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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에 이르러 급속한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생

활 편의 시설과 산업 제품의 제조 시설 등 다양한 시

설과 고속 도로 및 철도 등에서 다양한 소음 공해가 

발생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많은 요구 사

항의 증가로 생활 환경 소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환경 소음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

는 공해로 소음 레벨이 증가하고 지속 시간이 증가할

수록 불쾌감이 증가하고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주

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소음 문제에 따른 

정숙한 생활 환경 조성 요구의 증가와 설치, 조성 유지

를 위해 산업시설 및 도로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와 저감 장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소음의 저감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소음 발생원(source)에서 저감시

키는 방법과 둘째, 전달 경로상(path)의 저감방법, 셋

째, 수음 지점(receiver)에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저감 방법으로 소음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으

나 이는 장비나 기계의 가진(excitation) 성능에 따라 

계획, 설치 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

고 있어 소음 발생 매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1,2).
전달 경로상의 소음 저감 방법은 소음이 대기를 통

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 경로를 증가시키거나 차단

하여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으로써 대표적인 사례로 도

로에 설치된 방음벽(sound barrier), 방음 터널(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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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sound transmission loss performance of mag-
netorheological elastomer (MRE) with permanent magnets. From experimental results, the sound trans-
mission loss of a grid-shaped structure embedded with MRE and permanent magnets can be im-
proved over a wide frequency range (from 250 Hz to 2500 Hz). This study provides preliminary re-
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new sound insulating technology based on MRE. The proposed simple 
method appears to offer potential applications in sound insulation systems, even though the sound 
transmission loss of MRE under magnetic field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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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 tunnel)이 있다(3,4). 수음 지점에서 소음 저감 방

법으로는 민원 예상되는 지점에 소음 저감 방안을 적

용하는 방법이며, 수음 지점의 분포가 넓은 경우, 설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적용

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5,6).
한편, 소음 저감 및 제어에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수

동(passive) 제어와 능동(active) 제어, 그리고 반능동

(semi-active) 제어가 있다. 주거 공간 및 도로에서 발

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

법은 수동 제어이며, 소음원의 주파수에 관계없이 전

달 경로상의 소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소

음원이 변화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적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다(7,8). 
반면, 능동 소음 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 

방법은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소음의 주파수와 파장

의 반대 신호를 인위적으로 생성시켜 소음을 상쇄시

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에 따른 소음원의 크기

와 주파수가 고정된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9~11). 반능동 제어는 재료 자체가 외부 제

어 입력(전압, 전류, 자기장, 전기장 등)에 의해 강성과 

감쇠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전기 유변 유체(electrorheological fluids, ERFs)와 자기 

유변 유체(magnetorheological fluids, MRFs)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2,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재료로서 기계 및 구

조물 등의 동적인 시스템에서 진동 제어를 위한 진동 

절연(isolator)과 동적 흡진(dynamic absorber)의 원리

를 적용한 자기 유변 탄성체(magnetorheological elas-
tomer, MRE)를 이용하여 on-off 및 자기장 세기 변화

에 따른 차음 저감 성능에 대한 실험적 고찰을 하였다. 
지금까지 MRE 연구는 진동 제어를 위한 진동 절연

(vibration isolator)과 동적 흡진기(dynamic absorber)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차량의 현가 

장치와 샤시 서브 프레임 모듈에 적용되고 있는 부시

류와 마운트에 대한 연구는 초보 단계에 있으며, 아직

까지 MRE를 이용한 소음 저감과 제어에 관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14~17).
MRE는 천연 고무 또는 실리콘 고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촉진제 및 활성화제 등과 배합하여 자기장에 반

응하는 입자인 CIP(carbonyl iron powder)를 혼합하여 

제작한 스마트 재료로써 인가되는 자기장 크기에 따라 

강성과 감쇠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진 소재로 천연 고무 

기반의 MRE를 이용하여 차음판을 제작하고, 자기장 

크기 변화에 따른 차음 성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자기장을 인가할 수 있는 장치로 영구자석(permanent 
magnet)을 이용하여, MRE와 영구자석의 거리에 따른 

변화로 구현하였다. 차음 성능 평가 항목으로 음향 투과 

손실(sound transmission loss)과 차음도(noise reduc-
tion, NR)를 측정할 수 있는 잔향실에 마이크로폰을 설

치하고 음원을 방사하여 50 Hz ~ 6300 Hz 대역에서 주

파수 변화에 따른 차음 성능을 평가하였다.

2. MRE 특성 및 자기장 해석

2.1 MRE 특성 

Fig. 1은 MRE에 인가되는 자기장 강도와 자속 밀도

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차음 성능 평가를 위한 자기

장을 0 Tesla에서 1.0 Tesla까지 인가할 때 자기장 강

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함에 따라 MRE의 변형률에 따른 

Fig. 1 B-H curve of MR elastomer

Fig. 2 Hysteresis curves of MR ela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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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재료의 이력(hysteresis)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면서 탄

성 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 Magnetic Analysis 

자기장 인가시 MRE의 차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MRE와 영구자석으로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자기장의 세기는 MRE와 영구자석의 거리

로 표현되며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1)

여기서, B는 자기장, r은 거리, I는 전류의 세기를 나

타낸다. Fig. 3과 같이 자기장 해석을 위해 영구자석

의 사용에 따라 MRE에 인가되는 자기장과 영구자석

의 크기와 최적의 배치를 위해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기

장 해석을 통해 구한 자기장 인가 세기에 따른 MRE

의 차음 성능을 산출하였고 차음 성능 측정 방법에 의

한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영구자석은 MRE의 충분한 

자기장 형성을 위해 0.3 Tesla의 자기력이 구현되는 영

구자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장 해석을 위해 MRE와 영구자

석과의 거리를 2 mm, 3 mm, 5 mm, 7 mm 및 10 mm
로 설정하였다. Fig. 4는 2 mm와 10 mm인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었다. MRE와 영구자석과의 거리를 최

소 2 mm로 설정한 것은 이 연구에서 적용한 MRE가 

0.3 T에서 자기 포화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때의 거리

는 약 1.7 mm였다. 거리 2 mm일 경우 0.2 T 크기의 

자기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MRE에 인가되는 

자기장은 각 자석 사이에서 형성됨을 예비 실험을 통

해 확인하였다. 또한, MRE에 인가되는 자기장의 세기

는 2 mm인 경우 최대 0.28 T, 10 mm인 경우 0.09 T가 

각각 발생하였다. 3 mm인 경우는 0.19 T, 5 mm는 

0.14 T, 7 mm의 경우 0.11 T의 최대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었다. 

(a) d = 2 mm

(b) d = 10 mm

Fig. 3 Magnetic field analysis model for varying 
distances 

(a) d = 2 mm

(b) d = 10 mm

Fig. 4 Magnetic field analysis results for varying 
di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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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고찰

3.1 벽의 투과 손실 측정 

투과 손실의 측정 방법은 Fig.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서로 인접한 2개의 음향 측정용 공간에 공통의벽체에 

시료 충진부에 MRE 그리드(MRE 및 영구자석이 장착

된 시료)를 장착하고 한쪽은 음원실과 다른 쪽은 수음

실로 하여 투과 손실을 측정한다. 소음원(sound power 
source)을 구동할 때 음원실 및 수음실의 음압 레벨을 

각각 SPL1과 SPL2라고 하면 이때의 투과손실은 식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dB (2)

여기서, S는 수음실 전체 표면적이고 A는 흡음력을 나

타낸다. 투과 손실의 산출은 현장 측정값으로부터 산

출하였고, 벽의 차음도(noise reduction, NR)는 식 (3) 
및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B (3)

  dB (4)

3.2 실험 장치 구성 

MRE에 영구자석을 균일한 거리를 두고 배치하여 

음원실과 수음실에 노출되는 MRE의 면적을 최대로 

하여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자석과 MRE의 이격 거리를 고정시킬 

수 있고 자기장을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

(non-permeable media, 비 자성체)를 적용하여 제작한 

격자 구조물(grid structure)은 벽체의 진동 등에 의한 

일치 효과에 의한 차음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구

조로 제작되었다. 비 자성체 재질을 적용한 fixture에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자석을 결합하였다. 
자석의 위치는 자기장 해석에서 적용한 위치와 동일

한 구조로 제작하였고 빈 공간은 음이 투과되도록 하

였다. 이 실험장치에서 MRE를 적용한 MRE 재질 최

대 크기는 200 mm × 200 mm에 두께 1 mm이다. 이때 

영구자석은 20 mm × 20 mm에 5 mm 두께를 가지는 

것을 적용하였다.
Fig. 7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장이 인가

된 MRE의 차음 성능 평가를 위하여 음원실인 잔향

실(reverberation room)과 수음실인 완전 무향실(full 
anechoic chamber)에 최대 면적을 노출시키고 음원실

과 수음실의 벽 사이에 MRE와 영구자석이 부착된 차

음판을 설치한다. 음원실에 음원을 방사하여 측정된 

음압레벨(SPL1)과 수음실에서 측정된 음압레벨(SPL2)

Fig. 5 Schematic diagram for laboratory test

(a) Without magnet

(b) With magnet

Fig. 6 Grid structure for sound ins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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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다. 이 때의 소음 측정 지점은 MRE가 설치

된 개구부에서 약 1.2 m 떨어진 지점에 소음계(sound 
level meter)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주파수별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기장의 인가의 세기에 조절하기 위

하여 MRE와 영구자석의 거리를 2 mm, 3 mm, 5 mm, 
7 mm, 10 mm로 각각 조절하여 실험장치를 구성하였

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3.3 실험 결과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MRE의 차음 성능은 자

기장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 즉 0 T(off 상태)에서 최

대 0.2 T까지 인가한 상태에서 음향 투과 손실을 1/3 
옥타브 밴드 분석을 통해 차음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125 Hz ~ 160 Hz 대역은 off 상태(비

Fig. 7 Source (reverberation) room

Fig. 8 Receiver (full anechoic chamber) room

Experimental 
device/equipment Purpose of use Remark

Sound level meter
(1/3 Oct. Band)

Sound 
measurement

NA 27 (Rion) 
/ NA 28

Sound level meter Sound 
measurement

Type 2250
(B&K)

Source room Sound 
generation

Reverberation 
room

Receiver room Sound 
receiving

Full anechoic 
chamber

Control room Sound generation 
Control & STL DAQ, 

Table 1 Experimental equipment and devices

Fig. 9 Sound transmission loss of MRE with mag-
netic field

Fig. 10 Noise reduction of MRE with varying mag-
netic field (160 Hz band)

Fig. 11 Noise reduction of MRE with varying mag-
netic field (250 Hz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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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상태)에서의 차음 성능이 자기장을 인가한 상태

보다 약 3 dB 높게 나타났고 250 Hz ~ 2500 Hz 대역

에서 자기장 인가에 따른 차음 성능이 개선되는 결과

를 가지지 못하였다. 좀 더 상세히 구분하여 보면, 영
역 Ⅰ은 음원실과 수음실의 cut-off frequency(차단 또

는 유효 주파수) 영역인 100 Hz 미만으로 측정의 정확

성과 정밀도가 낮은 영역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영역 Ⅱ는 125 Hz ~ 163 Hz 영역에서는 자기장 

인가 시 차음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영역 Ⅲ

의 250 Hz 대역은 이 실험에 적용된 격자 구조의 차음 

패널이 갖는 공진주파수( f r ) 영역으로 판단된다. 영역 

Ⅳ, Ⅴ는 Fig. 11과 Fig. 1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

기장의 세기에 따른 차음 성능의 개선 결과를 확인하

기 어려웠다. 이는 MRE의 기본 소재 성분과 CIP 투

입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 연구는 영구자석을 활용하여 자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MRE부터 0.2 T까지 자기장을 인가한 다음 MRE
의 차음 성능을 측정하여 평가하였고 영구자석 자체에 

의한 차음 효과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기장 

해석과 차음 성능 평가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는 MRE의 효과적인 차음 성능을 얻기 위해서 

250 Hz이상 2500 Hz 영역에서 0.16 T 이상의 자기장

을 인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고 해당 영역에서

의 차음 성능은 0.16 T 이상 인가한 경우에 자기장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시 음향 투과 손실은 약 5
dB가 개선되었다. 둘째, MRE에서 2500 Hz 대역의 차

음 성능의 향상을 위해 0.16 T 이상의 자기장 인가가 

필요하며, 이때 측정된 음향 투과손실 값은 18 dB를 

나타냈다. 셋째, 500 Hz ~ 2500 Hz 대역에서의 차음 

성능의 차이는 3 dB로 단일 벽의 차음 특성의 질량 법

칙(mass law)의 영역으로 자기장 인가에 따른 차음 성

능의 변화가 미세한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자기장의 인가 여부에 따른 MRE의 음향 투

과 손실의 성능 측정 결과를 통해 250 Hz ~ 2500 Hz 
주파수 대역에서 차음 소재로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차음 소재로서 MRE 재질의 자기장 

인가를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선행 연구로 검

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실험한 MRE 재질의 조성을 

다양하게 배합하고 제조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장점이 발생한 주파수 대역

이 좁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음벽보다 큰 장

점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고, 개선된 차음 성능 

및 소음 방지 대책으로서 차음 벽을 구성하는 MRE 
Grid 구조물의 간극, 틈새 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구

조적인 개선과 음원에 흡음재를 장착한 개선 등 기존 

차음 재료를 병용하여 개선하는 방안과 MRE 소재의 

기본 베이스 재질과 CIP 입자의 다양한 혼합 비율과 

배합 조성을 통한 재질의 음향 투과 성능 평가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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