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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theconventionalfriction materials,thewearresistance,
rotorcompatibility,andnoisecharacteristicshavegreatlyimprovedwiththe
useofG1orG3asafiller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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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ⅠⅠⅠ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가속 및 감속 조작과 급제동이
가능해야 한다.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제동장치의 특성은 마찰재의
재료적 특성과 제조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또한 브레이크 마찰재는 고온,
습도,감속도 등 다양한 조건하에서도 일정한 마찰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마찰재는 자동차 뿐 만 아니라 산업,건설기계 등에 사용되는 복합재료로
서 차량의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 라이닝,패드 및 클러치 페이싱의 형태로,마
찰시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제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1).
자동차의 감속 및 정차에 사용되는 마찰재의 제동성능은 마찰재와 상대재인
로터의 재료특성과 그에 따른 마찰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마찰재의 제조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데,제동장치 중 마찰재는 자동차의 안전에 직접적인 관
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브레이크 마찰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능으로는 마찰계수 안정성,내구성,내마모성,강도,소음 또는 진동
의 극소화,상대재의 마모 감소 등이며,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마찰열을 브레이
크 시스템에 전달하지 않도록 열전도율을 낮게 하여 베이퍼 로크의 방지와 브
레이크 부츠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2).
이러한 마찰재에 있어서 한정적이고 안전한 성능과 경제성 우위를 고려한 신
재료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래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주요한 성분인 고가의 BaSO4대체 원료로 제철소 고로 분진인 고로
슬러지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고로 슬러지로부터 환원시킨 환원분철을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원료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요소들과 비석
면 마찰재 재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하
고자 하였다.또한,이를 바탕으로 환원분철을 적용한 마찰재의 성능평가를 통
해 우수한 성능을 갖는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를 개발하고 고로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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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고로 슬러지를 자원화하여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원분철의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원료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실험대상인 고로 슬러지를 건조한 슬러지(이하 “G1”이라고 함)및
환원분철(이하 “G3”이라고 함)에 페놀수지 및 티탄산 칼륨을 변량 배합하고 물
성실험과 브레이크 마찰성능 실험을 실시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마찰재의 배합
비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배합 및 시편제작 조건에 따른 물성 및 마찰성능의 변화를 조사하
고,개발한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와 현재 상용화된 마찰재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3단계는 개발한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의 성능을 실내 실험을 통하여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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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ⅡⅡⅡ 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성능 및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동향은 세 가지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석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
는 마찰재료의 개발을 목적으로,특정 재료가 마찰재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때
의 마찰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마찰재의 재
료로 사용되던 물질과 새로 개발된 물질의 함량변화에 따른 마찰특성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두 번째는 마찰재의 재료 개발적인 측면보다는 제동
장치를 구성하는 제동시스템의 동역학과 진동학적인 기구에 관심을 두고,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소음과 진동 등의 저감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이
다.세 번째 연구방향은 마찰,마모현상 등을 재료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
여,재료 특성에 따른 미세마모기구를 규명한다든지,전자현미경을 사용한 전이
막의 관찰을 통하여 전이막 형성에 따른 마찰력과 마모현상의 변화를 해석하는
연구이다.최근에는 기공과 소음과의 상관관계라든지,상대재의 대면성에 영향
을 미치는 재료역학적인 인자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이
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iu등3)은 마찰면에 발생하는 전이막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전이막이란 패드

의 물질이 마찰열에 의해 물리,화학적으로 변화하여 로터에 전이되어 형성되
는 것이라는 것을 보였다.제동조건이 가혹해짐에 따라 전이막의 두께는 두꺼
워지며,두께가 두껍고 연속적인 전이막이 형성된 경우에 패드의 마모량은 감
소한다고 주장하였다.
Jacko등4)은 1970년대 전후의 제동장치의 발전 경향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한 전이막의 관찰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관찰 결과 연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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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막이 완전히 형성된 경우에 정상상태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패드의 마모
량도 감소한다고 하였다.또한 마찰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전이막은 파괴되었
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전이막은 다시 형성된다고 보았다.
강전익 등5)은 셀룰로오스 섬유의 길이와 직조성,그리고 무기충진재의 형태

에 따른 마찰특성의 연구를 통해 무기충진재의 양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마찰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이는 입자가 작은 충진재가 섬유사
이에 침투하여 폐쇄기공을 형성함으로써 마찰계수를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Rhee등6)은 강섬유재가 첨가된 반금속성 마찰재를 이용한 확장된 마모실험

을 통하여 전이막의 형성과 파괴 과정이 마찰력과 마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또한 전이막 형성시에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
찰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
Tsang등7)은 비석면 섬유상 보강재인 탄소,아라미드,세라믹,유리섬유가

각각 50%씩 첨가된 시편을 이용한 마찰특성 실험을 행하였다.그 실험을 통하
여 각 섬유의 재료특성에 따라 연삭마모나 접착마모가 발생함으로써 상대재의
표면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Shibata등8)은 마찰재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특성과 마찰재의 구성성분에

따른 역할에 대하여 정리하였다.또한,마찰재의 경도나 세라믹 파우더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재 대면성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Sasaki9)는 마찰재의 경도 감소는 접촉면의 증가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접촉면

의 온도상승이 둔화되어 마찰성능의 안정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또한 기공과
소음과의 상관관계의 연구를 통하여 마찰재 내에 10% 이상의 기공 확보는 소
음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호 등10)은 고온윤활재(Sb2S3)와 연마재(ZrSiO4)의 양에 따른 마찰특성의 분

석을 통해 고온에서 로터의 열변형과 윤활재의 열분해로 인한 윤활막의 연속성
결여가 소음을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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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11,12,13)은 기존의 마찰재에 알루미늄,구리,저탄소강를 사용하여 마
찰재를 제조하고 상대재를 알루미늄 복합재와 회주철로 제조하여 그에 따른 각
각의 마찰특성을 연구하였다.
Watson등14,15)은 마찰재의 성분함유량을 조합함으로써 최적의 제동특성과

저소음 마찰재의 성분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는데,이를 위하여
마찰재 성분의 체적비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마모율,제동소음의 크기 등을 측
정하였으며,마찰재의 각 성분이 제동특성의 각 요소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방법을 도입하였다.
Kim 등16,17)은 자동차나 철도차량에서 접촉식 제동 시스템으로 널리 사용하

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마찰열 접촉 거동 문제를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을 동시에 적용한 상태에서 비선형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고자 하
였으며,디스크 열변형 거동량이 소재내의 전도에 의한 냉각효과보다는 벤트홀
을 통하여 대기중으로 방열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열변형 거동문제를 고찰하였
다.
임병덕 등18,19)은 브레이크 드럼과 슈의 결합상태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

하였으며,브레이크 드럼,슈의 모우드 해석과 드럼,슈 결합상태에서의 모우드
형상을 구하여 불안정한 스퀼 소음과의 연관관계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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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마마마찰찰찰재재재의의의 특특특징징징 및및및 요요요구구구 물물물성성성

111...마마마찰찰찰재재재
마찰재는 마찰력을 일으키는 복합재료로 상대재와 마찰운동으로 차량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력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 또는 소산됨으로써 운동에너지를 감
속시켜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열,내마모,내부식성을 갖는 재
료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석면계 마찰재는 비석면 유기질 마찰

재와 금속성 마찰재로 크게 분류하며,금속성 마찰재는 금속의 함량에 따라 저
금속성 마찰재와 반금속성 마찰재로 다시 구분한다.비석면계 유기질 마찰재는
종래의 마찰재에서 기본재로 사용되던 석면이 1980년대 이후 발암물질로 판명
된 후 그 대체용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석면이 약 30～70%를 차지하던 종전의
석면계 유기질 마찰재와는 달리 석면 대신 다른 종류의 강화섬유 또는 강화재
로 대체하고 마찰 조정재를 첨가하여 제작하고 있다.현재의 개발동향은 자동
차의 경우 석면사용의 규제로 반금속에서 저금속 그리고 비금속으로 재질변경
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현재,운전자의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는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는 많지 않은 편이나,상용화되고 있는 비석면계 유기
질 마찰재는 안락감과 진동특성이 우수하고,반금속성 마찰재는 고온특성과 수
명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찰재에 사용되는 원료는 마찰재에서 기본재료로 사용되는 섬유재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첨가하는 윤활재,연마재,충진재 등의 첨가재,기본재와 첨가재를
결합시키는 결합재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마찰재의 기본재는 마찰재 형상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환경규제로 인

하여 아라미드섬유,유리섬유,규회석,천연섬유 및 강 섬유 등으로 대체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현재의 유기질 마찰재를 비석면계 마찰재라고 한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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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섬유재로는 완벽한 마찰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설계 마찰성능에 맞는
여러 종류의 섬유재를 배합하여 사용하는데 고온에서 섬유재의 열분해는 마찰
계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열적 안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결합재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있는데 마찰재의 사용조건이 가

혹해지면서 내열성이 강한 열경화성 수지가 사용되며,마찰에너지의 상승은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도 더 높은 내열성을 요구한다.마찰재에 사용되는 수지
는 아마이드 수지,에폭시 수지,페놀수지 등이 있으며 수지는 소음,마모,강도
등의 마찰재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이중 페놀수지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
니라 내열성과 가공성이 우수하므로 마찰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윤활재는 마찰재와 상대재의 마모를 줄이고 마찰에 의해 생성된 미세물질이

상대재로의 융착을 방지하며 소음방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Cu2S를 4～8
vol.% 정도 사용할 경우 스퀼 소음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15).
윤활재는 온도,속도 및 압력에 따라 다른 마찰특성을 가지고,한가지 윤활재만
으로 우수한 재동특성을 얻기가 불가능하므로 흑연을 기본으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윤활재의 양은 다른 첨가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은 양을 첨가한다.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고 상대재에 융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비교적

적은 양의 연마재를 첨가하는데 제동시 다양한 온도조건에서 최적효과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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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한 연마재를 사용한다.단순배합일 경우에,저온에서는 요구된 마찰수
준을 충족시키지만 마찰계면의 온도증가에 따라 유기물이 분해되어 수지가 경
화되므로 마찰계수를 낮추는 페이드 현상을 일으킨다.따라서 연마재 배합시
요구조건에 적당한 연마재의 선택과 입자크기 및 첨가비율과 마찰재 배합시 사
용되는 각 연마재의 유효온도범위를 파악해야 한다.또한,모든 온도범위에서
연속적이고 일정한 마찰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각 연마재의 혼합비율이 변수로
작용한다.
충진재는 저가의 첨가재로 원가절약 또는 마찰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첨가하

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함유율로 첨가되기 때문에 마찰재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대부분의 충진재는 마찰 보강재의 역할을 못하므로 유기질을 보강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찰계수는 다양한 제동조건에서 다양한 값을 갖는데 특히,온도

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떨어지는 페이드현상은 잘 알려져 있다.마찰계수
변이가 발생하면 브레이크 담력도 변하여 브레이크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
생하므로 마찰계수는 제동조건의 변화에 안정된 값을 요구한다.마찰계수의 속
도 안정성이란 마찰재 표면상태 및 속도의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정도를
말하는데 이상적인 경우는 어떠한 속도에서도 마찰계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료지만 대부분은 속도 증가에 따라 효율을 상실하게 되므로 일정범위 내에서
효력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마찰재 마모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압력,마찰계수 및 속도의 함수인 마찰

력과 마찰표면의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마찰면이 변하지 않을 경우,마찰
계면의 마모량(ΔW)을 접착이론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식(1)과 같다.

Δ (1)
여기서,K :마모계수 P:하중마모율

V:미끄러짐 속도 t: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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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재와 상대재가 서로 친밀성을 갖지 않으면 다양한 현상의 응착 및 연삭
마모가 발생하여 상대재에 대한 마찰재의 공격이 심각해지고 마찰표면은 거칠
어져서 마찰재 자체마모와 DTV(diskthicknessvariation)를 증가시키게 되어
브레이크 저더 및 상대재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므로 상대재에 대한 공격을 가
능한 약화시켜야 하며 동시에 접촉표면에 응집된 이물질의 제거도 필요하므로
상대재 공격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브레이크 제동시 비정상적인 소음을 브레이크 소음이라고 하는데 소음발생

주파수 및 발생 음역에 따라 스퀄,스킬 등으로 분류하며 1,000Hz미만의 소음
을 저주파 대역의 소음,1,000Hz이상의 소음을 고주파 대역의 소음이라고 분
류한다.또한,브레이크 페달 진동과 차체진동 등의 비정상적인 진동을 브레이
크 저더라고 하며 디스크 표면에 마찰재로부터 전이된 물질에 의해 전이층
(transferlayer)이 생성되어 디스크의 두께변화에 의해 발생하는데 브레이크 소
음 및 진동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마찰재 자체로 기인되며 마찰재에 함유
된 금속분말과 상대재 마찰에 의해 발생한다.
브레이크 패드가 높은 열전도도를 갖게되면 제동시에 발생하는 열은 캘리퍼

로부터 브레이크 액으로 전달되어 브레이크 액의 온도를 상승시켜 심각한 경우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열전도도는 일정범위 내로 작아야 하며
가능한 마찰열이 캘리퍼로 전달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고온,수분,진흙 및 염수 등의 다양

한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어떠한 환경조건에서도 일정한 강도와 브레이크 토오
크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아야 한다.
페이드란 브레이크의 효력이 마찰력의 과도한 마찰열(200℃ 이상)또는 습기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마찰재의 구성성분중 하나인
페놀수지가 고온에서 기화되면서 마찰재와 상대재 사이에 가 스층을 형성하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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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작용에 의해 마찰계수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마찰재는 일정범위의 내(耐)페이드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 원인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류한다.
Waterfade는 수분에 의해 마찰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소결

마찰재에 비해 유기질 마찰재의 경우 약간의 수분에 노출되면 마찰계수가 올라
가지만 마찰재가 완전히 물에 노출되면 waterfade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
으로 15회 정도의 제동으로 마찰계수가 회복되어야 한다.

신품의 마찰재가 150～180℃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페이드를 burnish
fade,greenfade또는 earlyfade라하며 주로 유기질 마찰재에서 관찰되며 일
정기간 경과 후 사라진다.

는 실험 후 마찰과정 중에 관찰되는 현상으로 마찰표면의
온도가 최대허용온도 즉 페이드가 일어나는 온도이상 상승할 경우 발생하며
유기질 마찰재의 경우 ℃정도에서 소결 마찰재의 경우 기지부 금속에 따라
달라지며 금속융점의 정도의 온도에서 발생한다
마찰재는 최대허용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경우 적절한 마찰계수를 확
보할 수 있지만 이 온도이상에서 사용될 때는 페이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222...브브브레레레이이이크크크 마마마찰찰찰재재재의의의 형형형상상상 및및및 구구구조조조
자동차의 브레이크 형식은 전륜이 패드와 디스크 형태이고,후륜은 라이닝과

드럼 형태인데 ABS장착 차량의 경우 전륜은 일반차와 동일하며 후륜은 패드
와 라이닝이 동시에 장착되어 있고,브레이크 라이닝은 제동시에 마찰력 배분
이 되지 않고 주차 브레이크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브레이크 패드 수는
바퀴당 안쪽 및 바깥쪽에 1개씩 총 4개가 한 셋트로 구성되어 있다.Fig.1과
Fig.2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이 캘리퍼와 드럼에 장착된 상태를 나
타낸 것이며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용 마찰재 시편의 형상은 Fig.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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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TTTyyypppiiicccaaallldddiiissscccbbbrrraaakkkeeeaaasssssseeemmmbbblllyyy...

FFFiiiggg...222...TTTyyypppiiicccaaallldddrrruuummm bbbrrraaakkkeeeaaasssssseeemmmbbblll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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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333...BBBrrraaakkkeeepppaaadddfffooorrraaauuutttooommmooobbbiiilll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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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환환환원원원분분분철철철의의의 생생생성성성 및및및 제제제조조조공공공정정정

111...환환환원원원분분분철철철의의의 생생생성성성기기기구구구
산화철은 가스의 분압비가 높을 경우에

환원이 되며,환원분철은 의 가스 분압비가
낮은 경우에 산화가 일어난다.이와 같은 산화와 환원반응은 모든 철산화물이
직접 Fe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환원된다.
브레이크 마찰재 원료로 사용하는 환원분철의 초기 원료인 고로 슬러지는 주

로 형태의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환원시 직접 Fe로 되지
않고 는 일단 의 형태로, 는 로 환원되어 최종적으로 순
수한 Fe로 환원된다.

H2(g)(orCO(g)) H2(g)(orCO(g)) H2(g)(orCO(g))Fe2O3 Fe3O4 FeO Fe
H2O(g)(orCO2(g)) H2O(g)(orCO2(g)) H2O(g)(orCO2(g))

가 로의 환원 반응은 아주 용이하며 시료가 예열되는 도중에 완

전하게 일어나며, 가 로의 환원 반응은 비교적 환원가스( )의 양이
적어도 쉽게 일어나지만 에서 로의 환원 반응은 잉여 수소가스가 다량
존재해야 가능하다.그러므로 전체 반응속도는 에서 로의 환원 반응이
율속 반응이 되며 산화철의 환원에 필요한 수소의 양도 이 반응에서 결정되며
나머지 반응은 적은 양의 잉여 수소가 있어도 가능하다.환원가스( )는 로내
를 흘러가면서 를 Fe로 환원시키고 그 자신은 산소원자와 반응하여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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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증가시킨다.그 결과 / 비가 평형상태를 이룰 때까지 가 Fe
로 환원되어 수소함량은 감소되고 수증기 함량은 증가한다.수소 가스에 의한

의 환원과 수증기에 의한 Fe의 산화가 평형상태를 이루어 산화․환원 반
응시 발생하는 , 가스의 비율은 일정하게 된다.

, 를 포함하는 고로 슬러지를 장입 하였을 때 나타나는 ,
함량 변화는 환원가스 유입부근에서는 수소가 수증기 함량보다 매우 크기 때문
에 환원이 가장 어려운 → Fe반응이 진행된다. / 비가 적으면

의 환원반응은 진행되지 않고 와 가 로 되는 환원반응이
진행된다.그러므로 시료가 장입부에서 배출구로 이동되면서 장입부에서는 /

의 비가 작기 때문에 의 환원은 어렵고 상대적으로 약한 환원 분위기
에서도 환원이 쉬운 와 등의 로 환원이 주로 일어난다.최종
적으로 Fe로의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그러므로 이 부분의 환원이 전체 장입물
의 환원율을 결정하게 된다.
222...환환환원원원분분분철철철 제제제조조조공공공정정정
고로 분진을 재처리하여 얻은 건조한 슬러지를 환원처리하면 산화물중 대부

분의 철산화물은 순수한 철로 환원된다.환원분철은 다량의 기공을 함유하는데
환원분철을 마찰재 원료로 사용하면 기공 확보가 용이하여 브레이크 소음을 방
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환원분철의 화학조성 및 물리적 특성은 Table1과
같고 totalFe는 70～85wt%,metalFe는 68～83wt%이며,그 외 화합물로서
FeO,SiO2,MgO,Al2O3,CaO가 함유되어 있으며 미량의 ZnO,C가 있다.
환원분철의 형상은 각형이며 기공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진비중은

이다
환원조건은 로내 온도를 최대 1,030℃로 하고 N2와 H2가스를 혼합하여 상온으
로 유입하는데 슬러지는 상온에서 약 200～300kg/h로 장입되고 환원로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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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회전하면서 장입시료를 이송시킨다.시료 내의 산화철은 예비가열구간
을 지나면서 환원이 시작되어 형태로 존재하고 환원구역을 지나면서 Fe
로 환원하게 되는데 환원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 수소가스는 평형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

Chemical composition(wt. %)

T.Fe M.Fe FeO SiO₂ MgO CaO C ZnO

70～85 68～83 ≤2 1.0~8.0 0.3~2.5 1.0~6.0 1.0~5.0 ≤1 0.1~1.0

Physical characteristics

ASG
1)
(g/cc) RSG

2)
(g/cc) Porosity(%) Grain shape

Pore 

distribution

1.55~2.25 5.0~6.0 50~75 angular irregular

TTTaaabbbllleee111...CCChhheeemmmiiicccaaalll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aaannndddppphhhyyysssiiiccc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ooofff
dddrrriiieeedddbbblllaaassstttfffuuurrrnnnaaaccceeesssllluuudddgggeeeaaafffttteeerrrrrreeeddduuuccciiinnngggtttrrreeeaaatttmmmeeenn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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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ⅢⅢⅢ 장장장 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제제제 111절절절 시시시편편편제제제작작작
마찰재 배합설계 후 물성 및 마찰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용 브레이크 패드를

제작하였으며 시편제작 공정은 Fig.4와 같다.시험용 브레이크 패드 제조공정
은 마찰재 원재료를 각각 계량하고 혼합기를 이용하였다.
원재료를 계량한 후 일정한 크기가 될 때까지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

다.원재료의 균일한 혼합을 목적으로 분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섬유소
재를 1차로 배합하고 1차 배합된 파이버류와 나머지 원재료들을 2차로 배합하
였다.
시편은 사전에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여 예비성형한 후 온도,압력,시간의 조

건을 적절하게 설정한 열성형기를 이용하여 열간가압 과정으로 열성형하였다.
열간 가압성형을 마친 시편은 일정시간 열처리를 실시한 후에 시편의 표면 등
을 연마(slot→chamfer→surface)하였다.연마과정을 거친 시편을 온도변화에
의해 표면을 경화시켰다.
시편은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편,브레이크 다이나

모메타와 1/5스케일 시험기를 이용한 성능실험용 시편 등으로 구분하여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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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444...TTThhheeemmmaaannnuuufffaaaccctttuuurrriiinnngggppprrroooccceeessssssooofffbbbrrraaakkkeeedddiiissscccpppaaaddd
fffooorrrfffrrriiiccctttiiiooonnn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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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시시시편편편의의의 성성성분분분분분분석석석

111...기기기본본본특특특성성성 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주주주사사사 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마찰재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표면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주사 현미경으로 관

찰하였다.환원분철의 탄소함량과 환원율을 조사하기 위해 습식분석하였고,마
찰재의 기본재로 사용되는 화이버류의 융점과 온도 증가에 따른 고온 안정성과
감량 등의 열적특성을 조사하였다.

222...로로로우우우터터터의의의 마마마찰찰찰단단단면면면 관관관찰찰찰 및및및 성성성분분분분분분석석석
마찰성능 평가시 상대재로 사용되는 디스크의 성분은 습식 분석법으로 분석

하고,로우터의 마찰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 관찰과 아울러 SEM/EDX
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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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마마마찰찰찰재재재 배배배합합합설설설계계계
실험에 적용할 마찰재의 배합은 고로 슬러지(G1)및 환원분철(G3)의 함량을

각각 0,10,20,30%로 변량하고 마찰재에서 결합재로 사용되는 페놀 수지,티
탄산칼륨의 종류를 변화시켜 배합설계를 하였다.초기에 환원분철은 10～40%
의 적용을 고려하였으나,분철의 함량이 30% 이상일 때 마찰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환원분철의 함량을 10～30%로 설계하여 총 7
종의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실험배합에 대한 설계비는 Table2와 같다.

          Specimens

 Ingredients       
A B C D E F G

Fiber 10.6 10.6 10.6 10.6 10.6 10.6 10.6

Abrasive 10.9 10.9 10.9 10.9 10.9 10.9 10.9

Binder 20.4 20.4 20.4 20.4 20.4 20.4 20.4

Lubricant 17.8 17.8 17.8 17.8 17.8 17.8 17.8

Besides 10.3 10.3 10.3 10.3 10.3 10.3 10.3

Fillers

BaSO4 30.0 20.0 10.0 0 20.0 10.0 0

G1 0 10.0 20.0 30.0 0 0 0

G3 0 0 0 0 10.0 20.0 30.0

TTTaaabbbllleee222...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sssooofff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 UUUnnniiittt:::www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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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절절절 마마마찰찰찰재재재 성성성능능능평평평가가가

111...물물물리리리적적적 성성성질질질
정해진 배합비와 제조조건에 의해 제작된 시편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Table3과 같은 실험항목 및 실험방법을 기준으로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에 관
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Physical properties Test methods Test instruments

Specific gravity KS R 1099 Balance

Hardness KS R 1072 Rockwell hardness tester

Porosity KS R 1100 Mercury porsimeter

Adhesive strength KS R 1070
Tensile test machine

Shear strength KS R 1097

TTTaaabbbllleee333...EEExxxpppeeerrriiimmmeeennntttaaalllmmmeeettthhhooodddsssooofff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

111)))비비비중중중
마찰재의 비중은 동일 온도에서 동일체적의 물의 대한 물질의 일정체적 질량

비이며,마찰재를 일정크기로 절단하고 표면의 분진을 제거한 후 비중 측정기
를 이용하여 공기 중 질량 및 수중질량을 측정하여 비중을 계산하는 부력법을
사용하였다.마찰재와 같은 복합재료의 비중은 각 원재료들의 부피와 중량으로
계산하여 구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비중값은 이론비중값으로 현실적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론비중과 실제 비중값의 비를 충진율로 정의하여 계산하
였다.
마찰재와 같이 일정비율의 기공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비중값은 기공형상



- xxi -

및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은주입법에 의한 기공
율 측정 후 마찰재의 비중(ρ)값은 식(2)을 이용하여 구하였다20).

ρ

ρ × ,

ρ
ρ

ρ (2)

여기서, :충진율, :기공율,
ρ :겉보기 비중, ρ :절대 비중

222)))기기기공공공율율율
기공율은 마찰재를 10×10×20㎜의 크기로 가공하여 기공율 측정법중 수은주

입법을 이용한 기공측정기로 마찰재 내에 존재하는 기공 크기를 구하여 기공율
을 측정하였는데,식(2)에서 알 수 있듯이 충진율은 마찰재의 기공율을 예측하
는데 사용된다.
충진율과 기공율은 마찰재의 영율과 댐핑에 관련되는 물성이므로 온도,압력

및 열처리 조건과 같은 성형조건에 의해 충진율과 기공율이 결정된다.

333)))경경경도도도
경도의 측정은 로크웰 경도기를 이용하였으며,각 4군데를 측정하여 산술 평

균하였다.10kgf의 초기하중을 설정하고 하중을 증가시켜 시험하중을 가한 후
초기하중과 시험하중으로 인해 생긴 자국의 깊이 차인 압자 침입 깊이인
차로부터 계산한 값인 로크웰 경도(HRB)를 측정하였다.

444)))접접접착착착강강강도도도
접착강도는 브레이크 패드의 백 플레이트와 패드의 접착 강도를 측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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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Fig.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그에 브레이크 패드를 부착시키고,시편이
완전히 파괴 될 때까지 10 의 가압하여 측정된 파괴하중을 마찰재 단
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55)))전전전단단단강강강도도도
전단강도는 마찰재료를 25.4×25.4×5(mm)의 크기로 가공하여 전단강도 지그

에 장착하고 시편에 가해진 최대전단하중을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하
며,접착강도와 동일한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2...마마마찰찰찰성성성능능능 실실실험험험
브레이크 마찰 실험시 마찰재와 로터간의 마찰력을 표현하는 마찰계수는 마

찰재의 마찰력이나 제동력에 비례하는데,전륜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0.35,
유럽은 0.4이며 후륜은 0.35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
브레이크의 성능을 평가할 때 마찰계수 뿐 만 아니라 기타 특성도 동일하게

평가하는데 특히,유럽의 경우 마찰계수보다 마찰재의 페이드 특성을,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로터의 두께변화에 의한 브레이크 떨림 현상인 져더 특성을 마찰
재 평가시 중요한 인자로 판단한다.마찰계수는 마찰시의 토크 값,캘리퍼에 설
치된 피스톤에 의한 가압력,피스톤의 면적 및 마찰재의 접촉형상으로부터 계
산하는데 마찰계수 계산식은 식(3)과 같다.

μ ․ ․ ․π․γ
․ (3)

여기서, μ :마찰계수, :토오크(Nm)
:하중(MPa), :로터의 유효반지름
:실린더 반지름, :기하학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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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555...MMMeeeaaasssuuurrriiinnngggpppoooiiinnntttooofffhhhaaarrrdddnnneeessssss...

FFFiiiggg...666...JJJiiigggfffooorrraaadddhhheeesssiiivvveeessstttrrreeennngggttthhh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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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sshhheeeaaarrrjjjiiiggg

(((bbb)))bbbooonnndddiiinnngggjjjiiiggg

FFFiiiggg...777...JJJiiigggsssfffooorrrssshhheeeaaarrraaannndddaaadddhhheeesssiiivvveeessstttrrreeennngggttthhhttteeesss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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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마마마찰찰찰성성성능능능 시시시험험험기기기
제작된 시편으로부터 규정된 크기로 내․외부 각 1개씩 시편을 제작하여

Fig.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케일 테스터 시험기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마찰성
능실험을 실시하였다.특히,본 실험에 이용된 스케일 테스터 시험기는 마찰재
와 상대재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챔버 내 온도와 습도의 환경조절 및 냉각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222)))실실실험험험절절절차차차
본 실험에 적용된 시험법은 일본 자동차공학회에서 제정한 자동차용 브레이

크 패드의 성능시험법인 JASO C406-P1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실험절차는 Table4와 같다.

(((가가가)))예예예비비비마마마멸멸멸 시시시험험험
마찰재와 디스크 사이에 고름 마찰로 충분한 접촉면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 제동시험을 말하며 길들이기 시험이라고 한다.

(((나나나)))마마마멸멸멸 시시시험험험
효력시험을 위한 준비단계로 상대적으로 저속에서 마찰재의 마찰계수의 변화

를 파악한다.

(((다다다)))효효효력력력 시시시험험험
속도를 50 에서 130 까지 감속도를 0.1g에서 0.8g까지 동시에 변화

시켰을 때 마찰계수 변화를 분석하고 브레이크 장치의 입력과 출력을 관련시킨
제동효과의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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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페페페이이이드드드 시시시험험험
상대적으로 높은 감속도로 연속제동에 의해 마찰재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상

승시켜 온도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마마마)))리리리커커커버버버리리리 시시시험험험
페이드 시험 후에 온도 증가에 의해 변화한 마찰재의 효력 회복정도를 일련

의 순서로 파악하기 위해 마찰재 온도로 하강시키면서 제동하여 페이드 시험
전의 브레이크 효력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333)))실실실험험험 항항항목목목
본실험에 있어서 실험의 항목으로는 마찰계수,온도,소음,마모량,상대재 공
격성 및 상대재 조도 측정 5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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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888...111///555ssscccaaallleeettteeesssttteeerrr...

FFFiiiggg...999...BBBrrreeeaaakkkdddyyynnnaaammmooommmeeettt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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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ndition

 procedures 

Velocity

(km/h)

Brake 

interval

(sec)

IBT

(℃)

Deceler

-ation

(g)

Brake 

times

1  Initial check - - - - -

2  Preburnish 50 120 - 0.3 10

3  1'st Effectiveness
50

- 80 0.1~0.8
5 times

over100

4  Burnish 65 - 120 0.35 200

5  2'nd Effectiveness

50

- 80 0.1~0.8
5 times

over
100

130

6  1‘st Ruburnish 50 120 - 0.3 35

7

 1'st fade  

 and

 recovery

 Base line check
50 - 80 0.3 3

100 - 60 0.45 1

 Fade test 100 35 - 0.45 9

 Recovery test 50 120 - 0.3 12

 Effectiveness point check 100 - 60 0.45 2

8  2‘st Ruburnish 50 120 - 0.3 35

9

 2'st fade 

 and

 recovery

 Base line check
50 - 80 0.3 3

100 - 60 0.45 1

 Fade test 100 35 - 0.45 9

 Recovery test 50 120 - 0.3 12

 Effectiveness point check 100 - 60 0.45 2

10  3‘st Ruburnish 50 120 - 0.3 35

11  3'nd Effectiveness

50

- 80 0.1~0.8
5 times 

over
100

130

12  4‘st Ruburnish 50 120 - 0.3 35

13  Final check - - - - -

TTTaaabbbllleee444...TTTeeessstttppprrroooccceeeddduuurrreeeooofffbbbrrraaakkkeeepppeeerrrfffooorrrmmmaaannnccceeefffooorrrpppaaasssssseeennngggeeerrrcccaaarrr
(((JJJAAASSSOOOCCC444000666---P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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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브브브레레레이이이크크크 다다다이이이나나나모모모미미미터터터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마마마찰찰찰성성성능능능 시시시험험험
다양한 제동조건 하에서 마찰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성 별로 완성

품의 패드를 제작하여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마찰성능 시험을 실시
하였다.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는 시판되는 국내 자동차 H사의 중형자동차 전
륜에 사용되는 제품을 사용 하였으며,그 규격과 치수는 Fig.10에 도시되어 있
다.Fig.9는 시험장치인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이다.

(a)

(b)

(((aaa)))BBBrrreeeaaakkkdddyyynnnaaammmooommmeeettteeerrr (((bbb)))111///555ssscccaaallleeettteeesssttteeerrr

FFFiiiggg...111000...TTThhheeessspppeeeccciiifffiiicccaaatttiiiooonnnaaannnddddddiiimmmeeennnsssiiiooonnnooofffpppaaadddaaannndddbbbrrreeeaaakkkdddiiisss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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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하여 Table4에 정리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 표
준기구의 JASO C406-P1실험모드의 마찰성능 시험을 행하였다.각각의 조성
에 대한 로터의 대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공시품인 디스크 7개를 준비하여
각기 다른 마찰시편마다 새로운 디스크를 사용하였다.

444...페페페이이이드드드 시시시험험험 및및및 전전전이이이막막막 관관관찰찰찰
각 시편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시험결과,고로 슬러지(G1),환원분철(G3)의

함량증가에 따른 고온에서의 페이드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마찰재 성능 향상에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되어,마찰재를 가혹한 조건에서 고온페이드 시험을 실시
하였다.본 실험은 1/5로 축소한 시편을 제작하였으며,시험편은 일단 제작된
시제품에서 백플래이트를 제거한 후 시편 절단기를 이용하여 50×20×10mm 크
기의 시편을 사용하였다.디스크의 경우는 시험기를 제작한 회사에서 자체 제
작한 규격의 디스크를 사용하였으며,Fig.10(b)에 디스크시편의 형상과 치수
를 나타내었다.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디스크는 열전도율과 감쇠능이 뛰어나며 가격적인 면에

서도 우수한 회주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Table5에는 일반 회주철의
화학 조성과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에 사용된 디스크 그리고 1/5스케일 테스
터에 사용된 디스크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페이드 현상 규명을 위해서는 마찰재와 로터 사이의 마찰면에 생기는 전이막

(transferfilm)의 관찰이 필요하다.본 페이드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기존의 7
가지 시편 중 BaSO430%,G130%,G330% 함유된 3가지 시편을 준비하였으
며,각 시편당 제동감속도를 0.4g,0.6g,0.8g의 3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총 9종
류의 페이드 시험을 행하였다.먼저 일정한 크기의 시편으로 절단된 마찰재와
새로운 디스크 면이 처음 접촉할 때 불완전한 마찰면으로 인하여 정확한 마찰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을 감안하여,본격적인 페이드 시험에 들어가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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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한 마모를 통한 마찰면의 형성을 위하여 버니시 과정을 두었다.버니
시 과정은 주행속도 50km/h로 유지된 상태에서 120℃의 초기 제동온도를 기준
으로 30회 실시하였다.버니시 과정이 끝나고 본 페이드 시험을 행하였으며,시
험조건은 주행속도 100km/h에서 각각의 실험 조건에 따라 0.4g,0.6g,0.8g의
제동감속도를 가하였으며,제동구간 설정은 35초 주기로 15회 연속으로 제동하
였다.
제동시의 로터의 온도와 초기 제동온도의 측정을 위하여,로터 마찰면의 바

로 아래인 로터의 중앙에 열전대를 설치하였으며,제동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
정하기 위하여 외부소음이 차단된 챔버 내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였다.각 자
료에 대하여 초당 50회씩 데이터를 채취해 기록하였다.마찰재의 마모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전․후의 중량 변화를 각각 측정하였으며,마찰재의 로
터에 대한 대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이 끝난 마찰면을 조도측정기를 이용
하여 반경방향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후 중심선 표면 거칠기로 나타내었
다.시험이 끝난 로터는 고속절단기를 이용해 열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주사전자현미경에서 관찰이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였다.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시편을 마운팅 #300～#1300사포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이들 시편을
5% Nital용액에서 부식시킨 다음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부분적으로
EDX분석을 하였다.마찰재와 로터 사이에 회전 접촉으로 형성되는 전이막의
위치에 따른 성분변화을 분석하기 위하여,전이막의 두께방향을 따라 4군데를
분석하였으며,시편 당 3곳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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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s
C Si Mn S P Cr Cu

Cast iron 2.5~4.5 0.5~2.0 0.5~2.0 0.01~0.1 0.02~0.5 - -

Commercial 

disc
3.45 2.01 0.78 0.080 0.028 0.22 0.33

1/5 scale 

tester disc
3.23 2.38 0.60 >0.20 0.029 0.12 0.11

TTTaaabbbllleee555...CCChhheeemmmiiicccaaalll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rrroootttooorrrsss uuunnniiittt:::www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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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ⅣⅣⅣ 장장장 결결결과과과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제제제 111절절절 성성성분분분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111...시시시편편편
본 실험에 이용된 고로슬러지와 환원분철의 습식분석 결과는 Table6과 같

다.고로슬러지와 환원분철의 탄소함량은 각각 34.21%와 0.95%이고 전체 함량
중 순수 철의 함량은 0.50%,75.30%,환원분철의 환원율을 계산하면 91.30%로
나타났다.환원분철의 환원율 계산은 환원분철 제조 후 전체 시료 중 Fe를 포
함하는 화학식을 가진 화합물 중의 Fe량을 totalFe이라 하고 환원된 Fe분말
의 중량을 metalFe이라고 할 때 전체 철 중 순철의 중량비를 환원율이라 하여
식(4)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환원율 금속철 총철 × (4)

산화철을 포함한 전체 철의 함량은 G3가 G1보다 49.15% 높은데,이는 환원
공정 중 순철과 산화물을 형성하고 있던 산소의 질량만큼이 전체 질량에서 감
량되기 때문이다.Fig.11과 Fig.12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G1및 G3의
분철시료의 형상을 나타낸 것인데,G1시료는 다양한 크기를 갖는 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비해 G3시료는 환원되어 기공이 많은 입상이었다.

C Total-Fe Metal-Fe Reduction ratio(%)

G1 34.21 33.35 0.50  1.50

G3 0.95 82.5 75.3 91.30

TTTaaabbbllleee666...CCChhheeemmmiiicccaaalll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GGG111aaannndddGG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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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111...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ssshhhooowwwiiinnngggttthhheeessshhhaaapppeee
ooofffbbblllaaassstttfffuuurrrnnnaaaccceeesssllluuudddgggeee(((GGG111)))...

FFFiiiggg...111222...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ssshhhooowwwiiinnngggttthhheeessshhhaaapppeee
ooofffrrreeeddduuuccceeedddiiirrrooonnn(((GG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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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티탄산칼륨은 침상구조를 갖는 백색의 ․ 와 판

상구조를 갖는 황색의 ․ 이다.또한,페놀수지의 융점과 경화시간 및
열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TGA(ThermoGravityAnalysis)및 DTA(Differential
ThermalAnalysis)시험을 실시하였다.미변성 페놀수지의 경우 융점 및 경화시
간이 각각 88℃,98sec,에폭시변성 페놀수지는 80℃,81sec,고무변성 페놀수지
는 95℃,83sec로 고무변성의 융점이 타 페놀수지에 비해 7～15℃정도 높았으
며 경화시간은 미변성 페놀수지에 비해 15sec빨랐다.본 연구에 이용된 수지
류의 물성은 Table7과 같다.

222...로로로우우우터터터
보통주철의 일반적인 성분과 본 시험에 사용된 디스크 및 사용 브레이크 디

스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Table8과 같다.본 연구의 마찰성능시험의 사용
되는 디스크는 인장강도 25㎏/㎟이상인 FC25라는 고급 주철인데,미세조직은
페라이트 기지에 미세한 퍼얼라이트와 편상흑연을 갖는 조직이었다.

Melting 

point(℃)

Gel time 

(sec)

Vaporization 

temp(℃)

Hexamine 

content(%)

Non-modified 88 98 720 5.0

Modified

Epoxy 80 81 780 10.1

Rubber 95 83 667 10.3

TTTaaabbbllleee777...PPPhhhyyysssiiicccaaalll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ooofffppphhheeennnooollliiicccrrreeesssiiinnn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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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 Mn S P Cr Cu

Cast iron
2.5
~

4.5

0.5
~

2.0

0.5
~

2.0

0.01
~

0.1

0.02
~

0.5
- -

Tester disc 3.23 2.38 0.60 0.20 0.029 0.12 0.11

Commercial 

disc
3.45 2.01 0.78 0.080 0.028 0.22 0.33

TTTaaabbbllleee888...CCChhheeemmmiiicccaaalllcccooommmpppooosssiiitttiiiooonnnooofffrrroootttooorrrsss uuunnniiittt:::www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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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배배배합합합비비비가가가 마마마찰찰찰재재재 성성성능능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111...마마마찰찰찰재재재의의의 물물물리리리적적적 및및및 기기기계계계적적적 성성성질질질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배배배합합합비비비의의의 영영영향향향
각 시편에 대한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인 비중,경도,전단강도 및 접착강도

에 대한 측정 결과를 다음 Table9에 나타내었고,그 값을 관심 영역인 충진재
의 종류(BaSO4,G1,G3)에 따라 Fig.13～Fig.16에 도시하였다.
고로슬러지 G1과 환원분철인 G3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BaSO4를 충진

재로 사용된 경우에 비하여 마찰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경량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또한 고로슬러지(G1)또는 환원분철(G3)의 성분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마찰재의 경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pecimens

Test item
A B C D E F G

Specific weight

(g/㎤)
2.55 2.41 2.29 2.10 2.43 2.35 2.21

Hardness

(HRB)
56.2 53.4 54.3 45.7 64.1 57.8 59.0

Shear strength

(kgf/㎠)
43.4 43.9 35.1 42.4 50.9 44.8 39.3

Bonding strength

(kgf/㎠)
47.5 43.6 37.6 35.0 49.3 45.8 36.4

TTTaaabbbllleee999...ppphhhyyysssiiicccaaalllaaannndddmmmeeeccchhhaaannniiicccaaalll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ooofffssspppeeeccciiimmmeeennn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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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333...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ppphhhyyysssiiicccaaalll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wwwiiittthhhcccooommmpppooouuunnn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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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444...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ppphhhyyysssiiicccaaalll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wwwiiittthhhcccooommmpppooouuunnn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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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111666...VVVaaarrriiiaaatttiiiooonnnooofffppphhhyyysssiiicccaaalllppprrrooopppeeerrrtttiiieeessswwwiiittthhhcccooommmpppooouuunnn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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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재와 백플레이트 사이의 접착력을 시험하는 접착강도 시험 결과,거의
모든 패드에 걸쳐 실제 파단은 접착부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찰재에서 파괴되었
는데,이로부터 마찰재와 백플레이트 사이의 접착강도는 마찰재의 전단강도보
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고로슬러지(G1)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착강도와 전단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환원분철 성분(G3)의 함량이 10% 함유된
경우는 접착강도와 전단강도가 기존 시제품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환원분철 함량이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접착강도와 전단강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G1과 G3시편에서 산화철 또는 환원분철 성분의 배합 비
율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는,산화철 성분의 평균 비중량은

로서 의 비중량 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공율이 높다 이 기공율 증가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마찰재의 비중은 감소하
고 경도 및 강도는 낮아진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산화철과 환원분철이 30%함
유된 마찰재라 할지라도,전단강도와 접착강도는 모두 30kg/cm2이상으로 마찰
재로서의 적용에 충분한 강도를 지녔다고 본다.

222...브브브레레레이이이크크크 다다다이이이나나나모모모미미미터터터를를를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마마마찰찰찰성성성능능능 평평평가가가
Fig.17과 Fig.18은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사용하여,JASO C-406P1의

실험규정에 의해 실시한 마찰성능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Fig.17에서 고
로슬러지(G1)의 함량 증가에 따른 마찰성능의 변화를 살펴보면,G1의 양이
10%정도의 구간까지는 전반적으로 마찰계수가 기존 시제품에 비해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지만,그 함량이 20% 이상 증가하면 마찰계수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Fig.18에서 환원분철(G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는 전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화철이나 환원분철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주원인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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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재의 기공증가에 따른 경도 감소로 판단된다.
여기서,처음 BaSO4만 사용한 경우에는 2ndfade& recovery의 마찰계수가

2ndeffectiveness의 마찰계수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에 반하여,산화철이나
환원분철 함량이 많이 포함된 마찰재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마찰계수는 기존 시
제품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effectiveness와 fade& recovery과정에서의 마찰
계수의 격차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다양한 제동조건의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의 신뢰성이 증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제동조건 하에서의 고로슬러지(G1)과 환원분철(G3)의 함량증가에 따

른 마찰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감속도는 0.1g,0.5g,0.8g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하
여,그리고 주행속도를 50km/h,100km/h그리고 130km/h의 세 가지로 변화시
켜 가면서 각 실험 조건에서 마찰계수를 측정하여 Fig.19～Fig.24에 나타내었
다.
Fig.19는 50km/h속도 G1시편에서 고로슬러지의 함량 변화에 따른 마찰계

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산화철이 10% 함유된 경우의 마찰계수는 고로슬러지
가 전혀 첨가하지 않은 시편과 비슷하였으나,산화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함량 증가에 따라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G1시편에서 고로슬러지
의 함량 증가에 따른 마찰계수의 감소 경향은 Fig.19～Fig.21에서 보듯이 주
행속도가 고속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한편,고로슬러지가 첨가되지 않은
G1시편의 마찰계수는 제동감속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변화를 보이지만,G1
이 포함된 경우의 마찰계수는 제동감속도의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 것을 볼 수
있다.특히 G1의 20% 함유된 경우에는,각각의 주행속도에서 각기 다른 제동
감속도 조건하에서도 거의 동일한 마찰계수를 나타내었으며,주행속도에도 거
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찰성능의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
다.
Fig.22～Fig.24에 나타낸 바와 같이,환원분철(G3)의 함량변화에 따른 마찰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G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G3시편에서도 환원철 첨가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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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는 감소하여,이러한 경향은 주행 속도증가에 따라 두
드러진다.G3시편에서 환원분철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감속도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마찰계수의 안정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24에서 볼
수 있듯이,속도 130km/h,감속도 0.8g인 가혹한 제동조건 하에서 G3시편 중
환원분철의 함량증가에 따른 마찰계수의 급격한 감소는 매우 주목할 만하며,
이는 고온 페이드 현상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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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페페페이이이드드드 시시시험험험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전전전이이이막막막의의의 특특특성성성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마찰성능 시험결과,고속의 주행속도와 고

압의 제동감속도 등 가혹한 제동조건하에서 페이드현상이 발생하였다.이 현상
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로슬러지와 환원분철이 각각 30%씩 함유된 G1과 G3
시편과 30% BaSO4가 함유된 세 종류의 시편을 이용한 고온페이드 시험을 행
하였으며,Fig.25～Fig.27에는 각기 다른 제동감속도하에서의 시험결과를 나
타내었다.제동감속도를 0.4g로 하여 실시한 페이드 시험 결과인 Fig.25를 보
면,세 종류 시편 모두 4회나 5회 제동시까지는 마찰계수의 감소현상을 보이다
가 횟수가 증가될수록 마찰계수가 계속하여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30%
BaSO4가 포함된 기존 상용시편은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나,가공이 G1
과 G3의 시편의 경우 고온에서 마찰계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며,특히 G3가
30% 함유된 시편의 경우 0.7에 가까운 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제동감속도가 각각 0.6g와 0.8g인 Fig.26과 Fig.27의 경우에도 제동감속도

가 0.4g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 5회 정도까지는 마찰계수의 감소현상을 보
이다가 제동횟수가 5회 넘어 반복될수록 마찰계수는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으
며,G3의 함량이 많은 마찰재의 경우에 그 상승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제동
감속도의 변화에 따른 마찰계수를 살펴보면 0.4g에서 0.8희 감속도가 커질수록
세 종류 시편 모두에서 마찰계수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페이드 시험 중 초기 5회 정도까지 발생한 마찰계수의 감소현상은 일반적인

페이드 현상으로,마찰재에 사용된 결합재인 페놀레진(phenolicresin)의 열분해
로 인하여 마찰재의 구성 요소간의 결합력의 약화에 따른 열페이드(heatfade)
현상으로 생각된다.시험이 계속 진행하면서 발생한 마찰계수의 상승 현상은
역페이드 현상(anti-fadephenomenon)으로서,새로운 충진재의 사용으로 말미
암아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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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마찰계수의 증가 또는 감소 현상은 마찰면에 형성된 전이막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 전이막의 형성기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
지 않으나,마찰재가 로터와 접촉하면 심한 전단력을 받아 많은 열이 발생하며
이 마찰열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패드가 반용융,열분해 등의 물리적 및 화확적
변화를 거쳐 로터 표면에 점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전이막이 실
제 마찰을 담당할 경우에 이 전이막의 두께,연속성(continuity)등의 물리적인
특성 뿐 아니라 전이막의 조성,점도,상변태 등의 화학적 구조변화가 마찰 특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이 전이막의 형상거동은 절삭가공시의 구성인
선과 마찬가지로 마찰 초기에 생성,성장,탈락과정 등을 거칠 수 있다.
충진재의 성분으로서 각각 BaSO430%,G130%,G330%를 사용한 세 종류

의 시편을 가지고,제동 감속도를 각각 0.4g,0.6g,0.8g로 달리하면서 9회의 고
온페이드 시험을 실시한 후 로터면에 형성된 전이막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해 관찰하였다.Photo.1～Photo.3에 볼 수 있듯이 BaSO4를 충진재로 사용한
시편의 마찰시험 결과 로터면에 형성된 전이막은 두께가 5～6μm 이었으며 두
께의 편차도 비교적 작아 안정적인 전이막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lii -

0 2 4 6 8 10 12 14 16
0.0

0.2

0.4

0.6

0.8

 BaSO
4

 G3
 G1

Times of Fade

F
ric

tio
n 

co
ef

fic
ie

nt
(u

)

FFFiiiggg...222555...VVVaaarrriiiaaatttiiiooonnnsssoooffffffrrriiiccctttiiiooonnn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wwwiiittthhhtttiiimmmeeesssoooffffffaaadddeeeiiinnn
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wwwiiittthhhdddiiiffffffeeerrreeennnttt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TTThhheeefffaaadddeee
ttteeessstttwwwaaasssdddooonnneeeiiinnnttthhheee111///555ssscccaaallleeettteeesssttteeerrraaattt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444ggg...



- liii -

0 2 4 6 8 10 12 14 16
0.0

0.2

0.4

0.6

0.8

 BaSO
4

 G3
 G1

Times of Fade

F
ric

tio
n 

co
ef

fic
ie

nt
(u

)

FFFiiiggg...222666...VVVaaarrriiiaaatttiiiooonnnsssoooffffffrrriiiccctttiiiooonnn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wwwiiittthhhtttiiimmmeeesssoooffffffaaadddeeeiiinnn
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wwwiiittthhhdddiiiffffffeeerrreeennnttt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TTThhheeefffaaadddeee
ttteeessstttwwwaaasssdddooonnneeeiiinnnttthhheee111///555ssscccaaallleeettteeesssttteeerrraaattt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666ggg...



- liv -

0 2 4 6 8 10 12 14 16
0.0

0.2

0.4

0.6

0.8

 BaSO
4

 G3
 G1

Times of Fade

F
ric

tio
n 

co
ef

fic
ie

nt
(u

)

FFFiiiggg...222777...VVVaaarrriiiaaatttiiiooonnnsssoooffffffrrriiiccctttiiiooonnncccoooeeeffffffiiiccciiieeennntttssswwwiiittthhhtttiiimmmeeesssoooffffffaaadddeeeiiinnn
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wwwiiittthhhdddiiiffffffeeerrreeennnttt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TTThhheeefffaaadddeee
ttteeessstttwwwaaasssdddooonnneeeiiinnnttthhheee111///555ssscccaaallleeettteeesssttteeerrraaattt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888ggg...



- lv -

Photo.4～Photo.6에서 볼 수 있듯이 충진재로 산화철인 G1이 사용된 경우
에는 마찰 경계면에 모재가 손상을 받은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이막도 일부 생성되어 있었다.전이막의 두께도 2.5～3μm 정도로 BaSO4경
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고 위치에 따른 두께 편차도 컸다.Photo7～Photo9
에서 알 수 있듯이 환원분철인 G3가 충진재로 사용된 경우에는 제동감속도가
0.8g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전이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전이막의 두께는 BaSO4경우보다는 얇았으나 G1의 경우에 비해서는 두꺼웠다.
모든 재료에서 제동 조건의 변화에 따른 전이막의 변화를 살펴보면,제동감속
도가 증가할수록 전이막의 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이막의 형성도
다소 불규칙적이었다.다만 G3충진재의 경우 전이막의 제동감속도의 영향은
다른 두 재료에 비하여 커서,제동감속도가 0.8g로 가혹한 경우에는 모재의 손
상이 발견되었으며 전이막의 형성이 고르지 못하였다.
세 종류의 시편에 대한 각 제동조건 하에서의 전이막의 두께변화를 좀 더 상

세히 살펴보기 위하여,모두 9개의 시편에 대하여 위치를 달리하면서 5군데의
전이막 두께를 관찰하였으며,그 결과를 Table10에 정리하였다.Fig.28은
Table10에 나타낸 산출된 전이막 두께의 평균값을 세종류의 시편에 대해 제동
감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전이막의 두께는 BaSO4충진재를 사용한 시편의
경우가 제일 두꺼우며,그 다음이 G3충진재를 사용한 경우이며,G1충진재를
사용한 시편의 경우 전이막이 가장 얇았다.세 종류의 시편 모두에서 제동감속
도가 커질수록 전이막의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일반적으로는 제동온
도,제동시간 등의 제동조건이 가혹해짐에 따라 전이막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본 실험에서 제동감속도인 0.8g의 경우는 일반 승용차
에서는 좀처럼 가할 수 없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의 환경으로써,너무 가혹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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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전이막 형성에 적합한 온도,즉 전이막이 로터에 점착할 수 있는 적절
한 점착력을 가지는 온도 이상의 환경을 조성하거나 또는 전이막의 탈락을 유
발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Fig.25～Fig.27의 마찰계수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모든

재료에서 제동감속도가 작을수록 마찰계수의 증가폭은 커졌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제동감속도가 작을수록 전이막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이막이 잘 발달 될수록 높은 마찰계수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기 다른 충진재를 사용한 마찰재의 전이막과 마찰계
수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전이막은 BaSO4,G3,G1충진재 순서
로 잘 발달되어 있는데 반하여,마찰계수는 G3,G1,BaSO4의 순서로 높아서
다른 물질간의 마찰계수의 크기 비교는 전이막의 발달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는 전이막의 발달 정도보다는 전이막의 성분
에 더 좌우되며,동일 재료에서는 전이막이 잘 발달 될수록 더 큰 마찰력을 지
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온페이드 시험조건 하에서 전이막의 생성주기를 예측하기 위하여,패드의

마모량과 마찰면에 형성된 전이막의 두께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각
제동 조건하에서 시험편의 마모량을 Table11에 나타내었으며,버니시 과정을
포함한 고온페이드 시험에서 패드와 두께변화는 약 300～600 μm 정도이며,버
니시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고온페이드 시험 하에서의 패드의 두께변화
는 약 200～250 μm 정도를 보였다.하나의 예로써,G3가 30% 포함된 마찰재가
버니시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동력 0.4g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전
이막의 생성주기를 계산하여 보면,페이드 시험 중의 패드와 두께변화는 약
200 μm 정도이고,Fig.10에 나와 있는 규격을 통하여 계산한 로터면상에 형성
되는 전이막의 면적은 패드의 면적의 약 7.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의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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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면적요소인 7.5로 나누어 계산하면,전체 15회의 고온페이드 시험 중에
약 27 μm 정도의 전이막이 로터면에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마모된 마찰재
는 전부가 로터의 마찰면에 점착되어 전이막으로 생성된 후 탈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제동감속도가 0.4g이고 G3가 30% 포함된 마찰재에 의하여 로터면에
형성되는 전이막의 평균두께가 643 μm이었으므로,전이막은 15회의 제동과정에
서 약 4회 정도 형성되어 탈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G3가 30% 포함된 패
드가 0.8g의 제동감속도로 제동될 경우에는 전이막의 생성주기가 짧아지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이는 전이막의 생성주기가 제동감속도나 제동시의 표면의
온도 등의 제동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lviii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111...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444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BBBaaaSSSOOO444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ix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222...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666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BBBaaaSSSOOO444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333...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888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BBBaaaSSSOOO444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i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444...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444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111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b)

 (a)



- lxii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555...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666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111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iii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666...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888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111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b)

  (a)



- lxiv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777...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444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333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v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888...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666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333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vi -

(((aaa)))rrroootttooorrr (((bbb)))fffrrriiiccctttiiiooonnnsssuuurrrfffaaaccceee

PPPhhhoootttooo...999...SSSEEEMMM mmmiiicccrrrooogggrrraaappphhhooofffttthhheeecccrrrooossssssssseeeccctttiiiooonnnaaatttvvviiieeewww ooofffaaacccaaassstttiiirrrooonnn
rrroootttooorrrrrruuunnnuuunnndddeeerrraaa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ooofff000...888ggguuusssiiinnngggttthhheee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
wwwiiittthhhGGG333333000%%% fffiiilllttt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a)

  

(b)



- lxvii -

TTTaaabbbllleee111000...TTThhhiiiccckkknnneeessssssoooffftttrrraaannnsssfffeeerrrfffiiilllmmm(((μμμμmmm)))



- lxviii -

0.4g 0.6g 0.8g
0

2

4

6

8

 BaSO
4

 G3
 G1

Deceleration

T
hi

ck
ne

ss
(u

m
)

FFFiiiggg...222888...VVVaaarrriiiaaatttiiiooonnnsssoooffftttrrraaannnsssfffeeerrrfffiiilllmmm ttthhhiiiccckkknnneeesssssswwwiiittthhhdddeeeccceeellleeerrraaatttiiiooonnniiinnn
fffrrriiiccctttiiiooonnnmmmaaattteeerrriiiaaalllssswwwiiittthhhdddiiiffffffeeerrreeennntttfffiiilllllleeerrrmmmaaattteeerrriiiaaalllsss...



- lxix -

μ

TTTaaabbbllleee111111...TTThhhiiiccckkknnneeessssssccchhhaaannngggeeeooofffpppaaadddaaafffttteeerrrfffaaadddeeettteeesssttt



- lxx -

충진재로 BaSO4,G1,G3를 각각 30% 사용한 세 종류의 패드에 대한 마찰실
험 결과 생성된 전이막의 성분분석을 위하여,페이드 실험 후 로터 표면을
SEM/EDX로 분석하였다.세 종류의 패드에 대하여 제동감속도를 0.4g로 주어
페이드 실험한 시편을 택하여 전이막을 분석한 결과를 Fig.29～Fig.31에 나타
내었다.
BaSO4가 30% 포함된 시편의 경우 Fig.29에서 알 수 있듯이 전이막에는 마

찰재의 구성성분 중에서 충진재인 BaSO4를 구성하는 바륨(Ba),황(S),산소(O)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로터에서 마찰면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철
(Fe)성분함량은 모재 부근에서는 70%이었지만 마찰면에서는 30% 정도로 감소
하였다.반면 바륨(Ba),황(S)성분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위
치에 따른 산소(0)의 함량변화는 비교적 작었다.Fig.30은 건조슬러지 G1이
30% 포함된 마찰재의 실험결과인데,형성된 전이막의 성분을 살펴보면 마찰면
으로 가까워지면서 철 성분은 감소하였으며,패드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충
진재로 사용된 슬러지의 구성성분인 칼슘(Ca),마그네슘(Mg),규소(Si)의 함량
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Fe성분 함량은 로터 부근에서는 70%로 높고
마찰면으로 접근할수록 감소하여 마찰면에서 50%정도에 이른다.G1을 사용할
경우의 Fe함량은 충진재로 BaSO4를 사용할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은데 그 이유
는 산화철 슬러지의 높은 Fe함량으로 인하여 G1마찰재의 전체 Fe함량이 높아
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31에서 보듯이 환원분철인 G3가 30% 포함된 마찰재의 마찰실험 결과

형성된 전이막의 성분변화를 보면 마찰면에 가까워지면서 산소(O)성분은 급격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G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소(Si),칼슘(Ca),알루
미늄(Al)동의 성분이 검출되었다.충진재로 건조슬러지(G1)또는 환원분철(G3)
이 사용된 마찰재에 의해 형성된 전이막의 경우 철(Fe)성분함량이 모재 부근
에서 50～60% 정도이던 것이 마찰면에 가까워질수록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경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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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있으나 50～70% 정도로 BaSO4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냈다.
이는 로터에 가까운 경우의 Fe성분은 주철재질인 로터에서 전이된 철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마찰면에 가까운 곳에서 검출된 철 성분의 경우에는 충
진재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산화철이나 환원분철에 포함된 철(Fe)성분이 전이되
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여러 성분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전이막은 패드의 성분과 로터의 성분이 결합되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예를 들어 로터 쪽의 Fe성분은 로터의 주철성분에서 기인한 것이고 로터
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마찰재의 Fe성분 함량에 접근한다.Fe를 제외한
전이막의 주성분을 살펴보면,BaSO4가 30% 사용된 경우에는 바륨(Ba),황(S),
산소(O)성분이 주로 검출되었고,G1과 G3가 30% 사용된 경우에는 규소(Si),칼
슘(Ca),알루미늄(Al)둥의 고로분진 성분이 주로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기 충진재가 다른 원소에 비하여 고온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전이막은 마찰재와 로터의 성분이 고온
하에서 물리적,화학적인 반응을 거쳐 형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었으며,전이막
의 형성 시에는 마찰재의 성분 중 충진재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G1이나 G3충진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BaSO4충진재를 사용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던 역페이드 현상이 생기는데,G1이나 G3의 전이막에는
산화철이나 환원분철에서 추출된 Fe성분으로 말미암아 BaSO4의 경우에 비해
Fe성분이 월등하게 많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모든 마찰재에서 전이막은 마
찰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생각할 때,특별히 G1이나 G3를 사
용한 마찰재에서 이 역페이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Fe성분이 마찰열로
인해 연화되고 고온에서 상변태를 일으키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즉 페라이
트(ferrite)철이 710℃ 이상에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상변태를 일으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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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연화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따라서 마찰양식을 마모마찰에서 접착마
찰로 변화시키지 않았나 추론된다.이 추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서,G1이
나 G3사용한 마찰재의 마모율과 상대재 공격성 등이 BaSO4사용한 마찰재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찰력 증가 과정을 살펴보면 마찰력의 증가가 마찰 싸이클의 진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전이막의 조성이 전이막 두께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변
화된다고 볼 때 전이막의 생성은 본 페이드 시험 조건의 경우 앞에서 간접적으
로 계산된 생성주기와 비슷하게 5회 이상의 마찰시 생기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이 전이막은 한동안 역할을 하다가 탈락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향후 전이막의 생성 및 탈락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종류의 시험조건에서 제동횟수의 진전에 따른 연속적인 전이막의 관찰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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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Fig.35은 고온페이드 시험시 측정한 로터의 온도,소음 측정치,실
험 전 ․후의 중량의 차이를 통한 패드 마모량,그리고 로터의 표면 거칠기의
측정에 의한 로터 대면성 결과를 나타내였다.먼저 소음의 경우는 고온페이드
시험과정인 15회의 제동시에 발생한 소음 중 60dB이상의 크기를 지니는 소음
의 횟수를 세었다.
Fig.33에 보이는 바와 같이,BaSO4가 30% 포함된 상용품의 경우는 제동감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 발생 회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고로슬러지과 환
원분철(G3)이 각각 30%씩 포함된 마찰재의 경우에는 제동감속도가 0.4g인 조
건하에서만 소음 발생횟수가 상용품과 동일할 뿐,제동조건이 0.6g,0.8g으로
가혹해질수록 소음 발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충진재로 G1이
나 G3이 사용된 경우 BaSO4가 사용되는 시편에 비해 소음이 감소하는 원인으
로는 일반적으로는 경도 감소 및 이에 따른 마찰력 감소를 생각할 수 있다.
패드물질의 경도가 작을수록 소음이 감소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본

고온페이드 실험에서는 마찰계수의 상승과 함께 나타난 소음 감소현상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전이막이 잘 형성된 경우는 마찰계수가 높아지며 이 현상은 전
이막의 성장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이 전이막이 윤활제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소음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다.한편 G1이나 G3물질은 기존 마찰재보다
기공의 생성이 용이하며,따라서 마찰재 내부의 기공이 소음 억제에 영향을 끼
쳤다고 볼 수 있다.기존 상용시편에 사용되는 BaSO4는 약산성을 띠는데 반해
G1과 G3의 원료로 쓰이는 고로 슬러지의 pH는 12정도로써 강한 알칼리성을
띤다.이 알칼리성이 소음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이 부
분은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시험 전․후의 중량변화를 측정하여 구한 마찰시편의 마모율 측정 결과인

Fig.34올 보면,상용품의 경우 제동조건이 가혹해지면 마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G1과 G3가 포함된 마찰시편의 경우에는 제동조건이 0.4g에서 0.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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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g로 가혹해져도 마모량의 증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또한,실험이 끝난
로터면의 표면 거칠기를 원주방향으로 측정한 결과인 Fig.35을 살펴보면,G1
이 30% 포함된 마찰재와 접촉한 로터의 경우 BaSO4가 30% 포함된 상용품의
경우에 비하여 거칠기가 양호하였고 G3의 경우에는 더욱 양호한 거칠기를 나
타내었다.또한 G1,G3의 경우 제동조건이 가혹해 져도 그에 따른 거칠기의 증
가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거칠기를 유지하였다.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건조슬러지인 G1과 환원분철인 G3를 충진재로 사용한 마찰재는 BaSO4가
30% 포함된 기존 시제품과 비교하여 기공율 증가,가혹한 제동조건하에서 내
마모성이 우수 하였으며,로터 대면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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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ⅤⅤⅤ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자동차 브레이크의 마찰재의 구성성분 중 기존에 사용되던 무기 충진재인

BaSO4대신에 고로 분진에서 추출한 고로슬러지(G1)과 그 산화철에 일련의 환
원과정을 행하여 얻은 환원분철(G3)을 10%,20%,30%씩 첨가하면서 몇 종류
의 마찰재를 제작하였으며,이 마찰재들에 대해 기본 물성시험,브레이크 다이
마모미터를 사용한 마찰성능 시험,1/5스케일 테스터를 이용한 가혹한 조건의
페이드 시험 등을 행하였으며,실험 후 마찰면에 형성된 전이막을 관찰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자동차 브레이크의 마찰재 원료 중 하나였던 고가 충진재인 BaSO4를 환원
분철로 대체하여 마찰재에 첨가한 경우,발열온도,마모 등의 마찰특성이
우수하였으며 최적 환원분철의 첨가량은 10wt%이었다.

2.기본물성 시험에서는 G1이나 G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중과 경도가
감소하였다.G1과 G3시편에서 고로슬러지와 환원분철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마찰재의 전단강도와 접착강도는 감소하나 모두 마찰재로서의 적용
에는 충분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3.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마찰성능 실험결과,마찰계수의 제동감
속도의 영향은 G1이나 G3의 시편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제동감속도에 둔감하게 반응하여 마찰재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4.BaSO4,G1,G3가 각각 30%씩 함유된 시편에 대하여 15회 연속제동을 실
시한 페이드 시험결과 처음 4,5회 제동시까지는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경
향올 보이다가 그 후 마찰계수가 계속 증가하는 역페이드(anti-fade)현상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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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이드 시험이 끝난 각각의 로터면에 형성된 전이막을 관찰한 결과 BaSO4를
충진재로 사용한 시편에서 가장 두껍고 안정적인 전이막이 형성되었지만,
G1충진재의 경우는 전이막이 얇고 단락된 형상을 보였다.G3충진재의
경우는 BaSO4와 G1의 중간정도의 전이막이 형성되었다.모든 재료에서
제동감속도가 감소할수록 전이막의 두께는 증가하였다.전이막의 두께를 마찰
계수와 관련해서는 전이막이 잘 발달 될수록 높은 마찰계수를 나타내었다.

6.SEM/EDX를 통한 전이막의 성분분석의 결과 BaSO4충진재를 사용한 경
우의 전이막은 Fe,Ba,S,O등의 성분이 검출되었지만,G1이나 G3충진
재를 사용한 경우의 전이막은 Si,Mg,Ca,Al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G1,G3충진재를 사용한 마찰재의 전이막의 Fe성분은 슬러지의 Fe함
량의 영향으로 BaSO4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월둥히 높았다.전이막 위
치에 따른 성분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전이막은 마찰
재와 로터의 성분이 결합되어 형성되며,전이막은 마찰재의 구성성분 중
고온 안정성이 뛰어난 무기충진재의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페이드 시험시 병행하여 실시한 마모율,소음,그리고 로터 대면성 시험에서는
G1과 G3가 포함된 마찰재의 경우에 BaSO4충진재를 사용한 기존 마찰
재에 비하여 내마모성,소음 로터 대면성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고로슬러지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소음 및 발열온도는 우수한 반면,
평균마찰계수가 낮고 효력 및 페이드 실험시 마찰계수 안정성이 불리하여 소
음,마모,발열온도 등의 전반적인 마찰성능이 환원분철을 첨가한 시편에 비해
떨어진다.환원분철을 마찰재에 첨가할 경우 환원분철의 함량 증가에 따라
소음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소음측면에서 우수한 원료로 판단되며,10wt.% 첨
가시 발열온도,마모 등의 마찰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나서 이상적인 환원분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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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10wt.%이었다.마찰재 원료로 사용되는 환원분철의 양은 기존에 5wt.
% 미만이었으나 10～15wt.% 적용시 브레이크 소음에 유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축적된 제조기술,평가기술 및 마찰재 배합비의 설계기
술을 이용하여 환원분철을 자동차용 브레이크 마찰재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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