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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엔진 MR 마운트의 최적설계: 최대 댐핑력
Optimal Design of Magnetorheological Mount for Ship Engines : 

Maximum Damp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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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optimal design procedures of mount based on a magnetorheological(MR) fluid 
to isolate the vibration in heavy diesel engine system. At first, frequency response and force-dis-
placement transmissibility methods are used to get required damping force that is necessary for effec-
tive vibration isolation. From this result, a new type of high damping force engine mount is pro-
posed and the governing equation of Bingham plastic behavior of MR fluid in flow path is mathe-
matically derived under cylindrical coordinates. Finally, parametric design optimization featuring finite 
element is performed using ANSYS software to get the required damping force in MR mount system 
which can be used to reduce engine vibration. Damping force of the MR mount is then determined 
as an objective function in this analysis based on ANSYS. Furthermore, Magnetic analysis is then 
applied in this process.

* 

1. 서  론

선박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 중 중 형 디젤엔

진 발전기세트는 작동 시 매우 큰 크기의 기진력을 

발생시킨다. 이는 주변으로 상당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여 승객이 느끼는 승선감과 운송체 자체의 내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엔진작동영역 

중 공진점에서 발생하는 강체모드와 유연체모드의 

진동은 그 수준이 더욱 크므로 진동을 줄이기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

루어져 왔다.
엔진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엔진

하단부에 마운트를 설치하게 된다. 이 마운트는 엔

진과 운송체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엔진을 지지하며 

바닥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절연하게 된다. 이 중 값

이 싸고 제작이 비교적 용이한 고무마운트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강성과 댐핑요소가 작아 고주

파수의 비공진주파수 역에서는 우수한 진동저감성

능을 보이나 저주파수 및 공진주파수 역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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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거의 일정한 재질

특성으로 인해 넓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엔진의 진동

을 저감시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고무요소 외에 2차적인 고무요소를 필

요 시 병렬연결하는 방식이 고안되었으며 이로부터 

강성을 조절할 수 있어 공진회피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다(1). 하지만 댐핑이 여전히 작은 이유로 강

성조절 실패 시 공진에서의 진동은 불가피하게 된

다. 이러한 수동형 마운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MR 유체와 같은 지능재료를 이용한 반능동형 

마운트가 활용 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1,2,5,7). 이는 기존의 고무 

마운트에 MR 유체를 주입한 형태로 내부의 유로를 

통한 MR 유체 유동 시 유동저항으로부터 댐핑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댐핑력은 MR 유체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

에 따라 조절가능하며 저주파수 및 공진주파수 역

에서 댐핑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뛰어난 진동저감 성

능을 발휘한다. Hong 등(2)은 혼합형모드(전단모드 

및 유동모드의 혼용)의 MR 마운트를 제작하여 빔

구조물에서의 진동저감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Tsouroukdissian 등(3)은 MR 유체를 이용한 소형 

MR 댐퍼에 한 설계를 하였다. 또한 Spenser 등(4)

은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 MR 댐퍼를 제안하여 이

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며, Do 등(5)은 선

박용 디젤엔진을 위한 새로운 MR 마운트를 제안하

여 최적화기법을 통한 설계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MR 유체를 이용하여 선박용 중 형 엔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MR 마운트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충분한 댐핑력을 얻기위해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MR 마운트가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진동저감을 위해 먼저 

필요로하는 댐핑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보인다. 이 

때 주파수응답을 통한 결과로부터 힘-변위 전달률을 

이용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댐핑력을 구하게 된다. 
이 후 높은 댐핑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MR 
마운트를 제안하며 MR 유체의 빙햄거동이 이루어

지는 항복영역에서의 유체역학적 수식을 도출해 낸

다. 그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용프로그램인 

ANSYS의 파라미터 기법을 이용하여 요구댐핑력을 

얻기 위한 최적설계가 이루어진다.

2. 요구댐핑력 예측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동형 마운트로 지지된 

엔진시스템보다 나은 진동절연성능을 얻기 위하여 

MR 유체를 이용한 반능동형 마운트를 설계하는 과

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진동절연을 위해 

마운트의 MR 유체로부터 필요한 요구댐핑력을 구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엔진세트로부터 발생하는 기

진력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중 형 디젤

엔진에서 수직방향(z축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강체모드의 기진력은 Fig. 1과 같이 3가지의 

힘과 모멘트가 있다. 여기서 VF 는 z 축방향으로의 

수직강체모드에서 발생하는 수직력벡터, HM 는 x

축방향의 회전강체모드에서 발생하는 H-모멘트벡터, 

VM 는 y 축방향의 회전강체모드에서 발생하는 수직

모멘트벡터이다. 하나의 엔진세트는 총 n 개의 마운

트로 지지되어 있으며 다물체 시스템인 엔진세트의 

무게중심점을 중심으로 카르테시안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다. 
 
2.1 기진력 분석

엔진 작동 시 각 마운트 하나 당 발생하는 반력

을 3가지 강체모드에서 구하도록 한다. 각 마운트에

서의 반력벡터는 aR (a=1,2,…,n)로 표현하며 세가

지 강체모드에서의 반력을 계산하기 위한 평형식은 

다음과 같다.

FV : ( ) k̂zmRFF
n

a
aVz
≅+= ∑∑

=1
(1)

Fig. 1 Excitation force and moments of rigi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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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 : ( ) îJRrMM xx

i

a

n

a
aHx

θ≅⎟
⎟

⎠

⎞

⎜
⎜

⎝

⎛
×+= ∑∑

=1
(2)

MV : ( ) ĵJRrMM yy

j

a

n

a
aVy

θ≅⎟
⎟

⎠

⎞

⎜
⎜

⎝

⎛
×+= ∑∑

=1
(3)

여기서 m 은 엔진세트의 질량, ar 은 무게중심점으

로부터 n 번째 마운트까지의 거리벡터, Jx와 Jy는 

각각 x 축과 y 축으로 회전 시 발생하는 질량관성

모멘트, xθ 과 yθ 는 각각 x 축과 y 축으로의 회전

각도이다. 각각의 강체모드들은 그 주파수 역에서 

마운트에 수직방향으로 힘을 미치는 요소 중 자기의 

모드형상(mode shape)으로부터 가해지는 기진력 외

에는 없거나 발생하더라도 무시될 정도로 작다. 따

라서 식 (1)부터 식 (3)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2.2 요구댐핑력

진동을 제어하는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댐핑

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고자 하는 주파수

역에서의 반력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그 중 2.1절

에서 언급한 3개의 공진점에서의 진동절연을 주목표

로 한다. 이때 엔진의 좌표축과 다르게 설정된 마운

트에서의 좌표축 xyz 에서 축방향으로의 변위를 

)tsin(Z)t(z ϕω += 0 라 하고, obj
z

의 속도를 진동

절연에 있어서 제한기준속도로 두면 다음과 같이 요

구댐핑력을 구하기 위한 식이 표현될 수 있다.

( ) ( )ωωω jGRz aobj
≥   (a=1,2,…,n) (4)

여기서 ω 는 엔진의 작동주파수, ( )ωjG 는 힘-변위

에 한 주파수 응답함수이다. 2.1절에서 분석된 반

력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운트가 설치될 각 지점에서

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완성할 수 있으며 식 (4)를 

이용하여 제한속도 안으로 진동을 제어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쇠비 값( totξ )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고무

의 기본 감쇠비가 포함된 값이므로 순수하게 MR 
마운트로부터 얻어야 할 감쇠비 값( mrξ )을 얻기 위

해서 totξ 에 고무 감쇠비( rξ )를 빼주어야 한다

( rtotmr ξξξ −= ). 이 후 이와 같은 진동절연을 위해 

MR 마운트로부터 최소한으로 필요한 댐핑력은 다

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
⎡=

obji,ni,mrreq zmmaxF ωξ2   (i=1,2,3) (5)

여기서 i,mrξ 와 i,nω 은 세 가지 강체모드 중 하나

의 요구 감쇠비와 고유진동수이고, 이 중 가장 큰 

값의 MR 댐핑력이 요구댐핑력(Freq)이 된다.

3. MR 마운트 댐핑력

이 연구에서 엔진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한 요구

댐핑력은 몇 가지 가정으로부터 22 kN으로 결정되

었다. 이는 보통 차량엔진에 쓰이는 마운트에서 발

생하는 댐핑력에 비해 매우 큰 힘이며 따라서 충분

한 댐핑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형상의 MR 마

운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MR 마운트의 형상이 

Fig. 2에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rubber가 MR 유체로 채워진 마운트 

상부챔버에 직접 닿아 유동을 일으키는 MR 마운트
(7)는 챔버 내압이 너무 큰 경우 rubber의 압축 혹은 

인장 변형만 발생하고 유동이 없는 락업(lock-up)현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엔진작동 시 

MR 유체 유동의 발생을 원활히 하고 충분한 유량

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피스톤을 도입하였다. 
또한 22 kN의 높은 댐핑력을 얻기 위해 항복영역을 

기존의 annular부 외에 radial부까지 고려하였다. 이

곳 두 영역에 자기회로가 흐르도록 구성하여 MR 
댐핑력이 발생되도록 하며 diaphram을 통해 유동에 

의한 하부챔버의 부피보상을 기 할 수 있다.
MR 유체는 마운트 내부에 밀폐되어 상하방향으

로 유동운동하고 상부챔버( 1P )와 하부챔버( 2P )사이

에 압력차( PΔ )를 발생시킨다. 이때 압력차는 다음

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yf PPPPPP Δ+Δ+Δ=−=Δ η21 (6)

fPΔ 는 유체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강하, 

ηPΔ 는 유동 시 유체점성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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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yPΔ 는 MR 유체의 항복응력에 의하여 발생하

는 압력강하이다. 항복영역의 간극에서는 MR 유체

의 양이 비교적 소량에 해당하므로 관성효과에 의존

하는 압력강하인 fPΔ 는 무시 가능하다. 따라서 상

하부챔버의 압력차는 유체점성과 항복응력에 관한 

압력차만 고려해도 무방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MR 유체가 빙햄거동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상하

부챔버의 압력차는 원통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표

현 가능하다.

yi PQRP Δ+=Δ η

  i
c

,i

,i

gr

p QL
R
R

ln
t

L

⎪⎭

⎪
⎬
⎫

⎪⎩

⎪
⎨
⎧

ℜ
+

⎥
⎥
⎦

⎤

⎢
⎢
⎣

⎡

⎟
⎟
⎠

⎞
⎜
⎜
⎝

⎛
+

ℜ
= 4

21

3
34

1

868
2

π
η

π
η

π

η
(7)

    ( )zsgn
t

RR
c

t
L

c yr
gr

,i,i
rya

ga

p
a ⎟

⎟
⎠

⎞
⎜
⎜
⎝

⎛ −
++ ττ 122

여기서 1ℜ , 2ℜ 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3

22
3

2
4
3

44
1

,io

,io
,io RRln

RR
RR

−
−−=ℜ (8)

( ) ( )
( )b,i

b,i
b,i RRln

RR
RR

1

222
144

1
4
2

−
−−=ℜ (9)

oR , 1,iR , 2,iR , 3,iR , bR 는 각각 내부 하우징의 반

경, 센터 코어의 내경, 센터 코어의 외경, 상부 코어

의 외경, 중심볼트의 반경이다. 또한 tgr, tga는 각각 

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MR mount

radial과 annular영역의 간극크기이고, Lp, Lc는 각각 

상부 코어의 두께, 센터 코어의 두께이다. 그리고 

hb, tb, ts, th는 각각 코일이 감기는 보빈부의 높이 

및 간격, separator의 두께, 내부 하우징의 두께이며, 
η 는 항복 이후의 MR 유체의 점성계수, cr, ca는 

각각 radial과 annular에서 2~3사이의 값을 갖는 유

체의 속도 계수, yrτ , yaτ 는 각각 radial과 annular영
역의 유로에서 발생하는 항복응력, iQ 는 마운트 내

부에서 발생하는 유량이다( zAQ efi = ).여기서 efA 는 

피스톤의 단면적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설계변수

들은 Fig. 3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주어진 식들을 활용하여 MR 마운트 내부에

서 발생하는 댐핑력을 구하기 위해 우선 하부챔버에

서의 압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2
2 C

VP i= (10)

여기서 2C 는 하부챔버의 컴플라이언스, iV 는 상부

챔버로부터 하부챔버로 유입되는 MR 유체의 총 부

피이다( zAV efi = ). 이와 같이 하부챔버에서의 압력

을 알면 상부챔버에서의 압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zARP ef=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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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parameters on section plane of flow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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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적으로 MR마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댐핑력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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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코일에 가해지는 전류

크기에 따라 댐핑력이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MR 마운트 최적설계

이 연구에서는 미국 Lord사의 MRF-132DG를 기

본유체로 사용하였으며 자속밀도에 한 항복응력의 

실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 ) ( )
dx)xB(y

e
AAAB

01
21

2 −+

−
+=τ (13)

여기서, 1A , 2A , 0x 및 dx 는 각각 -5.09, 51.08, 

0.44 및 0.19이고, B (Tesla)는 유로간극 국부적 지

점에서의 자속밀도, yτ (kPa)는 자속이 흐르며 발생

하는 MR gap에서의 항복응력이다. 이는 자기장세

기가 커질수록 자속밀도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 크기로 수렴하는 포화상태의 자기적인 현

상을 겪기 때문에 항복응력이 한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MR 유체의 점도(η )는 0.1 Pa·s이며 

사용될 코일(직경 0.75 mm)의 허용 전류를 고려하

여 최 인가전류를 2 A로 정하였다. 또한 원하는 구

역에서 자기회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코어세트, 내

부 하우징은 강자성체 재질로 구성하였으며 보빈부

와 내부 하우징을 구분하는 separator부분과 piston, 
외부 하우징, 볼트는 비자성체 재질로 구성하였다. 
이때 자속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과되어 최적의 자기

회로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최적설계를 진행하기 위하여 ANSYS workbench

의 optimal design module을 사용하였으며 댐핑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설계 파라미터로 설정하

였다. 또한 설계에 있어서 인가속도는 10 mm/s로 

결정하였으며 제한된 형상 규격 내에서 전류를 2 A
인가 시 22 kN(요구댐핑력) 이상의 최  댐핑력이 

발생하고 zero-field 상태일 때 뉴토니안 거동으로 

표현되는 점성 댐핑이 최소가 되는 것을 objective 
function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η
ηαα

,d
y,dy F

FOBJ 1
+= (14)

여기서 yα , ηα 는 각각 항복댐핑력과 점성댐핑력의 

weighting factor, y,dF , η,dF 는 각각 항복댐핑력과 

점성댐핑력이다. 이때 기본적으로 요구댐핑력을 달

성할 수 있는 MR 마운트의 초기값들을 략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토 로 실험계획법(DOE)의 최적설

계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외부 하우징 외경이 60
mm, 내부 하우징 내경이 40 mm, 센터 코어의 두께

가 23.6 mm가 되도록 제한하였고, 보빈부에는 상용

구리코일이 300번 감기도록 결정하였다(hb=17.6
mm, tb=9.6 mm). 또한 weighting factor는 ANSYS
상에서 항복댐핑력의 importance를 더 높게 설정하

였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바탕으로 댐핑력과 설계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영향력있는 변수들에 

해 Fig. 4와 같이 반응표면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설

정된 최적설계변수들과 반응표면에서 스크리닝 한 

결과 중 objective function을 만족하는 최적화 된 

값들을 Table 1에 나열하였다. 이 최적화 시뮬레이

션 결과는 특정 샘플변수들을 토 로 만들어진 데이

터를 보간하여 만든 반응표면을 이용하여 구해지게 

된다. 따라서 보간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총 10번의 iteration동안 오차가 큰 구역들에 해 

refinement를 하여 해당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이

때 오차율이 3 %내로 들어오도록 하였으며 최  댐

핑력이 26.81 kN으로 구해졌다.

5. 설계검증

얻어진 최적설계변수들로부터 식 (12)를 통해 댐핑

력을 수식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26.958 kN으로 구해

졌으며 보간으로 인한 오차가 거의 없이 일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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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p-Ri,2-Fd,y

(b) tga-tgr-Fd,y

Fig. 4 3D response surface

Table 1 Optimal parameter values

Parameters
Lower   
bound
(mm)

Initial   
value
(mm)

Upper   
bound
(mm)

Optimized  
value
(mm)

Lp 7 8 15 12.796

tga 1 1.2 1.4 1.068

tgr 1 1.2 1.4 1.222

th 9 10 11 10.810

Ri,1 9 10.8 13 11.128

Ri,2 30 35.15 39 38.863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댐핑력이 초기 설정보다 

22.54 % 만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점

성에 의한 댐핑력이 67.94 N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값이 얻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초기 설정 

시와 최적화 후의 자속밀도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

다. 이때 초기설정 때와 최적화 하였을 때 annular와

(a) Initial

(b) Optimized
Fig. 5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Table 2 Optimal results

Magnetic pole region Initial Optimized

Annular 0.686T 0.657T

Radial 0.555T 0.612T

radial영역에서의 평균자속밀도를 각각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이로부터 최적설계 후 마운트 성능이 제

한된 조건 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선박엔진으로부터 마운트로 가해

지는 기진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얻은 요구댐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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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낼 수 있는 MR 마운트를 최적설계하는 과정을 

다루었다. 먼저 큰 댐핑력을 낼 수 있도록 자극부를 

annular부 뿐만 아니라 radial부까지 고려하였다. 
이러한 형상을 바탕으로 제한된 조건들 안에서 2

A의 전류 인가시 최 의 댐핑력 및 최소의 점성댐

핑력이 발생되도록 최적설계를 하였다. 이때 최적설

계변수값들이 도출 되었으며 댐핑력이 초기설정에 

비해 22.54 %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같은 MR 마운트를 활용하면 상당한 진동저감효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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