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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및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ER  유동체의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에  대한  부분적인  단면도인  동시에 
한 측면에 대한 정면도.

제2도는  제1도에  예시되어  있는  ER  유동체의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의  각  구성요소를  축소하여 
그  구성을  분해하고  그  배열을  나타내는  투시도로써  둘러싸인  ER  유동체  포용실에의  통합을  위한 내
측 및 외측 전도관 부재의 조립을 나타내고 있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대한 전자제어 조립(물)의 구성도.

제4도는 본 발명에 대한 전자제어 조립(물)과 독자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구성도.

제5도는  제1도의  ER  유동체의  염력전달  및  변환장치에  대한  구성  및  배열을  분해한  부분적인 확대도
로써  둘러싸인  유동체실내에  있는  내측  및   외측에  대한  자기적  결합방식과  그  배열을  예시하고 있
다.

제6도는  제1도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측의  자석하우징과  더불어  자기적  분리를  하는데 있어
서  제동기패드(pad)와  맛물리기  위하여  스프링으로서  격리되어  있는  외측의  자기적  하우징을  가진 
장치에 대한 구성상의 단면도.

제7도는  제1도에  예시되어  있는  장치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구상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면도인 동
시에 구성도.

제8도는  제7도의  선  8-8에  연하여  취해진  어느  정도의  단면도인  동시에  일면으로는  흩어진 평면도이
기도  하며,  외측의  자석하우징에  있어서의  영구  자석들과  자기적  전도물질에  대한  가능한  배열을 나
타내고 있다.

제9도는 본  발명에 있어서 어떤 고리모양의 자기적 결합의 배열을 가진 ER  유동체의 염력전달 및 변
형 장치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구상화를 나타내는 부분적인 단면도인 동시에 측면의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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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도는  제9도의  선  10-10에  연하여  취해진  하나의  축소된  어느  정도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면
도로서 내측 및 외측의 고리 모양의 영구자석들의 배열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11도는  본  발명에  있어서  반대의  다극  영구자석들을  가진  ER  유동체의  염력전달  및  변환장치에 대
한  어떤  선택적  구상화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적으로  흩어진  구성도인  동시에  어떤  측면에  대한 정면
도.

제12도는  제11도에  예시되어  있는  장치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다극  영구자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면도인 동시에 일부 측면에 대한 정면도.

제13도는  어떤  부동(浮動)  전극배열을  가진  어떤  ER  유동체의  염력전달  및  변환장치에  대한  어떤 선
택적인 구상화를 나타내는 어느 정도의 구성 및 단면도인 동시에 일부측면에 대한 정면도.

제14도는  제13도에  예시되어  있는  본  발명의  구상화에  흡사한  부동  전극배열에  대한  특징인 전장선
을 예시하는 한 구성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10, 210, 310 : 염력전달 및 변환장치   12a, 12b : 제어회로

14 : 미립자군                                            16a, 328 : 절연체

16, 116, 212, 312 : 봉쇄된 실                   18, 122, 214, 320 :  하우징

20 : 유수부위                                            22, 140 : 앞판

24, 134, 216 : 뒷판                                   27 : O형 고리

30, 232 : 외측샤프트                                 32, 124, 222 : 중심샤프트

34 : 벽                                                     38, 156, 230 : 외측 자석하우징

36, 152, 224 : 내측 자석하우징                 42 : 슬리브부재

44, 46 : 영구자석                                      48 : 외측의 스라스트베어링

50 : 내측의 스라스트베어링                       52, 54 : 자기적 유도고리

56 : 내측판                                              58 : 외측판

60 : 외측의 고리부재                                62 : 내측의 고리부재

64 : 단계                                                 65 : 납

67, 164 : 확장실                                      68 : 튜브

69, 70 : 절연체                                        72 : 회전 속도계

80 : 샤프트                                             84 : 감지회로

85 : 전원                                                86 : 직류변환장치

89 : 전압변환기                                      92 : 스프링부재

94 : 제동기패드                                      112, 316 : 첫번째 샤프트

114, 322 : 첫번째 샤프트                       118 : 케이스

120 : 필포트                                         125 : 하우징벽

126 : 내측판                                         128 :외측판

130 : 내측고리                                      132 : 외측고리

136, 218, 228 : 짝을 이루는 가는 섬유   138, 234 : 회전베어링

150, 240, 324 : 내측자석                       238, 154, 326 : 외측자석

158 : 회전접촉점                                   159 : 핀

160 : 절연용 납                                     165 : 부재

220 : 앞벽                                            226 : 스핀들

236 : 조임용 너트                                 241 : 드러스트베어링

242 : 유동체 확장실                              246 : 전극

248 : 절연부재                                     314 : 케이싱

318, 319, 323 : 베어링                        330 : 필드라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전기유성학적(ER,  electrorheological)  유동력의  전달과  변환에  관련되며, 특
히  이  ER  유동체가  어떤  작용실내에서  분리되고  출력에  대한  염력(捻力)  전달이  어떤  역학상의 유동
체  폐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량형 유동클러
치(연동기)  또는  브레이크(제동기)를  갖추고  있고,  ER  효과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유동체  내력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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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위하여  요구되는  전장(電場)을  갖출  수  있도록  독립적인  동력발전(發電)도  일으킬  수  있다. 지
금까지 저가로서 믿을 수 있는 ER 유동체의 개발에 있어서 뜻있는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  ER  유동체는  어떤  유전성의  유동체  매체내에  있는  매우  미세한  미립자의  현탁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동체들은  최초에는  어떤  전장의  출현에  있어서의  그들의  명백한  점성적 
변화로 말미암아 "electroviscous"라고 불리워졌다.

여기서  이들  구성의  여러  형태에  대한  이해를  깊이해  보면  활성적인  점성이  대체적으로  일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측되는  현상이  유동체의  변형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최소  응력에 있어서
의 변화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효과들은 구성에 관한 전체적인 유성학의 
이름으로  설명되어  왔고  오늘날에는  "유성학적"  유동체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장이  없는 
곳에서는  이  ER  유동체는  뉴우튼의  학설에  입각한  흐름의  특징을  나타낸다.  즉  그들의  변형율이 변
형 응력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미터(millimeter)당 10
3
 전압의  등급에  있는  전장이  적용되면  변형  응력이  증가하는 전

장력과  더불어  올라가게  되는  어떤  내치를  초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변형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내
구응력  (항응력)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가지  등급의  크기에  대한  명백한  점성에 
있어서의 증가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유동체를  채택하여  상업적  (상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에는  가변적인  연동기와  제동기 
조립품이  포함된다.  자기적  미립자를  사용한  재래의  기계적  연동기  및  제동기  조립을  벗어난  초기의 
염력  전달  시스템이  적용된  전장에  반응하여  염력의  점진적인  제어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
떤 유동체내에 매달리게 된다.

기계적  구동요소들간에  서로  점착토록  자장을  자기적  미립자군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들  미립자를 활
성화시켜  그들간의  마찰력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적절한  자장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힘
과  이들  장치에  소요되는  구성요소의  물리적인  크기는  염력을  전달하는  능력에  뜻있는  제한을 가하
게 된다.

ER  효과의  장점을  이용하고  있는  염력전달  장치에  반응하는  전장은  자기적  유동체  장치로서는  미리 
얻어질  수  없는  적용전장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해서  매우  빠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장점
을 지니고 있다.  여러 장치에 반응하는 전장도 무겁고 값비싼 전자기적 코일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
다.  미국특허  제2,417,850호,  제2,886.151호  그리고  제4,664,236호에  있어서와  같이  이들은 유동체
를  가로지르는  전장에  있어서의  변화에  반응하여  염력에  대한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제어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예시적인 ER 유동체의 연동기 및 제동기의 구조를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ER  유동체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기계적인  시스템의  발전에  적용되면  이것은 리세컨드
(millisecond,  1초의  1/1000)의  단위에  있는  전형적인  반응시간으로서  재빠르고도  뒤집을  수  있는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위를 제공하게 된다.

ER  유동체  염력  전달장치가  종래의  점성적  변형과  자기적  유동체  배열은  물론이고  다른  연동기보다 
우수한  가변적이며  반응에  예민한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의  ER  유동체  염력장치는 
이상적인  것이  못되고  있다.  ER  유동체  장치의  염력은  ER  유동체  변형에  대한  전압전위와  상호작용 
표면  면적에  의해서  제한된다.  따라서  이  장치의  전체적인  용량을  최소치로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적
인  표면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특히  엄청나게  비싼  가격,  비효율적인  제작과정,  그리고 조
립품의 선택면에서 볼때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었다.

전형적으로  연동기는  진동,  충격,  기타  반대되는  상태하에서의  역  또는  때때로  예기치  않은 조건하
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의  발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내에  있어서의  ER  유동체에 
대한  절연과  도전(導電)은  이와  같은  상태하에서는  특히  조립물  구성상의  역학적  견지에서  볼때 불
확실하다.

여기서  유동체의  누수(현상)없이  이  시스템의  보전을  유지하는  문제는  정상적인  작용상태하에서 경
험되는 온도와 압력의 극단치에 의해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스템에 대한 기타 결함에는 반
응제어에  대한  필요성도  포함된다.  ER  유동체  변형력에  있어서의  순간적인  가변성을  충분히 이용하
기  위해서는  전장  전위에  대한  통제지시가  시스템의  상태와  변화하는  염력의  요구에  동시적으로 반
응해야 한다.

더욱  과거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전력의  공급을  위한  외부적인  전원  또는  밧데리가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ER  효과의  수단을  위한  전장을  만들기  위해서 10
3
 전압  등급의  전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의 요구는 이 장치의 독립적인 적용을 위하여 그 효율성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전형적으로  ER  유동체의  연동기와  제동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의  문제점들과  제한을  제거 
또는  실질적으로  최소화하는  ER  유동체  염력전달  및  변환  장치를  갖춘다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인 
것이다.

본  발명은  연동기  및  제동기의  적용에  있어서의  염력의  가변적인  제어를  위한  개량형  ER  유동체 염
력의 전달 및  변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는 통상 ER  유동체 포용실의 내부에 있어서
의  가동부품의  기계적  접촉  영역에  요구되는  어떤  역학적인  유동체의  폐  대신  자기적  결합방식이 
갖추어져 있다.

이  자기적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극심한  진동,  온도  그리고  압력하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동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누수현상을  제거하게  된다.  이  ER  유동체  적용기술에  대한  특수한 중요
성은  본  발명이  종래까지  현재의  헝태의  적용에  적합하지  못했던  화학적으로  공격적이나  침식 작용
이 있는 유동체의 사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자기적 결합의 사용에 기인하는 
염력상의 순응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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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한면(장점)에  부합하여  ER  유동체  염력의  전달  및  변환시스템에  있어서의  상태 반응
제어가  제어시스템의  구동  요소  사이에  있어서의  회전속도를  가르키는  어떤  신호에  대한  폐된 고
리의  귀환의  형태로서  갖추어  진다.  이  제어시스템은  그  동작상태를  감시하고  ER  유동체의 내력(耐
力)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가변적인  크기의  고전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제어시스템은 
어떤  외부적인  전원을  요구하지  않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내부적인  전력의  발생을 조
절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ER  유동체에  대한  어떤  전장의  선택적이고  가변적인  적응에 반응
하는 어떤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최초의  부재(부품)가  어떤  완전히  폐된  ER  유체실에  관련하여  내부에  위치하고  또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염력은  ER  유동체에  의해서  이  최초의  부재를  통해서  전달된다. 
염력의  양은  이  유동체의  특수한  내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한  이  내력은  전장의  크기에  의해서 차
례로 결정된다.

어떤  두번째  부재는  봉쇄(封鎖)된  실(室)로부터  외부에  위치하게  되고  이  실에서도  낮은  자기적 침
투성을  가진  표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  영구자석이  최초의  부재와  두번째의  부재의 각각
에  관련되어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  회전할  수  있도록  봉쇄된  실의  자기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표면
을 통해서 자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영구자석이  최초의  부재와  두번째의  부재의  각각에  연결되고  내측  및  외측의 자석하우
징(housing)의  방사상의  주위  부근에서  봉쇄된  실의  침투성  표면을  통해서  결합된다.  부가적인 자장
력과  자기적  흐름에  대한  봉쇄를  위하여  어떤  자기적으로  전도성을  띤  고리가  외측  및  내극의 자석
하우징의  각기  위에  있는  자석들  뒤에  위치하고  있고  각기  위에  있는  영구자석들은  한짝을  이루게 
된다.

봉쇄된  실의  자기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벽을  가로지르는  자기적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찰은 맞
물림  점에  있어서의  외측  또는  내측의  자석하우징의  각기에  장치되어  있는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에  의해서  감소된다.  또한  되쫓아  버리는  영구자석도  회전점에  있어서의  마찰의  감소를 위
하여 외측 및 내측의 자석하우징의 각기 위에 장착되어 있는 회전축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구동요소들  사이에  있는  맞물기(engagement)의  표면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로  엇갈려서 공간
을 두고 있는 내측 및 외측의 전도판이 봉쇄된 ER 유동체 실내에 마련되어 있다.

ER  유동체의  결합  및  클립(꽉쥠)  효과는  구동  요소들  사이에  있어서의  염력의  전달과  변환을  바꾸기 
위하여  그의  내력의  변화에  의해서  변경된다.  내측의  전도판은  내측의  자석하우징에  연결되어 있으
며 어떤 입력 또는 출력 샤프트(shaft)에 대한 외측의 자석하우징과 조화를 이루면서 회전한다.

그리고  외측의  전도판은  봉쇄된  외부부분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동기의  적용도  입력  또는 
출력  샤프트에  연결될  수  있다.  봉쇄된  실내에  있어서의  온도  및  압력의  상승이  전도판의  상대적인 
동작  또는  기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체의  확장실이  낮은  온도와 압
력에  있어서의  공기주머니의  도움없이  가변적인  용량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하여  봉쇄된 실내
부에 마련되어 있다.

내측  및  외측의  전도판간의  거리와  공간은  그  곳에  있는  내측  및  외측의  고리부재들의  두께에 의해
서  고정되며,  이  고리부재들과  내측  및  외측의  전도판은  쉽게  제거되어  대폭  단순화된  부품과 전도
판  부재들간의  거리조정으로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봉쇄된  실과  내부  부품들에의  접근은 하우징
의 뒷면판을 들어내므로써 행해진다.

속도계(회전속도계)  조립물이  구동요소들의  동작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어떤  직접적인  기계적 출력
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  속도계는  ER  유동체에  대한  고전압의  환상귀환(loop  feed  back)을  위한 
제어시스템을  조작하기  위하여  전자신호를  발하도록  어떤  가변적인  속도변환기에  연결되어  있다. 여
기서  프로그램화되고  선택된  제어가  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부적인  전원  또는  밧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용되며,  고전압은  선택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전력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신호 변환기 또는 발전기(發電器)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비정상적인  부하나  회전상의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기적  이산(분리)는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 
제동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본  발명의  구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수정된다.  외측의  자석하우징은 봉
쇄된  실의  자기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벽과  내측의  자기하우징의  반대적인  영구자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원판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여기서  만약  자기적  이산현상이  일어나면  외측의  자석하우징은  회전운동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제동
기  패드로부터  차단되고  환상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감퇴됨에  따라  이  영구자석들은  맞물림을  위해서 
적절히 방향을 잡아 재결합이 회복된다.

본  발명의 구상화에 대한 다른 설명을 보충한다면,  이  자기적 결합은 중간에 개재될 수  있는 다극의 
고리모양의  자석을  사용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봉쇄된  실의  자기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표면  또는  벽은  ER  유동체의  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구자석들  중간에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고전압전극이  접촉점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스프링에  의해서  어떤  샤프트의  회전축에 
마련될 수 있다.

이  중간에  개재되어  있는  어떤  고리모양의  다극성  자석의  배열에  첨가하여  자기적  결합을  위해서는 
통상의 다극자석들이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보다  구상화된  면을  살펴보면,  둘러싸인  ER  유동체실에  대한  내부적인 구동요소
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나  양면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내부적인  구동요소를 전
기적  회전  접촉  또는  기타의  하드  와이어(hard  wire)  방식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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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스럽지  못할  때는  어떤  부동전극이  ER  유동체를  통해서  전력공급쪽으로  능동족으로  결합하게 된
다.

이때  전기적  연결은  스패이스(spacer)를  절연시키므로써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봉쇄된  실의 외측
의  하우징에  대해서  행해진다.  또한  미  봉쇄된  실  내부의  구동요소는  적용된  전압의  약  1/2에 대등
한  전위에서  ER  유동체를  가로질러  전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부동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다.

종래의  구조로  된  ER  유동체의  연동기  및  제동기  조립물에  비해서  본  발명은  광범위한  응용에 적응
될  수  있는  가변식  ER  유동체의  염력  전달  및  변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기적  결합작용은 
보다  큰  신뢰성과  격감된  시스템상의  결함과  더불어  광범위한  ER  유동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게 된다.

이 완전 포용형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는 그 기구의 지탱이나 유지를 위한 필요성 없이 조
립될 수 있고 여러가지 상이한 응용으로도 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도면에 따라 본 발명의 장치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ER  유동체의  염력  전달  및  변환장치(10)를  예시하고 
있다.  이  염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10)는  다양한  응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동시  가변적인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연동기  또는  제동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장치(10)의  상태  반응제어는  제3도와 제4
도에  예시되어  있는  제어회로(12a)  (12b)에  대한  본  시스템의  회전속도를  가르키는  어떤  신호에 대
한  폐쇄된  고리모양의  구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미립자군(14)에  의해서  개념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또한  전장의  기능으로써  변화하는  어떤  내력을  가진  ER  유동체는  장치(10)의  구성요소  사이에서 상
호작용적인 매체를 제공해 준다.

지금까지  설명되어  온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  조립물은  종래의 마찰
판  및  전자식  연동기보다  나은  뜻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  성능,  신뢰성  그리고 생산
성(제조가치)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  조립물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다른  여러가지  원인중에서도  정상적인  조작  상태하에서도  유동체의  온도와 압력
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학상의 유동체 폐에서 나타나는 누수현상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복잡한  기계적  설계선택에  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여기서  본  발명의  ER  유동체의  염력  전달  및  변형장치는  지금까지의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
기에  대한  뜻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  즉  ER  유동체가  어떤  봉쇄된  실에  완전히  포용되고  이 
실은  어떤  움직이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유동체  접촉  영역  설정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유
일한  ER  유동체  접촉반(盤)  조립물과  더불어  자기적  결합에  의한  구동요소들의  연결은  집적이며 
융통성  있는  짜임새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담겨져  있는  개념(원리)은  내구적이고  또한  즉시 제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키  위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가변적이고  개량적인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 장치에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도면  특히  제1도,  2도  그리고  5도로  되돌아가서  ER  유동체의  염력  전달  및  변환장치(10)에는 
구동  요소들  사이에  있어서의  염력의  전달을  가변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봉쇄된  실(16)내에  있는 
ER  유동체가  채택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ER  유동체도  바라는  적용물에  관련된  내력,  전력 
기타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마찰적이거나  화학적으로  경격적인  유동체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유동체를  폐하고  있는 구성요
소의  변질(퇴보)에  대한  염려없이  사용될  수  있다.  미립자군(14)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ER  유동체의 
실(16)내에  있어서의  봉쇄는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있어서의  유동체  폐 영역
의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해 준다.

실(16)은  이후  상세히  설명될  장치(10)의  구성요소를  지탱하고  있는  부가적인  부하를  들어주는데 도
움이  되는  하우징(18)과  경계되고  있다.  또한  하우징(18)은  알미늄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튼튼하고 
자기적으로  침투성이  있는  물질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합성물이나  기타  물질도  사용될  수 
있다.  하우징(18)의  물질의  일부는  열의  변화와  압력을  수용하기  위하여  확장될  수도  있다.  도면의 
하우징(18)은  대체적으로  원통  모양으로  보이지만  어떤  선택된  배치에서는  특수한  적용에  따라  여러 
종류의  크기와  기하학적  구조로  만들  수  있다.  봉쇄된  실(16)과의  연결은  그  곳에서의  유동체의 용
이한  부가와  제거를  위하여  유수부위(20)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우징(18)은  또한  ER  유동체을 가
로지르는 어떤 전압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기초 전극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장치(10)의  구동과  기타  구성요소를  지탱하고  수용하기  위한  앞판(22)과  뒷판(24)이  하우징(18)에 
장착되어  있는데  뒷판(24)은  봉쇄된  실(16)에  대한  수용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캡나사(cap 
screw)에  의해서  하우징(18)에  장착되어  있다.  한  O형  고리(27)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가  봉쇄된 실
(16)과  뒷판(24)  사이의  정지적  봉으로서  마련되어  있다.  앞판(22)은  가는줄에  의해서 하우징(1
8)가  맞물려  있으며  앞판(22)이나  뒷판(24)중  어느  하나가  어떤  장치에  의해서  하우징(18)에 장착되
어 있다.

장치(18)는  염력의  전달  및  변환의  역할을  하는  어떤  연동기  또는  제동기로서  이용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외측의  샤프트(30)가  회전상의  기계적  에너지로서  사용될  수  있다.  입력  또는  출력은 
외측의  샤프트(30)와  중심샤프트(32)에서  전달된다.  장치(10)가  제동기로서  사용될  경우는  염력의 
전달은  외측의  샤프트(30)와  중심샤프트(32)가  장착되어  있는  하우징(18)  사이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하우징(18)은  제동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정지적으로  고정된다.  또한  중심샤프트(32)는  이중 샤프
트  연동기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수한  적용에도  양립할  수  있도록  뒷판(24)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
오고  있다.  두번째  샤프트는  하우징(18)에  장착되거나  이  하우징  자체가  샤프트로  될  수도  있다. 이
와  같은  구조상의  기술을  살펴보면  외측샤프트(30),  중심샤프트(32)와  하우징(18)은  가능한 구동요

17-5

특1991-0009728



소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준한  선택적  배열  배치도  본  발명에  기초하여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봉쇄되어  있는  실(16)의  보전을  방해하는  일  없이  구동요소들의  맞물림에  효과를  가져다  주기 위하
여  자기적  결합이  내측의  어떤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징(38)  사이에  실(16)의  벽(34)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1도 및 제5도)

외측의  자석하우징(38)은  작용상  회전을  위하여  외측  샤프트에  연결되어  있다.  많은  회전  볼 베어링
이 앞판(22)의 중심축 부근에서 외측샤프트(30)와 외측의 자석하우징(38)의 회전을 용이하게 
해준다.  내측의  자석하우징(36)은  중심샤프트(32)  부근에서  자유로운  회전을  위하여  슬리브(sleeve) 
부재(42)(제1도)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외측의  자석하우징(38)의  방사상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영구자석(44)은  내측  자석  하우징(36)에  상응하는  영구자석(46)  가까이로  극을  돌려  방향을 바
꾸게 된다.

벽(34)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적  결합에는  앞판(22)의  중심축  부근에서  내측  자석하우징(36)과 외
측  자석하우징(38)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내측의  자석하우징(36)은  중심샤프트(32)   부근에서  회전을 
위하여 슬리브부재(42)(제1도)에 연결된다.

외측의  전기하우징(38)의  방사상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영구자석(44)은  벽(34)을  통해서  발생하는 
자기적  결합이  내측  자기하우징(36)과  외측의  자기하우징(38)으로  하여금  같이  회전할  수  있도록 내
측의  자기하우징(36)의  상응  영구자석(46)  주변으로  전극이  당겨지고  또는  방향이  설정된다. 벽(3
4)은  영구자석  (44)  (46)  사이에서  자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극대화해야  할  자기적  결합  영역에 
있어서  자기적  침투성이  낮으며  또한  그  두께도  얇다.  영구자석(44)  (46)  사이에서  자기적으로 끌어
당기는  힘이  내측의  자기하우징(36)과  외측의  자기하우징(38)으로  하여금  어떤  축의  힘  또는  부하를 
경험케하기  때문에  외측의  스라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48)가  내측의  스라스트베어링(50)은 외
측의  자기하우징(38)과  내측의  자기하우징(36)  각각에  대해서  별마찰  없는  자유로운  회전을 허용하
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내측의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징(38)의  방사상  주면에  있는  영구자석(44)  (46)의  배열은 
이들  자석들을  분리하는데  요구되는  염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자기적  결합에  대한 분
리력은  영구자석(44)  (46)  아래에  방위를  잡고  있는  자기적  유도고리(52)  (54)  (제1,  5-8도)의 설치
와  내측의  자석하우징(36)  및  외측의  자석하우징(38)  각각에  대한  일부를  형성하므로써  고양된다. 
이  자기적  유도고리(52)  (54)는  서로  반대되는  영구자석(44)  (46)  사이에  있어서의  자장력과 결합력
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구자석의  흐름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자기적  유도성을  가진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  영구자석(44)  (46)은  벽(34)을  통해서  서로  반대되는  자기간의  자장(磁場)에  초점을  맞추기 위
하여 내측의 자석하우징(36)가 외측의 자석하우징(38) 부근에서 한짝을 형성하여 위치하게 된다.

한편  내측의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징(38)  간의  자기적  결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예로서  이와  같은  영구자석(44)  (46)의  배치가  제1도와  제5-8도에  예시되어  있으니까  자기적 결
합을  달성시킬  수  있는  많은  다른  자석  배열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택적인  자석의 
크기와 배치도 특수한 적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장치(10)에  있어서  염력의  전달과  변환은  내측판(56)과  외측판(58)  사이의  ER  유동체의 클립(꽉쥠)
에  의해서  달성된다.  내측판(56)은  슬리브  부재(42)에  연결되고  또한  이와  함께  회전한다.  이 슬리
브  부재  (42)는  내측의  자석하우징(36)에  연결되고  자기적  결합에  의해서  외측의  샤프트(30)와 조화
를  이루어  회전한다.  외측판(58)은  하우징(18)에  고정되어  있다.  내측판(56)과  외측판(58)의  짝은 
판들과  ER  유동체간의  표면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사이에  공간을  두게  된다. 
판의 두께는 통상 0.5㎜ 수준이고 대략 1.0㎜의 간 거리를 가지게 된다.

물론  선택적인  판의  두께와  공간  거리는  바라는대로  선택될  수  있다.  봉쇄된  실(16)내에  있어서의 
판과  판내의  유동체의  연결은  외측판(58)에  있는  구멍들  또는  스카러프(scallop)(57)에  의해서 용이
하게 될 수 있다.

제1도와  2도에서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내측판(56)과  외측판(58)  사이의  공간은  쉽게  결정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하다.  외측판(58)들  사이의  공간은  외측의  고리  부재(60)들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
고  내측판(56)들  사이의  공간은  내측의  고리  부재(62)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립시  이  고리부재들과 
판부재들은  하우징(18)내에  선택적으로  위치하게  된다.  단계(64)는  내측판(56)을  고정시켜  제멋대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리브부재(42)와  짝지워진다.  판과  판  사이의  공간거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는  조립물의  해체는  용이하며  바라는  두께의  상이한  외측의  고리부재(6)들과  내측의 고
리부재(62)들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이  판들의 공간 거리,  수,  그리고 직경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회전상의  마찰,  변형,  진동,  환경적  요인  등으로  해서  봉쇄된  실(16)내에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어
떤  압력,  온도  상태가  진행된다는  것이  관측될  수도  있다.  이때는  봉쇄된  시스템에  대한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확장실(67)이  봉쇄된  실(16)내에  들어  있는  ER  유동체의  용량과  압력의  변화를 수용
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실(16)에  연결되는  확장실(67)은  바라는대로  조정될  수  있다.  제1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확장실
(67)은  어떤  환상의  경고를  형성하기  위하여  내측의  자석하우징(36)내에  설치될  수  있다.  여기서 탄
력성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튜브(68)가  용량과  압력  상태에  따라서  확장  또는  수축하고 실(1
6)내에서의  공기주머니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수준의  낮은  압력에서의  충분한  용량을 확보
토록 실(67)내에 압입하게 된다.

부재(67)는  적절한  탄력성을  가진  물질,  관,  집된  세포를  가진  거품,  기타  확장  가능한  물질로서 
만들어진다.

전장이  없는  곳에서는  장치(10)의  구동요소들은  실(16)내에서  공간을  사이에  두고  개재하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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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판(56)과  외측판(58)에  작용하고  있는  ER  유동체의  점성상의  끌어당김을  제외하고는  분리현상을 
일으킨다.

이  점성상의  끌어당김은  낮은  제로(0)  전장의  점성을  가진  ER  유동체를  사용하므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떤  전장이  실(16)내의  ER  유동체에  적용될  때  내측  및  외측판(56)  (58)  사이의  영역내에  있는 유
동체는  굳어지거나  또는  어떤  내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결과  내측판(56)들에  연결되어  있는  슬리브 
부재  (42)가  외측판(58)들과  함께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입력  및  출력  요소들은  결합되어  연동기 
또는 제동기 장치(10)가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유동체의  내력은  적용되는  전장의  힘을  바꿈으로서  변경될  수  있고  또한  이  전장은  가변적인  염력 
전달의 기초가 된다.  이  결과 구동요소들 사이에 있어서의 염력의 전달 및  변환이 쉽게 선택되고 조
정될 수 있는 가변적인 연동 또는 제동의 메카니즘이 발생하게 된다.

실(16)내에  있는  ER  유동체의  내력을  발전시키고  조절하는데  필요한  전장은  내측  및 외측판(56)(5
8)을  가로지르는  어떤  전압전위에  의해서  마련된다.  여기서  하우징(18)은  기초  전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고전압  입력은  납(65)에  의해서  중심샤프트에  대하게  되는데  이  납(65)은  슬리브  부재(42)를 
통해서  내측판(56)으로  도전하게  된다.  절연체(69)  (70)는  이  전압전위를  유지하여  도전요소  사이의 
단락(short curcuit)를 방지한다.

구동요소들간의  염력  전달에  대한  상태반응  제어는  제3-4도에서  예시된  폐된  고리  귀환제어장치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회전속도계(유속계)는  외측의  자석하우징(38)과  외측의  샤프트(30)의 회전속로
를  직접적으로  계측하게  된다.  이원적  샤프트를  가진  연동기  배치에  있어서는  이  회전  속도계(72)는 
입력 및 출력 요소간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계측하게 된다.

제1도에  예시된  바와  같이  주요소  감지회로(sensing  circuit)(84)는  장치(10)의  움직이는  상태를 동
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회전속도계(72)는  속도에  비례하여  어떤  낮은  전압을  신호로서  표시한다.  외부적인  전원(85)에 
의해서  도전되는  제어회로(84)는  이  회전속도계의  신호를  감지하여  직류로  하여금  직류변환 장치
(86)로  구동시키는  어떤  낮은  전압  제어  신호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제어회로(84)는  회전속도계가 
어떤  세트  포인트(set  point)를  초과할  때  제어  전압을  띄게  되는  스레소울드(threshold)회로의 역
할도 하여 정교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제3도에  관련하여  설명된  바와  같이  장치(10)에  대한  폐고리  귀환제어에서는  이  시스템에의 고전
압 출력을 마련키 위한 어떤 외부적인 전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토록 조정될 수 있다.

제4도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제어시스템(12b)은  자가발전된  구조를  예시하고  있다.  샤프트(80)를 통
한  회전속도계(72)는  기계적인  구조를  전형적으로  낮은  전압에  속하는  교류  또는  직류  신호를 발하
는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게 된다.

전압변환기(89)는  낮은  전압을  어떤  높은  전압으로  어올리게  된다.  교류  신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변환기는 출력상의 정류기의 선택과 더불어 하나의 단순한 단계적 변압기로 될  수  있다.  직류 회
전속도계 신호는 어떤 수동적인 직류에 의해서 직류전압 변환기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결과 입력 전
압수준  또는  그  속도가  증가하므로써  어떤  고압  출력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전속도계는  또한 
전압을  직접  형성토록  만들어질  수도  있다.  전형적으로  약  5-12볼트의  입력전압은  약 1000-5000볼트
의 고전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개변수는 특수한 응용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전속도계  신호를  마련키  위하여  연동자기의  회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전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떤  주기적인  전류가  자기적인  양극의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코일에
서 유도된다.

이와  같은  신호의  주파수는  그  속도에  비례한다.  코일  또는  유도체에  대한  한  선택으로서  어떤  홀 
이펙트(Hall effect) 감지기가 속도에 비례하는 신호를 마련키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6도와  7도는  내측의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징(38)  사이의  자기적  결합을  위한  어느 정
도의  화학적으로  될  수  있는  배치법을  예시하고  있다.  이  내측의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
징(38)의  우연한  분리현상은  비정상적인  과중부하나  염력적  충격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된다.

구동요소의  제멋대로의  회전을  방지하고  이와  동시에  자기적  재결합을  달성키  위해서는  제6도에 예
시된  것과  같은  제동시스템이  채택될  수  있다.  영구자석(44)  (46)이  적절한  자기적  결합을  할 동안
에  외측의  자석  하우징(38)은  자기적  끌어당김에  의해서  벽(34)  부근에서  외측의  스러스트 베어링
(48)상에서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외측의  자석  하우징(38)은  스프링  부재  (92)에  의해서  앞판(22)으로부터  분리된다.  스프링 
분재(92)는 베레빌(Belleville) 원반형 스프링 또는 다른 적절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영구자석(44)  (46)의  맞물림이  풀어진다든가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외측의 자석하우징(3
8)은  스프링  부재(92)에  의해서  제동기  패드(94)에서  려나게  된다.  이  외측의  자석하우징(38)으로 
하여금  제동기  패드(94)에서  려나게  하는  스프링  부재(92)의  확장은  외측의  자석하우징(38)과 외
측의  샤프트(30)로  하여금  제멋대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  어떤  제동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리에서  결과되는  시스템  상의  문제점들과  안전상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안전 조
처적인  뒷받침에  첨가하여  이와  같은  합성적  제동은  회전속도가  충분히  감퇴됨에  따라  영구자석(44) 
(46)이 다시 맞물리게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용이하게 해준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제동시스템은  연동기와  제동기  양쪽에  대한  선택적인  구현에  있어서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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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택될 수 있다.

영구자석(44)(46)  사이에서  자기적  결합에  관련되는  강력한  견인은  회전  운동  동안에  내측 자석하우
징(36)과 외측 자석하우징(38)의 벽(34)과의 강제적인 맞물림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회전하는  동안  발생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마찰  또는  끌어당김은  제7도와  8도에  예시되어 있
는  반발  자석의  사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최소화  될  수  있다.  많은  반발적인  자석(96)들은  내측의 
자석하우징(36)의  중심축  부근엔  위치한다.  이에  상응하는  반발  자석(98)은  외측의  자석 하우징(3
8)내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자석(96)  (98)간의  반발적인  힘은  내측의  자석하우징(36)과  외측의  자석하우징(38)  사이  그리고 벽
(34)과의  마찰의  영역을  줄이게  된다.  이  반발력은  다만  자석(44)(46)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강한 축
상의  견인을  감소시킬  따름이다.  또한  이들  반발력은  장치(10)에  대한  적절한  작동에  대해서 요구되
는 영구자석(44) (46)의 분리를 일으키는데 충분치 않다.

제9도와  10도에  본  발명의  염력  전달  및  변환장치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예시가  나타나  있다.  장치 
(110)는  어떤  이원적  샤프트  연동기로  나타나  있다.  논의된  이  원리는  많은  연동기  또는  제동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염력의  전달은  첫번째  샤프트(112)와  두번째  샤프트(114)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이 샤프트들은 기계적인 회전에너지의 입력 또는 출력을 위하여 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R  유동체를  내포하고  있는  봉쇄된  실(116)은  케이스(포장)(118)으로  규정되어  있다.  필  포트(Fill 
port)  (120)가  실(116)에  유동체를  첨가하고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이  포장(118)내에  포함되어 
있다.  실(116)은  두번째  샤프트(114)에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와  함께  작동상  회전하며 중심샤프트
(124)  위에   있는  장치(110)의  하우징(122)내에서  지탱되고  있다.  하우징(122)은  일반적으로 장치
(110)의  구성요소들을  지탱하고  있고  또한  보호한다.  하우징의  벽(125)은  회전의  축  부근에서 중심
샤프트(124)를 지탱하고 있다.

구동  요소간의  결합은  내측판(126)들과  외측판(128)들  사이에  있는  봉쇄된  실(116)내에  있는  ER 유
동체(14)에  의해서  일으켜진  클립  또는  내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외측판들은  봉쇄된  실(116)에 
설치되어  그  곳에서  회전하게  되고  내측판(126)들과  서로  엇갈려서  공간을  유지하게  되며  또한  이들 
내측판(126)은 중심 샤프트(124)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내측판(126)들과  외측판(128)들은  제2도에  관련하여  앞서  설명된  것처럼  상호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있다.  또한  내측판(126)들은  내측고리(130)들과  일정  공간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외측
관(128)들 역시 외측고리(132)들과 일정 공간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측  및  외측의  고리  (130)  (132)들은  사이의  공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쉽게 
떼낼 수도 있고 교체될 수도 있다.

장치(110)의  경우에  있어서는  봉쇄된  실(116)의  제거는  하우징(122)의  뒷판을  떼네므로서  가능하다. 
짝을  이루고  있는  가는  섬유(matin  threads)  (136)에  의해서  하우징  (122)에  부착되어  있다.  두번째 
샤프트(114)는  뒷판(134)를  통해서  뻗어지고  회전하는  베어링(138)과의  맞물림에  의해서  자유로이 
회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우징(122)에의  접근은  앞판(140)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판(140)은 
짝을  이루고  있는  가는  섬유(142)에  의해서  하우징(122)에  부착되어  있고  가동적이다. 회전베어링
(144)은 첫번째 샤프트(112)의 자유로운 회전을 용이하게 해준다.

내측  및  외측판(125)  (128)의  조립  또는  공간  조정을  할동안  하우징(122)으로부터  일단  들어내진 봉
쇄된 실(116)은 짝을 지우고 있는 표면(146)에서 케이싱(118)을 분리시키므로써 접근될 수 있다.

이  케이싱은  어떤  적절한  고정용  장치(도시되지  않았음)에  의해서  짝을  지우고  있는  표면(146)에서 
확보될  수  있다.  케이싱(118)이  제자리에  놓여지면  환상의  가장자리(148)가  외측판(128)과  외측고리 
(132)를 제자리로 안착하게 된다.

구동요소의  자기적  결합은  봉쇄된  실(116)내에  있는  ER  유동체와  외측의  가동부품간의  어떤 역학적
인  유동체  봉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하도록  장치(110)에  활용되고  있다.  많은  전극과  고리모양의 
자석들이  배열되고  제10도에서  예시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견인적인  결합을  하기  위하여  서로  반대 
전극을 이루게 된다.

내측의  자석(150)은  실(116)에  배치되어  내측의  자석하우징(152)에  묶여져  있다.  내측의 자석(152)
은  중심  샤프트에  설치되어  이것과  함께  회전하게  된다.  외측  자석  (154)은  외측자석하우징(156)에 
설치되어  첫번째  샤프트(112)에  작동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내측자석(150)과  외측자석(154)간의 자
기적  결합으로  말미암아  내측의  자석하우징(152)과  외측의  자석하우징(156)은  비록  하우징의 벽
(125)와  케이싱(118)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화되어서  회전하게  된다. 케이
싱(118)과  하우징의  벽(125)은  내측  자석(150)과  외측자석(154)간의  영구자석  상호작용의  영역에 있
어서 자기적으로 그 침투성이 낮은 동시에 그 두께도 최소의 것에 속한다.

제1,  3,  4도에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  있는  폐고리  귀환제어장치(도시하지  않았음)는  ER 유동체
에  어떤  전장을  적용하므로써  첫번째  샤프트(112)와  두번째  샤프트(114)간의  염력의  전달성을 바꾸
는데  이용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용되고  있는  특수한  제어에  반응하는  전장이 내측판
(126)들과  외측판(128)들을  가로질러  이들  판부재들간의  내력과  클립효과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이때  하우징  (122)은  기초  전극의  역할을  한다.  고전압  전극은  중심샤프트(124)에  고전압전위를 제
공해 주는 스프링으로서 격리되어 있는 회전 접촉점(158)이다.

여기로부터  고전압이  핀(159)과  절연용  납(160)을  통해서  전달된다.  절연체(162)는  기본적인 전극부
분에 이 고전압을 절연시켜 준다.

온도와  압력  상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봉쇄된  실(116)내에  있어서의  유동체의  확장은 확장실(164)로
서 앞서 설명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해서 수용된다. 이 확장실(164)에는 금속 에라스토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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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omeric),  기타  물질로서  만들어진  탄성을  지닌  부재(165)가  내포되어  있다.  이  확장실은  그 
속에  있는  유동체의  확장을  허용하는  일종의  휘기  쉬운  막판으로  되어  있다.  대기의  압력에서는 실
(116)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공기주머니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1도와  12도에서는  어떤  염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210)에  대한  자기적  결합을  달성시키기  위한 반
대  작용의  다전극  영구자석에  대한  본  발명의  다른  하나의  구현을  볼  수  있다.  장치(210)에는  어떤 
역학적인  유동체  폐에  대한  필요성  없이  ER  유동체(미립자군)(14)으로(개념적으로  표현되었음)을 
포함하는 어떤 봉쇄된 실(212)이 포함되어 있다.

이  봉쇄된  실(212)은  부분적으로  장치(210)의  하우징(214)과  뒷판(216)으로  구성되어  있다. 뒷판
(216)은  짝을  이루고  있는  가는  섬유(218)에  의해서  하우징(214)에  부착되어  있다.  봉쇄된 실(212)
의  앞벽(220)은  하우징(214)에  인접해서  자리잡고  있다.  봉쇄된  실(214)내에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
소들의 회전을 지탱하기 위한 중심샤프트(222)가 뒷판(216)과 앞벽(212) 사이에서 지탱되고 있다.

내측의  자석하우징(224)은  중심샤프트(222)  부근을  회전하기  위하여  주축(spindle)(226)에 작동상으
로  연결되어  있다.  외측의  하우징(230)은  가는  섬유(228)에  의해서  하우징(214)에  맞물려  있고 장치
(210)의  중심축에  연한  회전운동을  위하여  외측의  샤프트(232)를  받치고  있는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  회전은  베어링(234)에  의해서  용이하게  된다.  영구적이고  다전극을  띈  외측의  자석(238)은 외
측샤프트(232)  위에서  조임용너트(236)에  의해서  조여져  있다.  외측의  자석(238)은  어떤  흡사하고 
상응하는  외측의  자석(240)과의  자기적  결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벽(220)의  주변에서 
방위를  바로  맞추게  된다.  내측의  자석(240)은   내측의  자석하우징(224)에  작동상으로  연결된다. 외
측의  자석(238)과  내측의  자석(240)은  앞벽(220)을  통한  영구자기적  결합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
어  회전한다.  스러스트  베어링(241)들은  앞벽(220)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회전을  용이하게 
해준다.

제11도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치(210)는  하나의  단순한  샤프트  제어기구로서  작용하기 때문
에  본  발명의  원리가  이원적인  구동요소를  가진  연동기  배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쇄된  실(212)내에  있어서의  점성상의  결합은  어떤  전장을  외측의  하우징(230)과  내측의 자
기하우징(224)  사이에  있는  ER  유동체에  적용하므로써  이루어진다.  유동체  확장실(242)도  역시 조작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동체의  용량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내측  자석하우징(224)내에  포함되어 
있다. 확장요소(244)는 어떤 적절한 탄력성 있는 물질로서 만들어진다.

장치(210)에  있어서의  염력  전달  제어도  제1,  3,  그리고  4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서 가능
해진다.  내측자석하우징(224)과  외측자석하우징(230)간의  전장  전위는  중심샤프트(222)에  이르는 전
극(246)을  통한  고전압의  입력에  의해서  달성된다.  외측의  자석하우징은  기본  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절연부재(248)은  고전압과  기본전극간의  전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제11도와 제
12도에  예시되어  있는  다전극  및  반작용의  자석  배열은  특히  저가의  간단한  조립,  해체  및  제작에 
적합하다. 또한 상당한 크기의 영구자석도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서 얻어질 수 있다.

ER  유동체내의  반대작용의  구동요소에의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에  대한  필요성의  제거는  구조에 있어
서의  강화된  신뢰성과  간편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본  발명에  관련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부동
전극을 가진 어떤 염력 전달 및 변환장치(310)가 제13도와 14도에 예시되어 있다.

ER  유동체를  포용하는  어떤  봉쇄된  실(312)은  케이싱(314)내에  들어  있다.  이  케이싱(314)은 기계적
인 회전 에너지의 입력 또는 출력을 내기 위하여 첫번째 샤프트(316)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첫번째  샤프트(316)은  하우징(320)에  의해서  베어링(318)(319)  위에서  지탱되고  있다. 하우징(320)
도  역시  두번째  샤프트(322)를  지탱하고  있다.  베어링(323)에서  지탱되고  있는  두번째 샤프트(322)
는  기계적인  회전에너지의  입력  또는  출력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어떤  제동기의  적용을 위해서
는 첫번째 샤프트(316)나 두번째 샤프트(322)중 어느 하나가 정지 고정된다.

다전극으로  영구적인  내측  자석(324)은  두번째  샤프트(322)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상의 다
전극으로  영구적인  외측  자석(326)은  봉쇄된  실(312)내에  배치되어  내측  자석(324)과  조화를  이루어 
회전한다.

첫번째  샤프트(316)와  두번째  샤프트(322)간의  염력의  전달은  케이싱(314)과  외측의  자석(326) 사이
에 있는 ER 유동체의 클립 효과에 의해서 발생한다.

ER  유동체의  내력을  변경하는데  요구되는  전장을  ER  유동체를  통해서  외측의  자석을  케이싱(314)에 
결합시키므로써  달성된다.  이  외측의  자석은  제14도에서  구조상으로  예시된  방식에  따라  하나의 부
동  전극으로서  작용한다.  어떤  전압전위가  절연체(328)에  의해서  분리된  케이싱(314)의  반대 작용부
분을 가로질러 형성된다.

외측의  자석(326)은  필드  라인(330)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ER  유동체를  가로질러  전장을 보내
기  위하여  한  부동전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리하여  ER  유동체의  양쪽에  있는  전극들에의 직접적
인  전기적  연결을  가지는  대신  이  유동체의  똑같은  쪽에  양쪽의  연결을  두고  반대작용의  전극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결과  이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전극을  얻기  위하여  적용된  전압의  증가를  볼  수  있다. 부동전극
의  배열은  도면에  연동장치(310)에서와  같이  여러  전극들중의  하나에  직접적인  전기적  연결을 한다
는  것이  편리하지  않거나  또는  가능하지  않은  환경하에서  적응될  수  있다.  브러시(Brush)  또는 직접
적인 연결로 되어 있는(332)(334)는 전원(336)으로부터의 고전압의 공급을 위하여 도시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발명이  신뢰성  있고  성능이  우수하고  또는  제작상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구
조로 된 ER  염력전달 및 변환장치를 제공해 주고 또한 광범위한 연동기 또는 제동기의 응용에 곧 적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동요소들간의  자기적  결합의  독특한  이용법으로 말미암
아 ER 운동체와 외측의 구동요소들간의 역학적인 유동체 봉에 대한 필요성은 제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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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동체를  포용하기  위하여  봉쇄된  실내에  있는  구동요소들을  자기적  또는  전기적으로 분리시
킬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믿을 수 있고 조작과 유지가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발전케 한 것이다.

본  발명에  대한  구상화가  상세히  행해졌기  때문에  본체에  부가된  청구범위에서  규정짓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는 일 없이 다양한 조정, 선택 변경 등도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동체에  대한  전장의  선택적이고  가변적인  적용에  반응하는  전달  및  변환에  관한  장치로서  다음이 
포함된다.  ER  유동체를  포함하는  봉쇄된  실로서  첫번째  부재는  내부에  위치하여  상술의  봉쇄된  실에 
관련하여  움직일  수  있고  염력은  전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특수한  내력에  반응하는  ER  유동체에 
의해서  전달되며,  두번째  부재는  상술의  봉쇄된  실  외부에  위치하며  실의  어떤  표면에  가까운 주변
에  위치하며  구동  자기  장치와  출력  자기장치는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가  같이  회전하도록 상술
의  봉쇄된  실의  표면을  통해서  첫번째  부재는  두번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의  각각에  관련되어  ER  유동체에  대한  전장의  선택적이고  가변적인  적용에 반응
하는 전달 및 변환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봉쇄된  실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외측의  원판(disc)  요소들,  그리고  ER  유동체에 의
한  염력의  전달을  위하여  봉쇄된  실과  첫번째  부재의  각각에  관련되는  ER  유동체  접촉표면  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측원판  요소들과  내측  원판  요소들이  봉쇄된  실내에서  서로  엇갈려  공간을 띄
우도록  첫번째  부재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원판  요소들을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내측  원판요소들과  외측  원판요소들은  내측  및  외측고리부재에  의해서  축상에서 어
떤 선택적인 거리로서 공간을 띄우고 있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봉쇄된  실은  ER  유동체의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봉쇄된  실내에서의  유동체의 압력
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유동체  확장  장치를  내포하고  있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구동자석장치와  출력자석장치를  자기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있어서  두번째  부재에 관
련하여  첫번째  부재에  대한  제멋대로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
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두번째  부재는  자기적  분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마찰  표면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스프링으로 된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ER  유동체를  가로질러  조정  가능하고  가변적인  전압전위를  마련키  위한  전장  발생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는  봉쇄된  실에  관련하여  첫번째  부재의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어떤 제어신
호를  발하기  위하여  첫번째  부재  또는  두번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변적인 속도변환
기가 포함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가변적인  속도변환장치는  ER  유동체를  가로지르는  전압전위를  수립하기  위해서 요구
되는 전력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구동자석장치와  출력자석장치의  회전속도에  비례하는  신호를  일으키기  위한 회전속
도계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ER  운동체를  포함하기  위한  첫번째  부재와  염력이  전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ER 유
동체의  특수  내력에  부합하여  ER  유동체에  의한  상호  결합에  반응하여  첫  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에  관련하여  움직이기  위해서  작동상으로  위치하고  있는  두번째  부재  및  전기적  에너지에의  염력에 
관련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전환시키므로써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가
변적인  전압  전위를  마련키  위한  전장  발생장치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
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전장발생  장치에는  두번째  부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구동되는  어떤  발전기를 내포

17-10

특1991-0009728



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구동요소들간의  염력의  전달  및  변형에  대한  상태  반응제어를  위한  시스템으로  어떤 
전장의  ER  유동체에의  적용에  의해서  어떤  ER  유동체내에  발생한  내력에  반응하는  구동요소들간의 
염력의  가변적인  전달을  마련키  위한  ER  유동체의  연동기  조립물과  구동요소들  사이의  움직임을 어
떤  전기적  신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ER  유동체  연동기  조립물에  작동상으로  결합되고  있는 변환장
치와  ER  유동체에  적응토록  전기적  신호를  처리하고  또한  전장의  크기를  선택하기  위한  제어장치  및 
ER  유동체에  선택된  전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고전압  전위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장치
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전력장치는  ER  유동체  연동기  조립물의  기계적  회전력을  고전압  전위로  바꾸는 어
떤 발전기를 내포하고 있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ER  유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봉쇄된  실,  이  봉쇄된  실에는  적어도  하나의  표면 
접촉영역이  포함되며,  염력이  전장에  의해서  일으켜진  ER  유동체의  특수한  내력에  부합하여  이  ER 
유동체에  의한  상호결합에  반응하는  봉쇄된  실과  첫번째  부재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전달될  있도록 
첫번째 부재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쇄된 실에 관련하여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부재는  접촉영역  표면  가까이에  있는  봉쇄된  실에서  외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봉쇄된  실내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많은  영구자석을  지닌  첫  번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측의  자석 하우징
과  두  번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관련되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영구자석을  지닌  어떤  외측의 자
석하우징이  있는데  이  외측  자석하우징은  내측의  자석하우징과  외측의  자석하우징이  접촉  영역을 통
해서  자기적으로  결합하도록  내측  자석하우징  바로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전기유성
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많은  영구자석들은  내측의  자석하우징과  외측의  자석하우징의  각기에  대한  방사상 
주위에 공간을 띄우고 자리잡고 있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많은  영구  자석들은  자기적으로  전도되는  부분에  관련하여  자장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룹을  형성하여  내측  자석  하우징과  외측  자석하우징의  방사상  주위에 위치
하고 있은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 장치.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외측의  자석하우징과  내측의  자석하우징은  각기가  내측의  자석하우징과  외측의 자
석  하우징의  각기에  대한  영구자석들의  끌어당김에  의해서  일어나는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의 
회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회전상의  중심축  부근에서  반발하는  자석들을  내포하는 전기
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ER  유동체를 포함하는 어떤 봉쇄된 실은 첫번째 부재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부
재는  염력이  전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수한  내력에  반응하는  ER  유동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봉쇄된  실에  관련하여  가동적이며  두번째  부재는  봉쇄된  실로부터  외부에  위치하며  이  실의  표면 주
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전극의  환상  영구자석을  포함하고  있는  두번째  부재에  연결되어  있는  출력 
자기장치와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가  같이  회전하도록  표면을  통해서  첫번째  부재를  두번째 부
재에  작동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구동  자석장치와  출력장치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
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출력  자석장치와  입력  자석장치는  축상에서  공간을  띄우고  있는  전기유성학적 유동
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출력  자석장치와  입력  자석장치는  같은  표면상에서  상호  슬리브  되어  있는 전기유
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첫번째  부재의  ER  유동체에  대한  접촉표면영역의  증대를  위하여  축상에  자리잡고 있
는  많은  원판의  요소들을  가진  ER  유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첫번째  부재와  ER  유동체에  대한  두번째 
부재의  접촉표면  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축상에  공간을  두고  자리잡고  있는  많은  두번째의 원판
의  요소들을  가진  첫번째  부재내  작동상으로  위치하고  있는  두번째의  요소들,  첫번째  원판  요소들과 
두번째의  원판요소들은  염력이  전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ER  유동체의  특수한  내력에  부합하여  ER 
유동에  의한  상호  결합에  반응하여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사이에서  전달되도록  서로  엇갈려서 
공간을 띄우고 있는 전기유 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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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어떤 내측의 직경 벽을 가지며 ER  유동체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어떤 봉쇄된 실을 형
성하고  있는  첫번째  부재와  염력이  전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특수한  내력에  부합하여  ER  유동체에 
의한  상호  결합에  반응하여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봉쇄
된  실내에  위치하며  또한  첫번째  부재에  관련하여  가동적인  어떤  환상의  구동자석과  출력자석과 구
동자석이  내측의  직경벽을  통해서  자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출력에  작동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한  구동자석에  관련하여  위치하고  있는  어떤  원통형의  출력자석  및  환상의  구동자석이  ER 유동체
를  통해서  첫번째  부재에  능동적으로  결합되도록  절연장치에  의해서  전기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또한 
어떤  적용된  전압  전위를  지니고  있는  첫번째  부재를  포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
장치.

청구항 23 

어떤  출력에  대한  염력의  전달과  변환에  대해서  어떤  전장에  대한  선택적이고  가변적인  적용에 반응
해서  어떤  ER  유동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된다.  ER  유동체를  포함하는 어
떤  봉쇄된  실을  구성하는  첫번째  부재를  마련하고  염력이  전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봉쇄된 유동체
의  특수한  내력에  부합하여  ER  유동체에  의한  상호  결합에  반응하여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사
이에서  전달되도록  봉쇄된  실내에  첫번째  부재에  관련하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두번째  부재를 마련
하며  어떤  영구적인  자장에  의해서  두번째  부재의  출력에의  간접적인  결합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
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염력에  관련하며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므로서  전장을 수
립하는데 필요한 전압 전위를 마련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방법.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ER  유동체에  대한  첫번째  부재의  부가적인  접촉  표면  영역을  수립하기  위하여 첫번
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첫번째  원판  요소들을  마련하며  ER  유동체에  대한 두번째
의  부재의  부가적인  접촉  표면  영역을  수립하기  위하여  두번째  부재에  작동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
은  두번째  원판  요소들을  마련하고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환상의  고리부재들에  의해서  첫번째 원판
요소들과  두번째  원판  요소를  축상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선정된  거리로서  상호  공간을  띄우게  하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방법.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어떤  ER  유동체의  연동기  또는  제동기  조립을  구성하는  한  방법으로는  ER  유동체를 
포함하는  어떤  봉쇄된  실을  구성하게  되는  어떤  첫번째  부재를  마련하며,  염력이  ER  유동체의 특수
한  내력에  부합되어서  ER  유동체에  의한  상호  결합에  반응하여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  사이에서 
전달되도록 봉쇄된 실내에 첫번째 부재에 관련하여  움직일 수  있는 두번째 부재를 마련하며,  ER 유
동체의  내력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첫번째  부재와  두번째  부재간의  가변적인  전위를  마련하고,  ER 유
동체와의 접촉표면 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첫번째 부재에 연결되는 외측의 원판 부재를 
마련하며,  외측의  원판부재를  외측의  원판부재들  사이의  공간거리를  선정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
는  바람직한  두께를  가진  가동적인  외측의  고리부재들과  상호  일정한  공간을  띄우며,  ER  유동체와의 
접촉표면  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두번째  부재에  연결되는  내측의  원판부재를  마련하며,  내측 원
판부재와  내측부재들  사이의  공간거리를  선정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는  바람직한  두께를  가진 제
거가능한 내측의 고리부재들과의 일정 공간을 띄우는 전기유성학적 유동력의 전달 및 변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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