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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ock absorber is very important in various mechanical field. Without the shock absorber, the 
structure might be broken. For lunar lander, honeycomb shock absorber to absorber the shock by us-
ing plastic deformation of honeycomb has been used. It is cheap and simple to use but impossible 
using again without changing the honeycomb. The oleo-pneumatic type shock absorber is not able to 
use in the cosmos because it is vacuum and its temperature. This study suggests the hybrid shock 
absorber combined spring-ratchet mechanical shock absorber and eddy current electromagnetic damper. 
The ratchet restricts rebound of lunar lander and the spring converts the impact energy to the poten-
tial energy of the spring. The eddy current damper dissipates the impact energy by eddy current 
force without contact between the parts. This hybrid shock absorber is reusable while the honeycomb 
shock absorber isn’t. The impact absorbing test of the hybrid shock absorber was carried out. This 
paper shows that the compared results the hybrid shock absorber with ratchet and without ratchet 
and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using for lunar lander.

1. 서  론

구조물의 충격흡수에 사용되는 충격흡수 방식은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 스프링-오일 댐퍼의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는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과 

오일이 오리피스(Orifice)를 지나면서 생기는 마찰

력을 감쇠력으로 이용하여 충격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스프링과 댐핑 기능을 가지는 

합성수지인 엘라스토머(Elastomer)가 충격흡수장치

로 사용되기도 한다. 충격흡수량을 조절할 수 없고, 

큰 충격 흡수에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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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단하고 저렴하여 잔 진동 흡수에 용이하여 자

주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충격흡수장치의 경우 

우주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일 댐퍼의 경우 우주환경에서 기밀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오일의 작동 범위 밖의 온도 영역에서 정상

적인 성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NASA의 달 탐사선에는 충격 시 허니컴

(Honeycomb)의 소성 변형으로 충격 에너지를 흡수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일회용 이라는 단점이 있다.

최근 자석과 도체 사이의 자기장 변화에 의해 발

생하는 와전류 힘을 이용하여 Bae 등(1)은 Kwag 등
(2)과 Sodano 등(3)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MTMD를 

이용한 보의 진동 억제 기법에 관하여 연구하였으

며 Ebrahimi(4)는 해석을 통해 와전류 힘을 증가시

키는 자석 배열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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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esign model of the ECD

번호 부품명 수량

① 알루미늄관 A 1

② 고정 자석 세트 1

③ 구리 1

④ 스틸링 2

⑤ DU 부시 2

⑥ 가이드 로드 1

⑦ 가진 자석 세트 1

⑧ 피스톤 1

Table 1 Parts of ECD

(a) Analysis (b) Experiment
Fig. 2 The result of dynamic characteristic

(a) Magnetic force (b) Spring force
Fig. 3 The result of magnetic and spring force

이미선 등(5)의 연구에서 도체와 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와전류 힘을 이용한 와전류 댐퍼(Eddy 

Current Damper)의 동특성을 해석과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으며 부족한 감쇠력을 다른 형식으로 보

완한 형태의 ECD를 연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에

서 ECD는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와전류 효과에 의

한 와전류 힘을 감쇠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밀

이 요구되지 않으며 구조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 하

지만 다른 댐퍼에 비해 약한 감쇠력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ECD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수량의 자석을 다르게 배열

하여 감쇠력을 증진시키고, 약한 힘을 보완하기 위

한 방법으로 기계식 충격 흡수장치인 Spring 

Ratchet 충격흡수장치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충격흡수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ECD의 선행연구 사례

이미선 등(5)의 선행 연구에서 Ansoft Maxwell을 

이용한 와전류 댐퍼의 설계를 한 사례가 있다. 해석 

및 실험 모델은 Fig. 1과 같고 세부 부품은 Table 

1 과 같다. Maxwell을 이용하여 두 자석 사이의 척

력인 Magnetic spring force와 스틸링과 자석사이

에서 발생하는 Magnetic force 그리고 자석과 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와전류 힘(Eddy current force)

를 각각 해석 후 실험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해석과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Maxwell의 해석을 

통한 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2 자석 배열별 밀도 해석
자석의 개수는 100mm인 댐퍼의 스트로크

(Stroke)와 자석 배열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두 개로 

결정하였다. 각 case별 자석 배열은 Fig. 4와 같고 

붉은 화살표는 자석의 착자 방향 즉 자석의 극성의 

방향을 의미한다. 자석은 내경 25mm 외경 50mm 

두께 10mm 의 NdFe35를 사용하였고, 자석 사이

의 거리는 5mm로 하였다. 해석을 위한 모델이 z축 

대칭 이므로 Maxwell 2D Magnetostatic solv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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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Fig. 4 Magnet Array

Fig. 5 Modeling and mesh for 
analysing magnetic flux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착자방향

Damping 
Coefficient

[Ns/m]
76.16 40.38 37.64 35.41

Table 3 The result of dynamic characteristics

Part Magnetostatic Transient

Copper Tube 1690 6362

Magnet 1 1650 1077

Magnet 2 1651 1004

Region 10877 2495

Band - 4214

Dummy - 83123

Table 4 The number of each part's mesh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Fig. 6 Magnet Array

Fig. 7 Modeling and dummy mesh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Adaptive mesh tool을 이용

하여 Percent error 0.1% 미만으로 메시를 자동으

로 생성하게 하였다. 각 파트별 메시 개수는 다음 

Table 3 와 같다. 각 파트 중 Region은 외부 영역

을 의미한다. Maxwell 해석 모델과 메시는 Fig. 5

에 나타내었다. 자석 배열별 자속의 해석 결과는 

Fig. 6 과 같다. 해석 결과 구리관을 투습하는 자속 

밀도가 높은 순으로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동특성 해석 

결과 감쇠력이 큰 순서로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3 자석 배열별 동특성 해석
각 자석 배열별 동특성 해석을 위해 Maxwell 

2D Transient solver를 이용하였다. 가진 주파수는 

2~10Hz를 2Hz를 한 계단으로 하여 각각 5가지의 

경우를 해석하였다. Fig. 9 에 해석 모델과 메시를 

나타내었으며 메시같은 경우 자석을 감싸는 공간, 

즉 자속 밀도가 집중되는 공간을 따로 모델링하여 

Dummy 메시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

요한 메시의 생성을 피하여 해석 시간을 단축시켰

다. Dummy 와 두 개의 자석을 함께 Moving part

로 지정하여 해석 단계를 지날 때 마다 Dummy 메

시도 같이 움직이게 하였다. 한 주기는 50mm에서 

-50mm까지 cosine 곡선을 따라 운동하도록 

Motion setup을 설정하였다. 각 파트별 메시 개수

는 다음 Table. 4 와 같다. 각 파트 중 Band는 

Transient 해석을 위해 자석이 움직이는 영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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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ray 1

(b) Array 2

(c) Array 3

(d) Array 4

Fig. 8 Dynamic characteristics of each array

ECD Spring-Ratchet

Ratchet

Pawl

Pawl Pushing Spring

Fig. 9 The hybrid shock absorber

Region은 그 외 외부 영역을 의미한다.

 동특성 해석 결과 Array 1, Array 2, Array 3, 

Array  4 순서로 큰 힘이 나타났다. 자석 배열별 

감쇠계수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Array 1의 경

우 서로 마주보는 극에서 나온 자속이 부딪혀 반경

방향으로 향하여 구리관을 투습하는 반경 방향 자

속이 다른 배열에 비해 많아 최대 2배 이상의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석 배열별 힘-변위, 힘-속도 

그래프는 Fig. 8 에 나타내었다.

2.4 하이브리드 충격흡수장치
앞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큰 감쇠계수를 

가지는 자석 배열을 한 ECD와 Spring-Ratchet 형

식의 기계식 충격 흡수장치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충격 흡수장치를 제작하였다. 라쳇(Ratchet)은 회전

이나 직선 운동의 방향 한쪽을 구속시킴으로써 원

하는 방향으로만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렌치, 자전거 뒷바퀴 허브 등 회전하는 

물체의 자유 회전 방향과 구속 방향을 정해줄 때 

많이 사용된다. 이 라쳇을 충격흡수장치에 적용하여 

달 착륙선의 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스프

링의 탄성에너지로 변환하고 이 탄성력이 복원력으

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원 방향을 구속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이브리드 충격흡수장치의 구조와 

라쳇을 잡아 운동방향을 구속하는 Pawl의 구조를 

Fig. 9에 나타내었으며 실험 장치는 Fig. 10과 같

다. Pawl pushing spring이 Pawl과 Ratchet을 밀

착상태로 만들고 라쳇과 pawl사이의 빗면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의 운동만을 허용하게 한다. 스프링

의 복원력에 의해 충격흡수장치의 리바운드 시에는 

라쳇이 pawl에 걸려 구속된다. 이때 충격 에너지가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10kg의 상부

질량을 매달고 25mm의 높이에서 ECD의 충격흡수

량과 라쳇의 효과에 따른 충격흡수량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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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vs. Time

(b) Force vs. Displacement

Fig. 11 The result of the hybrid shock absorber 
drop test

Fig. 10 The drop tower for shock 
absorbing test

위해 ECD만 있을 때와 ECD를 포함, 라쳇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각각 실험 후 비교하였다. 실험 결

과 힘-변위 그래프와 변위-시간 그래프를 Fig. 11

에 나타내었다. 변위-시간 그래프에서 라쳇의 효과

에 따른 빠른 감쇠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힘-변위 그래프에서 하이브리드 충격 흡수장치의 

충격흡수량을 100으로 하였을 때, ECD와 스프링-

라쳇의 충격흡수 비율은 각각 40%와 60%로 필요

한 스프링 상수의 설계만 이루어 진다면 스프링에 

의한 충격흡수량을 늘이면서 좀더 큰 충격 흡수 성

능도 가능하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 달 착륙선의 충격흡수를 위한 새로

운 형태의 충격흡수 장치를 제안하고 이의 성능을 

라쳇의 유무에 따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ECD의 최대 감쇠력을 위한 자석 배열을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ECD의 단점인 낮은 감

쇠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식 스프링-라쳇 충격흡

수장치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충격흡수장치를 설계

하였다. ECD의 낮은 감쇠력에 의해 충격흡수효율

이 다른 충격흡수장치보다 다소 낮지만 기밀이 필

요하지 않고 비 접촉에 의해 감쇠를 한다는 점은 

우주환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구애받지 않고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프링에 의해 큰 충

격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사용 가

능 여부에서 볼 때 허니컴 충격흡수 장치는 허니컴

의 소성변형에 의해 재사용이 불가능 하지만 이 연

구의 하이브리드 충격흡수 장치의 경우 라쳇의 구

속만 풀어준다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어 달 표면상 특정 지역에서 임무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의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또한 우주 환경 외에도 해저 구조물의 충격흡

수 장치 등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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