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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의 초정밀 생산

장비 및 검사 설비들은 건물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

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진장치를 사용한다.

또한 수율의 증가로 인해 장비의 구동속도가 

증가하여 장비에서 발생하는 과도진동을 빠르게 

감쇠시킬 필요가 있다. 장비의 과도진동을 억제하

기 위한 댐퍼로는 수동형 유체댐퍼가 많이 쓰이나 

감쇠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따른 

변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MR 댐퍼는 전류의 양에 따라 감쇠 특성이 가변하

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쇠비를 변화시키며 

대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MR 유체의 

중력침강 현상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방진특성이 

악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R 유체의 중력침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진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중 맴브

레인 구조의 MR 댐퍼를 제안한다.

2. MR 유체 중력침강

MR 유체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낮은 베이스 오일

과 비중이 높은 MR 입자를 결합하여 제조하므로, 

MR 입자와 베이스 오일의 결합구조를 효율적으로 

형성한다고 해도, 비중이 높은 MR 입자가 가라앉는 

중력침강현상이 나타난다.

중력침강이 진행되면 MR 입자가 뭉치게 되고, 

MR 입자에 존재하는 잔류자기에 의해 결합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베이스오일과 MR 입자를 분리하

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중력침강이 진행되면 유체의 외형적인 

마찰력이 증가되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에도 

댐핑력이 발생한다. 이는 제진대의 전달률에 부정

적 요소로 작용한다.

3. 이중 멤브레인 댐퍼

Fig. 1  The structure of double membrane type mr damper
  

 이중 멤브레인 MR 댐퍼는 MR유체의 중력침강이 

발생해도 전달률 특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실린더 

내부에 MR 유체와 내부 피스톤이 담긴 구조물 상면

과 하면에 각각 멤브레인을 부착한 형태를 가지며, 

그 특성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MR 유체의 전단력과 피스톤 양단의 압력강하

(Pressure Drop)는 균형조건에 의해 식 (1)과 같이 

정리된다.

     ∆        

 ∴ ∆


 


           (1)

유속에 의한 압력강하를 무시할 경우, MR 유체에 

의한 댐핑력은 식 (2)와 같다.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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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mplification ratio of vibration

MR 댐퍼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MR 댐퍼는 

오일댐퍼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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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피스를 통해 흐르는 유체의 유량은

  




  


∆

     (5)

Piston Head에 의한 유량은 오리피스를 통과하

는 유량과 같으므로 압력강하는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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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댐핑력과 댐핑상수는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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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멤브레인의 변형

멤브레인의 변형은 매우 복잡하므로, 변형곡선을 

간단한 다항함수 라고 가정하여 해석한다.

는 원점(0)과 a,b에서  ′   (극값)을 

만족해야 하므로, 4차 함수로 정리 된다.

Fig. 2 Transformation of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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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 floor 진동변위 증폭비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가 5 이상이 되어도 강성이 증가

하지 않도록 멤브레인을 설계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설계/제작한 이중멤브레인 MR 댐퍼

를 공기스프링과 결합하여 구성한 제진대의 전달

률 의 측정결과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그래프에서 

이중 멤브레인 MR 댐퍼의 전달률이  오일댐퍼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Transmissibility of membrane MR damper 
and oil damper

5. 결론

 MR 유체의 중력침강에 의해 발생하는 방진특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멤브레인을 댐퍼 

상, 하에 장착한 이중 멤브레인 MR 댐퍼를 설계/제

작하였다. 실험결과 설계한 댐퍼의 방진특성은 

오일댐퍼에 비해 우수하여, 중력침강에 대한 미세

진동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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