건에서 마찰계수는 미끄럼 거리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증가하는 기울기가 모
든 온도 조건에서 유사한 기울기를 가진다. 또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평균적인 마찰계수는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면압 2 MPa 조건에서도 
미끄럼 거리에 따라 마찰계수가 증가하였다.  

Table  1 Roughness and hardness of two composite 
materials 

 Roughness 
[μm] 

Hardness 
[HR15T] 

C/C-SiC-Cu 
composite 

2.79 
(SD= 0.29) 

87.7 
(SD= 8.7) 

Al/SiC  
composite 

9.05 
(SD= 0.79) 

58.2 
(SD= 4.5) 

 

 
Fig. 2 SEM/EDS analysis of C/C-SiC-Cu composite 

surface before fri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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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MPa 

 

 
(b) 2 MPa 

 

 
(c)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Fig. 3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sliding distance at the different temperature under 
(a) 1 MPa and (b) 2 MPa; (c) the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with respect to temperature under the 
different contact pressure 

 
또한, 표면 온도 증가에 따라 평균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2 MPa, 200℃의 
가혹 조건에서 미끄럼 거리에 따른 마찰계수 증가
율은 다른 조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경향
을 보였다. 이는 가장 가혹한 조건인 2 MPa, 200℃ 
조건에서 접촉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그러나 Fig. 3(c)에 나타나 있듯이, 두 면압 
조건에서 평균 마찰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면압 조건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마
찰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마모입자가 쉽게 압착되어졌고, 압착
된 마모입자가 마찰면의 특성을 변화시킨 것이 마
찰계수 증가의 요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찰실험 후 C/C-SiC-Cu 복합재와 Al/SiC의 마

모 정도를 관찰하였다.  
C/C-SiC-Cu 복합재의 경우 공초점 레이저 현미

경을 이용하여 마찰면을 레이저로 스캐닝한 뒤 
3D profile data를 획득하였다. 3D profile data에서 기
준면에 대해 마모가 일어난 부피를 Keyence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측정하였다. Al/SiC 
복합재의 경우 미세 저울(A&D, GR-202)로 실험 
전후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여 재료의 밀도 환산을 
통해 마모 부피를 산출하였다. Fig. 4와 같이, 온도
에 따라 두 복합재의 마모부피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Al/SiC 복합재의 마모부피는 

 
(a) 1 MPa 

 
(b) 2 MPa 

Fig.  4 Wear volume of C/C-SiC-Cu and Al/SiC 
composites with respect to temperature under (a) 
1 MPa, (b) 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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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iC-Cu 복합재보다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는 Al/SiC 복합재 표면이 상대적으로 무르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고온에서는 재료가 갖는 
열적인 특성의 차이로 인해 마모 부피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1 MPa의 조건보다 2 MPa의 
조건에서 두 복합재 모두 더 큰 마모부피를 나타
내었다. 면압에 따라 평균 마찰계수에는 큰 경향
성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마모부피의 경우에는 
면압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 MPa 조건에서는 마모부피가 온도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2 MPa 조건에
서는 온도에 따른 마모부피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온도 변화에 따른 두 복합재의 마찰면을 SEM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5(a)와 같이 C/C-SiC-
Cu 복합재는 저온 조건에서 마찰면에 소량의 마
모입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고온 조건에서는 마모
입자들이 마찰면에 넓은 범위에 걸쳐 뭉쳐져 있었
다. 이는 앞서 언급한 transfer layer로써 마찰 실험 

중 발생하는 마모입자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 압착
된 덩어리이다.(17) C/C-SiC-Cu 복합재의 경우 온도
에 따른 마찰면의 변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저온(25℃)과 고온(200℃)의 경우에서 마찰면에 차
이를 나타낸 반면에, Al/SiC 복합재의 경우에는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찰면의 마모 정
도가 심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5(b)는 2 MPa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Al/SiC 복합재의 마찰면 
SEM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흩어져 있던 마모입자들이 점점 뭉쳐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3.2 마찰면 SEM/EDS 분석 
Fig. 6과 같이 SEM 이미지를 통해 압착된 마모

입자인 transfer layer를 확인할 수 있다. 저온(25℃) 
마찰 실험 후 C/C-SiC-Cu 복합재 마찰면에는 서로 
뭉쳐지지 않은 마모입자들이 탄소 섬유위로 흩어
져있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고온(200℃) 마찰 실

 
(a) C/C-SiC-Cu composite 

 

 
(b) Al/SiC composite 

Fig. 5  SEM images of wear generation of (a) C/C-SiC-
Cu composite and (b) Al/SiC composite after 
friction test under the different contact conditions 

 
(a) 25℃ 

 

 
(b) 200℃ 

Fig. 6 SEM images of the wear debris and transfer 
layer formed on carbon fibers of C/C-SiC-Cu 
composite after friction test under 2 MPa at (a) 
25℃ and (b)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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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 마모입자들이 서로 뭉쳐 크기가 증가하고 
transfer layer가 마찰면 위에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Fig. 5, 6의 C/C-SiC-Cu의 마찰면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는 마모입자가 
마찰면에 흩어져 있었으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마
모입자가 압착되어 넓은 transfer layer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온(25℃) 조건에서 마모입자는 상대적으

로 더 경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고온 조건에서 
마모입자가 더 쉽게 압착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모입자는 C/C-SiC-Cu 복합재가 마모되면서 생기
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무른 Al/SiC 복합재로
부터 많은 마모입자가 발생하여 transfer layer를 형
성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Table 1과 
Fig. 4의 경도값과 마모량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SiC-Cu 복합재의 마찰면

에 형성된 transfer layer에 대해 EDS 분석을 하였
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조건(200℃)에서는 Al/SiC 
복합재의 마찰면에도 transfer layer가 생성되어, 이
에 대한 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7과 같이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해 두 복합재 마찰면에 형
성된 transfer layer는 비슷한 형상임을 확인하였고 
마모입자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
모입자에 대해서도 EDS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찰 실험 후C/C-SiC-Cu 복합재의 transfer layer

에 대한 EDS 분석(Spectrum a)결과로 O(38.69 at%), 
C(25.98 at%), Al(21.85 at%), Si(11.51 at%), Cu(1.97 
at%)의 원소들이 지배적으로 검출되었다. 마모입
자에 대한 EDS 분석결과(Spectrum b) O(45.59 at%), 
Al(33.57 at%), C(14.40 at%), Si(6.15 at%), Cu(0.28 
at%)의 원소들이 지배적으로 검출되었다. 특히 
C/C-SiC-Cu 복합재의 주성분이 아닌 Al 원소가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팁(Al/SiC 복합재)에서 마모된 입자들이 시편
(C/C-SiC-Cu 복합재)과의 마찰면으로 전이되어 
transfer layer가 형성되었음을 증명한다. 반면에 
Al/SiC 복합재의 경우 transfer layer에 대한 EDS 
분석(Spectrum c)을 통해 O(54.77 at%), Al(31.78 at%), 
C(9.32 at%), Si(4.13 at%) 원소가 측정되었고, 마모
입자에 대한 EDS분석(Spectrum d)을 통해 O(39.94 
at%), Al(25.08 at%), C(24.30 at%), Si(9.32 at%), 
Cu(1.36 at%) 원소가 측정되었다. 

 
3.3 표면 거칠기 변화 
마찰실험 후 두 복합재의 마찰면 형상 및 표면 

거칠기를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Fig. 8과 같이 마찰면 형상 그래프를 통해, 
1 MPa 조건에서 C/C-SiC-Cu 복합재는 온도가 높
아질수록 마모트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경향을 보
이고 Al/SiC 복합재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위로 볼록 튀어나온 형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팁
이 마모된 후 마모면 위로 transfer layer가 형성된 
것이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면에 형성되는 
transfer layer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MPa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을 관찰
할 수 있다. C/C-SiC-Cu 복합재의 경우 1 MPa 보
다 더 깊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Al/SiC 복합
재의 경우 transfer layer의 두께가 더 증가하였다. 1 
MPa의 경우 마모 트랙의 2D profile 결과는 Fig. 
3(a)와 Fig. 4(a)의 마찰계수, 마모부피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2 MPa의 경우에서는 온
도에 따라서 마모가 심해지지만, 마모 트랙의 2D 
profile 결과는 마찰계수, 마모 부피와 뚜렷한 연관

 
(a) C/C-SiC-Cu composite 

 

 
(b) Al/SiC composite 

Fig. 7 SEM images of transfer layers and wear debris 
formed on (a) C/C-SiC-Cu composite and (b) 
Al/SiC composite after friction test under the 1 
MPa a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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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D profile 결과가 마모트랙의 중앙선으로 

대표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2D profile 이미지만으
로는 마찰계수와 마모부피와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Fig. 8을 
통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모트랙의 거칠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 표면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a 
값을 측정하였다. 마찰 실험 후 마모 표면 형상 
그래프인 Fig. 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찰면이 
매우 굴곡져있는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굴곡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평으로 평행한 지점의 
평균 표면 거칠기 Ra값을 구하였다.(21~23) 즉, C/C-
SiC-Cu 복합재의 경우 마찰면의 가장 낮은 부분의 
가장 평평한 부분에서 Ra값을, Al/SiC 복합재의 경
우 마찰면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Ra값을 측정하
였다. 이를 통해 접촉 조건에 따른 Ra의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1 MPa의 압력조건에서, 저온(25℃)의 경우 실험 
후 표면 거칠기는 마찰 실험 전과 비교하여 두 복
합재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온의 경우 마찰
실험 후 표면 거칠기는 증가하였다. 저온의 경우 
마모입자가 충분히 뭉쳐지지 않고 표면이 연마되
어 표면 거칠기가 감소한 것이고, 고온의 경우 마
모입자가 뭉쳐져 마찰면에 transfer layer를 형성하
여 표면 거칠기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2 MPa의 보다 높은 압력 조건에서, 실험 후 표
면 거칠기는 마찰 실험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C/C-SiC-Cu 복합재의 경우 실험 전
과 비교하여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표면 연마과정을 지나서 표면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거칠기가 상승한 것이다. 재료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Fig. 9(b)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0℃ 조건에서 C/C-SiC-Cu 복합재는 표면 거칠기
가 50℃조건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Al/SiC 복합재 

 
(a) C/C-SiC-Cu composite at 1 MPa 

 
(b) C/C-SiC-Cu composite at 2 MPa 

 
 (c) Al/SiC composite at 1 MPa 

 
(d) Al/SiC composite at 2 MPa 

Fig. 8 2D profile images of wear surface of (a), (b) C/C-SiC-Cu composite and (c), (d) Al/SiC composite after 
friction test under the 1, 2 MPa condition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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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마찰 
실험 후 두 복합재의 표면 거칠기는 서로 같은 값
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4 마모 메커니즘 
앞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을 통해 접촉 조건은 

두 재료의 마찰계수, 마모량, 표면 거칠기, 마모입
자 거동/마찰면의 변화 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인
자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모 입자 거동에 대해, 
압력이 두 배로 증가하더라도 마모입자의 거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압력보다 온도에 의한 접촉조
건의 변화로 인해 마모입자의 거동이 크게 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과 같이 마모입자에 
대한 SEM 이미지와 함께 저온과 고온에서의 마
모메커니즘을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1 MPa 조건에
서 저온(25℃) 마찰 실험 후 발생한 마모 입자는 
형태가 불규칙적인 반면에 고온(200℃) 마찰 실험 
후 발생한 마모 입자는 규칙적이고 매끈한 원형 
형태를 나타낸다. 온도에 따라 마찰면의 마모 정 

 
        (a) 25℃ 

 
        (b) 200℃ 

Fig. 10 Schematic design of wear mechanism with 
representative SEM images of wear debris under 
1 MPa contact pressure condition at (a) 25℃, 
(b) 200℃ 

 
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SEM/EDS 분석을 통해 저
온(25℃) 마찰 실험 후 마찰면에는 작은 마모입자
들이 마찰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고온(200℃) 마찰 실험 후 마찰면에는 마
모입자들이 두 재료의 접촉 면압에 의해 마찰면에 
뭉쳐졌고 EDS 분석을 통해 C/C-SiC-Cu 복합재의 
마찰면에 상대재 원소인 Al의 원소가 검출됨을 확
인하였다. 마모입자가 압착되어 형성한 transfer 
layer는 마모면 양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표
면 거칠기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마찰계수가 증
가하게 되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Fig. 10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마모입자는 고온의 조건에서 더 쉽

 
(a) 1 MPa 

 
(b) 2 MPa 

Fig. 9 Surface roughness (Ra) under various contact 
conditions; (a) 1MPa, (b) 2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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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면에 압착되었고 Al/SiC 복합재에는 마모면 
전체에 transfer layer가 생긴 반면에 C/C-SiC-Cu 
복합재에는 마모면에 부분적으로 transfer layer가 
넓게 형성되었다. 이는 Fig. 5의 SEM 이미지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도에 따라 
마모입자들의 거동과 마모면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마모 메커니즘이 변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
온에서는 흩어져 있는 마모입자에 의해 연삭마모
(Abrasive wear)를 나타내고, 고온에서는 응착마모
(Adhesive wear)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크 디스크 재료로 사용되는 
C/C기반의 복합재인 C/C-SiC-Cu복합재와 Al/SiC복
합재에 대해 다양한 접촉 조건에서의 마찰/마모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증
가할수록 마찰계수와 마모량, 표면 거칠기 등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C/C-SiC-Cu복합재와 
Al/SiC복합재의 마찰/마모 특성은 접촉 조건에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1) 미끄럼 거리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는 점점 
증가하였다. 1 MPa의 압력 조건에서 평균마찰계수
는 약 0.3~0.6의 범위를 가졌고 2 MPa의 압력 조
건에서 평균마찰계수는 약 0.4~0.6의 범위를 가졌
다. 압력조건보다 표면 온도에 따라 평균마찰계수
가 증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2) Al/SiC 복합재의 마모가 C/C-SiC-Cu 복합재
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조건에
서 마모량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C/C-SiC-Cu 복합재의 경도가 Al/SiC 복합재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접촉 압력은 마모입자의 크기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시편의 표면 온도가 증
가할수록 마모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형상이 뚜렷
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4) 1 MPa, 저온(25℃) 조건에서 마찰 실험 후 연
마작용으로 인해 표면 거칠기는 감소했지만, 고온
(200℃) 조건에서 마찰 실험 후 표면 거칠기는 증
가하였다. 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마모입자의 
크기가 증가하여 마찰면에 transfer layer가 형성되
었기 때문이다. 

(5) 온도에 따라서 마모 메커니즘이 변하였다. 
저온(25℃) 마찰 실험 시 마모 입자는 뭉쳐지지 
않고 마찰면 위에 흩어져 연삭마모(abrasive wear)
의 형태를 나타냈다. 고온(200℃) 마찰 실험 시에

는 마모입자들이 압착되고 들러붙으면서 응착마모
(adhesive wear)의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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