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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presents a new design structure for a magneto-rheological brake (MRB) with magnetic
coils located on either side of the housing. With this structural configuration, the designed MRB is
expected to provide higher braking torque at a more compact brake unit size than can be offered by
conventional MRBs in which the magnetic wire coils are wound onto the non-magnetic bobbin. The
working principle underlying MRBs is briefly outlined, and thereafter, the Bingham-plastic rheological
model of MR fluid braking torque is used to calculate the braking torque of the MRBs under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 principal design parameters, an optimization is undertaken by considering the minimum mass of the new brake necessary to meet the torque requirement. To demonstrate
some of the intended merits of the proposed design configuration, a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MRB and the existing conventional MRBs is drawn.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MRB can
provide both a much higher torque level and a wider torque control range than can be achieved by
conventional M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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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동모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드형 등 다양한 설계

론

최근 들어 MR(magneto-rheological) 유체가 차량 현
가시스템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실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능이 우수한 MR 유체의 개발은 물론 이를 이
용한 각종 제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중
에서 이미 상용화가 되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MR
댐퍼의 경우는 전단 모드형, 유동 모드형, 그리고 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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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MR 댐퍼 이외도 실용화 단계에
있는 MR 클러치, MR 브레이크, MR 서보밸브 등 다양
한 응용장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8).
이 연구에서는 차량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압브레이크 및 마찰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있
는 MR 브레이크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MRB(magneto-rheological brake)의
장점은 시스템의 작동조건에 따라 브레이크 토크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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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제어로직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

하여 기존의 MRB와 성능해석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 말하여, 유압브레이크나 마찰브레이크가 가지고 있
지 못한 실시간 피드백제어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나 원
하는 브레이크 토크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2. MRB의 토크 계산

특징이다. 또한 기존 브레이크 시스템에 비하여 브레이
크 작동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동적
제어영역(dynamic controllable range)을 가지고 있어

우선 MRB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왔던 디스크형 MRB의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구동축의 회전에 의하여 토크발생이 일어

작동속도가 낮은 시스템에서부터 매우 높은 시스템까
지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
MRB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나면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혹은 gap)에 자기장이 형
성되어 MRF의 입자들이 체인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유체흐름의 저항력(resistance force)이 발생하여 이로

설계구조를 보면, 디스크형(9), 드럼형(10), 디스크-드럼
하이브리드형(11), T-형(12) 등이 있으며 이들 MRB에 대
한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

인한 브레이크 토크가 발생하게 된다. 와이어 코일이
비 자성체인 보빈(bobbin)에 감겨있기 때문에 자속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하여 높은 전류공급에도 불구하고

다. 또한 MRB만의 고유특성인 브레이크 토크제어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가지 제어로직을 통하여 실현되어 왔
다(13). 이 연구에서는 제어보다는 설계관점에서 MRB의

낮은 브레이크 토크가 발생한다. 반면에 Fig. 2에 나타
낸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MRB의 경우에는 자기장 형
성이 하우징과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고 하우징 위에 코

토크레벨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 디스크형 혹은 드럼형 MRB와 동일 혹은 작
은 사이즈로 보다 큰 토크발생을 할 수 있는 설계구조를

일이 직접 위치하기 때문에 작은 크기로의 설계가 가능
하고 자속의 흐름도 원활하며, 낮은 전류공급에도 큰 토
크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MRB와의 비교

제안하고자 한다. 이 설계구조에서는 기존 MRB에서 발
생하는 자속 흐름의 막힘 현상(bottle-neck of the magnetic flu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석 코일이 MRB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및 3개의 코일 전자석이
하우징 위에 설치된 경우를 고려하여 브레이크 토크 특
성을 분석하였다.

하우징 위에 직접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석 코
일의 개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에 따
라 요구되는 토크레벨을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

MR 유체를 빙햄유체(Bingham fluid)로 가정하고 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여 전자석 코일이 1개인
경우에는 “single side-coil MRB”로 하고 여러 개의 전
자석 코일이 위치하는 경우를 “multi side-coil MRB”
로 명명하여 브레이크 토크 성능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한
작은 크기의 MRB를 이용하여 현재의 MR 유체 특성
으로 얼마나 높은 브레이크 토크를 얻을 수 있는지, 따
라서 어느 분야에 실용화가 가능한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MRB의 토
크계산을 위한 수학적 모델을 유도하고 최적설계를 수
행한다. 최적설계의 목적함수는 요구토크(required or
desired torque)를 얻기 위하여 가장 작은 MRB무게로
선택하였으며, 이를 결정하는 주된 설계변수로는 디스
크, 하우징, 샤프트 무게 등이 고려되었다. 최적설계를
통하여 결정된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브레이크에 분포
되는 자기장세기를 분석하고 여러 조건에서 브레이크
토크를 계산한 후, 제안한 MRB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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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structure of conventional disc-type M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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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 내에서 MR 유체의 거동이 선형속도 분포를 갖
는다고 가정하면 MRB의 토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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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side-coil MRB

상기 식에서 각 토크의 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c는 Fig. 1에 나타낸 기존 MRB의 토크, TsN은 하우
징 위에 N개의 전자석 코일을 가지고 있는 MRB의
토크이며, T0는 자기장 비인가 시 MRB의 토크를 나타
낸다. 그리고 기하학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d : 디스크의 바깥 반경, Ri : 유효 MRF 부피 내부 반
경, Rs : 샤프트 직경, d : 브레이크 측면 갭 사이즈, do :
환형 덕트 갭사이즈, td : 디스크 두께, Ω : 로터의 각속
도, Tsf : 마찰력에 의한 토크, Rci : 첫 번째 코일 내부 반
경, Rco : 첫 번째 코일 외부 반경, Rcji : j번째 코일 내
부 반경, Rcjo : j번째 코일 외부 반경, μe : 평균 점성 계
수, τye : 평균 항복 계수, μj : 유효 MR 부피의 j번째 평
균 점성 계수, τyj : 유효 MR 부피의 j번째 평균 항복
응력, μa : 환형 덕트 점성계수, τya : 환형덕트 전단응력,
τy0 : 초기 전단응력, μ0 : 초기 점성계수를 나타낸다.
한편, MR 유체에서 발생하는 항복응력 τye, τyj, τya 및
이에 해당되는 항복점 후의 평균 점성계수 μe, μj, μa는 자
기장 세기에 따라 변하는 MR 유체의 고유 특성값이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예측한다(19).

(b) Three side-coil MRB
Fig. 2 Design structure of the proposed MRB with
magnetic coils on the housing

  ∞    ∞ 

  



 



(5)

여기서, Y 는 자기장 세기에 따라 변하는 MR 유체 자체

┃

Trans. Korean Soc. Noise Vib. Eng., 29(1) : 13~20, 2019

15

Quoc Hung Nguyen et al. ; Optimal Design of MR Brake with Magnetic Coils Located on the Housings

의 물성치 (τye, τyj, τya) 및 (μe, μj, μa) 등을 나타낸다. Y

한편, 구리로 된 전자석 코일은 24 게이지(지름

값의 변화는 자기장 영 일 때의 값 Y0에서 자기장이
saturation 되는 시점의 값 Y∞까지이다. YSY는 Y 값의
saturation 모멘트 인덱스이며, 변수 B 는 MR 유체에

0.511 mm)를 사용하였으며, 코일에 인가하는 최대 전
류는 2.5 A로 제한하였다. 전자석 코일의 단면은 사각
형이며 사이즈는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가된 자기장 강도를 나타낸다. 한편, MR 유체의 누
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실(seal)로부터 발생하
는 마찰 토크 Tsf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3).

   

(6)

위의 식에서, Ω는 브레이크 축의 분당 회전속도이며,
Rs는 실링을 포함한 축의 지름을 나타낸다.

   ·    ·

위 식에서, wc 및 hc는 코일의 높이 및 폭을 나타내며,
nw 및 nc는 각각의 코일 turn 수이고, dc는 와이어의 지
름이다. 전자석 코일이 하우징 축 위에 정확하게 정렬
되어 감겨있다고 가정하면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밀도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
· 


        
 
 ·
··


3. MRB의 최적설계 및 결과
MRB 설계 시 중요한 성능은 제동토크의 크기와
MRB 자체의 무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요구토크
(required torque)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질량을
갖는 MRB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
에서 선택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

위 식에서 Vd, Vh, Vs, VMR, Vbob 및 Vc는 각각 디스크,
하우징, 축, MR 유체, 보빈 및 코일의 기하학적 부피를
나타낸다. 그리고 ρd, ρh, ρs, ρMR, ρbob 및 ρc는 각각의 변
수에 해당되는 밀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목적함수 (7)은
MRB구조의 기하학적 변수로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MRB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최적화기법
은 “식 (1) ~ (4)의 계산되는 일정한 요구 토크(required
torque)의 크기를 만족하는 제약조건하에서 목적함수
(7)의 해를 구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ANSYS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2D요소(PLANE 13)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MR 유체는 미국 Lord사의 MRF
132-DG로서 차량 댐퍼 및 브레이크에 많이 사용되는
유체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MRB는 전단모드에서 작
동하기 때문에 전단모드형 rheometer를 이용하여 MR
유체의 특성을 실험한 후 커브 피팅을 통하여 다음의
값을 구했다.


  · ∞  ·   
y   ∞   sty    

(8)

(9)

위 식에서, N 및 Scoil은 감은 코일의 수와 단면적을
각각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MRB의 가장 중요
한 설계변수는 전자석 코일의 높이(hc, hcj), 전자석 코
일의 폭(wc, wcj),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의 반경(Ri),
그리고 디스크 두께(td) 및 하우징 두께(th) 등이다. 여
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MR 유체의 덕트 크
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자기장의 인가 유무에 관계없
이 제동토크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덕트 사이즈를
매우 작게 설계할 경우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
한 MR 유체의 거동현상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 정상
적인 작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최적설계에서는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의 갭(gap)
사이즈는 설계변수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최적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초
기값은 10 mm로 주어졌으며, 모든 기하학적 조건을 만
족하는 범위에서 non-constraint 최적화기법을 이용하
였다. 사용된 최적화 기법은 공역 기울기법(conjugate
gradient method)으로 목적함수의 구배(gradient)를 기
초로 계산을 수행하며, 목적함수 변화의 기울기를 계산
하여 목적함수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는다(20).
최대 반복계산 횟수는 100, 수렴조건은 목적함수의 변
화율 10e-5이하로 정의하였다.
Fig. 3은 갭사이즈를 0.8 mm, 샤프트 직경을 6 mm
로 고정하고 요구토크를 10 Nm로 설정했을 경우에 얻
은 최적 해를 나타낸다. 세 경우 모두 2 % 오차 내에
서 요구토크로 빠르게 잘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구토크를 만족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MRB의 무게는
약 1.69 kg, 이 연구에서 제안한 single side-coil M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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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게는 약 1.68 kg, 그리고 three side-coil MRB의

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게는 약 1.28 kg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MRB의 무
게를 최소화하면서 요구토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적
설계기법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보다 확실하게

요구토크 10 Nm를 만족하기 위한 최적설계 해를
Table 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모든 MRB가 요구토크
조건 10 Nm를 만족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된 three

증빙하기 위하여 MRB의 자기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로부터 제안된
MRB가 기존의 MRB의 경우보다 자기장이 보다 균일

side-coil MRB의 경우가 가장 가벼운 것을 알 수 있
다. 여러 설계변수 중에서 제안된 MRB가 기존의 MRB
보다 사이즈면에서 작으며, 하우징부가 매우 작게 설

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MRB의 사이즈를 보다 작게 설계하는데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또한 제안된 MRB인 Fig. 3(b)와 (c)를 비

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디스크의 반경도 작은 크
기로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장 비인가
의 즉, off-state 상에서의 토크는 기존 MRB와 제안된

교할 경우 자기장 세기가 보다 강하고 균일하게 분포되

MRB가 거의 동일하며, 제안된 MRB의 경우 전자석
코일의 수가 많을수록 전력소비(power consumption)
가 많아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브레이크는 이미 자기 포화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력을 더욱 인가한다고 하여도 더 이

(a) Conventional MRB

(a) Conventional MRB

(b) One side-coil MRB

(b) One side-coil MRB

(c) Three side-coil MRB
Fig. 3 Optimization solution of the MRBs with required
braking torque is 10 Nm and the MRF duct size
is 0.8 mm

(c) Three side-coil MRB
Fig. 4 Magnetic flux density of the brake at the
opt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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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토크가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안된 MRB

우 유사한 무게와 off-state 토크를 갖는다. 그러나 제

의 최대 토크크기와 자기장 세기에 따른 토크제어 영역
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구토크를 다르게 설정하여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안된 three side-coil MRB의 경우는 100 Nm까지 기
존의 MRB보다 가볍게 설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계가 가능한 이유는 Fig. 5(c), (d)에서 볼 수

Fig. 5(a)에서 보듯이 기존 MRB와 제안된 one sidecoil MRB의 경우는 요구토크가 70 Nm 이하에서는 매

있듯이 제안된 MRB의 경우에는 동일한 요구토크를
얻기 위하여 디스크 등 외경과 길이 등을 많이 줄일 수

Table 1 Optimal solution of the MRBs when the required torque is 10 Nm and the MR duct gap is 0.8 mm
MRB types

Design parameter (mm)

Characteristics

Coil: Width wc = 6.6; Height hc = 4.6;
Radius Rb = 54.2; No. of turns: 116
Housing: Rs = 6, R = 65.2, th = 7.2, L=20
Disc: Radius Ri = 13.1, Rd = 53.8; Thickness td = 4
MRF duct gap: 0.8

Max. torque: 10 Nm
Mass: 1.69 kg
Off-state torque: 0.08 Nm
Power cons.: 15.17 W
Coil resistance(Ω): Rc = 2.43

Single coil

Coil: Width wc = 3.1; Height hc ,=8.2;
Radius Rci = 45; No. of turns: 2*96=192
Housing: Rs = 6, R = 58.8, th = 6.3, L = 20.7
Disc: Radius Ri = 31.8, Rd = 57.3; Thickness td = 6.4
MRF duct gap: 0.8

Max. torque: 10 Nm
Mass: 1.69 kg
Off-state torque: 0.09 Nm
Power cons.: 21.8 W
Coil resistance(Ω): Rc = 1.75

Three-coil

Coil: Width wc1 ≅ wc2 = 3.1; Height hc1 = 6.6; hc2 = 7.2; hc3 = 7.2
Radius Rc1i = 15.6, Rc2i = 31.7, Rc3i = 48.2;
No. of turns: 2*(78+84+84) = 492;
Housing: Rs = 6, R = 59.6, th = 4.9, L = 15.5
Disc: Radius Ri = 8.6, Rd = 58.1; Thickness td = 4
MRF duct gap: 0.8

Max. torque: 10 Nm
Mass: 1.28 kg
Off-state torque: 0.08 Nm
Power cons.: 40.7 W
Coil resistance(Ω): Rc1 = 0.5, Rc2 = 1.1,
Rc3 = 1.6

Conventional

(a) Mass vs. braking torque

(b) Off-state torque vs. braking torque

(c) Overall radius vs. braking torque

(d) Overall length vs. braking torque

Fig. 5. Optimal results of the MRBs as a function of maximum braking torque with d = 0.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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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서 고정한 MRB덕트 사이즈 0.8 mm를
1.0 mm로 변경하여 해석하여도 Fig. 5에 나타난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된
MRB의 설계구조는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혹은 갭)
사이즈와 관계없이 가벼운 무게로 보다 큰 제동 토크
발생이 가능하며 자기장 비 인가시와 자기장 인가시 발
생하는 토크의 제어영역을 보다 넓게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3.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MRB구조와 다른 하우징 위
에 전자석 코일이 직접 위치하는 새로운 MRB 설계구
조를 제안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해석을 통해 증명하
였다. 우선 제안된 MRB와 기존의 MRB의 구조를 비
교하고 토크 계산식을 유도하였으며, 주요 설계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적설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MRB
의 질량을 목적함수로 선정하고 요구 토크를 구속조
건으로 한 최적 해를 구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
기장해석과 off-state 상에서의 토크 등 여러 성능을 분
석하고 비교하였다.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 사이즈를
0.8 mm로 고정시키고 요구 토크 10 Nm를 만족하는 최
적 해를 구한 결과 제안된 three-side coil MRB가 기
존의 MRB보다 적은 무게로 설계가 가능하며, 보다 큰
토크발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서 off-state의
토크는 기존 MRB와 제안된 MRB의 경우 동일하게 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로 제어할 수 있는
토크영역이 제안된 MRB가 매우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MR 유체가 흐르는 덕트
사이즈에 관계없이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제안된 MRB
의 설계구조는 MR 유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른 응
용장치에도 적용이 가능한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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