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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천연고무와 실리콘고무에 자기장응답형 분말을(Magnetic Responsible Powder; MRP) 배합하여 자기장응답

형 엘라스토머(Magneto-rheological Elastomer; MRE)를 제조하였다. MRP의 최적 사용량은 30 vol.% 였으며

천연고무 기반 MRE의 기계적 물성은 실리콘고무 기반 MRE 보다 우수했지만, magneto-rheological (MR) 효과는

실리콘고무 기반 MRE가 더욱 우수하였다. MR 효과는 Self-modified Electromagnet Applied Fast Fourier 

Transform Analyser (SEFFTA)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천연고무 기반 MRE의 경우는 10%, 실리콘고무 기반

MRE의 경우는 최대 35.7%까지 나타내었다.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여 MRE를 경화시키기 전 MRP를 선 배향 시킬

경우 더욱 우수한 MR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MRP의 배향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Magneto-rheological elastomers (MREs) were manufactured by incorporation of magnetic responsible powder
(MRP) into natural rubber and silicone rubber. The optimum loading amounts of MRP was 30 vol.% and the natural rubber
based MRE (NR-MRE) showed better mechanical property than that of silicone rubber based MRE (S-MRE). However, 
the modulus shift ratio caused by S-MRE, measured by Self-modified Electromagnet Applied Fast Fourier Transform Analyser
(SEFFTA), was higher than that of NR-MRE. The modulus shift ratio caused by NR-MRE was 10%, while the modulus
shift ratio caused by S-MRE was 35.7%. The modulus shift ratio could be improved by orienting the magnetic direction
of MRP before crosslinking the MRE. The degree of orientation of MRP was analyzed using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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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등의 동적인 구조물에 있어 구조의 경량화와 더불어 

승차감이나 진동 ․소음에 대한 개선 요구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진동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가진원 자체의 소음 ․진동

을 저감하거나 가진원으로부터의 진동 전달을 방지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가진원으로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는 것

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진기술로써 구조물의 파손과 

공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진동 전달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방진고무이다. 방진고무는 생산성

과 적용성, 그리고 저비용이라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

로, 자동차 ․가전 등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방진고무의 사용 갯수가 대단히 많고 그 특성

상 방진고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

나이다. 자동차용 방진고무는 진동과 소음의 감소뿐만 아니라 

조종안정성 등 자동차의 운전성능에도 영향을 끼친다.
  방진고무는 형상 자유도가 높아 형상, 치수를 조절하면 상

하, 좌우, 전후 3방향의 스프링 정수를 어느 한계 내에서 자유

롭게 설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금속과 쉽고 견고하게 

접착되어 인장, 압축, 전단 등 어느 방향으로도 변화가 용이하

여 방진고무 자체의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지지방법도 간

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속 스프링의 경우에는 고주

파 진동에 대해서는 스프링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성 진동이 

문제가 되며 진동수에 따라서 방진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진

동의 증폭 작용까지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무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차량의 고기능화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차량의 

진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승차감과 조종성능을 동시에 향

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인 차량 개발의 가장 중요한 방향

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서스펜

션 링크에 사용하는 방진고무 재료를 제어 가능토록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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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방진고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

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기장응답형 탄성체 (Magneto-rheo-
logical Elastomer; MRE)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MRE란 탄성 매트릭스에 자기응답성입자 (magnetic respon-
sible powder; MRP)를 충전하여 자기장에 의하여 강성이 가역

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재료로써 구조물의 성능개선과 

보호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지능형 방진재료이다.2-4 MRE의 

기본특성은 MRE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하여지면 분산된 입자

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사슬형상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전단

흐름이나 압력흐름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그 정도에 따라 다양

한 모듈러스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MRE에는 탄성 매트릭스에 MRP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등방성 MRE, MRP가 일정 방향으로 배향되어 있는 

MRE를 이방성 MRE라고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MRE를 제조하기 위한 조성구축과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MRE의 매트릭스로 천연고무와 실리콘고무

를 사용하였다. 천연고무는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신장 유

도 결정화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무이나 높은 모듈러스

로 인하여 MRP의 분산 및 배향이 다소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magneto-rheological (MR) 효
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실리콘고무는 모듈러스가 낮고 

상온경화가 가능하고 액상실리콘의 경우 복잡한 형상을 제조

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MRE를 제조하기 적합한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장점에 비하여 낮은 

기계적물성이 방진고무를 목적으로 실리콘고무를 매트릭스

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고무를 주요 매트릭스로, 실리콘

고무는 비교연구를 위한 매트릭스로 선정하여 MRE를 제조 

하였으며 제조된 MRE의 기계적 물성, MR 효과 및 모폴로지 

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연구하였다. 

Ⅱ. 실    험

1. 재  료 

  MRE의 매트릭스로 천연고무 (RSS #1)을 사용하였으며 천

연고무와의 비교 목적을 위해 (주)HRS에서 구입한 실리콘고

무 (Base 30)를 사용하였다. 자기응답성 입자 (MRP)로는 입자

의 평균직경이 3∼5 ㎛인 미세철입자를 표면처리 하여 사용하

였으며 천연고무의 경우 황을, 실리콘고무의 경우 2,5-di-
methyl-2,5-di-t-butyl peroxy hexane (DMDBH)을 경화제로 사용

하였다. 천연고무의 가교시스템에는 활성화제로서 산화아연

(ZnO)과 스테아린산 (stearic acid)를, 촉진제로서 N-cyclohexyl- 
2-Benzothiazolesulfenamide (CZ)를 사용하였다. 실리콘고무의 

가교시스템에는 촉진제로서 백금촉매가 사용되었다. 

2. 고무배합 및 MRE 제조

  고무의 배합은 냉각수 순환 방식의 open mill을 사용하였다. 
Open mill에서 기본 고무 재료를 충분히 소련 시킨 후 충전제, 
가교제 및 기타 첨가제 등을 배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MRP
를 첨가하였다. 고무 혼합물의 안정화를 위해 상온에서 24시
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배합을 끝낸 고무 배합

물은 고무레오메터 (DAEKYUNG, DRM-100, Korea)를 이용하

여 160 ℃ (천연고무)와, 170 ℃ (실리콘고무)에서 90% 경화시

간 (T90)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T90에 의거하여 천연고무의 경

우 160 ℃ 실리콘고무의 경우는 170 ℃에서 15 MPa의 압력으

로 유압 프레스를 사용하여 경화를 시켜 기계적 물성 및 MR 
효과 측정에 필요한 각 시편을 제조하였다. MR 효과를 증대시

키기 위한 이방성 MRE 제조의 경우 경화하기 전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하여 MRP의 배향을 유도한 후 경화를 시킴으로

써 보다 높은 MRP의 배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방성 MRE
의 제조공정을 Scheme 1에 나타내었다. Scheme 1에 나타난바

와 같이 MRE 배합물을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4 mm 두께로 

성형한 후 MRP 배향을 위해 두개의 5X5X5 cm 입방형태의 

네오디뮴자석(표면자속밀도 : 약  0.6 T) 사이에 미경화 배합물

을 위치시키고 오븐에서 80 ℃의 온도로 30분 동안 처리하였

다. MRP의 배향이 유도된 미경화 시편을 유압프레스에서 경

화 시켜 MRP의 배향이 유도된 이방성 MRE를 제조하였다.

3. 기계적 물성 및 모폴로지

  제조된 MRE의 기계적 물성은 인장시험 및 경도 시험을 통

해 평가하였다. 인장시험은 KSM 6782에 의거하여 시험하였

으며 시편 타입은 아령형 5호를 사용하였다. 경도 측정은 

Scheme 1. Manufacturing process of anisotropic M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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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2. Schematic diagram of self-modified electromagnet app-
lied 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KSM 6784에 의거하여 쇼와 A 타입으로 시험하였다. 만능시

험기 (DAEKYUNG, Korea)를 사용하여 표선 거리 20 mm, 
crosshead speed 500 mm/min 및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

였다. 등방성 MRE와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여 MRP를 자기

장 방향으로 배향시킨 이방성 MRE의 모폴로지는 주사전자현

미경 (JSM 5600, JEOL Co.)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MR 효과의 측정

  제조된 MRE의 MR 효과는 Self-modified Electromagnet 
Applied 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SEFFT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SEFFTA 기본구조를 도식화하여 Scheme 2에 

나타내었다. 전체 시스템의 정확한 동작과 측정을 위하여 양

끝이 고정된 철제 빔 위에 전체 시스템을 고정하였으며 자기

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석코일과 관성에 의하여 MRE 시편

에 전단하중이 가해질 수 있도록 2개의 MRE 시편을 Scheme 
2에 나타난바와 같이 고정하였다. SEFFTA는 하단에서 입력

된 진동의 주파수를 하단의 가속도계가 측정하고 전체시스템

을 통하여 감쇄된 진동을 상단의 가속도계가 측정함으로써 

부가된 자기장의 자속밀도에 따른 MRE의 전단계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SEFFTA의 전자석 코일에 

0∼3 A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의 가우스미터로 측정된 자속

밀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자속밀도에 따라 변화된 모듈러

스의 변화율 (MR 효과)은 식 (1)에 의해 계산 되었다.

  
∆ ☓     (1)

Table 1. Magnetic Flux Densities by Charged Input Current

Input Current
(Ampere) 0 1 2 3

Magnetic Flux Density
(Tesla) - 0.033 0.056 0.079

  Ginitial은 자기장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MRE 초기 전단 

모듈러스를 의미하며, 즉 MRE 고유의 전단 모듈러스이다. ∆G
는 자기장이 부과되었을 때 측정된 전단 모듈러스와 자기장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의 Ginitial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MR 
효과는 자기장이 부과된 후 초기 전단 모듈러스에 비하여 증

가한 MRE의 전단 모듈러스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매트릭스 경화시스템이 MRE 기계적물성에 미치는 영향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천연고무의 경화 유형이 기계적 물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MRE에 적합한 경화시스템을 선

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황 가교시스템의 경우 일반

적으로 가교 촉진제와 활성화제의 첨가량은 고정시키고 황의 

첨가량을 증가시킬 경우 다황결합이 유도되고 황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가교 촉진제와 활성화제의 첨가

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단일 황결합이 유도될 수 있는데,5 이러

한 경화 유형이 MRE의 기계적 물성 및 MR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Table 2와 같이 시작 조성을 구축하였다. 
MRP는 30 vol%가 첨가되었으며 매트릭스 경화 전 MRP의 

배향을 유도하지 않은 등방성 MRE를 제조하였다. 가교결합 

유형이 MRE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장물성을 측

Table 2. Composition of Polysulfidic and Monosulfidic Crosslin-
king MRE

NR Sulfur
(phr)

ZnO
(phr)

stearic 
acid
(phr)

CZ
(phr)

MRP
(vol%)

Polysulfidic

100

2.5
5 2 0.8

30

4
6

Monosulfidic

2 4 1.6 0.65
4 8 3.2 1.30
6 12 4.8 1.95
8 16 6.4 2.60

10 20 8.0 3.25

Table 3. Tensile Properties of MRE Having Polysulfidic Crosslink

Amounts of Sulfur
(phr) 2.5 4 6

Tensile Strength
(MPa) 23.8±0.3 28.6±0.7 17.8±0.5

Elongation
(%) 643±37 572±50 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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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nsile Properties of MRE Having Monosulfidic Cross-
link

Amounts of Sulfur
(phr) 2 4 6 8 10

Tensile Strength
(MPa) 17.3±0.8 9.6±0.5 2.5±0.6 2.9±0.3 3.0±0.4

Elongation
(%) 552±32 440±24 93±15 107±18 77±14

 

Table 5. Hardness Changes of MRE with the Crosslinking Type

Amounts of Sulfur
(phr) 2.5/2 4 6 8 10

polysulfidic 42 49 52

monosulfidic 46 53 59 62 69

정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과 4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난바와 같이 황의 첨가량이 4 phr일 경우 인장강도는 

다소 증가하지만 신장률은 감소하는 전형적인 취약전이

(brittle transition) 현상을 나타냈으며 6 phr로 더욱 증가할 경우 

인장강도와 신장률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따라서 MRE의 적

정 경화를 위해서는 황을 4 phr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본 연구에서는 2.5 phr의 황을 사용하여 매트릭스를 경화하였

다. 단일황 결합을 유도한 경우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

는데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황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는데 황과 가공보조제의 첨가량이 동시에 증가할 경

우, 단일황 결합이 유도되지만 상대적으로 가교도가 높아 매

트릭스가 brittle해짐에 의해 인장물성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

된다. 가교결합 유형에 따른 MRE의 경도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예상한바와 같이 황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황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체 내에서 결합 유형과는 관계없이 가교밀도가 상승하여 

경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의 인장물성의 해석을 

보완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현재로서는 사용한 조성이 다황

결합과 단일황결합을 유도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

였지만 인장물성과 경도의 결과로부터 기계적 물성 측면에서 

최적의 MRE 매트릭스는 다황결합이 유도된 황을 2.5 phr 사용

한 경우라고 판단되었다.  

2. MRP의 첨가량이 MRE 기계적물성에 미치는 영향

  MRP 충전량에 따른 MRE의 기계적 물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MRP의 충전량을 0∼50 vol%로 변화시킨 6종류의 MRE 
시험편을 준비하였다. 매트릭스의 기본 조성은 앞서 결정된바

와 같이 2.5 phr의 황을 사용한 조성에 MRP를 10, 20, 30, 40, 
50 vol.%를 첨가하여 등방성 MRE를 제조하였다. MRP의 첨가

Table 6. Tensile Properties of MRE with the Amounts of MRP

Amounts of 
MRP

(vol%)
0 10 20 30 40 50

Tensile 
Strength 
(MPa)

25.9±0.8 25.4±2.3 23.4±0.7 23.8±0.3 16.0±1.2 10.8±0.8

Elongation
(%) 685±40 695±25 673±86 643±37 597±42 540±34

량에 따른 MRE의 인장물성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 나타난바와 같이 MRP가 첨가될수록 인장강도와 신장률

이 30 vol.% 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40 vol.% 이상에서는 상

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MRP의 표면에 천연고무 매

트릭스와 결합할 수 있는 기능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

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40 vol.% 이상 첨가되면 MRP의 

분산이 더욱 어려워져서 MRP 자체의 응집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장물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MRP의 

첨가량이 증가하면 더욱 우수한 MR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

라 예상되지만 이에 수반되는 MRE 기계적 물성의 감소 때문

에 최적 첨가량은 30 vol.%라고 판단되어졌다. 향 후 연구에서 

MRP의 표면처리 연구를 통해 표면 활성화된 MRP를 얻는다

면 매트릭스와 계면접착력 향상으로 더욱 많은 MRP 충전이 

가능하여 더욱 높은 MR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실리콘 매트릭스와의 비교연구

  매트릭스에 분산되어 있는 MRP가 자기장의 부과에 따라 

미세하게 움직이며 사슬 형상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모듈러

스가 변화하는 MR 효과는 천연고무를 MRE의 매트릭스로 사

용할 경우, 천연고무의 높은 모듈러스 때문에 MR 효과는 다소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듈러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리콘고

무를 매트릭스로 사용하여 이들의 MRP 첨가에 따른 기계적

물성과 MR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리콘고무는 백금 

Table 7. Tensile Properties of Silicone Rubber Based MRE with 
the Amounts of MRP

Amounts of 
MRP

(vol%)
0 10 20 30 40 50

Tensile 
Strength 
(MPa)

7.9±1.1 6.9±0.7 5.7±0.9 5.8±2.1 5.2±1.0 4.6±0.7

Elongation
(%) 741±67 655±53 638±46 557±88 461±52 4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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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가 포함된 DMDBH 경화제를 1.8 phr 사용하여 경화 시켰

으며 이 조성에 MRP를 천연고무와 동일하게 10, 20, 30, 40, 
50 vol.%를 첨가하여 이들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Table 
7에는 실리콘고무 기반 MRE의 MRP 첨가량에 따른 인장물성

을 나타내었다. Table 7에 나타난바와 같이 MRP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신장률이 감소하였다. 천연고무 매

트릭스와 마찬가지로 MRP와 실리콘고무 매트릭스의 계면에 

어떠한 결합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

라고 사료되었다. 또한 천연고무와 비교하였을 때, 실리콘고

무의 인장물성은 동일한 양의 MRP가 첨가되었을 때 인장강

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신장율도 천연고무에 비하

여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리콘고무의 경우 천연

고무에 비해 상대적인 모듈러스가 낮기 때문에 자기장이 부과

될 경우 분산된 MRP의 배향이 더욱 쉬울 수 있어서 더 큰 

MR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MR 효과 측정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매트릭스 조성에 따른 MR 효과

  천연고무와 실리콘고무 기반 MRE의 부과된 자기장에 따른 

전단모듈러스의 변화를 (MR 효과) Scheme 2에 도식화 한 

SEFFT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EFFTA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석 코일에 0∼3 A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MRP가 30 
vol.% 포함된 천연고무와 실리콘고무 기반 MRE의 전단모듈

러스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천연고무와 실리콘고무 기반 

MRE 모두 자기장이 부과되면 전단모듈러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실리콘고무 기반 MRE의 경우 증가폭이 상대

적으로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식 (1)에 의거하여 MR 효과를 

나타내는 전단모듈러스 변화율을 계산하면 인가전류가 1, 2, 
3 A로 증가함에 따라 천연고무 기반 MRE의 경우는 8.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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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 of shear modulus of MRE with the input current.

10.0 % 였으며, 실리콘고무 기반 MRE는 20.9, 32.2, 35.7 % 
이었다. 실리콘고무 MRE의 모듈러스는 상대적으로 천연고무 

MRE에 비해 낮지만 MR 효과는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천연고무 매트릭스의 모듈러스를 조절 할 수 있다면 천

연고무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MR 효과의 증대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소화제의 사용에 따른 천연고

무 기반 MRE의 MR 효과 증대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5. 이방성 MRE의 특성 및 모폴로지

  이방성 MRE는 등방성 MRE와 비교하였을 때 충전된 MRP
의 배향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MRP는 자기장에 노출

되면 자기장 방향으로 배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기반응성 

입자가 매트릭스에 충전되어 제조된 MRE는 자기장에 의한 

MRP의 배향 정도에 따라 모듈러스가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자기반응성 입자가 충전된 매트릭스를 경화과정 중이나 경화

과정 전에 일정한 자기장에 노출시킴으로써 입자의 선 배향을 

유도한 탄성체를 이방성 MRE라 하며 반면, 탄성체의 배합 

후 별도의 선 배향과정 없이 경화과정을 거친 것을 등방성 

MRE라 한다. 이방성 MRE는 선 배향을 통해 자기반응성 입자

들이 이미 배향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성형된 후 자기

장이 부과될 때 MRP의 배향이 등방성 MRE에 비하여 좀 더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방성 MRE는 등방성 

MRE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MR 효과를 보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여 이방성 MRE를 

제조한 후 이들의 MR효과를 등방성 MRE와 비교 하였다. 
Figure 2에 MRP가 30 vol.% 충전된 천연고무 기반 등방성 

MRE와 이방성 MRE의 인가전류에 따른 MR 효과를 나타내었

다. 전류가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는 MRP의 배향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유사한 전단 모듈러스를 나타내지만 전류가 인가되

면 Figure 2에 나타난바와 같이 이방성 MRE의 MR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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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MR effect of MRE with the inpu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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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SEM images of MRE; (a) isotropic MRE, (b) anisotropic 
MRE.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MRE의 경우 

이방성 MRE가 더욱 높은 MR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선 배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욱 높은 

MR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현재 MRP의 효율적 선 배향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 중에 있다.
  MRP의 배향성은 SEM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다. Figure 3에 

등방성 MRE와 이방성 MRE 시편의 단면을 나타내었는데 등

방성 MRE의 경우[Figure 3(a)] MRP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Figure 3(b)에 나타난 이방성 MRE의 

경우 MRP의 방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RE의 

경화 전 네오디뮴 자석에 의해 MRP가 자기장이 부과된 방향

으로 배향되었기 때문이며 효율적인 MRP 선 배향 장치가 개

발되면 더욱 뚜렷한 MRP의 배향을 유도하여 높은 MR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결    론

  기존의 방진고무가 고유의 모듈러스를 가짐으로써 한정된 

영역의 주파수로부터 발생되는 진동만을 흡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장의 부과에 의해 모듈러스가 

변화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의 영역대의 주파수로부터 발생

하는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장 응답형 탄성체의 제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천연고무 기반 MRE의 최적 경화시스템은 다황결합이 유도

된 황이 2.5 phr 첨가된 조성이었다. MRP의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MRE의 인장물성은 감소하고 경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장물성의 감소는 MRP와 매트릭스의 계면결합

력 부족에 기인하며 MRP의 표면처리를 통해 계면결합력을 

높이면 기계적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MRE의 MR 
효과는 SEFFT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현재 천연고무 기

반 MRE는 최대 10 %, 실리콘고무 기반 MRE는 최대 35.7 %의 

MR 효과를 나타내었다. 실리콘고무의 경우는 기계적물성이 

천연고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낮은 모듈러스로 인해 

MR 효과는 천연고무 기반 MRE에 비해 더욱 우수하였다.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여 이방성 MRE를 제조하였고 MRP
의 선배향이 MR 효과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MRE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제조될 MRE의 

MR 효과의 필요범위에 따라 매트릭스의 선정과 배합조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MR 효과는 다소 낮지만 가공효율

이 중시될 때에는 등방성 MRE를, 가공효율은 다소 낮더라도 

높은 MR 효과가 요구될 때에는 이방성 MRE의 제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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