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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의 비약 인 발 에 따라서 방진고

무의 용도와 요구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일반

으로 방진고무란, “진동충격의 달 방지, 흡진 

는 완충을 목 으로 사용되는 가황제품”이라고 

정의되며 부분이 속과 고무의 착상태에서 

사용된다. 재 방진재료로서 사용되는 기능을 구

분하면, 진동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① 가진원의 

가진력을 작게 하는 것, ② 가진원에서 진동을 

연하는 것, ③ 가진체의 진동을 제진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 한, 방진 고무가 사용되는 목 에 

따라서 종류를 분류하면 ②에는 마운트, 커 링 

류가 사용되며 ③을 해서는 동 감쇄기(다이내

믹 퍼)류가 사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라도 방진

기능이 발휘되기 해서는 소정의 고무탄성을 가

져야 한다. 
  한 최근에는 방진 기술의 고정 화, 고품질화 

요구로 종래의 수동  기능에서 능동  제어기능

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수동  방진 재료를 사용한 진동 

감방법에는 진동 연, 제진, 동흡진등이 이에 속하

며, 한 동흡진은 공진 최 값을 억제할 목 으

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진으로 분류된다.
  한편, 방진고무의 진동 연 달경로에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로 나  수 있는데,
  ① 능동  용법

  기계의 운 에 따른 진동  외력 는 충격력이 

기 에 달됨을 방지하는 것: 엔진 마운트 등

  ② 수동  용법

  기 에 다른 원인으로 존재한 진동 는 충격이 

기계에 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피지지체를 공

간 으로 정지시키는 목 ):자동차의 가장치 등

2. 방진고무의 특징과 종류

2.1 방진고무의 특징

  방진고무는 고무의 탄성을 이용한 일종의 스

링이지만, 동일 고무를 넣어도 단지 자유도를 주

는 것만으로도 그 복원력을 목 으로 하지 않는 

고무 패킹이라하여, 방진고무와 구별된다. 방진고

무는 비 속 스 링의 일종이지만, 넓게 사용되는 

속 스 링에 비하여 아래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
  (1) 3방향의 스 링 정수

  방진고무는 형상과 수치를 당히 선택하면 3
방향, 상하, 좌우, 후 방향의 스 링 정수를 원하

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통상의 그 속 스 링은 1방향 스 링 작용밖에 

할 수 없으므로 3방향 스 링 작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방진고무의 큰 특징이다. 이는 고무와 

속 등이 용이하게 착되고 인장, 압축, 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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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향에서도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감쇄

  가교고무는 내부마찰이 속보다 1000배 이상 

크다. 공진시에 진폭 하나 충격에 의한 자유감쇄

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속 스 링에

서도 복된 스 링, 코일 스 링과 오일 퍼의 

병용 등 개선책을 사용하나 주  진동에서만 유

효한 성능을 발휘한다.
  이에 반해 고무의 감쇄는 내부 마찰에 의한 것

이고 고무분자 상호간과 고무분자와 충 제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져 특히 고주  진동의 

흡수에 유리하다.
  (3) 가격

  방진고무는 형에서 제작되는 형제품임으로 

양산하면 단가는 매우 렴하다.
  (4) 내고온성, 내 온성

  통상 천연 고무계 방진고무는 70℃이상의 고온

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고무의 종류에 따

라서 보다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기화합물인 고무에 속 정도의 내고온성을 요

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 고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재료 뿐만 아니라 착제의 내고온

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5) 내유성

  가교고무는 기름에 침 하면 정도의 차는 있으

나 팽윤하여 경화한다. 그러나 내유성 고무(NBR, 
U 등)를 사용하면 석유계 윤활유에서도 사용가능

하다. 

2.2 방진고무의 요구 특성

2.2.1 내구성(기능 하)

  고무는 응력을 주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도 

환경(열, 오존, 기름 등)에 의하여 기능이 하된

다. 환경조건에 의해 허용 응력이나 허용 변 량

이 변하게 된다.
  (1) 열의 향

  고무의 기능 하는 열에 의하여 진되므로 사

용가능온도에는 한계가 있고, 노출시간, 고무형상 

등에 따라 다르다.

  (2) 정  변형의 향

  정  변형에 의한 기능 하로는 처짐 상( 구

변 , Creep)을 들 수 있다. 피지지체의 치 변동

에 의해 간섭, 스 링 특성의 변화 등 문제가 발생

된다.
  처짐 상은 부품의 형상과 고무재질, 온도 등에 

지배되고, 그 크기는 경과시간의 수값과 략 

비례 계가 있다.
  (3) 동  변형의 향

  고무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며 변형율

과 수명과의 계는 고무재질에 따라 다르므로 재

료의 선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 형상 인 

측면에서는 유한요소법(FEM)에서 국부 인 해석

도 가능하므로 변형을 작게 해서 내구수명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고무형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되었

으며,  이 경우에는 기압축을 가함으로 해서 

피로수명이 향상될 수 있다.
  (4)오존의 향

  오존의 작용에 의해서 인장의 직각방향으로 국

부 인 균열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기 의 오

존농도, 인장응력의 크기, 일 , 습도의 향을 받

는다. 그 방지 책으로는 고무에 노화방지제를 

배합하거나 오존에 강한 고분자를 사용 는 고무 

표면에 약품을 피복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5) 기름의 향

  기름이나 약품을 고무를 팽윤시켜 수명을 하

시키거나 고무와 속의 착면에 침투해서 박리

시킬 험성이 있다. 그 방지 책으로는 내유성 

고무를 사용하거나 기름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2.2 진동 특성

  진동을 방지하기 하여 사용되는 방진고무(가
황고무)의 동  성질은 (1)온도, (2)입력진동수(주

수), (3)진폭에 따라 탄성율, 감쇄율 등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방진고무의 동  성질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3가지 요소에 해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1) 온도 의존성

  진동수, 진폭을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내려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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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온도 역에 이르면 동 탄성율이 격히 상

승한다. 이 온도 역을 이 역(Transition Region)
이라 하고 이 역에서 손실계수는 최 치로 나

타난다. 이 상은 고무 상태에서 래스 상태로

의 이로서 진동수가 높을수록 이 역은 고온 

측으로 이동된다. 방진고무로서 한 온도 범

의 하한치온도는 이 이 역으로 결정된다. 동  

스 링 비율(Spring Rate)이 격히 높아진다. 
이 역은 폴리머의 선정으로 거의 결정되며, 방진

고무의 온도범  상한치는 산화에 의한 망목구조

의 단, 내용연수와 련 결정된다.  실제 사용

시는 계 에 따라 진동특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주 수(진동수) 의존성

  온도, 진폭이 일정한 상태로 진동수를 올려 가

면 어느 진동수 역에서 동  탄성율이 격하게 

상승한다. 그리고 이 진동수 역에서 손실계수가 

최 치로 나타난다. 주 수를 올렸을 때, 그 특성

은 온도를 낮추었을 때의 온도 특성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낸다.
  이 이 역은 실온에서는 가황고무에는 음

 주 수 역에서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면 200 
Hz 이하의 낮은 가청 주 수 역에서는 동 탄

성율(Dynamic Modulus)은 진동수에 거의 무 하

고 손실탄성율(Loss Modulus)도 진동수에 거의 무

하다.
  (3)진폭 의존성

  방진고무용 고무배합은 부분 카본블랙(보강

제)을 함유하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카본블랙

(C/B)배합 가황고무의 동 성질은 변형진폭에 의

해 변하고, 특히 카본 블랙(C/B)의 배합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방진고무의 동  스 링정수가 진

폭과 함  하되는 상은 방진고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실용상 충분히 주의를 요

하는 상이다. 공통 인 경향으로 ① 순고무배합

에서는 동 탄성율, 손실탄성율과 함께 평탄성(선
형), ② 충진제 배합량과 더불어 동 탄성율이 진

폭이 커짐에 따라 하되고 손실계수가 증가하고 

손실탄성율의 최 치가 나타난다. ③ 미소진폭에 

있어서 손실계수는 충진제 배합량과 계없이 거

의 일정하다.

2.2.3 신뢰성

  방진고무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항상 

진동변형에 노출되므로 부품으로서는 탁월한 피

로특성이 요구되며 고무 자체의 피로성 개선 는 

변 량을 작게 하기 하여 형상설계 단계에서 유

한요소 해석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고무 피로 수

명은 균열의 발생과 성장에 좌우되며, 이것은 고

무내부의 불균일 구조에서부터 발단이 되어 크게

는 고무 의 이물질의 크기, 작게는 가교형태, 고
분자, 배합제의 배향에 의한 국부 인 집  응력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방진고무는 상  

부품에 고정되므로 속과 착이 필요하므로 일

반 으로는 가황과 동시 착이 필요하다.

2.3 방진고무의 종류

  자동차용 방진고무는 진동, 소음을 제어하는 역

할 뿐만 아니라 조종안정성 등 자동차의 운동 성

능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동차의 FF화에 따

라서 그 요성이 더욱 증 되고 있다. 
  자동차용 방진고무의 분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 진동 련 부품으로 분류하면 ①마

운트류, ②부시류, ③범퍼류, ④감쇄류( 퍼), ⑤구

동계류 등 5가지로 구분되는 방법과 사용용도에 

따라서 ①엔진계 방진고무, ②서스펜션계 방진고

무, ③구동계 방진고무, ④조향계 방진고무, ⑤차

체 방진고무, ⑥기타 방진고무로 나 어진다.
  방진고무로만 보면 스 링정수가 일정하고 사

용조건에 따른 특성변화가 없고 장기간 그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환경상으로는 온

도, 기름, 오존, 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3.1 엔진계의 방진고무

  (1) 엔진 마운트

  엔진 마운트는 엔진의 량을 지지하는 것외에

도 그 탄성특성으로 인하여 엔진의 진동 연, 변

량 제어, 구동계 진동의 달 제어, 노면에 의해 

발생하는 주  진동의 최소화 등 다양한 목 으

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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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rsional damper
  실용엔진에서 크랭크축경의 비틀림 고유진동이 

1차내지 고차의 공진 이 운 시에 존재한다. 크

랭크축의 강도와 진동, 소음문제가 많을 경우에 

책으로 뒤틀림진동의 공진진폭을 작게 하기 

하여 torsional damper를 사용한다.
  Torsional damper는 비스코스타입, pendulum 타
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무 퍼는 구조가 간

단하고 효과가 크다. 퍼자체는 설치공간을 고려

하여 크랭크 축단의 폴리부에 장착하는 것이 보통

이다.
  소형 엔진에는 싱 매스타입의 고무 퍼가 이

용되지만 제진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더블매스

타입이나, 비스코스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 는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 나타나 바와 같이 싱 매스타입의 고

무 퍼를 추가하면 크랭크 축의 비틀림공진 피크

가 2개로 분리되어, 속 역에서 1개, 고속 역

에서 1개가 각각 나타난다. 2개 피크의 높이는 

그림 1. Torsional damper의 실시 .

그림 2. Fd의 비틀림진폭.

그림 3. 듀어몰드 퍼의 구조.

퍼의 공진주 수 Fd의 값에 의하여 변하며, 피크

가 최 상태로 이루어진 1, 2 피크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면, 이 을 Fd의 최 치로 나타난다. Fd의 

최 치 Fd*는 다음으로부터 얻어진다.

   

  Id/Ie의 갓을 매스비라 하며 치수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항상 0.1~0.4 정도의 값이 되도록 설장하고 

있다. 매스비가 작은 경우에는 공진 피크가 높게 

되어 제진성능이 하되고 퍼매스와 크랭크축

의 꼬임각이 크게 된다. 고무의 단  뒤틀림이 

허용치를 넘어 고무가 괴될 가능성도 있다. 
  고무재료는 탄성율과 온도의존성이 있기 때문

에 열이나 사용온도범 에 하여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크랭크축의 뒤틀림진동 뿐 만 아니

라 굴곡진동에 의한 소음이 문제가 되면 상기의 

외부 매스에 내부매스를 추가하여 뒤틀림진동과 

굴곡진동  소음제어에 효과 인 듀얼모드 퍼

가 사용된다(그림 3 참조).

2.3.2 서스펜션계 방진고무

  서스펜션은 차체와 타이어를 스 링 감쇠구조

로 연결하는 가장치로 되어 있다. 이 스 링과 

감쇠를 조정함으로 인하여 조정안정성과 승차감

이 향상될 수 있는데, 조종안정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스 링과 감쇠를 높게 설정하여야 하고 

승차감이 향상되기 해서는 반 로 낮게 설정하

여야 한다. 이 성능의 2 밸런스를 맞추기 하여 

다양한 형태의 서스펜션 형식이 탄생하 고, 방진



117Rubber Technology Vol. 11, No. 2, 2010

고무도 서스펜션의 형식에 맞는 성능을 요구받고 

있다.
  (1) 서스펜션의 형식

  기본 형식은 크게 두 가지이며, 리지드엑슬(차
축 가)식 서스펜션과 인디펜던트(독립 가)식 서

스펜션으로 나 어진다. 그 두 가지의 장단 은 

아래와 같다.
  ① 리지드 엑슬(차축 가)식 서스펜션

  좌우 차륜이 1개의 차축에 연결되는 형식의 서

스펜션이고, 버스, 트럭등의 상용차나 륜 승용차

에 채용된다. 주요 특징과 설계상의 문제 은 아

래와 같다.
  ∙특징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렴하며, 신뢰성

이 높다.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암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유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암 스트의 설계

자유도가 낮다.
    —조종안정성이 떨어진다.
    — 량이 커서 승차감이 나쁘다.
    —좌우 차륜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횡 진동

이 발생한다.
  ② 인디펜던트(독립 가)식 서스펜션

  좌우 차륜이 독립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형

식의 서스펜션이며, 승용차용에 많이 용된다.
  ∙특징

    —차륜이 상하운동시 얼라이먼트 변화의 설

정자유도가 크다.
    —스 링 하 량이 작고, 지성이 우수하다.
    —서스펜션 맴버를 사용하는 등 방진방법에 

자유도가 있다.
  ∙유의

    —부품수가 많고, 각 부품에 요구하는 정도가 

높다. 코스트가 높다.
    —리지드엑슬식에 비하여 소음형태의 진동에 

불리하다.
    —리지드엑슬식에 비하여 큰 공간이 필요하다.

    —암 스트에 자유도가 있으면 타이어의 편

마모에 불리하다.
  (2) 고무부싱

  고무부싱은 볼조인트, 나사부싱 등에 의해 설치

된 링크의 피보트부에 많이 채용되어 있으며, 스

링특성, 감쇠특성을 얻기 한 튜닝이 용이하고 

노면에서의 진동 충격을 완화하는 방진성능과 조

정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된다.
  고무부싱은 서스펜션 부품을 지지해, 진동과 충

격을 완화시키는 방진성능이 주요기능이다. 방진 

성능을 고려할 경우, 가장 용한 특성은 동 특

성이다. 동 특성은 동  스 링정수와 손실계수

로 표 되며, 고무의 성질인 주 수의존성, 진폭의

존성, 온도의존성에 의하여 입력진동수, 진동과 온

도가 동  특성을 변화시킨다. 고무부싱의 방진성

능의 시험을 해서는 사용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동

 특성은 폴리 의 종류, 배합의 종류의 변화에

도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용목 에 따라서 

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트럿 마운트(strut mount)
  스트럿 마운트는 바퀴측 스 링, 쇼크업쇼버  

차체 사이에 치하며 차체를 지지하고 노면으로

부터 유입되는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연하는 

역할을 하며,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차륜에 탑재 시 주하  입력

은 축 단방향에 있고 요구되는 스 링 특성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형상은 여러 가지가 고안되

어 있다. 구조는 입력형태에 따라서 입력 집  타

입과 입력 분산타입 등 2종류가 있으며 특징은 아

래와 같다.
  ① 입력 집  타입

  바퀴측 스 링과 쇼트업쇼버에서의 입력을 동

시에 받는 구조로서 입력된 하 이 클 때, 방진성

능을 얻기 해서는 스 링특성을 상용 역에서

는 부드럽게 하고 고하  역에서는 강한 비선형

특성이 요구된다. 
  구조 으로 고무형상을 압축 단이 되게 하여 

고하 시에는 고강성을 얻을 수 있는 스트럿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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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드스토퍼를 부착한 스트럿마운트         바운드 리바운딩스토퍼를 부착한 스트럿마운트

그림 4. 입력 집 식 스트럿마운트의 실용 와 흡수 특성.

그림 5. 비 착식  압입식 스트럿마운트.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단형상은 바운드시에 변형

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하여 리바

운드 스토퍼를 설정하는 도 있다(그림 4 참조).
  ② 입력 분산 타입

  입력집 타입과는 달리, 쇼크압소버에서의 압

력은 받지만, 바운드 범퍼에 들어가는 큰 입력과 

스 링에서의 입력은 직  받지 않는 구조로서 승

차감의 향상과 진동의 감이 가능하다.
  방진성능으로서 산용의 하 역에서는 지동, 
소음 감을 하여 상하방향스 링특성을 유연하

게 하고, 조종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후, 
좌우방향을 강건하게 하고 있다(그림 5 참조).
  최근에는 도로 노이즈나 잔류음의 책으로서 

고주 의 동 스 링 정수를 낮추는 액체 입형 스

트럿마운트가 채용되고 있다.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6. 앱체 입형 스트럿마운트.

  (4) 바운드범퍼

  바운드 범퍼는 샤시와 차체의 간섭방지, 차륜에



119Rubber Technology Vol. 11, No. 2, 2010

서 차체로의 충격성 하 을 흡수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는 기능부품이다. 기변형에 해서

는 반력 특성을 가지고 순차 으로 변형이 증

되면 한계 변형 부근에서 속도로 반력이 큰 스

토퍼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5) 맴버 마운트

  서스펜션이나 워트 인을 임에 장치하고 

그 임을 보디에 결합하는 방법을 서 임

방식이라고 한다. 서 임을 서스펜션멤버라고

도 하며 서스펜션을 설치하기 한 크로스멤버도 

같은 류로 불리 운다. 맴버 차체 결합방식은 볼트

결합방식에 비하여 간에 고무 부시를 삽입시키

는 방식이며, 이 고무 부시를 맴버 마운트라 한다. 
맴버 마운트 방식은 볼트결합방식에 비하여 차체

의 변 입력을 감할 수 있고 동시에 맴버의 

량을 이용하여 진동, 소음을 효과 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맴버 자체의 공진이 진동, 소음에 악 향을 미

치는 경우, 맴버 마운트의 동 특성의 설정을 충

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치 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6) 스테빌 부시

  스테빌라이져바는 차체에 롤이 발생할 에 좌

우륜의 스트로크차이를 감소시키기 한 스 링

작용을 하게하는 보조스 링이며, 롤의 강성과 

후륜의 롤강성비를 변화시켜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 스테빌라이져바에 고무부시를 장착하여 차체

와 맴버간에 삽입시킨다. 이 고무부시를 스테빌 

부시라고 하며, 스테빌라이져 바의 상하운동에 

그림 7. 맴버 마운트 설치 도면.

그림 8. 스테빌부시의 용 도면.

하여 비틀림 입력과 비틀림 특성  내구성이 요

구된다.
  부시의 재료는 마모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림 8과 같다.
   스테빌 부시는 뒤틀림 입력 시에 stick-slip 

상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기도 하며, 특

히 온 환경하에서 고무의 스피링 정수가 상승하

면 이러한 상이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한 책

으로는 내경부에 테 론포를 부착하고 골재를 포

함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윤골성(潤滑性)을 향상시

켜 해결한다.
  (7) 공기스 링

  자동차용 공기스 링은 역사 으로 미국의 GM
사에서 1953년 실용화에 성공한 이래로 각 방면에

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승용차용 공기

스 링도 개발되었지만,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고비용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재에는 

버스와 같은 형차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공기스 링의 장 은 스 링 정수를 충분히 낮

출 수 있으며 고유진동수를 공차, 차에 계없

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60~70 
Hz의 형차라도 승용차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고

주  진동의 연성이 우수하고, 소음방지도 가능

하다.
  공기스 링의 형식은 벨로즈형, 다이야후렘형, 
복합형 등 3가지로 구별되며, 주로 버스에 사용되

는 공기스 링은 다이야후렘형 공기스 링이다. 
그림 9에 나타낸 공기스 링의 주요 특징은 스

링 아래진동에 감쇠력이 커지는 기주 식 퍼를 

도입하고 있는데, 피스톤과 다이야후렘사이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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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다이야후렘식 공기스 링. 

그림 10. 공기스 링의 특성.

기의 강성에 의해 지지되는 기주 의 공기주는 공

기주의 공진주 수를 차의 스 링아래고유진동수

와 일치하게하면 공기주의 운동량이 최 가 되기 

때문에 벽과 공기주의 마찰에 따른 큰 감쇠력을 

얻을 수 있다. 한 차체의 스 링아래공진도 흡

수할 수 있다. 그림 10은 공기스 링의 스 링 특

성이다.

2.3.4 구동계 방진고무

  동력 달장치는 엔진의 출력을 구동차륜에 

달하고 이 출력특성을 자동차가 요구하는 구동력

특성에 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구

성요소는 크러치, 변속기, 추진축, 감속기, 차동축 

등이 있으며, 방진지지는 주로 고무부품으로 하며 

아래와 같다.
  (1) 센터 지지 베어링(center support bearing)

그림 11. 센터지지베어링의 용 도면.

그림 12. 고무장착형 추진축의 실시 .

  센터 지지 베어링은 로펠러 샤 트를 3조인

트형, 4조인트형으로 축을 분할하 을 경우 그 조

인트부 간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무부는 

주행 시, 축받이 반경방향, 축방향의 운동을 흡수

하는 동시에 로펠러 샤 트에서 기인하는 진동

이 차체로 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형상은 스 링정수를 낮추기 해서 부츠 타입으

로 고안되었으며, 그림 11과 같다.
  (2) 고무장착형 로펠러샤 트

  잔류음이나 테일기어 노이즈의 감을 해서

는 구동계의 구부림, 뒤틀림 방향 진동의 공진주

수 조 과 동시에 변동 벨을 감할 필요가 있

다. 로펠러샤 트에 고무를 내장하여 진동계를 

2자유도로 하면 공진 피크를 분산시키고 변동 

벨의 감이 가능하다. 실시 는 그림 12와 같다.
  (3) 방진 버

  조작성 향상을 목 으로 바에 고무를 내장한 

시 트바가 있으며, 고무부시의 스 링 정수를 최

화하고 시 트 바의 시 트방향의 스트로크 

바비를 히 얻을 수 있으며 공진성을 맞추면 

방진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3에 시가 있다.
  (4) 콤포니온 퍼

  동력 달의 비틀림 진동이 차동계 기어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음을 “Diff noise”라고 하며,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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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엔진마운트 지지 여부에 따른 차내 소

음 비교 .

      

그림 14. 방진 바의 실시 .

음은 가장치계에 달되어 차내에 400~1500 Hz
의 고성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 그림 14는 퍼

를 장착한 후의 소음 비교 이다. 
  (5) 핑크러치

  클러치(Clutch)는 라이 휠(Fly Wheel)과 변속

기 사이에 설치되어 변속기에 달되는 엔진의 동

력을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일을 하는 장치로 엔

진을 시동할 때, 는 기어변속을 할 때에는 엔진

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출발할 때에는 엔진의 동력

을 서서히 연결하는 일을 한다. 일반 으로 기계

식 클러치는 마찰클러치를 사용한다.
  마찰 클러치용 자동차는 1단, 2단 는 후진시 

바퀴 체에 10 Hz 후의 강한 진동이 느껴지는 

“Judder” 상과 클러치 조작시 발생하는 회 충

그림 15. 핑 클러치.

격, 뒤틀림 지동과 변속시의 소음 등에 한 책

으로, 고무가 삽입된 핑 클러치를 사용한다. 클
러치마찰 은 그림 15에 나타난 형태의 고무를 포

입한  형태이다.
  이 핑 클러치의 기능특성은 회 방향의 강성

이 크고, 감쇠성이 좋은 고무를 사용하며, 더욱이 

클러치내의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고무 자체의 내

열성과 온도 특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5 조향계 방진고무

  조향 계에서 제일 요한 것은 운 자가 핸들

에 가한 각 변 가 스티어링 샤 트를 통하여 기

아에서 큰 조향차륜으로 달하는 것이며, 두 번

째로는 바퀴를 지지하고 회 축과 스티어링어셈

블러  좌우차륜을 연결시키는 링크기구의 요소

이다. 조향계의 운동양식은 뒤틀림이 많기 때문에 

방진고무도 부시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향

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상은 특수한 형태가 많으

며 아래와 같다.
  (1) flutter
  주로 바퀴의 언밸런스로 인하여 조향 바퀴의 킹

핀둘 의 강제진동

  (2) wobble
  타이어의 변형이나 횡 방향 미끄럼에 의한 휠의 

킹핀둘 의 자유 진동

  (3) Shimmy
  연속 인 역 상의 상하, 후의 자유 진동

  ① 아이들링 암부시

  아이들링 암부시는 내부 등배 합의 고무압입

형이 있으며 외층은 암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

이다. 
  ② 스티어링롤 부시

  조향계의 거터의 진동과 스티어링포스트와 메



122 고무기술 제11권 제2호, 2010

그림 16. 스티어링롤부시.

  

그림 17. 커 링 고무.

인샤 트간에 발생하는 진동을 핸들에 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그림 16과 같은 부시를 스

티어링 포스트 하우징과 메인샤 트 사이에 삽입

한다. 부시의 내측은 샤 트가 통과하고 회 운동

에 한 연동 항이 작아야하며 내마모성이 요구

된다. 일반 으로 속 이 나 나일론 이 를 

특수한 착제를 사용하여 고무를 착시키며, 래
디얼 방향의 강성은 작아지고 자유표면 은 커지

게 고안된다. 
  ③ 커 링 고무

  커 링고무는 노면에서 kickback되는 충격력과 

론트서스펜션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차단시키며 

스티어링 차축과 메인샤 트 간에 그림 17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2.3.6 차체 방진고무

  차체 구조에는 모노코크(일체형) 구조와 임 

구조가 있다. 모노코크 구조는 차체와 임이 

완 히 일체화된 구조이며 경량이고 굽힘  비틀

림 강성이 높으며, 일방향 임 구조는 차체가 

고무마운트를 부착하여 임에 결합하며 진동, 
소음이 차체로 달되는 것을 차단한다. 
  (1) 바디 마운트

그림 18. 압축타입.

그림 19. 단 타입.

  바디마운트는 임 구조차체에 사용되며 

임과 차체를 결합할 때에 상 치를 바로 잡아

주고 임에서 차체로 달되는 가계, 구동계

의 진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요구되

는 특성은 정속성과 승차감의 에서 내구성이 

허락하는 한도 범  내에서 스 링정수를 낮게 설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디 마운트의 종류는 크게 2종류이며, 압축타

입과 단타입으로 나  수 있다.
  (2) 기타 차체용 방진고무

  차체 계의 방진고무는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그림 20. 도어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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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도어 스토퍼, 본네트 개페시의 충격 완화용 

후드스토퍼, 트럭의 리어보데 네트의 승강개폐시

의 메탈 콘택트를 방지하기 한 스토퍼 등이 있

다. 이러한 스토퍼는 특성상 반발탄성이 작은 재

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트럭의 사이드패

용 스토퍼에는 IIR이 효과 이다.

2.3.7 기타 방진고무

  (1) 마후라샤 트

  배기계의 진동은 가진력이 크고 감쇠성이 작으

며 공진에 민한 특징이 있다. 한 바디 측 지지

부의 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차내 소음에 

한 향을 다. 배기 의 경우에도 추진축의 

진동모터의 지지 치를 선정하는 것이 요하다.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림 21, 22에 그 

를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배기  체는 형상이 

각각 다른 3개의 스포트 고무로 지지되어 있고 후

방 마후라스포트는 간단한 고무링 2개를 삽입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배기 의 진동은 최 한 

낮은 스 링정수와 낮은 탄젠트의 재질이 효과

이다. 최근에는 배기가스 규제를 감소시키기 해 

그림 21. 행거타입.

그림 22. 구 착타입.

그림 23. 마후라샤 트의 구성 도면.

그림 24. 다이나믹 퍼의 실시 .

배기 의 온도가 고온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열노화에 변화가 작은 내열성 재질이 요구된다. 
마후라스포트는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2) 다이내믹 퍼

  자동차에는 다양한 주 수 역과 고유진동수가 

존재하며, 그것이 연성이나 공진 상을 일으켰을 

경우에 진폭이 커져 차체로의 진동 달량이 증가

하게 되면 차의 소음/진동, 승차감, 조종안정성 등

의 성능이 악화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형상을 

방지하기 하여 다이내믹 퍼를 붙이고 특정 주

수역의 진동을 감한다.
  다이나믹 퍼는 고무형상은 단순하나 공진주

수에 자주 튜닝하는 것이 요하다. 고무재료의 

선정은 사용환경에 합한 온도의존성과 경시노

화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 그림 24에 나타

내었다. 
  (3) 이핑 러버

  자동차에는 많은 이 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 로는 연료계 이 , 이크계 

이  등이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방진고무를 이

핑 러버라고 한다. 이핑 러버의 특징은 내오존

성과 비부식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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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매출액 순 (2005년)

순 업   체   명 주  요   생  산   제  품

1 Robert Bosch GmbH Fuel injection systems, chassis systems, energy & body systems ; automotive 
multimedia & electronics

2 Denso Corp. Thermal, powertrain control, electronic & electric systems ; small motors, 
telecommunications

3 Magna International 
Inc.

Interiors, exteriors, body & chassis systems ; seats, mirrors, closures, electronics, 
engines

4 Delphi Corp. Steering, chassis, electrical, energy and engine management, thermal management, 
interiors

5 Johnson Controls Inc. Seats, interior trim, batteries, electronics, cockpits & instrument panels

6 Aisin Seiki Co. Body systems, brake & chassis systems ; electronics,
drivetrain & engine components

7 Lear Corp. Interior systems, seats, instrument/door trim panels, overhead, flooring & acoustic 
systems

8 Visteon Corp. Interiors, climate control & electronics/lighting

9 Faurecia Seats, cockpits, doors, acoustic packages, front ends, exhaust systems

10 TRW Automotive Inc. Steering, suspension, braking, engine components, fasteners, occupant restraint systems

3. 자동차용 방진고무의 시장 및 기술 동향

3.1 국내외 자동차 부품업체 동향

  미국 자동차 문지 Automotive News는 국 조

사 문기 인 i2에서 조사한 세계 100  자동차

부품업체 OEM 납품액 순 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세계 자동차 부품업체로는 독일 보쉬가 284
억 달러를 기록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OEM 
납품액 1 를 고수하 고. 이어 일본 덴소가 228
억 7100만 달러로 2 , 캐나다 마그나가 228억 달

러로 3 를 차지하 으며, 델 이는 4 로 하락하

음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모비스는 48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해 25 , 만도가 15억 달러로 

84 를 차지하 고 이밖에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아, 한라공조 등이 순 에 락되었지만, 
2006년 해당업체의 총매출액 에서 자동차부품 

OEM 매출액을 기 으로 추산하면 아 78 (17
억 5700만 달러), 한라공조 93 (11억 7900만 달

러)의 수 으로 추정됨.

3.2 국내외 방진고무 업체 동향

  ◦세계 100  고무 부품업체 에 방진고무부품

업체는 5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39 의 Good 
year Tire & rubber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비 을 

제외하면 순수 방진고무 부품이 차지하는 비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미국의 Tenneco
가 가장 크며, 독일의 Freudenberg가 두 번째로 크

다. 한, 일본의 Showa, 랑스의 허치슨 등이 

100  자동차 부품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도 비록 100  기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의 트 러보그(Trellerborg)등이 세계 주요 방

진 부품 회사이며, 이 들 상  업체들의 매출합계

는 약 291억 달러(2005년 기 )에 달한다.
  ◦국내 방진고무업계는 완성차업계의 해외공장

이 에 따라서 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국 기업  소고무부품업체 는 일본, 

독일 등과 합작한 국회사와 치열한 경쟁하고 있다.
  ◦방진고무사업체수는 2005년 46개로, 2003년 

34개사에 비교하여 35%정도 증가하 고, 2004년

의 39개사와 비교하여도 18% 정도 증가하 다.
  자동차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방진고무의 2005
년도 생산액은 3,795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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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주요 방진고무부품업체

번호 업  체  명 주  요   품  목

1 평화산업 자동차용 방진 고무, 자동차용 압호스

2 동아타이어 타이어,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

4 덕양산업(주) COCKPIT MODULE, CRASH PAD, 방진패드

5 (주) 흥알앤티 자동차용 방진고무, 차체, 고압호스

6 (주)건화트 러보그 방진고무, TORQUE ROD BUSH, C.V. J BOOTS 

7 동명통산(주) Stabilizer Rubber Bush, Rubber Mounting, Boot & Plug, Muffler Rubber Hanger, Spring Pad

8 세명기업 BUSHING, 엔진 마운트, 고무 마운트, 퍼

표 2. 세계 100  자동차 고무부품업체  방진고무부품업체의 순  

순 업   체   명 주 요  생 산   제 품

39 Goodyear Tire & Rubber Co. Tires, hoses, belts, interior trim, air springs, molded rubber products

40 Tenneco Inc. Shocks, struts, vibration control, load assist products, springs, bushings, rods, 
roll control & exhaust systems

45 Freudenberg & Co. Seals, NVH components, precision molded components for suspension, fuel and 
electrical systems

68 Showa Corp. Shock absorbers, power steering gearbox & pump ; propeller shaft, gas springs

75 Hutchinson SA Anti-vibration products, fluid transfer systems, sealing systems, transmission 
systems

성장하 고, 2004년의 2,730억에 비해서도 39%정

도 증가하 다. 구체 으로 생산액의 연평균 성장

율(CAGR)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율은 37% 정도의 고성장을 기록하

다(표 3참조).
  방진고무의 2005년 출하액은 3,787억원으로 

2003년의 2,204억원에 비하여 87%정도 성장하

고, 2004년의 2,723억원에 비해 39%정도 성장하

다. 구체 인 출하액의 연평균 성장율(CAGR)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연평균 성장율

은 36.8%의 성장률을 기록하 다.

품목별 구  분 2003 2004 2005 년 비 
증감율

방진
고무

사업체수 34 39 46 17.9%
생산액

(백만원) 203,455 273,023 379,452 39.0%

출하액
(백만원) 202,428 272,342 378,724 39.1%

표 3. 국내 방진고무 시장 황

  ◦국내 주요 방진고무 사업체의 황은 아래 표 

4와 같으며, 부분의 방진고무 제조사들이 방진

고무 외에도 많은 자동차 부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의 방진고무업체들은 품질을 인

증 받아 기존에 납품하던 국내의 완성차업체 뿐만 

해외 완성차 업체에게도 매를 활발하게 진행하

고 있다. 

3.3 방진고무업계의 기술 동향

  ◦세계 방진고무의 기술발  방향은 방진고무

제품의 고정 화, 고품질화요구로 종래의 수동  

기능에서 능동  제어기능을 기술발 이 진행되

고 있고, 이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진동

을 능동 으로 제어할 수 있는 Active Vacuum 
Control Mount 기술개발이 향후 차세  신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의 부품산업은 고성능화, 고품질화뿐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한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응하고, 소비자의 수리비  보증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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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ctive Vacuum Control Mount on Lexus.

감을 한 품질 경쟁력확보가 실한 시 이다. 
한, 국내에서도 발효된 제조물 책임법에 한 

책으로 자동차 각 기능 부품 별로 요소부품으로

서 작동되고, 핵심기능을 하는 방진 고무부품의 

내구성 신뢰성 향상 기술이 무엇보다도 요하게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용 방진고무부품은 메인

터 스 리화, 고성능 고내구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들은 고무의 노화 상을 정확하게 

악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래의 내구수명 개선은 단순한 기계 인 피

로내구수명을 증가시킴으로서 신뢰성을 향상시키

려 하 으나, 최근에는 그와 더불어 고무의 복합

노화에 따른 방진고무의 경화 상에 한 원인

악  그 개선으로 차량의 기 NVH성능을 장기

간 유지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소재 으로는 기존의 주요 방진고무 소재인 

천연고무류가 내열성 방진고무, CR 체 V벨트용, 
경량화를 실  가능한 EPDM으로의 환되고 있

다. 이를 해 국내외 제조사들이 가공성과 제품

특성을 최 화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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