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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제동디스크-패드의 상호작용에 의한 불안정 진동모드 해석

Analysis of Unstable Vibration Modes due to KTX Brake Disc/Pad Interaction

구병춘*

Byeong Choon Goo

1. 서 론

2004년 개통되어 운행 중인 고속철도 KTX는 전국이 반

나절 생활권이 되게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주

고 있다. 그 동안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도입기술의 국산

화 노력에 의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 하나가 열차가 승강

장에 정차 시 발생하는 과도한 진동과 제동 스퀼소음이다.

정거장에서 승객이 듣는 제동 스퀼소음은 85~112dB(A)[1]

범위로 승객에게 심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Figs.

1-3은 2013년 5월 중에 광명역에서 측정한 하행선 KTX 열

차 3편성에 대해 Pa 단위로 표현한 제동소음이다. 소음은 열

차 폭의 중심으로부터 3m, 승강장 바닥에서 1.4m 높이 그

리고 열차가 정차했을 때 길이의 중간위치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열차의 전두부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부터 측정을 시작하였으며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는 약 50

초가 소요되었다. 소음의 분포를 보면 200, 300Hz 대역의 저

주파 영역에서는 제동 전 구간에 걸쳐 상당한 크기의 소음

이 3편성 열차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측정

시 시험자들은 차량의 하부가 심하게 떨리는 진동과 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편성 열차에 따라 스퀼소음의 크기와 발생

주파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사의 제동 취급방식,

디스크와 패드의 마모상태, 마찰계수의 차이 등 다양한 요

인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80dB(A) 이상의 스

퀼소음은 6,000~17,000Hz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제동 스퀼소음에 대한 많은 연구는 주로 자동차 분야에서 수

행되었고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수

행되었다. 제동 스퀼소음은 1,000~20,000 Hz의 고주파 영역

에서 발생하며 스퀼소음의 발생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시되

고 있다.

대표적인 가설의 하나는 스틱-슬립(Stick-slip) 가설로 두 마

찰재 사이의 동적 마찰계수가 속도가 증가할 때 감소하면 구

조체는 음의 댐핑값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자려진동이 발생

하여 스퀼소음을 일으킨다는 가정인데 Eriksson과 Jacobson

의 연구[2]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에서도 스퀼소음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North[3] 는 동마찰계수가 일정한 경

우에도 시스템의 구성 변수들의 변화에 의해 시스템의 인접

한 두 개의 안정된 고유진동 모드가 동일한 주파수로 합쳐

지면서 불안정 진동모드(Flutter instability)를 발생시킬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스퀼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또 다

른 가설로 Spurr[3]는 진동계의 기하학적 구속과 해방의 반

복적 과정이 스퀼소음을 일으킨다는 가설(Sprag-slip 가설)

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제동장치의 기하학적인 구

속에 의해 마찰력이 강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값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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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KTX 열차가 정거장에서 정차 시 측정한 제동 스퀼소음은 저주파에서부터 18,000Hz의 고주파 영역에

걸쳐 관찰되었다. 제동 스퀼소음이 제동디스크/패드의 상호작용에 의한 불안정 진동모드에 의해 발생한다는 가

정 하에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제동디스크와 4개의 제동패드로 구성된 제동 유니트에 대해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고 마찰계수, 마찰면에 작용하는 압력, 마찰재와 백플레이트의 탄성계수 등 여러 파라미터의 특성값

을 변경해 가면서 제동 유니트의 불안정 진동모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각 파라미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에 의하면 불안정 진동모드는 이러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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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승하고 이 때 제동시스템은 변형이 일어나고 원래의

마찰계수로 돌아가고 다시 구속되고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스퀼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Rhee[4]에 의한 다

른 가설은 제동디스크의 국부적 결함부가 제동 패드와 마찰

시 충격(hammering)을 주고 이 충격이 불안정 진동을 유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가설들이 스퀼소음의 발생 메

커니즘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 본 연구결과들

은 대부분 승용차의 디스크 제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대부

분의 고속철도 차량에서 제동패드는 다수의 핀 형상의 소결

마찰재를 지지판에 고정한 구조로 승용차의 제동패드에 비

 Fig. 1 Brake noise, KTX train #1
Fig. 2 Brake noise, KTX trai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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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복잡한 구조이므로 스퀼소음 원인규명과 해석이 더 난

해하다고 할 수 있다. KTX와 유사한 제동장치를 구비한 프

랑스의 TGV 차량에서도 제동 스퀼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5,6].

최근 유한요소법을 적용한 수치해석이 스퀼소음 연구에도 활

발히 활용되고 있다[7-12]. 유한요소 해석은 디스크, 패드, 캘

리퍼 등 제동부품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복소고유치(Complex

eigenvalue)를 해석하여 고유치의 실수부가 양인 불안정 진

동모드가 스퀼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댐핑 등이 스

퀼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문헌에서 취급되지 않은 고속철도

제동디스크와 제동패드의 주요 파라미터가 제동 스퀼소음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였다.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KTX 제동디스크와 패드를 모델링하고, 마찰계수,

마찰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 기타 구성품의 특성값을 변

화시켜 가면서 복소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여 불안정 진동 발

생 여부를 확인하고 각 인자들이 이 불안정 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스퀼소음 해석방법 및 유한요소 모델링

2.1 스퀼소음 해석 방법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동 스퀼소음의 발생 메커니

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적용하는 가설은 마찰에 의해 안정적이던 계의 진동 모

드가 불안정 모드로 변할 수 있고 이 불안정 진동 모드가

스퀼소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 모드 중

어떠한 모드가 실제로 스퀼소음으로 되는가는 아직 알려지

지 않고 있다. 불안정 진동 모드는 진동학의 용어로 설명하

면 대상 계의 진동방정식의 고유치(Eiegenvalue)를 구했을 때

고유치의 실수부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러한 방법을 적용한 스퀼소음 해석은 복소 고유치 해석과 같

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복소 고유치 해석은 아래와 같이 4단

계로 수행된다[13].

1)제동 실린더의 압력에 의한 제동디스크와 패드의 접촉

해석

2)제동 디스크의 회전을 고려한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 해석

3)디스크와 패드의 감쇠와 마찰효과를 무시한 고유 모드

해석

4)디스크와 패드의 마찰을 고려한 복소 고유치 해석 진

동 시스템의 고유치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M]은 질량 매트릭스, [C]는 감쇠 매트릭스, [K]는 강

성 매트릭스이고, λ는 고유치, {y}는 고유벡터이다. 디스크

와 패드의 마찰에 의해 [K]는 비대칭 매트릭스가 되며 시스

템의 고유치는 복소수가 될 수 있고 실수부가 양인 경우 시

스템은 불안정한 진동 모드를 갖게 되어 스퀼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칭 매트릭스의 경우 고유치를 구하

는 것이 어려우므로 아래 절차와 같이 변환을 통하여 대칭

매트릭스로 만들어 고유치를 구한다. 우선 감쇠와 마찰이 없

는 경우 시스템의 고유벡터를 {z}라 하면 이 때의 고유치 문

제는 식 (2)와 같이 표현한다.

(2)

λ
2
M[ ] λ C[ ] K[ ]+ +( ) y{ } 0{ }=

λ
2
M[ ] K[ ]+( ) z{ } 0{ }=

Fig. 3 Brake noise, KTX tra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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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와 마찰이 있는 경우의 고유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식 (1)의 매트릭스를 고유 벡터 {z}의 부분공간(subspace)에

투사하여 새로운 매트릭스 [M*], [C*], [K*]를 구한다.

(3)

(4)

(5)

[M*], [C*], [K*] 매트릭스를 이용한 시스템의 고유치 문

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식 (6)을 이용하여 λ와 고유벡터 {y*}를 구하면 원래 시

스템의 k번째 고유벡터 {y}k는 식 (7)과 같이 얻어진다.

(7)

2.2 유한요소 모델링

Fig. 4는 본 연구의 해석 대상인 KTX 차량의 제동디스크

와 패드를 보여준다. 제동디스크와 패드는 신품 상태로 마

모에 의한 형상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동디스크는 수

입품으로 Cr-Mo-V강으로 단조로 만들어진 일체형 형상이고,

제동 패드는 핀 형상의 동계 소결 마찰재가 9개씩 강판(백

플레이트)에 부착된 구조로 국내 업체가 제작한 제품이며 제

동디스크의 양쪽 면에 두 개씩 장착된다. 백플레이트에 부

착된 브라켓을 통하여 캘리퍼에 장착된다. 제동 스퀼소음을

줄이기 위해 패드의 뒷면에는 제진재가 부착되어 있다. 제

동 체결 명령이 내려지면 캘리퍼에 장착된 공압실린더가 제

동 패드를 디스크의 양면으로 압착하고 마찰재와 디스크 면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여 차축의 회전을 정지시켜 차량이

정지하게 된다.

제동 스퀼소음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과 해석은 모

두 상용 해석프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였다. Fig. 5는 제

동디스크와 패드의 유한요소 모델의 요소분할 상태를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제진재는 모델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

석에 사용된 각 재료의 밀도,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는 Table

1과 같다. 제동 디스크와 패드에 대해 고유진동 해석을 수

행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용량과 계산시간을 고려하여 가능

한 적은 수의 요소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파수 상한값

인 15,000Hz까지 진동 모드를 잘 나타내고 고유진동수가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하여 요소의 수를 정하였다. 디스크는 20

절점 육면체 요소(C3D20R) 2,630여개가 사용되었고, 패드

의 경우는 10절점 사면체 요소(C3D10M) 14,360개로 분할

하였다. Figs. 6, 7은 각각 제동디스크와 패드의 고유진동 모

M*[ ] z{ }
1

z{ }
2
… z{ }

n
, , ,[ ]

T
M[ ] z{ }

1
z{ }

2
… z{ }

n
, , ,[ ]=

C*[ ] z{ }
1

z{ }
2
… z{ }

n
, , ,[ ]

T
C[ ] z{ }

1
z{ }

2
… z{ }

n
, , ,[ ]=

K*[ ] z{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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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ake disc and pad of KTX

Fig. 5 Finite element modeling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Parts ρ(g/cm3) E(GPa) ν

Disc 7.85 202 0.29

Back plate 7.85 206 0.28

Bracket 7.85 206 0.28

Stud 

(frictional material)
5.40 10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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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al shapes of the brake disc

Fig. 7 Modal shapes of the brake pad (contiu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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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보여준다. 해석모델은 15,000Hz까지 고유진동 모드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스퀼소음 해석 및 결과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은 Fig. 5와 같고, 요소의 형

식과 수는 앞 절에서 설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동 스퀼소

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복소 고

유치를 구하고 스퀼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복소 고유치의 실

수부의 값을 조사하여 각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고 스퀼소음

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우선 제동디

스크와 패드의 마찰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변화에 대한 영

향을 해석하였다. 마찰계수는 실제 철도차량에서 측정되는

범위와 유사한 0.2~0.5 범위에 있는 값을 취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Fig. 8과 같다. 제동디스크의 내측에 있

는 볼트 체결용 구멍의 X, Y, Z 방향 변위를 모두 구속하

고, 제동 패드의 브라켓이 캘리퍼와 접촉하는 측면 모서리

는 X 방향의 변위를 고정하였고, 끝단에서는 Y 방향의 변

위를 고정하였다. 작용 하중은 제동 패드가 캘리퍼에 끼워

질 때 캘리퍼와 접촉하는 백플레이트의 면에 균일한 크기의

압력으로 가하였다. 패드 면에 작용하는 면압이 0.2567MPa

일 때 패드 하나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의 크기는 4,116N이

된다. Fig. 9(a)는 불안정 진동모드 주파수와 그 때의 유효

댐핑계수(Effective damping ratio) -α/π|ω|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α 와 ω는 고유치의 실수부와 허수부이다. 복소고유

Fig. 7 Modal shapes of the brake pad

Fig. 8 Boundary conditions Fig. 9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on the flutter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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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실수부가 양(유효댐핑계수는 음)이며 큰 값을 갖는 주

파수 대역은 5,000~12,000Hz이다. Fig. 9(b)는 각 마찰계수

에서 발생하는 유효댐핑계수의 최소값을 보여준다. 마찰계

수가 증가하면 유효댐핑계수는 감소(절대값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5,000Hz 이하에서는 마찰계수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주파수에서 불안정 모드가 발생하고, 10,000Hz

이상에서는 마찰계수가 변할 때 새로운 불안정 진동 모드가

발생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0은 복소 고유치의

실수부가 최대값 2,363일 때의 고유진동 모드인데 디스크는

원주방향을 따라가면서 사인함수 형태로 디스크 면에 수직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으며 패드에서는 백플레이트의

가장자리, 모서리 등에서 큰 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11은 패드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크기가 불

안정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 결과이다. 불안정 모드

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발생하였고 유효댐핑계수의 크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12, 13은 각각 마찰계수가

0.5, 0.4일 때 백플레이트와 브라켓의 탄성계수를 변화시키

면서 해석한 결과이다. 마찰계수가 0.5일 때는 탄성계수가

증가하면 11,000Hz 부근에서 새로운 불안정 모드가 발생하

고, 마찰계수가 0.4일 때는 14,000Hz 부근에서 새로운 불안

정 모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4와 15는 백플레이

트와 브라켓의 탄성계수를 107GPa로 증가시켜 백플레이트

와 브라켓에는 15,000Hz 이하 영역에서 진동이 발생하지 않

도록 강체와 유사한 조건으로 만들어 해석한 결과이다. 마

찰계수 0.5, 0.4 모두 스퀼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불안

정 모드는 11,000Hz 이상에서 3개가 발생하였다. 이 때의 디

스크와 패드의 진동 모드는 Fig. 16, 17, 18과 같다. Fig. 19

Fig. 10 Modal shape, f=9693 Hz, real part =2363

Fig. 11 Effect of normal force on the flutter instability

Fig. 12 Effect of backplate elastic stiffness on the flutter

instability (m=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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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결 마찰재 스터드의 탄성계수의 영향을 보여준다. 탄

성계수가 100GPa에서 증가함에 따라 최소 유효댐핑계수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새로운 주파수 대역에서 새로

운 불안정 모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승강장에서 측정한 KTX 고속열차의 제동소음을 주파수

분석한 결과 200, 300Hz 부근의 저주파 대역에서 3편성 열

차 모두 큰 소음이 발생하였고, 80dB(A) 이상의 스퀼소음

Fig. 13 Effect of backplate elastic stiffness on the flutter

instability (m=0.4)

Fig. 14 Effect of rigid backplate on the flutter instability (m=0.5)

Fig. 15 Effect of rigid backplate on the flutter instability (m=0.4)

Fig. 16 Modal shape, 11,238Hz

Fig. 17 Modal shape, 12,395Hz

Fig. 18 Modal shape, 14,53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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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6,000~17,000Hz의 넓은 주

파수 영역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제동디스크와 제동

패드에 대해 유한요소법에 의한 복소 고유치 해석을 통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스퀼소음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마찰계수가 작아지면 진동의 불안정성도 상당히 줄

어들어 스퀼소음의 저감에는 마찰계수를 낮추는 것이 효율

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마찰계수가 줄어들면 제동력도

줄어들게 되므로 동일한 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드

의 면적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백플레이트에 작용

하는 압력을 0.5~0.30MPa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해석한 결

과 압력이 진동 모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고, 불안정

모드는 압력의 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파수에서 발생하

였다. 백플레이트의 탄성계수를 206~370GPa 범위에서 변경

할 때 탄성계수가 증가할수록 고주파 영역에서 새로운 불안

정 모드가 생성되었다. 백플레이트의 탄성계수를 107GPa로

증가시킨 경우 대부분의 불안전 모드가 사라지고 고주파 영

역에서 3개의 불안정 모드만 발생하였다. 마찰재의 탄성계

수가 증가할 때도 백플레이트의 경우와 유사하게 불안정 모

드가 고주파 영역으로 이동하였으나 유효댐핑계수 값의 크

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파라미터의 영향에 의한

불안정 모드의 변화가 제동 스퀼소음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는 추후 실험적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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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ffect of stud elastic stiffness on the flutter ins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