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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동 스킬소음은 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도, 경전철, 트램 등 철도차량의 종류에 관계없

이 발생하는 민원사항의 하나이다. 스킬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제동마찰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성분

배합을 조정하거나, 제동패드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용 제동패드의 마찰재 조성을 변경한 제동패드와 마찰재의 구조를 강체형에서 유연형으로 변경한 

제동패드의 실물크기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동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마찰계수와 스킬소음을 

측정하여 마찰재의 조성변경과 패드 구조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개발된 제동패드의 평균 마찰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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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구조를 동시에 변경한 경우는 9.7 dB(A)만큼 최대 스킬소음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 : 마찰재 조성, 소결, 제동패드 구조, 스킬소음, 제동 다이나모미터 

1. 서 론

제동패드와 제동디스크 사이의 마찰에 기인

한 제동 스킬소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소고유치 해석 등을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

법이나, 제동패드의 구조나 조성을 변경하면

서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

법이 시도되고 있다[1,2]. 본 논문의 저자들

은 제동패드의 구조와 마찰재의 조성을 변경

하면서 이들 변화가 마찰계수와 제동 스킬소

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3]. 참고문

헌 [3]에서는 마찰재의 조성 변경과 패드의 

구조 변경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대

해서만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3]에 추가하여 제동마찰재의 조

성과 제동패드의 구조가 동시에 변경된 경우

에 대해 제동 스킬소음과 마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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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찰재 및 제동패드 제작

표 1에서 #1 패드의 마찰재는 Cu-Sn이 기지 

금속인 실린더 형상의 소결재이고 마찰재가 

철판에 단단히 고정된 강체형 구조이다. #2 

패드의 마찰재는 Cu가 기지금속인 육면체 

형상의 소결재로 마찰재의 지지판과 

백플레이트 사이에 스프링을 삽입하여 

마찰재의 변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연형 (Flexible) 구조이다. #2의 밀도와 

경도가 #1에 비해 더 낮다. Fig. 1은 패드의 

사진이다.

Table 1. Properties of brake p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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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ke pad  # 1 # 2

Friction 

material

Base material Cu-Sn Cu

Density (g/cm3) 5.35±0.15 4.8±0.15

Hardness (HRR) 110±10 75±10

Structure Rigid Flexible



  

          (a) Rigid            (b) Flexible
Fig. 1. Brake pad

3. 시험결과 및 결론

Fig. 2는 제동 다이나모미터에서 UIC 규
정[4]에 따라 제동 캘리퍼에 작용하는 수직
력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측정한 제동 
스킬소음의 주파수 분석 결과이다. 첫 번째 
그림이 제동 패드 #1에 대한 결과이며, 두 
번째 그림은 #1에서 재료만 변경한 경우이
고, 세 번째 그림은 구조만 변경한 경우이
다. 네 번째 그림이 마찰재의 재료과 패드
의 구조를 모두 변경한 패드 # 2에 대한 결
과이다. #1을 기준으로 재료만 변경한 경우 
21.6 dB(A), 구조만 변경한 경우 17.3 
dB(A), 구조와 재료 모두를 변경한 경우는 
9.7 dB(A) 만큼 최대 소음의 크기가 줄어들
었다. 마찰재의 재료와 패드의 구조를 동시
에 변경한 경우의 소음저감 효과가 독립적
으로 변경한 경우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마찰계수는 0.37-0.46의 범위에 
있어 UIC 기준을 만족하였다. 제동다이나모 
시험에서 제동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은 실제로 고속철도가 정차할 때 제동 
스킬소음이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과 유사한 
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Brake squeal noise measured by 

        brake dyna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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