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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변 입자 부식에 따른 용장치  성능 변화

한 민, 철
아주 동차 학

Performance Change of Application Devices Caused by 

Magnetorheological Particle Corrosion

Young-Min Han, Seong-Cheol Choi
Ajou Motor College

  약 변 체(magnetorheological Fluid: MR)  용한 차량용 용 는 다양한 주행 경에 도 안정적  

제어 능과 신뢰할 수 는 동  한다. 하지만 변 체  주 한 는 철 가 포함 어 

, 러한 철 는 식에 매우 취약하여 변 체  제어특 에 심각한 향  미  수 다. 따라  본 

논문에 는 러한 변  식  전단 과 같  변 체  능에 미 는 향  고찰하고  한

다.  해 저 염 슘 수용액  용하여 정시간 동안 MR 철  식시킨 후 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찰하고 에너지 산 X   비  함  식 진행상태  한

다. 그리고 식  철  실리콘 에 산하여 변 체  조 한 다  전점도계  용하여 식 전

후  전단  변  비  함  변 체  하는 철  식  MR 용  능에 미

는 향  실험적  고찰한다. 러한 연   향후 철 가 식  변 체  실제 용 에 

적용하여 제어 능에 나타나는 향할 고찰하여 제어 능  개 하는 연  전시켜 나갈 정 다.

주제어 : 변 체, 차량 용 , 철 , 식, 염 슘, 전단

Abstract MR(magnetorheological) devices for vehicle applications requires the consistent control performance 

and the reliable operation. However, the corrosion of iron particles consisting the MR fluid can significantly 

affect on MR properties. This paper presents an effect of the MR particle corrosion on the performance of MR 

fluids such as shear stress magnitude which is directly concerned with control performance. As a first step, 

MR particles are corroded by water-calcium chloride solution. The resulting MR particles a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their molar ratios are analyzed by the energy dispersive X-ray analysis 

(EDAX). By dispersing the corroded MR particles into silicone oil, the corroded MR fluid is synthesized for 

evaluation of MR effect change. A rotational viscometer is adopted to measure shear stress magnitude. Finally, 

it is demonstrated how much the corrosion affect on performances by comparing the normal MR fluid to the 

corroded MR fluid, from which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the MR devices containing the corroded MR 

particles will be studied in the second phase of this study.

Key Words : Magnetorheological Fluid, Vehicle Applicaions, Iron Particles, Corrosion, Calcium Chloride, Shear Stress

Received 1 November 2016, Revised 3 Dec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ng-Cheol Choi(Ajou Motor College)

Email: csc@motor.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변  식에 따  용  능 변

19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Dec; 14(12): 193-199

1. 

부식은 일반 으로 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 혹은

기 작용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침식되어 비 속성의

부식 생성물로 변화하는 상이며 액체와 하여 발생

하는 습식과 기체만으로 비교 고온에서일어나는 건식

으로 구분된다. 표 으로 상온에서 철이 녹스는 것이

습식에 해당하며, 주 의 수분이나 산소와 반응하여 산

화물인 녹으로 남거나 용해되어 소모되는 상으로 나타

난다. 이와같이 속성의 철은 부식의 험성을 안고 있

지만 뛰어난 기계 인 성능으로 인해 자동차나 선박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장치의 구조물이나작동 메커니즘

의 구성요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

스템에서는 부식에 따른 열화를 방지하고시스템의 성능

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하여 부식에 한 고려가 필

요하다[1,2].

표 인 지능재료의 하나인 자기유변유체

(magnetorehologicla fluid: MR)는 자기장에 반응하여그

유변학 거동이 변화하는 물질이며, 낮은 투자율의 용

매에 분산되어 있는 강자성의 입자들이 자기장에 의해

자기분극을 일으키고, 입자들이 체인구조를 형성하여 항

복응력을 갖게 된다. 이를 활용한 작동메커니즘은 단순

한 구조로서 연속 인 단응력의 제어가가능하여 쇽업

소버, 마운트, 이크, 클러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작

동기로서자동차, 선박, 항공, 가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3,4,5,6,7]. 표 으로 최 등은 승용차를

한 자기유변 퍼를 설계하여 제어성능을 확인하 고

[8], 한등은 승용차 기어변속을 한자기유변햅틱큐장

치를 제안한다[9]. 그리고 Neelakantan와 Washington은

자동차 응용을 해 원심분리를 억제하는자기유변 클러

치를 제안하 고[10], Barber와 Carson은 클리콜 자기유

변유체를이용한엔진마운트를제안하 다[11]. 한Senkal

등은 자기유변 이크를 개발하여 가상환경에서 시험

하 다[12]. 일반 으로 자기유변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강자성의 입자는 순철이나 카르보닐 철이주성분을 이루

고 있다. 물론 분산용매는 철입자를 부식시키지 않도록

화학 으로 안정되어 있는 실리콘 오일 는 미네랄 오

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유변 유체를 이용한 응

용장치는 일상 인 조건에서 장시간 운용되는것이 요구

되므로시간이경과함에따라 필연 으로공기 의 수분,

산소 등이 용매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 이는 자기유변유

체의 철 입자에 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선박이나차량

응용장치의 경우에는 바닷물이나 겨울철 제설을 한 염

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

한 수분, 산소, 염화물은 자기유변유체 구성 입자의 심각

한 부식 상을 유발하며, 자기유변유체 구성입자의 자

기분극에 의한 체인 형성을 방해하여 결국 응용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러

한 조건이 산재해 있는 산업환경에서의 자기유변장치의

용이 제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식 조건 하

에서의 자기유변 효과에 한 연구는 아직 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극히 드물다고할 수 있으며, 염화물의 향

을 고려한 가혹한 조건에서의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 입자의 부식에 따른 자기유

변유체의 특성변화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염화칼슘 수용액을 이용하여 자기유변유체를 구성

하는 철 입자를 강제로 부식시킨다. 일정 시간의 부식을

일으킨 후에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입자의 변화를 찰하고, 에 지 분산

X선(energy dispersive X-ray: EDAX) 기법으로 분자비

를 분석하여 부식정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부식이 일어

난 철 입자를 실리콘 오일에 분산하여 자기유변유체를

조성한 다음 회 도계(rotational viscometer)를 이용

하여 단응력을 실험 으로 측정함으로써 부식에 따른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변  식

자기유변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철 입자는 자기장하에

서 자기분극에 의해 체인을 형성하게 되고, 외력에 항

하는 단응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단응력은 자기장

에 세기에 의해 연속 인 조 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

한 응용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표 으로 차량의 진

동을 억제하기 한 반능동 쇽업소버가 있다. 차량이 주

행하는 조건은 날씨에 상 없이 때문에 일상 으로 공기

의 산소나 수분과 하게 되며, 보다 심각하게는 해

안가의 바닷물이나 겨울철 도설 제설을 한 염화물과도

직 인 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자기유변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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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식은 자연 으로 일어나는 기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은 자기유변유체 내부의 철 입자에서

일어나는 부식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철이 수분과

하여 일어나는 부식에서 가장 요한 반응은 철 원자가

이온화 되는 애노드 반응(anodic reaction)이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14].

eFeFe 22 +¾®¾ +
(1)

즉, 철 는 이온화하여 1개의  와 2개의 자

로 분리되어 철이온이 용출된다. 이 때남겨진 철은 음

하로 되고 용출된 철 이온을 기 으로 끌어당기게

되므로 애노드 반응을 억제하게 되어 더 이상의 용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철의 이온화에의한 속 표

면에 남겨진 자는 다음과 같은 캐소드 반응(cathodic

reaction)을 일으키게 된다.

-¾®¾++ OHeOOH 22
2

1
22 (2)

즉철의 애노드 반응에의해 발생한 자는물과 산소

와 하여 수산화이온을 생성하게 되고, 지속 인 철

의 용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애노드 캐소드 반응

은 페러데이 법칙 (Faraday’s Laws)를 따르며, 애노드

(anode)에서 캐소드(cathode)로 이동하는 자의 흐름에

의한 부식 류(corrosion current)가 발생한다.

애노드 캐소드 반응의 부산물인 철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결합하여 수산화철을 형성하는 이는다시 수화철

로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3222

2
2

)(2
2

1
)(2

)(2

OHFeOOHOHFe

OHFeOHFe

¾®¾++

¾®¾+ -+

(3)

이러한 최종 부산물은 산화철이 수화된 형태로 흔히

녹이라 불리는 것으로 쉽게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므로

새로운 철 표면을 노출시키게 되어 부식과정이 계속 일

어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 입자를 부식시키기 해 염

화칼슘 수용액을 이용하 으며, 물 75g에 25g의 염화칼

슘을 용해하여 25wt% 염화칼슘 수용액을 비하 고,

이 수용액에 철 입자를 넣어서 부식과정을 진행하 다.

+H -Cl

+2Fe

OH2

-OH
2O

e2

2)(OHFe

Fe

+2Ca

[Fig. 1] Corrosion process.

48시간 동안 부식이 진행된 후에 자석을 이용하여 철

입자를 분리하 고 60°C의 항온 챔버에서 3시간 동안 건

조하 다. [Fig. 3]은 부식이 일어난 후의 철입자에 한

자 미경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최 13000배로 확

한 결과표면에상당한부식이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있

다. [Fig. 4]는 부식된 자기유변 철 입자의 EDAX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철(Fe)의 원자비가 67.2%로 어들면서

산소(O) 원자비율이 28.8%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 이외에포함

된 칼슘(Ca)과 염소(Cl) 원자는 철 입자를 부식시키기

해 사용된 염화칼슘 수용액의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차량이 주행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식을 악

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겨울철 제설에 사용되는 염화물

이다. 일반 으로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이 이용되고 있

으나, 제설효과와 비용 인 측면에서 염화칼슘이 보다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한 염화칼슘은 다음과 같이 이온

화하여 물의 도성을 높이기 때문에 부식 상을 가속시

킬 수 있다.

-+ +¾®¾ ClCaCaCl 22
2 (4)

식 (4)에서 음이온으로 된 염화이온은 식 (1)에서

양이온으로 생성된 철이온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음과 같

이 결합하여 다량의 염화철을 생성한다. 하지만 철 표면

에 생성된 염화철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염화제

이철로 변하게 된다.

--

-+

+¾®¾+

¾®¾+

eFeC lCLFeCl

FeClCLFe

32

2
2

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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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염화철 성분들은 수분과 쉽게 결합여 녹는 조

해성을 갖고 있어서 철의 용출을지속 으로 가속시키게

된다.

본연구에서는 자기유변유체 조성을 한철 입자 25g

을 비하 으며 [Fig. 2]는 조성된 입자를 자 미경

(SEM)을 이용하여 입자를 찰하고, 에 지 분산 X선

(EDAX) 분석을 한 결과이다. 입자의 크기는 채 으로

5μm에서40μm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EDAX 분석에 의

한 원자 구성비를 보면 83.2%가 철(Fe)이며, 무게비로는

94.5%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분 철로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산소(O)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기 의 산

소가 포함된 것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 입자를 부식시키기 해 염

화칼슘 수용액을 이용하 으며, 물 75g에 25g의 염화칼

슘을 용해하여 25wt% 염화칼슘 수용액을 비하 고,

이 수용액에 철 입자를 넣어서 부식과정을 진행하 다.

48시간 동안 부식이 진행된 후에 자석을 이용하여 철입

자를 분리하 고 60°C의 항온챔버에서 3시간 동안 건조

하 다. [Fig. 3]은 부식이 일어난 후의 철 입자에 한

자 미경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최 13000배로 확

한 결과 표면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

다. [Fig. 4]는부식된 자기유변 철 입자의 EDAX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철(Fe)의 원자비가 67.2%로 어 들면서

산소(O) 원자비율이 28.8%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 포함

된 칼슘(Ca)과 염소(Cl) 원자는 철 입자를 부식시키기

해 사용된 염화칼슘 수용액의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것으

로 보인다.

Element Weight% Atomic%

Fe 94.5 83.2

O 5.5 16.8

[Fig. 2] EDAX analysis of the normal MR paticles

(a) CaCl224hr(´8000)

(b) CaCl248hr(´13000)

[Fig. 3] SEM imges of the corroded MR pa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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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Fe 85.9 67.2

Ca 2.3 2.5

Cl 1.3 1.5

O 10.5 28.8

[Fig. 4] EDAX analysis of the corroded MR paticles

[Fig. 5] Rotational viscometer

3. 변 체 특

자기유변유체는 자기장 인가에 의해 입자들이 자기분

극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입자들 사이에 상호 작용하는

자기력으로 인해 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수

한 입자들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체인은 외력에 항하

는 항복 단응력을 갖게 되며, 이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

라 연속 인 조 이 가능한장 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

기유변유체에서 발생하는 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빙햄

(Bingham) 유체로 표 할 수 있다.

( )×+= ytght & (6)

여기서 는 단응력이며, 는 동 성계수, 은 단속

도비이다. 그리고  ∙ 은항복 단응력으로 자기장의

세기에 한 지수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 된다[15].

( ) bat HHy = (7)

여기서 H는 kAm-1단 를 갖는 자기장의 세기이며, α와

β는 자기유변유체의 고유값이다. 자기유변유체의 특성

을 결정하는 항복응력은 단응력 시험을 통해 알 수 있

다.

이 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먼 자기유

변유체를 조성하기 이 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이용하여

철 입자의 부식을 진행하 고 부식 진행 상태를 확인하

다. 이러한 철 입자의 부식이 자기유변 효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실제 자기유변유체를 조성하

여 단응력 특성 시험을필요로 한다. 이를 해 48시간

동안 부식된 철입자와부식되지 않은철 입자각각을실

리콘 오일에 분산시켜 부식된 자기유변유체와 부식이 되

지 않은 자기유변유체 2종을 조성하 으며, 이를 이용하

여 단응력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Fig. 5]는 이러한

단응력을 측정하기 한 시험장치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모드형 회 도계를 이용하여 조성

된 자기유변유체의 단응력을 측정하 다.

[Fig. 6]은 단응력 시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단응

력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

단속도비에 따른 결과에서는 9kA/m 인가 시 정상 자

기유변유체의 경우 항복응력이 약 12.3kPa로 측정되었으

나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최 8.1kPa로 감소하여 정상

유체 비 약 34.1%가 감소하 다. 이는 철의 원자비가

약 1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항복응력에는 2배 이상의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장의세기

에 따른 측정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장 세기의 증가에 따라 단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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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부식된 자기유변유체가 낮은 단응력을 갖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로 부터 빙햄모

델을 도출하 으며, 먼 정상 자기유변유체의 경우 α와

β가 각각 0.45과 1.72로 측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 72.145.0 HHy =t (8)

하지만 철 입자의 부식이 진행된 이후 단응력의 감

소에 따라 자기유변유체의 특성값 α와 β는 각각 0.38과

1.42로 감소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이 변경되었다.

( ) 42.138.0 HHy =t (9)

결과로부터 자기유변유체의 고유특성값인 α와 β가 정

상유체의 기값 비 각각15.6%와 17.4%로감소하 으

며, 평균 16.5%가 감소하여 철 입자의 원자비 감소율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자기유변유체를

구성하는 철 입자의 부식에 따른 자기유변 효과가 크게

향을 받아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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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shear stress of the MR fluids.

4. 결

자기유변유체를 이용한 응용장치는 우수한 기계 특

성과 제어성능으로 인해 자동차, 선박, 로 시스템 등 다

양한 응용장치의 쇽업소버, 마운트, 이크 등의 메커

니즘에 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실 이고 가혹

한 조건하에서의 작동과 성능유지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변유체의 구성 요소

인 철 입자의 부식을 유발하는 외부의 기 화학 환경

에 장시간 노출되는 환경조건에서 자기유변유체의 특성

변화를 실험 으로 고찰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염화칼슘을 포함한 물을 이용하여 자기유변유체를 구

성하는 철 입자를 강제로 부식 후에 자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입자

의 변화를 찰하고, 에 지 분산 X선(energy dispersive

X-ray: EDAX) 기법을 용하여 산소(O)와 철(Fe) 원자

의 비율을 분석하여 부식정도를 확인하 다. 결과로부터

25wt% NaCl2수용액에서 48 시간 부식을 진행하 을 때

철(Fe)의원자비가 67.2%로 어들면서 산소(O) 원자비

율이 28.8%로증가하여 약 16%의 부식이진행되었다. 그

다음 부식이 일어난 철 입자를 실리콘 오일에 분산하여

자기유변유체를 조성고 회 도계(rotational viscometer)

를 이용하여 단응력을 실험 으로 측정하 으며 부식

이 진행됨에 따라 최 8.1kPa로 감소하여 정상유체

비 약 34.1%의 단응력이 감소하 다. 이는 철의 원자

비가 약 16%감소한것과 비교하면 항복응력에는 2배 이

상의 향이 있음을 알 수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자기

유변유체의 철 입자가 부식을 일으킬 경우 자기유변 응

용장치의 성능이 크게 열화될 수 있음을 실험 으로 증

명하 다. 특히 염화칼슘은 바닷물의 주요 구성요소이면

서 겨울철 도로의 제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로인한부식의 향을 매우 커다고 할수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이 철 입자가 부식된 자기유변유체

를 실제 응용장치에 용하여 제어성능에 나타나는 향

할 고찰하여 제어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로 발 시켜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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