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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패드의 구조와 마찰재 조성이 제동 스킬소음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ad Structure and Friction Material Composition on 

Brake Squeal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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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4년 고속철도의 도입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국민의 생활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0년 이

상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의 자립화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그 중 하나가 열차가 정거장에 정차 시 발생하는 진동과 제동 스킬소음이다. 정거장에서 측정된 제동 스킬소음은 85~

112dB(A) [1,2] 범위로 승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동 스킬소음에 대한 발생 메커

니즘은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고, 제동 스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도 마찰재 재질변경, 구조변경, 댐핑재 적용 등 여러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3-9]. 최근에는 제동 패드의 수직방향과 횡방향의 구조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마찰재와 제동 디스크

의 면 접촉을 원활히 하고, 제동 스킬소음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많은 연구개발이 되고 있고 실재로 개발되어

Abstract Brake squeal noise has been a challenging problems for a long time. It is very annoying to passengers and

residents near tracks. Two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reduce or eliminate brake squeal noise. One is to improve fric-

tional materials; the other is to optimize the topology and structures of brake pads. In this study, we developed two kinds

of brake pads; one is a pad whose frictional material is different from the KTX brake pad friction material; the other is

a flexible pad that has the same frictional material as that of the KTX brake pad, but a different structure. Squeal noise

and friction coefficients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a full-scale brake dynamometer. It was found that the dyna-

mometer test can simulate the squeal noise of KTX trains at stations. The squeal frequency of the KTX at 4500Hz was

exactly reproduced; this value of 4500Hz was one of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KTX brake disc. It was also found

that the squeal noise depended on the caliper pressure, initial disc temperature and braking speed. The average friction

coefficient was 0.35~0.45. The new pad lowered the squeal noise by 17.3~21.6dB(A).

Keywords : Friction material, Brake pad, Squeal noise, Brake dynamometer, Pad structure

초 록 제동 스킬소음은 승객과 선로 주변의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이지만 해결책

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제동 스킬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해결책은 크게 제동 마찰재의 소재를 개량하거나 제동패드

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KTX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제동패드를 기준으로 마

찰재의 소재만을 바꾼 패드와, 동일한 마찰재 소재를 사용하지만 구조를 유연형으로 바꾼 제동패드를 제작하여 제동

다이나모미터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마찰특성과 소음특성을 평가하고 영업차량이 역에 정차할 때 측정한 스킬소음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이 실차 시험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영업열차에서 최고 스킬소음이 발생한 4,500Hz 대역의 스킬소음은 다이나모미터 시험에서도 정확히 일치하고, 이 주

파수는 제동디스크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제동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는 캘리퍼에 작용하

는 압력, 시험온도, 그리고 제동 초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개발된 제동패드의 평

균 마찰계수는 0.35~0.45의 범위에 있고 마찰재 소재만을 바꾼 경우는 21.6dB(A), 구조를 변경한 경우는 17.3dB(A)

만큼 최대 소음을 줄일 수 있었다. 

주요어 : 마찰재, 제동 패드, 스킬소음, 제동 다이나모미터, 패드 구조

*Corresponding author. E-mail: bcgoo@krri.re.kr.

© 2017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s://doi.org/10.7782/JKSR.2017.20.1.1



구병춘 · 김재철 · 이범주 · 박형철 · 나선주

2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1호 (2017년 2월)

적용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제동 패드를 기준으로 제동 패드의 마찰재 재료만 변경한 경우와, 마찰재 재료는 그대

로 두고 제동패드의 구조만 변경한 경우에 대해 실물 크기의 제동패드 시제품을 만들어 제동 다이나모에서 스킬소음을 평가하

여 제동 마찰재 재료와 제동 패드의 구조 변경이 각각 제동 스킬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종

류의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제동 스킬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 방안 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마찰재 및 제동패드

고속철도의 디스크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제동패드는 고온에 견디고 냉각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다수의 봉 형태의 소결 마

찰재를 백플레이트로 불리는 철판에 결합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Fig. 1은 현재 KTX 제동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디스크

제동 장치와 제동패드의 사진이다. 패드 하나에 마찰재 봉 9개가 있고 디스크의 각 측면에는 2개의 제동패드가 설치된다. 마찰

재는 열전도성이 좋은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고, 마찰계수와 윤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흑연, SiO2, Al2O3, SiC, Mo, Ni, Cr,

MoS2 등의 분말을 혼합하고 성형한 후 800~1000oC 정도의 온도에서 소결하여 제작한다. Fig. 1과 같이 마찰재 봉이 백플레이

트와 고온에서 융착되어 마찰재가 상하방향이나 횡방향으로 변형이 제한되는 경우를 강체형(Rigid)이라 하고, 마찰재 봉과 백

플레이트 사이에 스프링을 넣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마찰재 봉의 변형을 강체형에 비해 유연하게 한 것을 유연형(Flexible type)

이라 부른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유연형 패드의 구조를 보여주는 시제품 사진이다. 패드 하나에 8개의 마찰재 블록이

있다. 마찰재 블록은 철판에 융착되고 철판 아래에는 판 스프링과 접시형 스프링이 놓이고 그 아래 백플레이트가 있는 구조이

다. 판스프링과 접시형 스프링은 제동 시 발생하는 접촉압력이 고르게 분포되게 하고 마찰열에 의한 탄성력의 소실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삽입되었다. 철판을 포함한 마찰재 블록과 판 스프링, 백플레이트는 리벳으로 결합된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

된 3종의 제동 패드에 대한 특징을 보여준다. 제동 패드 #1은 현재 KTX에 사용되고 있는 강체형 제동 패드로 마찰재는 청동

을 주성분으로 한 소결재이다. #2는 KTX 제동 패드와 구조는 동일하고 마찰재의 주성분과 첨가 요소를 달리하여 제작한 제동

패드이다. #2에 사용된 마찰재는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며 밀도와 경도가 기존의 마찰재에 비해 낮다. #3은 마찰재의 성분은 현

용 KTX의 마찰재와 동일하게 하고, 제동 패드의 구조를 Fig. 2와 같이 유연형으로 변경한 제동패드이다. 

Fig. 1. Disc brake unit and brake pad of KTX.

Fig. 2. Flexible type brake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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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체의 경우 탄성한계 이상의 하중에서 사용 시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성능의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탄성 한계 내에서도

반복적인 피로를 받는 경우 피로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한 탄성 구조체의 작동 성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마찰재 블록 단위의 구조체 시험편을 제작한 후 유압시험기를 이용한 반복하중시험을 실시하였다. 반복하중 사이클에 따

른 구조체의 탄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로드 테스터(JINSUNG HITECH, 한국)에서 1,000 사이클 주기로 변위-하중 곡선을

구하였고, 마찰재 윗면의 가장자리에 표시한 6지점과 스프링 지지판 사이의 치수를 측정하여 시험편의 높이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3(a) 참조). 스프링 안정화는 비교적 낮은 하중으로 시작하여 구조체의 초기 탄성력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1~5회 가량 실

시하였으며 탄성력 측정은 비상제동 시 예상 최고 압력(2.2kN)을 초과하는 하중으로 시험하였다. 또한 반복하중시험은 평균 비

Table 1. Properties of the brake pads.

Brake pad #1 #2 #3

Friction 

material

Base material Cu-Sn Cu Cu-Sn

Density (g/cm3) 5.35±0.15 4.8±0.15 5.35±0.15

Hardness (HRR) 110±10 75±10 110±10

Structure Rigid type (present KTX type) Flexible type

Fig. 3. Cyclic loading test, pad #3.

Fig. 4. Spring height change vs. loading cycle, pad #3. Fig. 5. Load-displacement curves, p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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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동 압력(1.5kN)으로 경부선 총 14개 역을 일일 3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280일에 해당하는 12,000 사이클까지 시험하였다.

Fig. 3은 반복하중 시험에서 스프링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약간의 변형이 발생하고 그 후에는 영구변

형이 거의 없이 스프링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찰재 윗면에서 측정한 높이의 변화를 Fig. 4에 표시하였다.

Fig. 5는 일정주기의 반복하중 시험 후 측정한 하중과 변위의 그래프이다. 초기 안정화 단계에 해당하는 몇 사이클 후에는 하중

과 변위의 그래프가 큰 변동이 없다. 그림에서 k는 1000 사이클을 의미한다.

3. 제동 스킬소음 시험 및 결과

제동 스킬소음은 실제 KTX 차량의 제동디스크에 걸리는 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물 크기 제동 다이나모미터(Fig. 6)에서

수행하였다. 새로 제작한 제동 패드의 마찰재 표면은 제동디스크의 표면과 원활하게 접촉이 되지 않으므로 수 십여 번의 제동

을 통하여 마찰면을 마모시켜 마찰재와 제동디스크의 마찰면이 85% 이상 접촉이 되도록 길들이기를 한 후 소음시험을 하였다.

제동 다이나모미터에 부여된 관성은 793kg·m2이다. 제동 다이나모미터에 설치된 제동디스크와 캘리퍼는 실제 KTX 열차에 장

착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운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제동 스킬소음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폰은 지면

에서 65cm, 제동디스크 마찰면에서 30c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3.1 제동 패드 #1

제동 패드 #1은 현재 KTX에 사용되고 있는 강체형 제동 패드이다. 제동 다이나모미터의 시험조건은 Table 2와 같다. 열차가

정거장에 도착할 때 제동디스크의 온도는 열차의 종류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0oC 이하에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

여 제동디스크의 초기온도는 80, 200oC로 하고, 제동 초속도는 열차가 역사에 진입하여 기계제동을 체결하여 정지할 때를 고려

하여 40, 80km/h로 하였다. Fig. 7은 측정된 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이다. 3~14kHz 영역에서 100dB(A) 이상의 스킬소음이 다

수의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시험결과를 볼 때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는 캘리퍼에 작용하는 힘, 시험온도, 그

리고 제동 초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a)와 (b)는 디스크의 초기온도는 80oC로 같고, 제동초속도가 다른 경

우이다. 80km/h일 때 8,500Hz에서 40km/h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피크가 발생하였다. 1,000~17,000Hz 전 영역에서 소음의 변화

경향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와 (c)는 제동초속도는 같고 디스크의 초기온도가 다른 경우이다. 200oC인 경우 9,800, 11,250,

12,100, 16,700Hz 근처에서 새로운 모드가 관찰된다. 스킬소음의 크기와 발생 주파수는 캘리퍼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Fig. 6. Full scale brake dynamometer.

Table 2. Brake squeal noise test conditions.

Initial temp. 

(oC)

Initial speed

(km/h)

Caliper normal force 

(kN)

80
40 6 8 - 14 18 20 24 32

80 6 8 10 14 18 20 24 32

200 40 6 8 10 14 18 20 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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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KTX와 KTX-산천 영업열차 30여 편성에 대해 열차가 정거장에 정지할 때 측정한 제동 스킬소음을 주파수 분석하

여 피크가 발생하는 주파수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측정위치는 열차가 정지했을 때의 열차의 길이 중앙과, 폭 방향으로 차량 중

심에서 3m, 승강장 지면으로부터 1.4m 높이이다. 열차가 정지 시 제동디스크의 온도는 측정하지 않았다. 영업차량에서 가장 큰

스킬소음은 4,500Hz 대역에서 발생하고 이 주파수는 거의 모든 열차에서 일치하고 있다.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에서는 80oC,

40km/h와 80oC, 80km/h 시험에서 정확히 4,500Hz에서 스킬소음이 발생하고,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도 운행차량과 다이나모미

터의 스킬소음 발생 주파수대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을 이용한 제동 스킬소음 연구가 운행 차량에서

Fig. 7. Brake squeal noise, brake pad #1.

Fig. 8. Brake squeal noise of KTX measured at station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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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제동 스킬소음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킬소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동 디스크의

고유진동을 측정하였다. Fig. 9는 제동디스크에 가속도계(PCB 3 Axis Accelerometer, 356B21)를 붙이고 로프에 매단 상태에서

충격 해머(Kistler Impulse Hammer, Type 9724A5000)로 디스크 마찰면에 수직하게 충격을 가하여 측정한 주파수응답함수이다.

이때 데이터 수집은 LMS SCADAS Mobile을 이용하였다. 4,460Hz에서 고유진동이 발생하였다. Fig. 10은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한 고유진동수와 진동 모드를 보여준다. 디스크의 밀도 7.85kg/m3, 탄성계수 210GPa, 포아송비 0.29를 사용하였다. 4,451Hz

에서 발생한 고유진동은 평면내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디스크의 진동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차량과 제동 다이나모에서의

4,500Hz에서 발생한 스킬소음은 디스크의 고유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제동패드 #2

Fig. 11은 제동패드 #1에서 마찰재의 성분만 달리하여 제작한 제동패드 #2에 대해 제동 다이나모미터에서 측정한 소음시험

결과이다. 제동 디스크의 초기온도는 다양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스킬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패드 #1과 달리 120oC,

Fig. 9.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brake disc.

Fig. 10. Natural frequencies and vibration modes by finite element analysis.

Fig. 11. Brake squeal noise, brake pa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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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oC로 하였고, 제동초속도는 40, 60km/h로 하였다. 4,460Hz에서의 피크값이 크게 줄었고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도 피크가 없

어지거나 매우 작다. 3,500Hz 부근에서 최고 106.9dB(A)의 소음이 발생하며 주파수가 커질수록 소음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인다. 소음의 최고값은 #1에 비해 21.6dB(A)만큼 낮아졌다. #1과 #2에 대한 결과로 볼 때 마찰재의 재료만 변경하여도 제

동 스킬소음의 크기와 발생 주파수의 개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제동패드 #3

제동패드 #3은 마찰재의 재료는 현재 KTX에 사용되고 있는 패드의 마찰재와 동일하나 마찰재와 백플레이트의 결합구조를

변경하여 변형에 대한 유연성을 크게 한 유연형 제동패드이다.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에서 제동 디스크의 초기온도는 120,

200oC로 하였고, 제동초속도는 40, 60km/h로 하여 캘리퍼의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2에서 보듯이

4,460Hz에서 발생하는 스킬소음은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몇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피크가 나타난다. 최대 소음은

1,400Hz 부근에서 111.2dB(A)가 발생하여 #1에 비해 17.3dB(A) 만큼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1에 비해 좋아졌지만 #2에 비해

서는 소음 저감의 개선 효과가 작다.

Fig. 11. Continued.

Fig. 12. Brake squeal noise, brake pa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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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찰계수 비교

Fig. 13은 패드 #1, #2, #3에 대해 제동 스킬소음 시험 시 측정한 평균 마찰계수를 보여준다. 마찰계수는 UIC 규정 [11]에 따

라 로드셀을 이용하여 마찰력에 의한 토크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저온에서는 세 종류의 패드 모두에서 제동 초속도가 커지면

마찰계수는 약간 작아진다. 고온에서는 #1의 경우는 제동 초속도가 커지면 마찰계수도 약간 커지고, #2의 경우는 약간 작아지

Fig. 12. Continued.

Fig. 13. Average fric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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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의 경우는 약간 작아지지만 변화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 #1과 #3은 마찰재의 성분은 같고 패드의 구조만 다른 경우인데

마찰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패드의 구조도 마찰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연형 패드의 마찰계수가

약간 작다. 이는 강체형에 비해 유연형 패드가 디스크를 구속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온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1, 40km/h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마찰계수가 약간 작아지나 나머지 경우에는 변화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

찰재는 200oC의 온도까지 마찰특성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캘리퍼 압력의 영향을 살펴보면 압력이 클수록 마찰계수

는 약간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0oC에서 압력의 영향이 약간 더 크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마찰계수는 0.35~0.45의 범위

에 있어 고속철도 차량의 제동패드에 요구되는 범위에 있다[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제동패드를 제작하여 제동 다이나모미터에서 마찰특성과 스킬소음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제

동패드 #1은 현재 KTX에 사용되고 있는 강체형 제동 패드로 마찰재는 청동을 주성분으로 한 소결재이다. #2는 KTX 제동 패

드와 구조는 동일하고 마찰재의 주성분은 구리이고 첨가 요소를 달리하여 제작한 제동 패드이다. #3은 마찰재의 성분은 현용

KTX의 마찰재와 동일하게 하고, 제동 패드의 구조를 유연형으로 변경한 제동패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현재 사용중인 제동패드의 마찰재 성분을 변경하거나, 제동패드의 구조를 유연형으로 변경하면 제동 스킬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마찰재 소재를 바꾼 경우는 21.6dB(A), 구조를 변경한 경우는 17.3dB(A)만큼 최대 소음을 줄일

수 있었다.

제동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는 캘리퍼에 작용하는 힘, 시험온도, 그리고 제동 초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저온에서는 세 종류의 패드 모두에서 제동 초속도가 커질 때 마찰계수는 #1, #2, #3 패드에서 각각 5.2%, 3.9%, 7.7% 작아

졌다. 고온에서는 #1의 경우는 제동 초속도가 커지면 마찰계수도 11% 커지고, #2의 경우는 6.4 % 작아지며, #3의 경우는 2.1%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영업열차가 정거장에 정차할 때 측정한 제동 스킬소음 발생 주파수와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에서 측정한 주파수를 비교할

때 제동 다이나모미터 시험이 실차 시험을 어느 정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영업열차에서 최고 스

킬소음이 발생한 4,500Hz 대역의 스킬소음은 다이나모미터 시험에서도 정확히 일치하였고, 이 주파수는 제동디스크의 고유진

동수와 일치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새로 제작한 #2, #3 제동패드의 평균 마찰계수는 0.35~0.45의 범위에 있고 기존 패드에 비해 소음도 현저히 작아 고속철도

차량의 제동패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긴 기간에 걸쳐 평가가 필요한 구조 내구성, 마모 특성 등이 추가

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패드를 기준으로 마찰재의 성분만 변경한 패드, 그리고 패드의 구조만 변경한 패드에 대해 특성을 비교하

였다. 마찰재의 성분과 구조를 동시에 변경한 경우 마찰특성과 스킬소음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향후 추가 연구가 수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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