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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article aggregation on dynamic response time of Electrorheological (ER) fluid is 
investigated. The particle aggregation time is defined as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application of the field and the 
formation of the first chain bridging the two electrodes. The dynamic response times of an ER fluid sheared between 
two concentric cylinders have been obtained under two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the one is that the electric 
field is induced before shearing, and the other is that the electric field is induced after shear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wo response times, the particle aggregation times are determined under various electric fields and shear rat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ggregation rate is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shear rate, while electric field 
has little effect on it. Therefore, it is verified that the hydrodynamic force hinders the formation of chain-like structures. 
 

1. 서 론 

 
ER 유체는 가해지는 전기장(Electric Field)의 세

기에 따라 그 역학적 특성, 즉 겉보기 점도가 변
하는 지능형 유체로, 기본적으로 비전도성의 용매

에 약한 전도성 입자를 분산시킨 현탁액(Suspensi-
ons)이다. 전기장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점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ER 효과 또는 Wins-
low 효과(1)라고 부른다. 또한 ER유체는 전기장 인
가 시 액상에서 준 고상으로의 상 변화(Phase 
transition)가 수 msec단위로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빠른 응답 특성과 함께 상 변화 과정에서의 ER
유체의 동적 응답특성(Dynamic response)에 대한 
해석은 엔지니어들이 ER 유체를 기반으로 한 엑추 
에이터(Actuator)를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

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R 유체에 전기장 및 
유동장을 가했을 때의 상 변화 과정(Phase Transie-
nt Process)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입자의 불규칙적 분산상태(Random Configuratio-
n) 
② 분극화(Polarization) 
③ 전기장에 의한 클러스터(Cluster) 형성 
④ 전기장과 유동에 의한 클러스터 파괴와 재형성 
 
분극화된 입자는 사슬(Chain)모양으로 전극간에 

배열하는 준 안정상태를 거쳐 사슬구조간의 인력

으로 인해 기둥(Column)을 형성하는 안정상태에 
이른다. 여기서 사슬 또는 체인구조를 클러스터

(Cluster)라고 한다. 안정된 클러스터 구조는 유체

역학적 힘(Hydrodynamic force, 이하 유동장)에 의
해 파괴되기 시작하고, 입자간 상호작용력에 의해 
재결합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
은 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ER 유체의 동 특성

에 대한 조사는 ER 효과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
께 ER 유체의 시간에 따른 유변학적 모델을 설립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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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유체의 동적 응답특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크게 실험

을 통해 전단응력(Shear stress)의 응답속도를 측정

하는 방법(Experiment researches), 가시화 또는 시뮬

레이션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방
법(Optical techniques), 이론적인 연구(Theoretical 
researches)등으로 나누어 진다. Peel(2,3)등은 밸브를 
이용한 ER 유체의 동적 응답을 해석하기 위해 유
동모드(Flow mode)에서 클러스터구조의 상태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고, 여기서 생기는 압력강하를 통
해 응답시간을 측정했다. Yu Tian(4,5) 등은 평행평판 
사이의 두 전극 간의 전단응력을 측정하여 응답시

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때, 얻어진 전단응력이 
전단속도(Shear rate)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밝혔다. 
위 연구들은 압력강하 또는 전단응력의 응답시간

을 통해 ER유체의 동적 응답 특성에 대해 조사하

였다. C. W. Wu, Tetsuhiro Tsuhiro(6,7) 등은 부하한 전
기장을 DC와 AC로 구분하여 이때 발생하는 현상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응답시간의 온도와 체적 분
율(Volume fraction)에 의한 영향에 대한 실험도 이
루어 졌다. 이 때 응답시간은 온도가 15℃~ 50℃
까지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며, 체적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응답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Zuowei Wang(8)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단

영역에서의 ER유체의 응답시간에 관해 조사하였

다. 기본적으로 응답시간은 체적 분율과 전단속도

에 반비례하며, 전단속도가 작을 때는 입자응집속

도(Aggregation rate)가 전단 변형율(Strain rate)보다 
크고 전단속도가 큰 영역에서는 입자응집속도 보
다 전단 변형율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전
단속도가 작은 영역에서는 비교적 클러스터 구조

가 생성되기 쉽고 이미 응집된 입자는 유동에 의
해 변형되지만, 전단속도가 큰 영역에서는 유동이 
클러스터 구조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입자응

집이 힘들어진다. 또한 Weijia Wen(9)등은 ER효과에 
따라 클러스터 구조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시화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인가된 전기장의 세기에 따른 
클러스터 구조형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ER 유체의 동적 응답 특성에 대해 조사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유동장에 따른 클러스터 구조와 형
성, 파괴 및 재형성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상 변화 과정은 전
기장과 유동장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

서 ER 입자의 상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형성과정

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응집과정(Aggregation Process)을 분극화된 입
자가 최초의 안정된 클러스터 구조를 형성할 때까

지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안정된 
구조는 유동장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하여 전기장

에 의한 입자간의 상호작용력과 유동장에 의해 재
형성하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 여기서 유동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클러스터 구조의 재형

성과정을 입자조밀화과정(Densification Process)으로 
정의한다. 이때 생기는 클러스터의 구조적인 변화 
과정이 동적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기장과 유동장의 인가 순서에 따라 두 가지의 
실험조건을 설정하였다. 전기장이 인가되면 분극

화된 입자의 응집과정이 나타나며, 이후 유동장을 
인가하면 입자 조밀화가 나타난다. 또한 유동장을 
먼저 준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었을 때는 입자

응집과 조밀화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추측

된다. 
두 조건에서의 반응 차이를 보기 위해 응답 시

간, 즉 전단 응력의 상승시간의 차이를 시상수

(Characteristic time constants)를 통해 측정하였고, 실
험을 위해 동심 실린더형 점도계를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전단응력 반응 시간을 통해 ER
유체의 클러스터 형성, 파괴, 재형성과정에서의 동
적 응답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장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ER유체의 전단응력 응답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Nippon Shokubai사의 TX-ER8 을 사
용하였다. TX-ER8 은 불소와 실리콘 오일의 혼합

용매에 술폰산화 중합체 입자를 분산시킨 것으로, 
실내온도(25℃)에서 115 mPa·s 의 점도와 1.6 g/cm3

의 밀도를 가진다. 본 실험은 실내에서 이루어졌

다.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Fig. 1 과 같다. 고전압 
발생기를 사용하여 전압의 세기 및 인가시기를 조
절하였다. 또한 모터 드라이브로부터 모터의 회전

속도(RPM)를 조절하여 전단속도를 변화시켜 주었 
다.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R유체의 전단응

력의 상승시간 측정을 위해 동심 실린더형 점도계

가 제작되었다. Ryoichi Hanaoka(10)등은 전극 간격의 
조절과 내부 실린더의 극성에 따른 ER효과에 대
해 연구하였고, 내부 실린더가 양극(Cathode)이며 
전극 사이의 간극이 좁을 때 ER효과가 커진다는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내부 실린

더와 외부 실린더의 간극을 1.5 mm로 설계하였으

며, 내부 실린더에 양극 전압을 걸어주었다. 그리

고 전단영역의 길이는 70 mm로 설정하였다. 
간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격을 최소화하기 위
해 내부 및 외부 실린더는 함께 축에 연결되었으

며 외부 실린더는 축과 절연되도록 하기 위해 공
학용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연결부위로 체결하였다. 
내부 실린더는 관성부하를 줄이기 위해 안쪽을 

파낸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반경은 30 mm 로 제
작되었다. 

2886



 
 
Fig. 1 Schematic of the test system of ER fluid sheared 

between two concentric cylinders 
 
2.2 실험 방법 
 
전기장의 세기는 0 kV ~ 3 kV까지 1 kV간격으로 

부하하였고, 전단속도는 4 s-1~ 125 s-1까지 변화시켜 
주었다. 외부 실린더는 정지되어 있고, 내부 실린

더는 토크 측정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일정한 각 
속도로 구동 된다. 여기서 전극 사이의 간극이 내
부 실린더의 반지름에 비해 충분히 작다면 회전하

는 실린더 장치는 평행 평판계로 근사화될 수 있
고, 전극 사이의 속도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du r
dy h

ω
=                               (1) 

 
여기서 ω 는 모터의 각속도, 은 내부 실린더

의 반지름 그리고 는 전극 사이의 간극을 나타

낸다. Fig. 1 의 토크 센서에서 측정된 토크로부터   
ER 유체의 전단응력을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r
h

 

22
T
r L

τ
π

=                             (2) 

 
T 는 모터의 회전에 의한 토크, 은 내부실린더

와 외부실린더 사이의 전단영역 길이를 나타낸다. 
응집속도(Aggregation Rate)측정을 위한 두 가지 실
험 조건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L

 

① 전기장을 먼저 인가해준 상태에서 유동을 시작

하는 경우 

② 유동이 있는 상황에서 전기장을 인가하는 경우 
 

 
 

Fig. 2  A cross section of the two concentric cylinder 
type rheometer 

 
서론에서 정의한 응집 과정과 조밀화 과정의 전기

장과 유동장에 의한 영향을 실험을 통해 조사함으

로써 ER 유체의 상 변화 과정에 따른 동적 응답차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5 는 점도계의 두 실린더간에서 발생하는 
전단속도에 따른 전단응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응력은 전기장의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또한 전단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전달되는 토크는 거의 일정하지만, 
높은 전단영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단에 의한 클러스터구조의 변화에서 볼 때, 
큰 전단영역에서는 작은 입자구조가 강한 입자구

조로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시간에 따른 전단응력변화는 지수함수적

인 상승곡선을 그리며 정상상태에서의 전단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0( ) (1 exp( ))s
c

t t
t

T
τ τ

−
= −                     (3) 

 
여기서 sτ 는 정상상태에서의 전단응력, 는 초
기시간 그리고 는 전단응력 상승시간의 시상수

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전단응력이 초기상태

에서 정상상태까지 상승하는 시간을 시상수를 통
해 측정하였다. 전기장과 유동장의 인가 순서에 
따른 전단응력의 상승시간은 Fig. 3, Fig. 4 와 같다. 
결과로부터 전단응력의 응답시간은 전단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그래프의 비교에서 나타나듯 유동장과 전기장 
의 인가 순서에 따라 응답시간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Fig. 3 에서 보이는 응답시간은 전기장을   
먼저 인가한 상태에서 유동장을 준 것이다.  

0t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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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sing time constant of ER fluids where     
Electric field is induced before shearing 

 

 
 

Fig. 4  Rising time constant of ER fluids where  
Electric field is induced after shearing 

 
전기 장을 인가하는 순간 ER 입자의 분극화가 일
어나고, 사슬/기둥 형태의 클러스터 구조를 형성하

여 안정된 구조(Stable column)를 취한다. 이 때 가
해진 유동장에 의해 클러스터 구조는 파괴되기 시
작하며 전기장과 유동장에 의한 입자 간의 상호작

용력에 의해 클러스터 구조를 재형성하며, 이 같
은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파괴와 재형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구조를 준 안정 상태(Metastable column)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전단응력은 정상상태에 
이른다. 여기서 최초의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기까

지의 과정을 입자응집과정, 그리고 파괴와 재형성

을 반복하여 준안정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입자 조
밀화과정이라 정의하였다. 반대로 Fig. 4 는 유동장

을 가해준 상태에서 전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의 
응답시간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 때 분극화된 
입자는 입자 응집과정과 입자 조밀화과정이 동시

에 일어나며 클러스터 형성과 파괴의 절충점에서 
전단응력은 정상상태에 이른다. 

 
 

Fig. 5  Shear stress of ER fluids under different 
conditions 

 

 
 

Fig. 6  Aggregation time under different conditions 
 
따라서 두 실험조건의 전단응력 상승시간 차이를 
통해 입자 응집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두 실험조건으로부터 측정된 전단응력의 응답시

간을 차감함으로써 얻어진 입자응집시간의 그래프

는 Fig. 6 과 같다. 그래프에서 입자응집시간은 전
단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단속도와 입자응집시간과의 관계는 결과로부터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0.15 0.19exp( )
23.44aT γ

= −               (4) 

 
여기서 는 입자 응집시간(Aggregation time), aT γ

는 전단속도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낮은 전단속도 영역에서는 입자 응

집시간이 매우 짧지만, 전단속도가 높아질수록 입
자 응집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부터 
유동이 클러스터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 방해요인

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응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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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지만 전달되는 토크의 상승시간은 감소

한다.  따라서 입자 응집과정보다 입자 조밀화과

정이 전단응력의 상승시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동은 입자 응집을 방해하

지만 입자간 충돌 횟수 증가에 의해 입자 조밀화

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파괴와 재구성

을 반복하는 과정, 즉 입자 조밀화를 통해 전달되

는 토크가 정상상태의 토크라 볼 수 있다. 
 

3. 결 론 

 
전단유동을 하는 ER 유체의 동적 응답에 입자응

집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이
루어 졌다. ER 유체의 응답 특성은 입자 구조형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자 응집시간을 측정하

기 위해 다양한 실험조건하에서 ER 유체의 응답시

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되는 토크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커지지만, 전단속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일정하고 높은 전단영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2) ER 유체의 동적 응답시간은 전단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였고, 전기장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었다. 
(3)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최초의 안정된 클러스

터구조가 형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입자응집시간이

라고 하며, 입자 응집시간은 전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길어진다. 즉, 입자 응집은 유체 유동에 의한 
힘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4) 전기장과 유체 유동이 가해지면 클러스터 구
조는 파괴와 재형성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를 입
자 조밀화과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 중에 전달되

는 토크는 정상상태에 이른다. 
(5) 유체의 유동에 의한 힘은 최초 입자 응집을 
방해하지만, 입자간 충돌횟수 증가에 의해 입자 
조밀화를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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