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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경우 구조의 경량화와 더불어 고출력 

및 고성능화에 따라 승차감이나 진동, 소음의 개

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진동과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 그 중 가진원의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 또는 가진원으로 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거

나 진동을 저감 시키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가진원으로 부터 진동 전달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진기술인데 이는 구조

물의 파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내구성

을 향상시키기도 한다.[1] 이러한 진동 전달 방지

를 위해 방진고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방진고무

의 기술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발전하고 있다. 자동차는 방진고무의 사

용이 대단히 많고 그 특성상 방진고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 중의 하나이다. 
자동차용 방진고무는 진동과 소음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조종 안정성 등 자동차의 운전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진고무는 형상자유도가 높아 형상 및 치수를 조

정하면 상하, 좌우 및 전후 3방향 스프링 정수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

며 또한 금속과 강하게 접착되어 인장, 압축 및 

전단 등 어느 방향으로도 변형이 가능하여 방진고

무 자체를 소형, 경량화 할 수 있고 지지방법도 

간단한 장점이 있다. Figure 1에 나타나있듯이 금

속 스프링의 경우는 고주파 진동에 대해서는 스프

링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성 진동이 문제가 되며 

진동수에 따라서 방진성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진

동의 증폭 작용까지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만 방

진고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동차의 고기능화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차량의 진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승차감과 조

종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인 

차량 개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가고 있

다.[2, 3] 최근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서스

펜션 링크에 사용하는 방진고무 소재를 제어 가능

하도록 하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크게 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절연하기 위해서 고무 재료가 주로 사용되

고 있다. 고무재료는 구조물 사이에 설치되어 정

적으로는 2개의 구조물을 고정하는 탄성역할과 

동적으로는 진동제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무

총설

자동차산업에서 자기유변탄성체(Magneto-rheological Elastomer)의 응용

수원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정경호

목 차

1. 서론

2. MRE의 매트릭스 탄성체

3. MRE의 자기응답입자

4. 첨가제의 영향

5. MRE의 제조장치 및 공정

6. MRE의 특성

7. 전망

8. 참고문헌

정  경  호

1991 U of Akron, Dept. of Polymer 
Science (공학박사)

1991~1992 Clarkson U, Dept. of Chemistry 
(박사후연구원)

1992~현재 수원대학교신소재공학과(교수)



2 고무기술 제20권 제1호, 2019

는 가진 주파수와 함께 동강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구조물의 강한 결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무의 강성을 증가시키면 진동 절연 효과가 저하

되고, 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무의 강성을 낮

추면 구조물의 결합 상태는 나쁘게 된다. 이와 같

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체마운트가 개발되

어, 마운트의 모델링 및 진동특성 해석, 진동절연 

효과를 위한 능동적, 준능동적인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4, 5] 유체마운트는 내부의 유체

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노치(notch) 주파수보다 낮

은 주파수에서는 진동절연 효과가 크게 되지만, 
노치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는 유체의 공진피

크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차량의 고기

능화와 상품성 향상을 목적으로 차량의 진동을 반

능동적(외부의 전원이나 파워 연결을 통하여 제어

가 가능하고 부가적인 센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성면에 탁월)으로 제어하여 승차감과 조종성

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이해 종래의 유체 마운트에서 진보된 기술인 

외부로부터의 전기 신호에 의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함으로써 재료특성이 변하는 자기유변탄성

체(Magneto-rheological Elastomer, MRE)를 이용한 

제어를 통하여 진동절연 효과를 향상시키는 연구

가 최근에 널리 진행되고 있다.[6-8] 
  MRE의 기본특성은 MRE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

해지면 분산된 입자가 자기장 방향으로 사슬형상

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전단흐름이나 압력흐름

에 대해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카니즘

이다. MRE의 기본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미비한 실정이

다. MRE 재료에 자기장을 강하게 인가할 경우 물

질 내의 항복응력이 증가하는데 특징으로는 응답

속도는 msec 정도이고, 항복응력의 변화가 크고, 
자장의 세기가 250 kA/m에서는 대략 100 kPa 정도 

발생하는 것도 있다. MRE의 장점으로서는 항복응

력의 변화 범위가 큰 것, 사용온도가 –40~150 ℃ 
정도로 넓은 것, 응답속도가 빠른 것, 낮은 전압에

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

으로는 자기 시일드가 필요한 것, 전자석으로부터 

방열이 있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능동제

어가 가능한 가변형 신 고무재료의 개발은 향후 

차량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현 시점에서의 

연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기유변(magneto-rheological, MR) 재료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유변학적, 동적 특성이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스마트 한 물질

의 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9, 10] MR 효과는 

1948년 Rabinow에 의해 처음 소개 되었다.[11] 가
장 일반적인 MR 재료는 MR 유체 (Magneto-rheo-
logical Fluid, MRF) 로서 마이크로 크기의 자기응

답입자들이 액상 재료에 분산되어 있는 재료이다. 
자기장이 MRF에 가해지면 항복응력, 점도 등이 

크게 증가하며 뉴토니안 액체 거동에서 비뉴톤 액

체 거동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MRF의 이러

한 거동은 식 (1)에 나타난바와 같이 다양한 항복

강도를 가지는 Bingham 플라스틱 거동으로 나타

낼 수 있다.[9]

      ≻               (1)

  여기서 G는 복합 모듈러스, τy는 항복응력이다. 
항복응력 이하에서 재료는 점탄성 거동을 나타낸

다. 그러나 MR 유체에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들은 입자와 캐리어 매질인 유체 사이

의 밀도 차이 때문에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일

정 기간 동안 현탁액에서 침전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MR 유체를 사용 하는 동안 MR 유체의 누출

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밀봉을 위한 용기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체 상태의 MR 탄성체가 개발되었고 이때부터 

MR 탄성체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심을 이끌

어냈다.[12-14] MR 탄성체는 탄성 매트릭스가 유

Figure 1. Comparison of damping property of vibroisolating 
rubber and metal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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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캐리어를 대체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조상

의 MR 유체와 유사하다. 탄성체를 사용하는 분명

한 이점으로는 입자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

는다는 점이다. 또한, 입자가 시간이 지나도 가라

앉지 않기 때문에 MR 재료를 담아두는 용기도 필

요하지 않아 제품 설계 디자인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MRE는 탄성체와 자기응답입

자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스마트한 복합재료의 일

종으로 자기응답입자들의 배향에 따라 등방성

(isotropic, i-MRE)과 이방성(anisotropic, a-MRE)으
로 나눌 수 있다.[15-17] 등방성 MRE의 경우, 자기

응답입자들이 탄성체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

산되어 있는 반면 이방성 MRE의 자기응답입자는 

매트릭스 내에 일정 방향으로 정렬된 구조를 형성

한다. (Figure 2)
  따라서 MRF 경우는 post yield 상태에 의존한다

면, MRE의 경우는 자기응답입자들이 배향된 상태

에서 탄성체 매트릭스가 경화되면 매트릭스 내에 

입자들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pre-yield 
상태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두재

료는 상호 보완의 목적을 가지는 재료라고 할 수 

있다.
  MRE는 외부 자기장 하에서 자극이 일어날 때 

뛰어난 변형률 및 자기유변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공학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진동흡수 분야, 방음 시스템 분야, 액츄에

이터, 아이솔레이터, 댐퍼 및 센서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18-21] 

2. MRE의 매트릭스 탄성체

  MRE의 매트릭스는 매우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

져야 하는데, 지난 수십년 동안 천연고무(NR), 클
로로프렌 고무(CR), 에폭시화 천연고무(ENR), 폴
리우레탄(PU), 실리콘 고무, 부타디엔 고무(BR), 
열가소성탄성체(SEB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EPDM) 및 에틸렌-아크릴 고무(AEM) 등 다양한 

탄성체가 MRE의 매트릭스로 사용되어 연구되고 

있다.[22-33] MRE의 매트릭스 선정은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데 실리콘 고무와 

같은 유연한 매트릭스는 높은 MR 효과를 얻기 위

해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MR 효과

란 자기장인가 전후의 매트릭스 모듈러스 변화를 

의미하며, 유연한 매트릭스일수록 자기응답입자

의 배향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높은 MR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상대

적으로 기계적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계적물성, 유
연성 및 가공성 측면에서 천연고무를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부틸고무의 경우는 기계적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댐핑성능, 내화학성 및 절연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요구될 때 

선택될 수 있다. Yu et al.[30] 은 폴리우레탄/에폭

시 상호침투네트워크(IPN) 구조를 응용한 MRE를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IPN 구조로 인해 

MRE의 인장강도와 댐핑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또한 Ge et al.[31] 은 MRE의 매트릭스로 

rosin glycerin ester/NR 블렌드를 사용하였는데 NR
만 사용할 경우보다 MR 효과가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는 rosin glycerin ester의 첨가로 자기

응답입자를 더욱 쉽게 배향할 수 있었으며 NR과 

자기응답입자 사이의 상용성도 증진 시켰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rosin glycerin ester 함량이 증가

하면 천연고무의 가교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

장강도가 감소하였다. 이와같이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여러 탄성체 매트릭스가 MRE 매트릭스의 후

보 소재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팀의 경우 천연고무

Figure 2. Morphological structure of MRE: (a) i-MRE, 
(b) a-M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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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CR/ENR self curing 시스

템,[26] 내열성을 개선하기 위한 EPDM[32, 33], 내
열성 및 댐핑성능 등의 향상을 위해 AEM[27]을 매

트릭스로 사용한 MRE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는 CR과 ENR의 self-cross-
linking 블렌드가 제안되었고 그들의 반응 메카니

즘은 Figure 3에 나타내었다.[26] ENR의 에폭시기

와 CR의 염소기가 고온에서 가교제의 도움없이 

서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MRE의 새로운 매트

릭스로서의 분자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

어서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친화적

인 경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ENR, CR 및 CR/ENR 블렌드의 FTIR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26] 이를 통해 ENR에서의 

에폭시기와 CR의 염소기 사이에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MRE의 구조는 기계적 물성과 자기유변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MRE 제조공정과 이

에 따른 구조변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igure 5에는 CR/ENR self-cross-
linking 블렌드에 기초한 MRE의 제조공정을 나타

내었다.[26] Figure 5에 나타난바와 같이 자기응답

입자인 carbonyl iron powder (CIP)와 카본블랙은 

초기 배합공정에서 CR/ENR 매트릭스에 잘 분산

되어 진다. 그 후 유기-무기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

하게 되고 이들은 고무 분자 사슬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고무 분자사

슬들은 카본블랙과 CIP의 표면에 달라붙게 되며 

아직은 가교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즉, 약한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초래되는 상호 연결된 구조

를 이루게 될 것이다. Figure 5(a)와 (b)에 나타난바

와 같이 CR과 ENR 분자 사슬들은 서로 entangle되
어 있고 수소결합과 Van der Waals-London 친화력

의 결과로서 CIP와 카본블랙 표면에 흡착되어 진

다. 특히 CIP 표면의 양전하와 ENR에서의 에폭시

기와 CR에서의 염소기의 음전하 사이에 강한 정

전기 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합물이 경화를 위

해 열처리가 되면 에폭시기는 쉽게 CIP 표면상에

서 염소기와 반응을 하게 되고 카본블랙과 CIP의 

활성화된 기능기들이 Figure 5(c)와 (d)에 나타난바

와 같이 고무 분자사슬들과 반응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MRE의 경우 첨가되는 CIP로 인해 기계

적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분야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기존 NR계 MRE의 기계적물성

과 내열성 향상을 위해 EPDM을 기초로 한 MR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Figure 5에 제시한 

메카니즘과 유사하게 EPDM 분자, 카본블랙, CIP 
사이의 core-shell 구조를 제안하였다.[33] 이러한 

Figure 3. Self-crosslinking reaction of CR/ENR blends.[26]

Figure 4. FTIR spectra of ENR, CR, and CR/ENR 
blend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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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미세입자들은 자기응답입자와 매트릭스 사

이의 상용성을 개선하여 MRE의 기계적물성을 향

상시키게 된다. 
  MRE의 내열성, 내유성, 내후성 및 댐핑성능 등

의 개선을 위해 AEM을 MRE의 매트릭스로 사용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27] AEM의 경우는 무니

점도도 천연고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CIP의 배향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CIP 첨가로 인

해 기계적물성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ZnO를 

사용하여 metal-ligand 가교구조를 유도함으로써 기

계적물성을 보완하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28]
  이상에 언급한바와 같이 하나의 탄성체 소재가 

모든 물성을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적용

되어지는 분야를 고려하여 최적의 매트릭스를 선

정해야 한다. 향 후 MRE의 적용분야가 결정되고 

요구되는 성능이 알려진다면 현재까지 연구되어

진 다양한 매트릭스들이 해당 분야에 적용될 것으

로 기대된다.  

3. MRE의 자기응답입자

  MRE에 자기장이 인가될 때 자기장 세기에 따라 

MRE의 기계적특성들이 변할 수 있는 효율은 높은 

자기포화도를 가지는 적절한 자기응답입자를 선

택해야 한다. 즉, MRE의 높은 자기유변 효과를 구

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응답입자의 사용이 필수적

이다. 자기응답입자를 탄성체 매트릭스에 배합하

게 되면 외부에서 자기장이 인가될 때 자기유변 

효과뿐만 아니라 MRE의 기계적물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MRE의 특성은 크게 본다면 

매트릭스 소재와 자기응답입자의 선택에 달려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발트는 2.4 
Tesla의 높은 자기포화도를 가지는 입자이지만 상

업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강자성체인 니켈, 철 

및 철과 코발트 합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응답입자는 평균 입

자크기가 3~5 μm인 CIP이다. 대표적인 모폴로지

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탄성체 매트릭스에 배합되는 충전제 입자들은 

균질하고 매트릭스 내에 잘 분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팀에서도 철, CIP 및 페라이트 등을 MRE의 

자기응답입자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효과가 우수한 자기응답입자로 CIP를 선정

하였다.[16] CIP는 iron pentacarbonyl의 화학증착

Figure 5. The fabrication process of MREs based on CR/ENR self-crosslinking blend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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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얻어진다. 이러한 자기응답입자들은 높은 도

자성(permeability), 낮은 영구 자화성(magnetization) 
및 높은 자기포화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MRE의 자

기응답입자로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게 된다.[35]
  Landa et al.[36] 은 자기응답입자로 니켈에 기초

한 nanoparticle과 nanochain을 실리콘 탄성체에 사

용하였는데 적은 양으로도 비등방성 특성을 나타

내는 MR 복합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응답입자와 탄성체 매트릭스 사이의 낮은 

계면 상호작용 때문에, 탄성체에 자기응답입자가 

첨가 되면 기계적물성은 감소하게 된다. MRE의 

댐핑 특성은 효과적인 댐핑 특성을 얻기 위해 탄

성체 매트릭스 및 자기응답입자의 종류뿐만 아니

라 입자와 탄성체 매트릭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존 한다. 자기응답입자와 매트릭스 간 비상용성

은 매트릭스와 입자 간의 불충분한 상호 작용 및 

습윤성뿐만 아니라 낮은 에너지 흡수를 유도하는 

매트릭스 내 입자의 불충분한 분산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

은 CIP 표면개질을 시도하여 MRE의 자기응답입

자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37, 38]
  Pickering et al.[37] 은 bis-(3-triethoxysilylpropyl) 
tetrasulphane(TESPT)로 사철을 개질하였다. 개질 

된 사철은 표면 균열에서 훨씬 적은 입자가 제거 

되어, 고무 안에서 더욱 균일하게 분산되어 NR과

의 계면접착력을 향상 시켰다. Tan δ는 6 %의 

TESPT 함량으로 개질된 사철을 사용한 MRE에서 

가장 높았고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개질되지 않은 

사철 보다 40 % 더 컸고 전체 변형률 진폭에서 

20 % 더 높았다. 그러나 결합제의 존재는 온도 곡

선 vs tan δ의 피크 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또한, 개질 되지 않은 사철을 사용한 MRE와 

비교했을 때 6 %의 TESTPT로 개질 된 사철을 사

용한 MRE의 경우 에너지 손실이 증가했다. Qiao 
et al.[39] 은 티탄산염 계열 결합제를 사용하여 개

질한 CIP로 MRE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입자 표면 

개질은 탄성체 내의 입자의 분산을 향상 시키고 

CI/SEEPS 복합체가 현저하게 부드러워져 MR 효
과가 상당히 증가되고, 이러한 SEEPS 기반 MRE
의 가공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Fan et al.[40] 
은 댐핑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MRE의 표면개질 

상용화제로 maleic anhydride(MAH)를 선정 하였

다. 결과에 따르면 MAH가 증가할수록 bound-rub-
ber의 함량, 입자와 탄성체 사이의 상용성 모두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수한 상용성은 인장강

도의 증가, 전단 저장모듈러스의 증가로 이어졌지

만, 손실 계수와 MR 효과는 감소하였다. CIP와 

polyurethane/epoxy resin IPNs 매트릭스 간 계면 결

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Yu et al.[30] 은  polyani-
line(PANI)로 개질된 CIP 기반 MRE를 준비하였다. 
동적물성 시험의 결과는 PANI-MRE간의 강한 계

면결합력은 MR 효과를 향상시키는 반면 손실계

수는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ayne 효
과의 정도는 PANI로 개질된 CIP의 사용으로 감소

하였고 자속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정량

적인 요소 분석을 통해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CIP와 탄성체 간의 계면결합력 향상은 비 자성 고

분자의 가교도를 향상시킨다고 추론 할 수 있었

다. 이 새로운 발견은 MRE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였다. 
  Davis에 따르면 MRE에서 자기응답입자를 27 
vol% 이상 사용하여도 MR 효과가 더 증가하지 않

았으며, 30 vol% 이상 사용할 경우 기계적물성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41] 높은 자기유변 효과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자기

응답입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로인한 기계적

물성 감소 및 초기 전단 모듈러스의 증가로 오히

려 MR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 함량을 사용

하여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

면 최적 자기응답입자의 함량은 약 30 vol.% 였으

며 이때 MRE의 최대 모듈러스 및 MR 효과를 나타

낼 수 있었다.[5, 6, 10, 24, 25, 27]

Figure 6. Morphology of carbonyl iron powde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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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바와 같이 CIP, ferric oxide, ferric sand 등
의 자기응답입자들은 MRE의 도메인으로 많이 활

용 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RE에 

비자기응답입자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 자기응답입자와 비자기응답입자를 포함

하는 bimodel의 자기유변탄성체에 대한 연구도 있

다.[42] 이러한 종류의 MRE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

여주었는데 비자기응답입자인 zinc oxide 가 CIP를 

포함한 PU 기반의 MRE 제조에 사용되었고 자기-
탄성 거동의 정도는 비자기응답입자의 사용에 의

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입자의 대체 실

험에 따르면, 저장 모듈러스는 자기응답입자의 대

체 비율과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

는 monomodel의 MRE에 비해 명백하게 높은 결과 

값이었다. 심지어 자기응답입자와 비자기응답입

자를 사용한 MRE의 영 모듈러스는 거대 변형에서

도 상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Aluminum hy-
droxide(Al(OH) )는 MRE에 사용되는 또 다른 비

자기응답입자이다. 이러한 MRE의 자기장 민감도 

계수는 비자기응답입자인 Al(OH)를 6.6 vol% 사
용 하였을 때 1.8 ×10−2 에서 2.6×10−2mT−1로 증가 

하였다. 이 부피분율에서, 서로 다른 두 입자를 사

용한 MRE는 자기장 하에서 높은 저장 모듈러스를 

가지며 자기장과 독립적인 높은 비선형 파라미터

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응답과 비자기응답입자들

이 자기장 하에서 입자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고 

잘 발달된 사슬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까지 MRE를 위

한 최적의 자기응답입자는 CIP이며, 약 30 vol.% 
정도의 사용이 최대의 MR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MR 효과의 증가를 위해서

는 CIP의 함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이에 따른 

MRE의 비중 증가, 기계적물성 감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CIP의 표면처리를 통해 MRE 
매트릭스와 계면결합력을 높여 기계적물성의 향

상과 더불어 상용성 등을 개선할수도 있지만, 상
대적으로 자기응답입자의 배향이 어려워져서 MR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향후 상호 보완적인 측면의 자기

응답입자 개질 기술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4. 첨가제의 영향

  MRE 제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첨가제로는 

매트릭스 탄성체에 따른 가교제, 촉진제, 노화방

지제, 가소제 및 기계적물성 향상을 위한 보강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강재로는 카본

블랙을 들 수 있는데 카본블랙을 첨가함으로써 인

장 및 인열강도 등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 Chen 
et al.[43] 의 결과에 따르면 Figure 7에 나타난바와 

같이 NR계 MRE의 전단 모듈러스는 자기장 세기

가 증가하면 증가하였고, 카본블랙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다. 자기포화점은 약 600 mT 이
상에서 나타났으며 카본블랙 함량이 전단 모듈러

스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ure 7에 

나타난 sample의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자
기응답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sample 4의 경우 

Figure 7에 나타난바와 같이 자기장이 인가되어도 

전단 모듈러스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R 효과도 sample 1, 2, 3의 경우 각각 88, 
95, 104%로 증가하였다. Figure 8은 미세구조를 나

타내는데 Figure 8(d)의 경우 자기응답입자를 포함

하지 않고 카본블랙만 배합된 경우인데 매우 균일

한 모폴로지를 보여준다. 이는 카본블랙과 고무 

매트릭스 사이의 우수한 결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Figure 8(a)에 나타난 카본블랙을 포함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응답입자만 포함한 경우는 자

기응답입자와 고무 매트릭스 사이 다수의 기공이 

존재하는것과 같이 결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Figure 8(b)와 (c)에 나타난바와 같이 카

Figure 7. The shear modulus of the samples with 
different compositions and different magnetic flux 
density.[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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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블랙이 첨가되면 자기응답입자들이 고무 매트

릭스와 잘 결합됨을 알 수 있고 카본블랙이 MRE
의 미세구조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고무용 배합제들인 stearic acid, 

ZnO 등도 MRE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Gao et al.[44]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ZnO는 AEM에서 metal-ligand crosslink를 형성하

여 CIP 첨가로 인한 MRE의 기계적물성 감소를 보

완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ure 9에
는 metal-ligand 복합구조를 나타내었는데 hexam-
ethylene diamine carbamate (Diak No. 1)가 AEM 분
자와 연결이 되고 아민기에서 N이 lone pair 이기 

때문에  Zn2+와 배위결합이 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metal-ligand complex 구조는 FTIR과 

XPS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고 흥미로운 결과가 

Figure 10에 나타나있다. 
  Figure 10에는 ZnO 함량에 따른 저장모듈러스

Table 1. The Composition of Each Sample Prepared [43]

Sample
Composition (vol.%)

Magnetic Particles (%) Carbon Black (%)

1
2
3
4

33
33
33
0

0
4
7
6

Figure 8. The microstructure of the sample observed by an environmental scan electronic microscope. Images (a)~(d) 
correspond to samples 1~4, respectively.[43]

Figure 9.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coordination structure of Zn2+ with Diak No. 1 in the AEM matrix.[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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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와 손실계수를 나타내었는데 특정 변형에서 

ZnO의 배합 여부에 따른 교차점이 나타나는 흥미

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특정 변형 이하에서는 ZnO
의 배합에 의해 G’는 감소하고 손실계수는 증가하

였지만, 특정 변형을 지나면서 그 결과는 역전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ZnO의 함량이 4 phr 이상에

서는 값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즉, 특정 임계변형 

이하인 초기 단계에서 배위결합이 파괴되는 반면 

주 결합인 공유결합은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ZnO가 배합되지 않은 AEM의 G’가 더 높았으며 

ZnO가 배합된 경우는 손실계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기단계에서 배위결합의 파괴로 인

해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배위결합

은 고무 매트릭스에서 에너지 손실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AEM의 구조는 유지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희생결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

다. Zn2+와 아민기 사이의 배위결합이 일종의 희생

결합(sacrificial bond)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CIP 첨가로 인해 MR 효과는 증가하지만 MRE의 

기계적물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 metal-ligand 복합구조를 제

안하였다.[44] 
  보통 전단 저장모듈러스로 계산된 MR 효과는 

MRE의 MR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소

제를 사용하게 되면 매트릭스의 점도가 감소하여 

젖음 특성을 변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

스 내의 자기응답입자는 더 쉽게 배열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로 MR 효과는 향상 되게 된다. 가소

제를 첨가 하게 되면 zero-field 모듈러스의 감소로 

MR 효과는 향상 될 수 있다. Wu et al.[24] 은 매트

릭스를 연화시키고 MR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소제인 다이아이소옥틸프탈레이트(DOP)가 첨

가된 PU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DOP의 첨가는 PU
의 점도를 낮추고 PU 매트릭스 내에서 자기응답

입자의 배열이 더 쉬워지게 만들었고 MR 효과 역

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Chung et al.[45] 은 펩타

이저가 인장강도나 파단신장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MR효과는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장인가와 반복변형에 따른 

MRE의 MR 효과 변화에 관해 연구 하였다. 자기장

인가에 따른 모듈러스 변화를 MR 효과라고 하는

데 일반적으로 MR 효과가 클수록 진동 흡수 범위

가 넓어진다. Figure 11에는 펩타이져 함량에 따른 

MR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11에 나타난바와 

같이 자기장 세기가 증가하면 MR 효과는 증가하

며 펩타이져의 첨가로 MR 효과는 증가하였다. 또
한 a-MRE가 i–MRE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MR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펩타이져의 첨가로 

CIP의 배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MR 효
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천연 고무를 기반으로 한 MRE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e et al.[31] 은 자성 입자의 분

산도와 젖음 특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매트릭스에 

로진 글리세린 에스테르를 첨가하였다. 로진 글리

세린 에스테르의 첨가는 매트릭스의 점도를 감소

시키고 자기장 하에서 자기응답입자의 배향을 더 

쉽게 만들어 주었다. 가소제를 첨가한 MRE는 더 

낮은 zero-field 모듈러스를 나타내며, 첨가하지 않

은 MRE에 비해 MR 효과는 7배 더 높았다. 적절한 

가소제 함량을 첨가하게 되면 접착력을 높일 수 있

고, 이러한 접착력은 두 상 사이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우수한 방진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Figure 10. The strain sweep measurement of AEM with different loading of ZnO at a constant frequency of 1 Hz.[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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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E의 유변특성 및 MR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본나노튜브(CNT)를 사용한 연구도 수행되

었다.[46] Figure 12에는 multi-walled carbon nano-
tube (MWCNT) 포함 여부에 따른 MRE의 저장 모

듈러스를 나타내었다. Figure 12에 나타난바와 같

이 carboxylated MWCNT나 hydroxylated MWCNT
를 사용할 경우 저장 모듈러스가 MWCNT를 포함

하지 않은 MRE 보다 높음을 알 수 있고 자기장이 

인가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면처리 되지 않은 MWCNT를 배합할 경우는 오

히려 더 낮아졌다. 이 연구로부터 MWCNT 배합 

유무와 더불어 유형이 MR 성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기응답입자의 첨

가로 인한 MRE 기계적물성 감소는 보강재 및 첨

가제를 사용하여 보완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고, 매트릭스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의 경

우도 자기응답입자의 배향 특성에 영향을 미쳐 

MR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MRE 매트릭스 유변특성 및 MR 특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첨가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MRE의 제조장치 및 공정

  MRE의 제조는 크게 배합, 자기장인가 및 경화 

등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기장인가 장치의 경

우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그 중 

본 연구팀에서 자체 디자인 한 자기장인가와 동시

(a)

(b)
Figure 11. The change of MR effect with the magnetic 
flux density: (a) i-MRE and (b) a-MRE.[45]

                            (a)                                    (b)
Figure 12. Storage modulus vs frequency: (a) 0 mT; (b) 643 mT.[46]



11Rubber Technology Vol. 20, No. 1, 2019

에 경화를 시킬 수 있는 magnet-heat coupled ma-
chine을 Figure 13에 나타내었다.[26] 
  배합이 완료된 MRE 배합물을 Figure 13에 나타

난 (4) 부분에 위치시킨 후 자기장과 열을 동시에 

가하게 되면 두께 방향으로 자기응답입자가 배향

된 이방성 MRE (a-MRE)를 제조할 수 있다. 등방

성 MRE(i-MRE) 경우는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고 

제조하면 자기응답입자들이 균일하게 분산된 i-MRE
가 제조된다. 이로부터 제조된 대표적 a-MRE와 
i-MRE의 모폴로지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27]
  본 연구팀에 의해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a-MRE
의 경우도 두가지 유형으로 제조될 수 있는데 1단
계라고 알려진 자기장과 열을 동시에 가해 제조되

는 경우와 (a-MRE-1), 2단계라고 알려진 먼저 자기

장을 인가하여 자기응답입자들을 배향 시킨 후 온도

를 경화온도로 상승하여 경화시키는 방법(a-MRE-2) 
중 1단계 방법이 자기응답입자의 배향 및 자기유

변 특성에서 더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27]

  SEM 결과에 따르면 a-MRE-1이 a-MRE-2에 비

해 더욱 뚜렸한 자기응답입자 배향성을 나타냈으

며 그에 따라 더 높은 MR 효과를 나타내었다. 
a-MRE-2의 경우는 일단 경화온도 보다 낮은 100oC
에서 자기장을 인가하여 CIP의 배향을 유도한 후 

자기장을 제거하고 온도를 올려 매트릭스를 경화

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자기응답입자 

사슬구조의 배향이 깨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용된 AEM 매트릭

스의 무니점도는 천연고무와 같은 범용고무들 보

다 낮은 16.5였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매트릭스 

점도는 감소하게 되고 CIP는 더욱 원활하게 이동

하게 된다. 둘째, CIP의 밀도는 AEM과 카본블랙 

보다 높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입자들이 가라않게 

된다. 셋째, 이러한 입자 이동은 경화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증진된다. 그러므로 Figure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IP의 사슬 구조가 파괴된다.

Figure 1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agnet-heat coupled machine for fabrication of a-MREs. (1) Hydraulic 
cyclinder; (2) wire coil; (3) sample mold; (4) sample; (5) support shelves; (6) heater; (7) pressure controller; (8) 
temperature controller; (9) compressor; (10) power source; (11) electromagnet controller.[26]

     

Figure 14. Morphology of MRE composites with 30 vol.% CIP: (a) i-MRE, (b) a-MR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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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RE의 특성

  MRE는 충격 흡수기, 방음 시스템, 단열재 등 여

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적 물성은 

MRE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MRE는 스

마트한 물질로써, 유변학적, 동적 물성이 외부 자

기장에 의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기장 

하에서 MRE의 동적 물성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MRE의 동적 유변학적 물성을 측정

하기 위해 Physica MCR 301, MCR 300-Physica-Paar
와 같은 상업용 레오미터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팀에서는 Figure 16에 나타난바와 같이 개조된 동적

물성 분석기 (DMA, Mettler Toledo Ltd, SDT861e)로 
MRE의 동적 물성을 측정하였다.[26]
  MRE의 저장 모듈러스(G’)는 자기장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기유도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계수인 자기유변 효과

(MR 효과, 식 2)가 제안되었다. MR 효과는 CIP 
함량의 증가와 함께 증가함을 보인다.

     

 
× (2)

  여기서 G0 는 초기 전단모듈러스, GT 는 자기장

을 가했을 때의 전단 모듈러스, GMR- effect 는 MR 
효과를 나타낸다.
  손실 계수는 재료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MRE
의 댐핑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복합 

재료의 댐핑은 주로 복합재료(매트릭스와 철입자)
의 댐핑과 계면 미끄러짐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부

터 얻게 된다. MRE의 에너지 손실은 주로 매트릭

스 그리고 매트릭스와 입자 사이 계면에서 발생한

다. MRE의 방진특성은 고유 댐핑, 계면 댐핑 및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 손실 댐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IP 함량과 변형률 진폭이 낮을 때 내재되 

있는 댐핑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낮은 CIP 함량

에서 CIP 함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댐핑이 감

소하게 된다. 그러나 계면 댐핑은 변형률 진폭이 

높거나 CIP 함량이 높을수록 우세하므로, CIP 함
량 및 변형률 진폭에 따라 전체 댐핑이 증가 하게 

된다. 또한, 자기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변형 진

Figure 15. Scheme of CIP evolution in two step manufacturing AEM.(Grey particle and black particle represent CIP 
and carbon black, repectively; blue, red and yellow arrowhead represent gravity, collision force between carbon black 
and CIP, collision force between CIP and CIP, respectively)[27]

Figure 1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modified-dynamic mechanical analyzer. (1) Electromagnet and temperature 
controller; (2) wire coil; (3) heater; (4) sample mold: (5) DMA; (6) sample; (7) drive shaft for shear stress; (8) base; 
(9) compute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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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과 비선형적으로 증가 한다. MRE의 쌍극자들이 

포화상태가 될 때, 댐핑 특성은 자기장과는 독립

적으로 변한다. 추가적으로, 일련의 실험들이 이

론적 결과들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 되었는데 이론

적 결과들은 실험적 결과들과 꽤 유사하다고 결론

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댐핑 특성

을 가진 MRE의 제조에 도움을 제공 하였다.
  Wang et al.[33] 은 MRE에 사용되는 자기응답입

자가 core-shell 구조를 형성함에 의해 MRE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EPDM계 MRE의 

기계적물성과 자기유변 특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기-무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core-shell 복합 

미세입자를 사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40 vol.%

의 CIP를 포함하는 MRE의 경우 복합 미세입자와 

고무 매트릭스 사이의 상용성 개선으로 높은 기계

적물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17에 MRE 제조공정 

동안 형성되는 복합 미세입자의 개념을 도식화하

여 나타내었다.
  MRE를 상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

계적물성이 중요하다. Table 2에는 여러 가지 MRE
들의 기계적물성을 비교하였다. Wang et al.[33] 의 

결과에 따르면 EPDM에 기초한 MRE가 가장 높은 

인장강도, 신장률 및 인열강도를 나타내었다. 이
들에 의하면 Figure 17에 제시한바와 같이 복합 미

세입자가 매트릭스에서 형성되어 MRE의 기계적

물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하였다. 

Figure 17. Schematic illustration of in situ formation of complex microparticles during MREs preparation.[33]

Table 2.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MRE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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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E는 기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효율

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스

마트 재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의 댐핑 특성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

핑특성은 손실 탄젠트 값을 비교함에 의해 알 수 

있다. Figure 18에는 CIP 함량에 따른 EPDM계 

MRE의 손실 탄젠트 값을 나타내었다.[33] Figure 
18에 나타난바와 같이 CIP가 배합되지 않은 경우 

매우 낮은 손실 탄젠트 값을 나타내지만 CIP 첨가

로 인해 손실 탄젠트는 크게 증가하며 자기장 세

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댐

핑특성은 고무 매트릭스의 점성 흐름과 자기응답

입자와 매트릭스 계면에서 발생하는 히스테레시

스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응답입자가 

배향된 구조를 가지는 a-MRE의 경우는 i-MRE에 

비해 복합 미세입자들 사이 거리가 짧아짐으로 인

해 입자들의 dipole-dipole action이 더 강해지며 이

로 인해 magnetism induced 댐핑이 더 높게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MRE의 MR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자기응답입자의 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자
기응답입자와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결합 부족으

로 인해 MRE의 기계적물성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o et 
al.[28] 은 ZnO를 사용하여 metal-ligand complex 구
조를 유도함으로써 MRE의 MR 특성은 유지하면

서 기계적물성을 보완할 수 있는 AEM계 MRE를 

Figure 18. Loss tangent of MREs with different CIP 
volume content under different magnetic field strength: 
(a) i-MRE; (b) a-MRE.[33]

Figure 19.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REs and MREs/ZnO: (a) MREs/ZnO with differnet content of CIPs; (b) Tensile 
strength of MREs-30 and MREs/ZnO-30; (c) Elongation at break of MREs-30 and MREs/ZnO-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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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Figure 19에는 ZnO 첨가 유무에 따른 MRE의 인

장특성을 비교하였다. Figure 19(a)에 나타난바와 

같이 ZnO에 의한 metal-ligand complex 구조가 형

성될 경우 CIP가 첨가되어도 신장률은 다소 감소

하지만 인장강도는 유지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Figure 19(b)와 (c)에 나타나 있듯

이 CIP 함량 30 vol.%에서 ZnO의 첨가로 MRE의 

인장강도와 신장률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28] 그 이유로는 ZnO에 의한 metal-ligand com-
plex 구조 형성과 더불어서 ZnO의 촉매 작용으로 

자기응답입자와 매트릭스의 계면 상호작용이 개

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Figure 20에는 자기장 세기에 따른 MRE의 저장

모듈러스(G’)와 자기장인가 전후의 저장모듈러스 

변화(∆G’)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G’는 자기장

인가 전과 900 mT의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저장

모듈러스 차이를 의미한다. 즉, MR 효과라고 이야

기 할 수 있다.  
  Figure 20에 나타난바와 같이 ZnO가 포함된 

MRE의 경우 ∆G’가 더 높은 즉 더 높은 MR 효과

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Oguro et al.[47] 은 Figure 21에 나타난바와 같은 

고분자 필름으로 적층 된 MRE에 대해 소개하였

다. 0 mT에서의 저장 모듈러스는 필름과는 무관한 

반면, 500 mT에서의 저장 모듈러스는 크게 향상 

되었다. 그 결과로 필름을 사용한 MRE는 500 mT
일 때 2.1 MPa으로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MRE에 

비해 1.3 MPa 더 높았다. 그 이유는 고분자 필름을 

삽입함으로써 자기응답입자의 불완전한 짧은 사

슬들의 응력 전이현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Ju et al.[48] 은 NHHCO를 첨가한 다공성 

MRE(P-MRE)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MRE를 

제조 하였다. 이 MRE는 입자가 사슬이나 기둥 형

태를 취하지 않고 입자와 기공이 매트릭스 내에 

Figure 20. The strorage moculus and ∆G’for MREs-30 and MREs/ZnO-30 as function of strain sweep under various 
intensity of magnetic field.(closed symbol; MREs, open symbol; MREs/ZnO).[28]

Figure 21. Structure of MRE with PVA film.[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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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분포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P-MRE는 응력-변형 관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외

부 자기장에 더 민감한데 P-MRE에 자기장을 인가

하였을 때, 전단 저장 모듈러스는 일반적인 MRE
보다 낮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MR 효과의 경우

는 NHHC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향상 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응답입자와 매트릭스 사

이의 상용성이 NHHCO의 첨가로 인하여 감소

하고 점점 기공과 매트릭스 사이의 계면 마찰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P-MRE는 자기장 하에서 높은 

MR 효과나 높은 방진 물성과 같은 몇몇 특별한 

물성을 보여주었다.
  Ge et al.[49] 은 마이크로 크기의 CIP와 낮은 가

교도를 가진 폴리우레탄(PU), 다공성의 PU 스펀지

로 이루어진 stretchable magnetorheological materi-
al(SMRM)을 디자인 하였다. SMRM의 제조과정을 

Figure 22에 나타내었다. 이 MR 복합 재료의 자기 

유도 모듈러스는 기존의 MRE보다 훨씬 높은 7.34 
MPa이며, 이 값은 기존의 MRE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값이다. 따라서 MR 효과는 자기응답

입자의 함량이 80 wt%일 때 820%까지 증가하였

다. CIP 입자는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산되며, 
입자의 응집 현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

로 잘 분배 되었다. CIP가 자기장 하에서 정상 상

태에 도달하게 되면, 손실계수는 기존의 MRE보다 

훨씬 낮은 0.03까지 감소한다. 기존의 MR 복합재

료와 비교해보면, 새로운 SMRM은 유연하고 신축

성 있으며 구부릴 수 있는 특성과 독특한 방진 물

성, 자기장 하에서의 높은 자성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MR 물질의 폭 넓은 적용분야를 가질 것으

로 기대 되었다.

7. 전망
 
  본 총설에서 논의한 MRE는 자기응답입자와 고

무 재료를 사용하여 기존의 고무소재가 가졌던 물

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개념의 고무 재료 개발로 

인하여 다양한 제품에 응용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특히 가변형 고무시스템은 저주파 진동

에 저감효율이 높은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차량시스템에 반능동형 방진고무를 적용한다

면 능동 진동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진동

저감 방식에 비해 저주파수 영역의 진동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정숙감과 주행성능이 향상될 것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기계 구조물은 출력 향

상과 연비 절감을 목적으로 보다 경량화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량화된 기계 구조물이 

자체 진동원에 의해 가진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의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진동제어에 대한 연구는 기간 산업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과 첨단 산업(우주항공)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적용 대상을 두고 있다. 현재, 미국

은 잠수함 엔진의 진동제어를 통하여 외부 방사소

Figure 22. Manufacturing process of SMRM.[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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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저감이나 우주선 이착륙시 공기 폭팔음에 의

해 우주선 실내로 전파되는 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진동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어 기술의 개발은 단위 기술의 개발을 통한 첨

단 기술력의 확보 차원과 부가적인 기술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MRE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

지만,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재료가 천연고무, 실
리콘 및 폴리우레탄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현
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MR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응답입자와 엘라스토머 간의 계면 상호작용

이나 MR 효과와 같이 해결해야 할 점들이 있다. 
낮은 계면 상호 작용은 낮은 기계적물성을 초래하

게 되고, 높은 초기 저장 모듈러스는 낮은 MR 효과

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 목적은 자기응답입자와 

엘라스토머 간의 상용성을 높이는 것이고, 제품으

로써 적용되었을 때 MR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연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변형 방진 고무 시

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다양한 부위에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구조 진동 제어 기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하여 경제성 및 실

용화가 탁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자동차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동제어 기술은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 거

의 붕괴 상태에 이른 재료 개발 산업과 첨단고부

가 개발 사업의 재 부흥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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