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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유변 물질(magenetorheolgical material)은 스

마트 물질의 일종으로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강성과 댐핑이 변하는 물질이다. 자기유변 물질은 

마이크로 크기의 철가루가 첨가되는 베이스 종류

에 따라 자기유변 유체(이하 MRF), 자기유변 엘

라스토머(이하 MRE), 자기유변 겔(이하 MRG)로 

구분된다. 자기유변 물질의 구성에 필수적으로 첨

가되는 철가루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체인

구조를 이루며 이에 따라 물질의 강성과 댐핑 및 

동적 특성이 변한다. 이 현상을 MR effect라 부르

며(1,2) 이렇게 동적인 특성이 변하는 성질을 이용

하여 자동차의 서스펜션, 브레이크, 진동 흡수기 

등 산업적 상용화를 위해 발표된 설계 및 연구 사

Key Words: MR Material(Magnetorheological Material, 자기유변 물질), Shielding Effect(차폐 효과), Vibration 
Absorber(진동흡수기) 

초록: 본 연구는 자기유변 겔의 강성 및 댐핑 제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기장 제어를 위한 자기장 

발생기의 설계를 제안한다. 자기유변 물질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동적 점 탄성 특성이 바뀌는 스마

트 물질로 진동 흡수기,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은 분야에 사용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자기유변 물질의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기장 발생기의 종류로는 전자석과 영

구자석이 있으며, 대부분의 실제 산업에서는 주로 전자석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발생 및 제어한다. 하지

만 전자석은 발열문제 등 여러 단점으로 인해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영구자석의 경우 자기장 

세기의 변화에 필요한 자기유변 물질과 영구자석 간의 거리 조절을 위해 여분의 공간이 요구되어 시스

템 부피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차폐 원리를 기반으로 한 자기장 발생기를 

제안하여 기존의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가지는 단점을 해결하고 장시간 사용 및 실제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novel magnetic field generator, using a shielding effect for controlling the dynamic stiffness 
and damping of magnetorheological gels, is proposed. A magnetorheological gel is a smart material that can alter its 
stiffness and damping, and it can be used as a vibration absorber and in vehicle suspens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magnetic field to use magnetorheological gels in various applications. There are two types of magnet field generators, 
namely the electromagnet and permanent magnet, and the electromagnet is generally used in practical applications. 
However, owing to its limitations, the electromagnet is not suitable for long-term use. Therefore, in this paper, a novel 
magnetic field generator is proposed to address such problems for use in re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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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많다.(3,4) 

대표적인 강성가변 재질인 MRE와 MRG의 응용 

분야는 주로 진동 절연 설계이다. Nagaya 등(5)은 

MRE를 이용하여 440mT에서 118%의 강성 변화가 

가능한 진동흡수기를 설계하였고 Ginder 등(6)은 

125mT에서 30Hz에서 45Hz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는 MRE 진동흡수기를 설계하였다. 이와 유사

하게 Li 등(7)은 440mT의 외부 자기장에서 강성이 

15배 증가하는 MRE를 제작하여 지진의 진동을 

절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uchs 등(8)은 350mT

의 자기장 세기에서 강성이 약 250% 변하는 

MRG 제작을 하였고 Shin 등(9)은 MRG를 이용하

여 200mT에서 34.7~74.5Hz의 주파수 범위를 가진 

가변 진동흡수기를 연구하였으며 Xu 등(10)은 물과 

CIP의 비율 및 자기장 세기의 변화에 따른 응력 

변화 등MRG의 동적특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MRE 및 MRG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물질의 강성제어를 

위해서는 자기유변 물질에 자기장을 인가하는 자

기장 발생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자기유변 물

질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장 발생기는 크게 두 종

류로 전류를 제어하여 자기장을 조정하는 전자석 

기반과 영구자석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기장 제어가 손

쉬운 전자석 기반 자기장 발생기를 이용하고 있

다. 하지만 전자석으로 지속적인 자기장 발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류 공급이 필요하여 높은 전

력 소비 및 장시간 사용시 발열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발열 문제는 냉각 시스템을 추가로 탑재하

여 완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제어 시스템의 복잡

한 설계를 야기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자석은 

비교적 부피당 자기장 밀도가 낮으므로 높은 자기

장 세기가 요구되는 소형화된 자기유변 물질 강성

제어 시스템의 자기장 발생기로 설계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반면 영구자석은 부피당 높은 자기장 밀도를 보

유하며 전력 소비 없이 지속적으로 자기장을 가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발열 문제에도 강인한 

특징이 있다. 실제로 MRG 양 옆에 위치한 영구자

석을 수동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기장 세기를 가

변하여 MRG 강성 제어 한 연구 발표 사례가 있

다.(9) 그러나 자기장 세기의 제어를 위해서는 영구

자석과 자기유변 물질의 사이의 거리를 가감시켜

야 하며 이는 모터와 같은 다른 동력원이 요구됨

과 동시에 여분의 영구자석 이동범위까지 확보해

야 하므로 제어 시스템 크기가 커지는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변 겔(MRG)의 강

성제어를 위해 기존 전자석과 영구자석 기반의 자

기장 발생기 설계 시 발생하는 단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기장 발생기 설계를 제안한

다. 제안하는 자기장 발생기는 전자석의 전력소비

와 발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자석을 사용하

지만 기존의 영구자석 이동 방식이 아닌 자기장 

차폐원리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제어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정된 영구자석 사이에 위치한 차폐 구조

가 회전함으로써 자기력 선의 흐름을 변경하여 자

기유변 물질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제어하며, 이는 

차폐 구조의 회전만을 필요로 하므로 소형화 설계

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전류 공급이 요구되지 않으

므로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한 구조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장 발생기를 설계하기 위해 

구조모형, 외부 지름, 두께, 차폐 슬롯 각도(gap 

angle) 등을 설계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시스템의 부

피 최소화와 자기장 가변 변위 최대화를 고려한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설계과정부터 자기

장해석을 통하여 설계 사양을 확정하고 시제품 제

작을 통해 성능검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MRG 

진동흡수기에 적용하여 진동해석을 하였다. 

2. 자기유변 겔 및 자기장 발생기 소개 

2.1 자기유변 겔 

본 연구의 강성 제어 대상인 자기유변 겔(MRG)

은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첨가된 철가루의 

배열 정도가 달라지며 내부적인 스테레스가 발생

하여 재질의 강성과 댐핑 특성이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RG의 구성물질은 철가루(CIP, 

carbonyl iron particle), 물, 겔화제로써 3~4um 크기

의 철가루(BASE, UN3189)를 물 질량 대비 각각 

30%, 50%, 70%으로 혼합하고 겔화제인 카라기난

(MSC, GC-50)을 극소량 투입하여 제작하였다. 배

합된 물질은 실린더형 몰드(지름 40mm, 높이 30 

Table 1 Stiffness change(MR effect) under different 
magnetic flux for different CIP ratio of MRG 

Magnetic Flux CIP 
ratio(wt%) 50mT 100mT 150mT 

30 21.7% 44.9% 68.2% 
50 50.3% 73.6% 122.6% 
70 21.6% 56.8% 100% 

*CIP: Carbonyl iron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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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에 담았으며, 일정한 자기력을 몰드에 가함으

로써 몰드 내 철가루가 체인 구조로 형성되도록 

구성하였다. 

물 질량 대비 철가루 질량 비율에 따른 MR 

effect를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Table 1) CIP 비율

이 50wt%일 때 가장 큰 강성변화(MR effect)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성제어 

범위의 스펙트럼을 보다 넓히기 위해 CIP 50wt%

의 MRG를 연구 재료로 선정하였다. 
 
2.2 기존 MRG 제어를 위한 자기장 발생기 

MRG의 강성변화 제어에 이용되는 자기장 발생

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전류의 공급을 통해 

자기화를 일으켜 자기장을 제어하는 전자석 기반

[Fig. 1(a)]과, 전류 공급 없이 일정한 세기의 자기

장을 공급하는 영구자석 기반[Fig. 1(b)]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자석은 자기장의 세기를 전류로 제어하여 자

기장 제어가 간편한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 전류공

급을 필요로 하기에 전력 소비가 높고 발열문제로 

인한 냉각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시스템을 

크고 복잡하게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영구자석은 특별한 입력값 없이도 높은 자기장

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열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Fig. 1(b)와 같이 자기장 세기의 조

절을 위해서는 자석의 위치이동이 필요하므로 이

를 위해서는 여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

형화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자기장 발생기로 사용되는 전

자석과 영구자석은 그 활용측면에 있어서 제약 조

건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전력소비

와 발열문제를 갖고 있는 전자석과 소형화 설계에 

한계를 갖는 영구자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MRG 

강성제어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자기장 발생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3. 차폐 원리 기반의 자기장 발생기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기장 발생기는 자기 차

폐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영구자석과 개폐형 차폐

구조를 이용한다. 위치가 고정된 영구자석 사이에 

차폐 구조를 회전시켜 구조 내부에 가해지는 자기

장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며, 이는 기존의 영

구자석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가

벼운 차폐구조를 회전하는 방식이기에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소형화 설계도 가능하다는 장점

도 가지게 된다.  
 
3.1 차폐 원리 

제안하는 자기장 발생기는 자기 차폐 원리를 이

용한다. 차폐 원리란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

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흐름과 방향을 조절하여 

특정 위치에서의 자기력선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

을 의미한다. 자기력 선은 상대적으로 강자성이 

큰 물질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Fig. 2와 같이, 영구자석의 N극에서 나온 자기

력 선은 반대편의 S극으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강자성체인 철로 흐르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원리

를 응용하여 두 개의 영구자석 사이에 강자성이 

높은 물질인 철로 구성된 개폐형 차폐 구조를 회

전시켜 자기력선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2(a)와 Fig. 2(b)와 같이 영구자석 간 완전한 

개방 및 완전 밀폐형 차폐구조는 자기장 세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c), 3(d)와 같이 작은 슬롯이 있는 개폐형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구조의 회전에 따라 자기력선의 흐

름이 달라짐을 유도하고자 했다. Fig. 2(c)는 차폐구

(a) Full open type   (b) Sealed type 

(c) Shielded type (0°)    (d) Shielded type (90°)  

Fig. 2 Explanation of shielding effect using FEM 
simulation 

 

(a) Electromagnet       (b) Permanent magnet 

Fig. 1 A typical magnetic field generator for MR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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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슬롯이 영구자석과 마주보는 경우로 거의 모

든 자기력선이 차폐 슬롯을 통해 구조 내부로 유

도되어 반대편 영구자석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

인다. 이 때 MRG가 위치하는 차폐구조의 중심부

는 자기력선이 거의 지나지 않으므로 자기장의 세

기가 최소가 된다. Fig. 2(d)는 차폐 슬롯이 자석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로 영구자석으로부터 생성된 

자기력선이 차폐구조로 흐르고 그 중 일부가 차폐 

슬롯을 통해 구조내부로 유입됨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구조 내에 위치한 MRG에 가해지는 자기장

의 세기가 증가된다. 
 
3.2 설계 과정 

차폐 구조물 설계의 목적은 제작된 MRG 샘플

에 가해지는 자기장 세기의 가변 범위를 최대화함

과 동시에 제어시스템의 전체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설계 변수에 따른 자기장해

석을 자기장 해석 소프트웨어(Finite Element Method 

Magnetics-FEMM)를 이용하여 설계 사양을 도출하

였다. 또한, 제작되는 자기장 발생기의 최저 자기

장 세기는 0 mT에 근접해야 하는 조건도 부여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영구자석은 550mT 자기장 

세기의 사바륨코발트 영구자석으로, 차폐 구조 재

질은 강자성이 큰 스테인리스 강철(416 stainless 

steel)로 선택하였고 MRG와 차폐구조 외곽과의 간

격은 70mm로 고정하였다. 이어 차폐 구조의 모

형, 외경, 두께, 슬롯 각도를 설계변수로 설정하여 

각 파라미터 값 변동에 따른 자기장 세기의 변화

를 살피며 차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차폐 구조 모형 

3.1에서 자기장 세기가 가변되기 위해서는 차폐 

구조를 밀폐형이 아닌 개폐형으로 설계가 되어야 

함을 확인 가능했다. 차폐 구조의 외곽 형태는 원

기둥 형으로 고정하였고 내부의 형태는 비대칭형 

혹은 대칭형 중 하나를 선별하고자 했다 

비대칭 내부 구조로는 Fig. 3(a)와 같이 타원

(ellipse)형을 선택하였고, 대칭형 내부구조로는 

Fig. 3(b)와 같이 원통형을 선정하였다. 양 구조물

의 외부 지름, 슬롯 개수, 슬롯 각도는 서로 동일

하게 60 mm, 2개, 15°로 설정하였으며 각 구조물의 

회전 각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FEMM 시뮬레

이션을 통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Fig. 4) 타원형 

내부 구조물의 자기장 가변 범위는 0~115mT으로 

이는 원통형의 결과인 16~98mT보다 더 넓게 측정

되어 보다 좋은 성능지표를 보였다. 따라서 타원

형 내부형태를 지닌 차폐 구조물이 보다 적합한 

구조이나 이는 가공과정에서 많은 복잡성이 요구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편히 제작가능한 원

통형으로 차폐구조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제작하

였다. 
 
 차폐 구조 외경 

본 연구에서 제작된 MRG 샘플은 지름 44mm와 

높이 30mm의 실린더 형태이다. 따라서 MRG의 

지름 및 차폐 구조가 영구자석 사이에 위치해야 

함을 고려하여 차폐구조 외부 지름의 최소치를  

 
(a) Ellipse   (b) Cylinder  

Fig. 3 Possible shapes for shielding structure 

 

(a) Ellipsoid inner shape 
 

(b) Cylindrical inner shape 

Fig. 4 Comparison of magnetic fiel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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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of magnetic field generator under 

different outer diameter 

 
Fig. 6 Simulation of magnetic field generator under 

different slot angle 

 
Fig. 7 FEMM simulation of magnetic field generator 

under different thickness 

 

Fig. 8 FEMM simulation with and without iron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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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 최대치를 70mm으로 선정하였다. 다른 설

계 변수들에 임의 값(구조 두께 7mm, 슬롯 각도 

15°)을 부여하고 차폐 구조의 외부 지름을 50~ 

70mm 범위에서 자기장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

한 결과, 외부 지름50mm에서 최대치의 자기장 세

기 범위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 그러나 60mm 역시 50mm 외경과는 크게 

차이가 없고 주어진 MRG샘플과의 유격을 고려하

여 60mm을 프로토타입 차폐구조의 외경으로 결

정하였다. 
 
 차폐 구조 두께 

차폐 구조의 두께 선정 조건은 구조변형 없이 

영구자석의 자기력을 견뎌야 하며, 전기 모터 등 

타 부품과의 결합을 위한 나사 탭 구멍 크기, 내

부에 위치한 MRG 지름, 최대 허용 외부 지름 및 

전체 무게 등을 고려하여 두께 범위를 3~9mm로 

선정하였다. Fig. 7 및 Table 2와 같이 차폐구조의 

두께를 2mm의 단위로 증가시켜 자기장해석을 수

행한 결과 구조 두께가 3mm인 경우에 최대치의 

자기장 세기가 140mT으로 제일 높은 결과이지만, 

자기장 가변 범위가 약 22mT 밖에 안 되는 단점

이 있다. 자기장 발생기는 0mT에 근접하는 최소

치의 세기도 공급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에 두께 

후보를 7mm 및 9mm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무게

를 고려하여 7mm로 최종 결정을 하였다 
 
 차폐 구조 슬롯 각도 

차폐 구조를 통한 자기장 세기 제어의 핵심은 

자기력선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는 차폐 구

조 슬롯 각도 크기의 변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15~60°를 슬롯 각도 크기 범위로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Fig. 6 및 Table 2의 결

과와 같이 슬롯 각도가 커질수록 자기장의 가변 

범위가 증가함을 확인 가능했다. 그러나 자기장 

제어는 가변 범위뿐 아니라 최소 자기장 세기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17.7~133.3mT의 자기장 

세기범위를 갖는 30°를 슬롯 각도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실험 여건상 현재 실험에서는 우선

적으로 15°를 프로토타입의 슬롯 각도로 지정하여 

장비를 구축하였다. 
 
3.3 MRG 유무에 따른 자기장 해석 

위에서 선정된 프로토타입의 차폐구조는 원통

형, 외경 60mm, 두께 7mm, 슬롯 각도 15°이다. 그

러나 위 시뮬레이션은 차폐구조 내부에 MRG가 

없는 경우로, 구조 내 MRG가 존재하게 되면 강자

성이 높아 내부 자기장 세기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차폐 구조 내부 MRG 유무

에 따른 자기장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CIP 50wt% MRG는 내부 

철가루가 균형있게 분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인 자기장 모델링이 매우 복잡하기에 시뮬레이

션에서는 MRG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

라서 우선적으로 MRG를 이상적인 강자성체 원통

 

Fig. 9 Prototype of the proposed design of magnetic 
field generator 

Table 2 Simulation results of magnetic field generator 
under different parameters  

Parameters Value 
Without ironcore  

[mT] 
With ironcore

[mT] 
min max min max Outer 

diameter (D) 
(t =7mm, 
α =15°) 

 
50mm 
60mm 
70mm 

5.3 
15.6 
11.9 

99 
98.1 
78.8 

38 
47.4 
31 

351 
258 

190.3
min max min max 

Thickness (t) 
(D=60mm,  
α =15°) 

 
3mm 
5mm 
7mm 
9mm 

118.2 
57 

15.6 
4.1 

139.8 
104.2 
98.1 
95.6 

249 
128 
47.4 
17.6 

296.3
249.8
258 

282.9
min max min max 

Gap angle(α) 
(D=60mm, 
t =7mm) 

 
15° 
30° 
45° 
60° 

15.6 
17.7 
28.4 
46.5 

98.1 
133.3 
160.4 
181.4 

47.4 
53.6 
84.5 
140 

258 
322.6
369.2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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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정하여 MRG의 FEM 모델링을 원통형 철

심으로 설계하였다. Fig. 8의 결과와 같이 MRG를 

대체한 철심이 차폐 구조 내부에 위치함에 따라 

프로토타입 파라미터로 설계된 차폐구조는 중심점

에서의 자기장 최대 세기가 98mT에서 258mT까지 

그리고 최소치 값도 15mT에서 47mT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3.4 프로토타입 설계 

설계 변수에 따른 자기장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지름 60mm, 두께 7mm, 슬롯각도 15°, 그리고 

높이는 80m의 자기장 발생기 프로토타입을 Fig. 9

와 같이 제작되었으며 차폐 구조의 회전에는 

PGM42-4385E DC 모터가 이용되었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차폐구조의 회전에 따른 자기장 세기 변화 

프로토타입의 자기장 가변 범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슬롯의 회전 각도를 0~180°로 회

전하여 발생기 내부 중심점에서 자기장을 가우스

미터로 측정하였으며 Fig. 10과 같은 자기장(mT)-

각도(deg) 관계식을 4차 방정식으로 산출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장이 35~145mT의 범위로 가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철심 유무에 

따른 FEMM시뮬레이션 결과인 15~98mT와 47~258 

mT 범위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D 시뮬레

이션의 한계 및 실제 실험에 사용된 CIP 50%의 

MRG는 시뮬레이션에서 이용된 철심과 다른 물질 

등 여러 환경변수를 고려하였을 시, 측정된 실험 결

과는 시뮬레이션 해석과 유사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차폐 슬롯의 회전 각도 90°를 기준으로 자기

장 세기가 대칭형 곡선을 이룸을 확인 가능했다. 
 
4.2 자기장 발생기를 적용한 TVA 실험 

제작한 차폐 원리 기반의 자기장 발생기를 

MRG 기반 진동 흡수기에 적용하여 진동 실험을 

수행하였고 자기 유변 겔의 강성변화를 측정하였

다. 진동실험은 논문(11)의 실험장비로 수행하였다. 

제작한 자기장 발생기의 자기장 세기를 35~145mT

으로 변화시키며 MRG의 특성 변화를 측정한 결

과(Table 3, Fig. 11) 강성의 변화는 25.4~36.7kN/m, 

댐핑은 5.2~8.7N-s/m, 진동흡수 주파수 튜닝 범위

는 56~67Hz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제작된 자

기장 제어기 프로토타입은 MRG의 강성, 댐핑 제

어의 제어기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되던 대표적인 자기장 

발생기인 전자석과 영구자석이 내재한 발열 및 크

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폐 구조의 자

기장 제어기 설계를 제안하였다. 

차폐 구조 프로토타입 파라미터인 구조 모형, 

외경, 두께, 슬롯 각도는 자기장해석 시뮬레이션 

및 현재 연구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

며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자

기장 세기 가변범위는 35~145mT로 분석되었다. 

Table 3 TVA experiment results using MR gel

 Flux B θ ω k c 
A 35mT 0  56Hz 25.4kN/m 5.2N-s/m
B 70 mT 30  61Hz 32kN/m 6.5N-s/m
C 145 mT 90  67Hz 36.7kN/m 8.7N-s/m

 

 

Fig. 10 Experimental result of magnetic field versus 
angle curve 

 

 

Fig. 11 Frequency response result of TVA using MR gel 
under different magne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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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가 2차원 자기장 해석의 결과와 다소 차

이를 보였지만, 추후 MRG의 FEM 모델링을 유도

하고 3차원적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실험

결과와 일치한 시뮬레이션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자기장 세기에 따른 차폐 구조 내부 MRG

의 강성범위는 25.4~36.7kN/m, 댐핑은 5.2~8.7N-

s/m, 진동 흡수 주파수 범위는 56~67Hz를 가짐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제안한 차폐구조형 자기장 제

어기는 강성 및 댐핑 제어에 활용이 가능함을 확

인 가능했다. 

다만 FEMM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도출된 타원

형의 차폐 구조 모형, 30°의 구조 슬롯 각도가 자

기장 가변범위 측면에서 더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

하면 현재의 프로토타입보다 보다 나은 차폐구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기장 제어기의 

최종 목적인 자기장으로 강성 및 댐핑 제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장과 강성, 댐핑의 입출력 

관계식이 도출되어야 하는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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