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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t-type multiple disk brakes are very important parts of turning decelerator for deck crane, because

they are advanced in durability and braking power, and can be designed compactly. Thus, we designed and made

wet-type multiple disk brakes of turning decelerator for deck crane to be localization of these imported all. In

this study, wet multiple disk brakes were made a comparative test with the 2 types materials of friction disk by

the SAE No.2 dynamometer. The friction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and analyzed to decide a suitable mate-

rial as wear depth of friction disk and dynamic and static friction coefficient.

Keywords − wet-type multiple disk brakes(습식 다판 브레이크), turning decelerator(선회감속기), deck crane

(데크 크레인), dynamic friction coefficient(동마찰계수), static friction coefficient(정마찰계수)

1. 서 론

데크 크레인(Deck Crane)은 설치가 비교적 원활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항만하역 및 조선소 등에서 그 수요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

인 (주)오리엔탈정공 등은 현재 이러한 데크 크레인을

국산화 하거나 개량하여 양산하고 있다. 특히, 데크 크

레인의 몸체를 좌우로 선회조절해 주는 선회 감속장치

는 크레인의 핵심 구동부품으로 가혹한 작업환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능과 내구수명이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크레인용 선회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감속기

어와 습식 다판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다. 여기서 습식 다판 브레이크 시스템[1-3]은 크레인의

선회운동을 정지시키는 부분으로 선회 감속장치에서 가

장 중요하다. 하지만 핵심 마찰부품인 마찰 디스크

(friction disk)는 마찰재의 특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로

국산화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량 수

입에 의존 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마찰 디스크는 동

소결 마찰재(sintered bronze)로 충격 및 이음이 발생하

고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크 크레인의 선회 감속기용

습식 다판 브레이크의 마찰 디스크를 국산화하기 위해

카본 페이퍼(carbon paper) 재질의 마찰 디스크를 개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찰 특성 및 내구성을 시험

하여 수입품과 비교 평가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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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및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SAE Friction Subcommittee에서 규

정된 SAE No. 2 관성식 마찰시험기(dynamometer)

[3-5]를 사용하여 동소결 및 카본 페이퍼 재질을 사용

한 유압브레이크 디스크의 성능을 비교 시험하였다.

Fig. 1은 시험에 사용된 관성식 마찰시험기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구동축과 연결된 (1)관성체(fly wheel)

를 (2)전기구동모타에 의해 설정된 일정속도로 회전시

킨 후, 전기구동 모타를 정지하고 관성체에 의하여 일

정속도로 자유회전하는 (9)디스크(disk) 시험편에 (10)

플레이트(plate) 시험편으로 압력을 가하여 제동시킨다.

이때 피구동측에 발생되는 토크를 (4)로드셀(load cell)

로 측정하여 동마찰계수를 계산한다.

Fig. 2는 습식 다판 브레이크의 디스크 시험편의 도

면을 나타낸 것으로 시험편의 마찰재는 외경 φ106 mm,

내경 φ75.75 mm로 총 마찰면적은 43.18 cm2이고 두께

는 1.5 mm이다. Fig. 3은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사

진으로 수입품인 (a)동 소결 디스크와 본 연구에서 제

작한 (b)카본 페이퍼 디스크에 대하여 마찰 및 내구성

시험을 행하였다. Table 1은 내구성 시험 조건으로

SAE Friction Subcommitte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에 따라 동마찰계수와 정마찰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고

마찰계수의 비를 살펴보았다. 동마찰계수는 시험조건

의 관성이 회전하는 것을 제동할 때 발생되는 토크로

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디스크 시험편을 3,000 rpm의

속도로 관성회전 시킨 후, 20 kgf/cm2의 압력을 가하여

제동을 하여 구하였다. 정마찰계수는 정지 상태에서 마

찰면에 규정된 압력을 가하여 발생되는 토크로부터 계

산하는 것으로 본 시험에서는 20 kgf/cm2의 압력을 가

Fig. 1. Schematic diagram of SAE No.2 dynamometer.

Fig. 2. Drawing of disk specimen.

Fig. 3. Photo of disk and plate specimens.

Table 1. Experiment conditions 

Specifications Conditions

Applied pressure (kgf/cm2) 20

Number of 

revolutions (rpm)

Dynamic 3,000

Static 0.7

Number of test cycle 5,000

Oil Temp.(oC)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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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보모터에 직결된 웜기어가 0.7 rpm으로 회전할

때 측정되는 토크로부터 계산하였다. 동마찰계수와 정

마찰계수는 총 5,000회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4는 실험 횟수에 따른 동 소결 및 카본 페이퍼

디스크의 정마찰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카본 페이퍼 재

질의 디스크가 약간 높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5의 실험 횟수에 따른 동마찰계수에

서 카본 페이퍼 재질의 디스크는 정 마찰계수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소결 재질의 동마찰계수는 0.1

이하로 정마찰계수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페이퍼 계통의 마찰재의 회전수에 따른 마찰특성

[6,7]이 일반 동합금 계열을 마찰재로 사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빠른 회전수에서도 높은 마찰계수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은 카본 페이퍼 재질의 디스크가 같은 조건 하에서 제

동력이 더 크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동 소결 재질에

비해 제동시간 역시 짧게 걸린다고 예상할 수 있다.

Fig. 6은 동마찰계수에 대한 정마찰계수의 비를 나

타낸 것으로 이를 통하여 소음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마찰계수보다 동마찰계수가 낮고 그 차

이가 크면 제동 시 스틱슬립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찰계수의 비가 1.0 보다 크게 나타나면 제동 시 스

틱슬립에 의한 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7].

따라서 동 소결 디스크의 마찰계수 비가 1.0 보다 크

고 실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동 시에

이음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카본 페

이퍼 디스크 1.0 이하로 소음 특성 면에서 상당히 우

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 중에서도 동 소

결 디스크는 고음의 날카로운 이음이 계속 발생하였으

며, 카본 페이퍼 디스크는 특별한 이음 없이 정숙하게

제동 되었다.

Fig. 7은 동 소결 디스크의 제동 시 토크 선도를 나

타낸 것으로 시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동시간이 길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동 초기에는 제동토

Fig. 4. Static friction coefficient (µs) on test cycle.

Fig. 5. Dynamic friction coefficient (µd) on test cycle.

Fig. 6. µ Ratio on test cycle.

Fig. 7. Torque trace of sintered bronz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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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낮고, 제동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동토크가 높아

지며 시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도 커지고 있다.

이는 제동초기에 슬립으로 인하여 제동토크가 낮게 나

타난다고 생각되며, 시험횟수 증가에 따라 슬립이 더

많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Fig. 8의 카본

페이퍼 디스크의 제동 시 토크 선도를 살펴보면, 카본

페이퍼 디스크는 제동 초기부터 제동 완료시점까지

Fig. 7의 동 소결 디스크에 비하여 안정되고 높은 제

동토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동시간도 월등히 짧게 걸

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험횟수가 증가하여도

일정한 제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9의

5,000회 시험 종료 후 디스크의 마멸 깊이에서는 약

0.036 mm에서 0.037 mm 정도로 두 소재 모두 비슷한

마멸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카본

페이퍼 디스크는 수입품인 동 소결 디스크에 비하여

소음이 작고 더 우수한 제동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슷한 내구성능으로 인하여 경제성

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데크 크레인의 선회 감속기용 습식 다판 브레이크의

마찰 디스크를 국산화하기 위해 카본페이퍼 재질의 마

찰 디스크를 개발하였고, 수입품인 동 소결 재질의 마

찰 디스크와 제통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관성식 마찰

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찰 및 마멸 실험을 행하였다. 이

를 통하여 마찰재에 따른 마찰 및 제동 특성과 내구성

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카본 페이퍼 재질의 디스크의 동마찰계수는 약

0.12 정도로 정 마찰계수보다 높게 나타나며, 동 소결

재질의 동 마찰계수는 0.1 이하로 정마찰계수보다 매

우 낮게 나타난다.

2) 동 소결 디스크의 마찰계수 비는 1.0 이상으로

실제 사용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동 시에 이음

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카본 페이퍼 디스크

는 1.0 이하로 소음 특성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3) 동 소결 디스크는 제동 초기에는 제동토크가 낮

고, 제동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동토크가 높아진다. 그

리고 시험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도 커지면서 제

동 시간이 길어진다.

4) 카본 페이퍼 디스크는 안정되고 높은 제동토크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 소결에 비하여 제동시간도 월등

히 짧게 걸리고 시험횟수가 증가하여도 일정한 제동특

성을 보여준다.

5) 카본 페이퍼 디스크는 수입품인 동 소결 디스크

에 비하여 소음이 작고 더 우수한 제동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내구성능으로 인하여 경제성

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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