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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study on the control effect of the MR damper using the cutout
piston. The MR damper has passive damping force by the oil pressure and controllable damping
force by the magnetic effect. As the velocity of the MR damper's piston increases the passive damping force increases and the ratio of the controllable damping force to the total damping force is
decreased. Consequently,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MR damper is reduc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velocity. In this paper, the cutout piston concept is applied to the MR damper to improve MR damper's control performance by reducing the passive damping effect. The MR damper
with the cutout piston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and its hydraulic and electromagnetic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predict its performance. The control performances of the MR damper
with the cutout piston are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of experiment results and simulation
results.

*

구되고 있다. 제어 가능한 반능동형의 충격 흡수 장

1. 서 론

치는 내부 오리피스에 변화를 주어 감쇠력을 제어하

충격 흡수 장치로는 1900년대 초에 단순한 스프
링 형태를 시작으로 고무완충식, 공기압력식을 거쳐
유공압 완충장치(oleo-pneumatic shock absorber)에
이르기까지 충격 완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수동
형으로, 다양한 설계 운용조건에 대해서 최적의 성능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성능 향상의 한계성을 뛰
어넘기 위해서 제어가 가능한 충격 흡수 장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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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리피스 가변형과 자기장 변화에 따라 감쇠력을
제어 할 수 있는 MR 유체(magneto-rheological fluid)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MR 유체는 ‘자기유변
유체’라 하며 미네랄 오일이나 실리콘 오일과 같은
유체에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철 입자들로 구성
된다. 이러한 MR 유체에 자기장이 작용할 때 유체
특성이 반고체(semi-solid) 성질로 변하게 된다.
MR 유체를 이용한 MR 댐퍼는 피스톤이 전자석
으로 구성되어 전류의 입력에 따라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갖게 하여 MR 유체 특성을 변하게 함으로
써 댐퍼의 감쇠력을 변화 시킬 수 있다(1~3). 이러한
MR 댐퍼가 지니는 감쇠 특성으로 인해 MR 댐퍼
에 대한 설계 및 성능 해석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여러 응용 분야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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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다. Baek(4) 등은 MR 댐퍼를 자동차의 현

만들어 유압에 의한 감쇠력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하

가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고성

며, 이는 상대적으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을

능화를 위해 MR 댐퍼의 설계변수 변경에 따른 감

높임으로써 MR 댐퍼의 제어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쇠력의 변화를 예측하고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함으

있음을 의미한다.

로써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Ha(5) 등은 MR 댐퍼

이 연구에서는 MR 댐퍼에 cutout 피스톤의 개념

를 설계함에 있어 최적 설계 방법들의 타당성에 관

을 적용하여 그에 대한 성능을 확인 하고자 한다.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ong(6) 등은 차량의 정면

Cutout 피스톤에 대한 자기장 해석과 cutout수의 변

충돌 시 발생되는 충격력을 저감하기 위한 MR 충

화에 따른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

격 댐퍼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MR 충격 댐퍼를

로 설계 및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와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안정성 및 운전자의 안전성을

비교하였다.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Hwang

(7)

등은 헬리

콥터의 착륙장치로써 MR 댐퍼를 적용하여 반능동

2. Cutout 피스톤에서의 유동특성해석

형 헬기 착륙장치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헬기 착륙
장치의 반능동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MR 댐퍼의 감쇠력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적인 유압에 의한 제어할 수 없는 감쇠력과 자
기장에 변화를 줌으로써 제어 가능한 감쇠력으로

2.1 Cutout의 형상방정식
Cutout 피스톤의 기본적인 형태는 Fig. 2와 같으며
여기서  은 하나의 홈에 대한 폭을 나타내며 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기본적인 간격,  은 cutout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압에 의한 감쇠력

에 대한 간격을 나타낸다. 원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

은 작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장에 의한 감쇠
력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되며, 이는 전체 감쇠력에

된 cutout의 형상방정식을 식 (1)에 나타내었다(9).

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이 작아짐을 의미한

  
    

(1)

다. 항공기 착륙장치(7)나 포의 주퇴 장치(8)와 같이
순간적으로 큰 충격력이 가해지는 시스템에 MR 댐
퍼를 반능동형 제어 장치로 적용할 경우, 큰 충격력
이 유입되는 초기에 너무 큰 감쇠력이 발생하여 제
어 성능이 우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감쇠력 측면에
서 손실이 있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감쇠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전체 감쇠력에 대한 자기장에 의해
생성되는 감쇠력의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따
라서 이에 대한 방안으로 Rupam Singla(9)가 제안한
cutout 피스톤 개념을 적용하였다. Cutout 피스톤 개

(a) Cutout piston's schematic

념은 피스톤의 반경을 따라 반원의 형태의 홈들을

(b) One groove of the cutout piston
Fig. 1 MR Damper's damping force about velocity

Fig. 2 Cutout 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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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utout 피스톤에서의 유동특성
MR 유체 유동이 발생하는 조건을 Fig. 3에 나타

 


 


내었다. 자기장이 가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압력과
하부평판의 이동으로 인해 MR 유체의 유동이 발생

(3)



Region 1에서의 경계조건은    ,    


하게 된다. MR 유체는 자기장에 의해서 유체 내부

  이며 속도형상 식을 식 (4)에 나타내었다.

의 미세 철 입자들이 체인을 형성하게 된다(3).
Fig.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MR 유체 유동이

∆
         


발생할 때, MR 유체의 유동 상태에 따라 총 세 구
간으로 나눌 수 있다. Region1과 region3에서는 자



Region 3에서의 경계조건은    ,   


기장에 의해 생성된 체인이 유체 유동에 의해 끊어
짐과 재생성이 반복되며 region2에서는 연속적으로

  이며 속도형상 식을 식 (5)에 나타내었다.

체인이 유지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region1에서는 하
부 평판의 이동이 고려된다(9). 여기서  은 region2의

∆
           


높이를 나타내며,   는 Region1의 높이를 나타낸다.
또한   는 Region1과 Region2의 높이를 나타내며,
 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간격이다.

(4)

(5)

Region 2의 경우 각 region의 경계에서 같은 속도
를 지니므로 경계조건은           
이며 그에 따라 속도형상 식을 식 (6)에 나타내었다.

(1) 속도 형상 및 체적유량

∆
     


식 (2)의 x축 운동량방정식에 세 가지의 가정들
(① steady flow ② fully developed flow(    )

(6)

속도형상 식으로 부터 cutout 하지 않은 부분에

③ 체적력 무시)을 고려하여 식 (3)과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다. 식 (3)으로부터 각 region에 대해 경계

서의 체적유량을 각 region에 대해 식 (7), (8), (9)

조건을 고려하여 속도 형상을 구할 수 있다.

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아래의 식에서  와  는 각

  





각 cutout 하지 않은 부분의 수와 폭을 나타낸다.










∙ 


(2)



  



 

  



 





  



 

 

 

(7)

 

(8)

 

(9)

Cutout 부분의 경우 cutout의 형상방정식인 식
Fig. 3 MR fluid flow condition

(1)을 적용하여 속도형상 식으로 부터 각 region에
대해 식 (10), (11), (12) 에서 구할 수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  은 각각 cutout 부분의 수와 폭
을 나타낸다.



 



 

  
Fig. 4 States of the each region on the MR flui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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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류 변화에 따른 전단항복응력 변화 결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이어서 자기장 영향의 감소를 알 수
있는 cutout 부분과 normal부분에서의 자계 강도에
대한 전단항복응력의 비교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
었다.

(2) 감쇠력
각 region에 대한 체적유량을 모두 더함으로써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여기서 좌측 항의    이며 는 피스톤의 단
면적이고  는 피스톤의 속도를 나타낸다. 또한 식

의 내부에서 region2의 높이     이다. 자기
∆
장의 세기가 변함에 따라 MR 유체의 특성에 의해
서 MR 유체의 전단항복응력인  가 변하게 된다.

위 식 (13)의 각 항의 포함된 ∆ 를 수치 해석적
방법인 Newton Raphson method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감쇠력은   ∆ 로부터
구할 수 있다.

3. Cutout 피스톤 MR 댐퍼 설계 및 해석
이 연구에서 설계한 MR 댐퍼의 형상 및 최종적
으로 설계한 MR 댐퍼의 크기를 각각 Fig. 5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MR
댐퍼의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에서 흔들리는 것을

Fig. 5 MR damper model with cutout piston
Table 1 MR damper's dimensions
Parameter

Value(mm)

Piston's diameter

37.5

Piston's length

21.6

Inner diameter of the an
annular flow channel
Outer diameter of the an
annular flow channel
Exposed length to the
magnetic field
Radius of the cutout section

28.3
30
11
0.75

방지하기 위해 피스톤을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 설
계하였다. MR 유체로는 Lord사에서 상용으로 나온
MRF-140CG를 사용하였다.
3.1 Cutout 피스톤에 대한 자기장 해석
Cutout 피스톤을 사용한 MR 댐퍼의 동특성 해석
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cutout 부분에서의 자기장 영
향 감소를 확인하고자 전자기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Fig. 6 Cutout piston's magnetic analysis model

Maxwell을 이용하여 cutout 피스톤에 대한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사용된 해석 모델을 Fig. 6
에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해석 조건으로 전류는
0.75A이며, 코일의 권선 수는 220번이다. 이에 대한
자기 선속 밀도 형상을 나타내는 결과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우선적으로 cutout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류 변화에 따른 자계강도 결과를 Fig. 8에 나타내
었으며 이를 MRF-140CG의 특성 그래프에 적용하여

Fig. 7 Cutout piston's magnetic flux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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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cutout 부분에
서의 전단항복응력이 normal 부분에서 보다 약 34 %

가량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R 유체
가 강자성체인 코어보다 낮은 전도성(conductivity)을
지니므로, cutout 부분에서의 자기장이 MR 유체를
통과하는 거리가 normal 부분 보다 길어 cutout 부분
에서 자기효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2 Cutout 피스톤 MR 댐퍼 동특성 해석
자기장 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cutout 수의 변화
에 따른 MR 댐퍼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Figs. 11~1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s. 11~12와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utout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감쇠력에 대한 제
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감쇠력에 대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이

Fig. 8 Magnetic field strength in current variation

Fig. 9 Yield stress variation in current variation

Fig. 10 Yield stress of the cutout section and the
normal section

Fig. 11 MR damper's dynamic characteristic results
in the variation of the cutout number

Fig. 12 MR damper's dynamic characteristic results
in the variation of the cutou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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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ut의 경우와 유사하도록 유체가 흐르는 부분의
간격을

0.75 mm만큼

증가시킨

경우의

결과와

4. Cutout 피스톤 MR 댐퍼 제작 및 실험

cutout의 경우의 결과를 Figs. 13~14에서 비교하였
으며 이로부터 cutout이 단순히 유체가 흐르는 부분
의 간격을 증가시키는 경우 보다 더 우수한 제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cutout 피스
톤을 적용한 MR 댐퍼를 제작하였다. 제작하기에

가능한 감쇠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CATIA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이를

cutout의 경우가 유체가 흐르는 부분의 간격 증가에

Fig. 15에 나타내었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MR 댐퍼

의해 생기는 자기장 효과 손실이 cutout 부분에 대

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최대 스트로크는 100 mm

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 그 외에 크기는 Table 1과 같다. MR 댐퍼는 피
스톤 운동 시 피스톤 로드가 지니는 체적으로 인해

Table 2 The control force to the total force in the
variation of the cutout number

유체 내부의 압력이 크게 변하여 설계 시 누유방지
를 최대한 고려한다 해도 유체가 새어나가게 된다.

Case

The control force to the total force(%)

No cutout

37.02

따라서 피스톤 로드에 의한 체적을 보상해주기 위
해 축압기(accumulator)를 MR 댐퍼에 포함시켜야

12 cutouts

44.20

한다. 이 연구에서는 Fig. 15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28 cutouts

49.32

빈 공간을 두었으며, 이 부분에 Fig. 16에서와 같이
밸브를 장착시켜 약 20기압(2.0 MPa)의 질소가스를
주입하였다. 이러한 질소 가스는 축압기의 피스톤에
의해 압축하게 된다.
이렇게 제작된 cutout 피스톤을 지닌 MR 댐퍼에
대해 동특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Figs. 17~18에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매우 근접함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유압에 의한 감쇠력
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 감쇠력에 대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이 증가된 cutout 피스톤을 적용한
MR 댐퍼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Fig. 13 Comparison of the simplified gap increasement case and the cutout case

Fig. 15 CATIA modelling for the MR damper manufacture

Fig. 14 Comparison of the simplified gap increasement case and the cutout case

Fig. 16 The manufactured MR damper using the cutout pi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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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유지시킴으로써 MR 댐퍼가 지니는 전체 감
쇠력에 대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cutout 피스톤 개념을 적용하였다. Cutout
피스톤에서의 유동특성해석을 통해 cutout 피스톤을
적용한 MR 댐퍼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cutout 피스톤에 대한 자기장 해석을 수행함으
로써 동특성 해석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cutout
수의 변화에 따른 MR 댐퍼의 동특성을 확인하였으
며, cutout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전체 감쇠력에 대한
제어 가능한 감쇠력의 비율이 이 연구의 해석 조건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MR 댐퍼가 지니는 37.02 %에
Fig. 17 Damping force vs. displacement

서 cutout 수가 28개 일 때 49.32 %로 약 10 % 이
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cutout 피스톤이 적용된 MR 댐퍼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MR 유체의 누유 방지를 위한
과도한 패킹 마찰력 및 코일의 명확하지 못한 제원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실험 결과가 해석 결과와
큰 차이를 지니나 유사한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보
아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추후 MR 댐
퍼의 재설계 시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좀
더 신뢰할만한 성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Fig. 18 Damping force vs.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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