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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무재료는 필요한 기계적 특성을 갖도록 성형제

작이 가능 하며 금속과의 접착성도 우수하다 이러.

한 성질 때문에 기계 및 건축 구조물의 충격 진동,

및 소음의 차단과 제어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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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재료의 동역학적 성질은 일반재료들과는

달리 온도 진동수 충전제 변형량 등에 크게 좌, , ,

우 된다 또한 변형률이 까지도 탄성의 성질. 500%

을 보이는 초탄성 특성을 나타내며(hyper-elastic) ,

하중과 변형이 비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1,2)

고무재료의 동특성이 변형률함수와 주파수 함

수의 곱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고

무재료의 동특성 예측이 연구된바 있고,(3) 동적

변형률의 영향은 온도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이동

인자를 이용하여 한 특정 변형률에서 재료의 동

특성을 알면 다른 변형률에서의 동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무재료의 특성들을 이

용하여 초기 압축이 작용하는 고무시편의 강성,

을 실험을 통해 고려한 후 실제 사용되는 고무부

품의 동특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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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rubber components are extensively used in mechanic parts. There are still a lot of

difficulties in designing the rubber components applied in complex shapes and preloaded states because

of the complicated material propert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for more detailed and

accurate mechanical analysis during the development stages i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rubber

components. It is well known that the dynamic properties of rubber are dependent on frequency as

well as static preload. Consequently, a large number of experiments have to be conducted to identify

the dynamic stiffness of a rubber bush considering the various applied conditions. In this paper, an

efficient experimental method is suggested, which estimates the dynamic stiffness of a rubber bush

using rubber material test and static stiffness of the bush. This method is capable of predicting the

dynamic stiffness of a rubber bush under various load conditions from minimized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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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 및 실험방법2.

고무시편의 동특성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험

기와 고무시편 고무부품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

고무시험기2.1

본 연구에 사용된 동특성 시험기 MTS 813.50

의 성능은 과 같다Table 1 .

예측 방법2.2

고무재료가 주파수 함수와 변형률 함수로1)

분리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3) 초기 변형률이 

인 재료 시편의 동강성 계수 는 식 과 같이(1)

나타낼 수 있다.

   (1)

은 초기변형률 에서의 강성계수 

이고, 는 주파수에 관련된 계수이다 초기 변형.

률이 일 때의 동강성 계수는 식 와 같은 관계(2)

를 갖는다 여기에 식 을 주파수에 관련된 계. (1)

수 에 대해 정리하여 식 에 대입하면 식(2) , (3)

을 얻을 수 있다.

   (2)

  


 (3)

이는 고무재료와 부품 모두에 해당하므로 식, (4)

Table 1 Specifications of MTS 813.50 tester

Force ±10kN

Displacement ±20mm

Frequency 0.01 to 1000 Hz

Temperature -100 to 200

Fig. 1 Procedure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ubber materials.

와 같이 사용하면 부품의 동강성 계수를 구할 수

있다.

시편 
시편 

부품  부품  (4)

동일한 고무재료를 사용하는 시편과 부품의2)

동배율 동강성정강성 은 같다고 가정하면 부품( / ) ,

의 정강성과 시편의 동배율을 이용하여 부품의

동강성을 과 같이 예측 할 수 있다Fig. 1 .

고무시편의 실험3.

고무시편 실험 시 압축을 고려하여 와Table 2

같이 각 단계의5%, 10%, 15%, 20% 4 pre-strain

조건에서 의 조건으로 총0.15% dynamic strain 4

가지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진 주파수는.

이고 주파수는 이다5~205Hz , step 10Hz .

사용된 시편은 원통형 시편으로 지름과 높이

모두 의 오차를 허용하며 지름은0.5mm , 50mm,

높이는 인 시편 을 사용하였다 경도50mm (Fig. 2) .

는 시험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IRHD (Fig. 3) ,

경도 인 시편을 이용하였으며 재질규격은(Hs) 50

이다KSM6626 4AA6140A13B13 .

Table 2 Test conditions of a specimen

Length

(mm)

pre-strain dynamic strain
(mean-peak)

% mm % mm

50.0

5 2.5 0.15 0.075

10 5.0 0.15 0.075

15 7.5 0.15 0.075

20 10.0 0.15 0.075

Fig. 2 A rubber block specimen

Fig. 3 IRHD Hardness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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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ic test conditions of a bush

경도 방향
하중조건(Kgf)

Min Max

50

X(Axial) -200 200

Y,Z(Radial) -800 800

Table 4 Dynamic test conditions of a bush

경도 방향 preload(Kgf) D_load

50

X(Axial) -100, -35, -10, 0, 35, 100
0.02

(mm)Y, Z

(Radial)
-410, -300, -35, 0, 200, 400

Fig. 4 Dynamic ratio of a rubber block specimen

Fig. 5 Rubber bush

(a) Axial_dynamic stiffness (b) Radial dynamic stiffness

Fig. 6 Dynamic stiffness of estimate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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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ror of axial dynamic stiffness

(b) Error of radial dynamic stiffness

Fig. 7 Error of estimate and experiment

시편의 실험결과로부터 동배율을 계산한 결과

는 와 같으며 초기변형에 따라 그 값이 변Fig. 4

화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주파수에서 평균값을

취하였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측정된 동배율의.

오차는 이내이다10% .

고무부품의 실험4.

고무부품은 와 같은 모양으로 치수는 내경Fig. 5

외경 높이 이고 앞에서 사용31mm, 61mm, 41mm

된 고무시편과 동일한 재질의 고무로 제작되었다.

정적 시험 조건에는 과 같이 방향Table 3 Axial(X)

으로는 까지 하중을 주었고-200~200kgf , Radial(Y,

방향으로는 까지 의 하중을 주며 실Z) -800~800kgf

험하였다 동적 시험조건은 와 같이 하중조. Table 4

건을 좀 더 세밀화 시켰다 주파수 범위는 시편의.

실험과 동일하게 가진 주파수는 주5~205Hz, step

파수는 로 실험 하였다10Hz

실험 결과5.

고무 시편의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동배율의

평균값과 부품의 정강성 실험값으로부터 부품의

동강성 예측 값을 도출하였고 예측 값과 실험값

을 비교해 에 나타내었다 에는 각 주Fig. 6 . Fig. 7

파수별 오차율을 나타내었다 축방향 동강성의.

오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내의 양호한10%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기하중과 주.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 압축하중인 경우의 오차가 초기

인장하중인 경우의 오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실험시 초기 시작점을 정확히 하중이 인0

지점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방향 동강성의 오차도 축방향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초기인장하중이 인400kgf

경우에는 최대오차가 에서 를 나타내었205Hz 17%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무.

부품의 동강성 예측방법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

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6.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 고무 시편을 이용하여

초기 변형률에 따른 정강성과 동강성 특성을 실

험을 통해 알아낸 후 실제 사용되는 고무 부품의

동강성을 예측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오차 값은 예측된 값들의 평균값을 사용 하여(1)

실험값을 기준으로 구하였으며 초기 하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고주파 일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초기하중이 부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점을 나타내며 부품의 특성을 예측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

고무시편의 동배율과 고무 부품의 정강성(2)

계수를 이용하여 고무 부품의 동적 특성을 예측

할 수 있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고무 부품의 정강성(3)

이 예측될 수 있다면 고무 시편의 실험만으로도,

고무 부품의 동특성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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