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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첩이란 사전적 의미로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데 쓰이는 철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철물을 일명 “힌지”이라고 한다[1]. 경첩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도어와 고정부, 고정부와 고정부, 회전부와 

고정부 등 기구학적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문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재료학 등이 과학적 응용을 통하

여 아주 빠른 속도로 그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으로

써 개폐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 즉 자동차, 가전제품, IT 제품, 로봇 

산업, 가구산업, 주방 산업, 설비산업, 산업용 기계, 건축 등 도어의 

결합 형태는 힌지의 구조물이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

다. 최근의 경첩은 인간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

에 적용되어지고 있다[2]. 한 방향 회전 댐퍼(single way rotary 
damper)는 주로 스프링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

하고 부드러운 작동을 위한 구조물에 일체로 조합하여 스프링상수

와 감쇠계수 차이에 의한 상쇄완화 작용으로, 작동중의 구조물의 

급격한 스프링 복원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도어와 각종 개폐장치 

작동의 원활함과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이다. 댐퍼가 장착

된 경첩식 도어 클로저 대부분의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해 의존하

고 있으며 수입 제품의 경우 도어 무게에 따른 제품 사이즈 변경으

로 비시공성 및 비경제적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경첩식 도어 

클로저의 설계와 댐퍼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를 제안

하고, 실험을 통해 경첩식 도어용 회전 댐퍼가 받는 토크 값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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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으며 도어가 일정 각도 값 까지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토크와 속도를 측정함으로서 감쇠 계수

(damping coefficient)를 구하여 경첩 제작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댐퍼 회전축의 날개구멍이 역류방지밸브(check valve)
의 기능을 함으로써 열림 보다 닫힘 시 높은 감쇠력을 나타내어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

2. 경첩용 한 방향 회전 댐퍼 개발

 2.1 한 방향 회전 댐퍼 설계 
한 방향 회전 댐퍼는 기본적으로 오리피스 관을 이용하여 저항

력을 늘려주며 댐퍼 방향의 조절은 회전축과 날개의 기울기에 따

른 공간 형성으로 조절을 해준다. Fig. 1은 댐퍼의 전체적인 단면

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한 방향 댐퍼의 원리를 나타낸 그

림이다. 날개는 경첩의 개폐시(開閉)시 유체의 흐름에 의하여 좌, 
우로 20°기울어지며 회전축과 하우징에 맞닿게 된다. 이렇게 형

성된 벽은 양 방향의 공간을 각기 하나의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한 방향 댐퍼는 단지 공간을 나누는 것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vane) 내부에 사선으로 형성된 구멍(pinhole)을 통

하여, Fig. 2 (a)의 여는(opening) 회전 방향에서는 유체가 두 공간

을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Fig. 2 (b)의 닫는(closing) 
방향으로 로터리샤프트가 회전을 할 경우에는 날개가 기울어지며 

핀홀을 통해 흐르려던 유체를 로터리샤프트 가공 벽면이 막게 되

어 유압을 형성하게 된다. 즉 닫히는 방향에서는 여는 방향과 다르

게 유체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여 날개의 구멍이 역류방지밸브

(check valve) 역할을 하게 된다. Fig. 3의 한 방향 회전 댐퍼에서

는 날개 구멍의 크기와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경첩에 원하는 댐핑

력을 가해줄 수 있으며 구멍이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서 Fig. 1 Design of single way rotary damper

(a) opening (b) closing

Fig. 2 Single way rotary damper operating principle

Fig. 3 Vane pinhole of damper rotary shaft 

NO Name of part
① Damper rotary shaft
② Damper housing
③ Damper vane pinhole
④ Damper rotary shaft stopper
⑤ Damper orifice adjusting screw

Fig. 4 3D design of single way rotary damp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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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바와 같이 한 방향 댐퍼라는 설계목적에 알맞은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2.2 한 방향 회전 댐퍼 제작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한 방향의 댐퍼를 갖는 경첩을 제

작 하 다. 한 방향 댐퍼의 소재는 SUS304이며 복잡한 형상과 

정밀한 가공을 위해 와이어 컷 방전 가공을 실시하 다. 와이어 

가공 이후 CNC 가공기를 통해 댐퍼와 경첩의 형상을 제작 완료하

고, 보완 및 수정 할 가공에는 선반 가공기를 사용 했다. 댐퍼에 

사용한 점성유체는 실리콘 오일로 넓은 온도 범위에서 뛰어난 윤

활작용을 한다. 또한 열산화 및 화학적 안정성 및 내열성, 내한성, 
내수성에 우수하다. 실리콘 오일의 점도는 1000 cs로 물엿 정도의 

점도를 갖는다.

3. 성능 실험 및 결과 분석
 3.1 성능 실험장치

경첩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실험 장치는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 토크 셀(torque cell), 엔코더(encoder)를 이용하여 실험 

장치를 구성 하 다[4]. 스테핑 모터는 경첩을 일정한 힘으로 개

폐하기 위함이며, 토크 셀은 경첩이 받는 토크 값을 측정하기 위

함이다. 엔코더는 도어의 위치 측정을 위하여 설치하 다. Fig. 
6의 실험장비 3D 설계하 고, Fig 7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3.2 회전댐퍼 성능 실험
실험은 Fig. 7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측정을 실시하 다. 

실험 장치는 지면과 평행한 상태로 설치하여, 도어가 자유낙하 할 

수 있도록 하 다. 스테핑 모터는 구동하지 않으며 도어힌지에 무

게 10 kg의 하중을 더하여 자유 낙하할 때, 엔코더를 이용하여 도

어의 위치를 측정하 다. 엔코더의 sample rate는 50개/s이다. 댐

핑력을 가감 할 수 있는 Fig. 4 ⑤의 오리피스 조정 스크류(orifice 
adjusting screw)를 0~5회전 돌리면서 도어가 닫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다. 오리피스 조정 스크류 회전이 0일 때는 오리피

스 유로가 완전 개방 상태로 릴리스 양이 많아 압력저항이 최소이

고 1회전씩 돌릴수록 유로는 점차 작아져 실리콘 오일의 유동이 

어려워지고 압력저항이 상승함을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크류를 5회전 돌려 측정하고 엔코더를 이용하여 도어

가 일정 각도에서 일정 각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한

다. 이는 회전댐퍼의 저항에 의하여 도어가 닫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치적인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함이다[5].
Fig. 8~Fig. 13은 댐핑력을 오리피스 조정 스크류로 0~5회전까

Fig. 5 Manufactured hinges of single way rotary damper

Fig. 6 3D design of the experimental equipment

① Stepping motor
② Torque cell
③ Incremental Rotary Encoder
④ Encoder A/D Converter
⑤ Torque sensor A/D Converter
⑥ Motor Controller
⑦,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⑧ Indicator

Fig. 7 Experiment devices for single way rotary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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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화를 주었으며, 5회 반복 측정한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14는 각 측정 범위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

었고, Table 1에서는 수치로 나타내었다.

3.3 감쇠 계수 측정
토크 셀과 엔코더를 이용하여 댐퍼의 감쇠 계수를 구하 다. 측

정 제품으로는 댐퍼 힌지를 측정했으며, 3.2절의 측정 결과를 바탕

으로 실생활에서 도어가 닫힐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 다. 이에 Fig. 12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토대

로 Orifice adjusting screw 4-rotation하여 실험하 다. Fig. 15는 

Fig. 8 Orifice adjusting screw 0-rotation

Fig. 9 Orifice adjusting screw 1-rotation

Fig. 10 Orifice adjusting screw 2-rotation

Fig. 11 Orifice adjusting screw 3-rotation

Fig. 12 Orifice adjusting screw 4-rotation

Fig. 13 Orifice adjusting screw 5-rotation

Fig. 14 Average of each damping force control (0~5) rotation 
orifice adjusting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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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핑 모터를 이용하여 도어를 0°~180°까지 개폐하 다. 스테핑 
모터의 속도는 6 rpm으로 설정하고 토크 셀로 토크를 측정하 으

며, 도어의 위치는 엔코더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a는 35.719이

고 b는 0이다. a는 기울기로 각속도를 의미하며, b는 y절편이다. 
도어의 각속도는 35.719°/s, 0.6234 rad/s이다. Fig. 16은 서보 모

터를 이용하여 0°~180°까지 도어를 닫았을 때 발생한 각도에 따른 

토크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토크의 최대값은 51°에서 3.826 
Nm의 값이 측정 되었다. 위 실험을 통해 얻은 도어의 회전속도와 

최대 토크 값을 이용하여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Coefficient of damping 
  : Torque by fluid viscosity inside the cylinder
 : Effective radius of circular damper 
 : Tangential damping force of circular damper 
 : Angular velocity 

 를 이용하여 감쇠 계수를 구하면 약 6.137 Nm / (rad/s)
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어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도어 경첩의 

스프링 상수를 높게 적용할 경우 상대적인 감쇠력의 부족으로, 
Fig. 8~Fig. 9의 데이터 그래프에서 보듯이 도어의 작동 시 진

동을 유발할 수 있어 감쇠력을 높여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점성이 높은 유체를 고려하여 MR유체를 

적용하고 실험을 진행하 다. 

3.4 MR유체를 이용한 한 방향 댐퍼의 성능 실험
제작된 한 방향 회전댐퍼의 부족한 댐핑 성능을 보충하기 위하

여 내부 유체의 종류를 고려해 보았다. 기존에 사용된 유체는 실리

Table 1 Measurement results of the damped hinge

No of rotation screw Time (s)

0 0.25~0.35

1 0.30~0.40

2 0.35~0.50

3 2.00~2.05

4 5.00~6.00

5 12.5~13.5

Fig. 15 Time-Angle of the damped hinge

Fig. 16 Angle-Torque of the damped hinge

Fig. 17 Close test of MR damper hinge

Fig. 18 Open test of MR damper hi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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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오일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회전댐퍼의 형태인 오리피스 관에 

적합한 유체이다. 이보다 유체 점성력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MR(Magneto-Rheological)[3] 유체의 사용을 고려하여 회전댐퍼 

내부에 MR fluid를 주입하고 회전축 내부 중공에는 자석을 삽입

하여 조립하 다. MR 유체의 특성은 자기장 내부에 들어가게 되

면 유체 내부의 자유로운 분자들이 자기장을 따라서 결집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유체의 점성력이 증가하게 되며 댐퍼의 댐핑력 

또한 증가하게 되는 원리이다. 이를 실험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자성 유체를 구입 실험하 다.
토크 셀과 엔코더를 이용하여 MR 댐퍼의 감쇠 계수를 구하

다[6]. 0~180°까지 개폐를 하 고 개폐 속도는 2 rpm이다. 도어의 

각속도는 12°/s, 0.2093 rad/s이다. Fig. 17에서 토크의 최대값은 

52.38°에서 4.5376 Nm이다.
 를 이용하여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를 구하면 

약 21.6798 Nm/(rad/s)로 구할 수 있다. 실리콘오일 경첩의 감쇠 

계수는 약 9.5016 Nm / (rad/s)이다. MR 유체를 이용한 댐퍼의 

실험에선 닫는 방향에서 일반 유체를 사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값의 토크가 측정되었다. 반면 Fig. 18의 열리는 방향에서는 

두 유체의 저항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MR유체가 자성에 의

하여 일반 유체보다 더 높은 값의 유체 점성도를 띄는 것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직접 개발한 댐퍼는 닫히는 방향으로의 저항값이 

열리는 방향보다 높게 나타나 당초 목적에 알맞은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MR유체를 이용하여 저항 값을 늘리는 것에 성공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첩식 도어클로저 개발을 위한 한 방향 회전

댐퍼를 설계 하 으며, 댐퍼의 향인자에 대하여 감쇠 계수

(damping coefficient)를 수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경첩식 도어

클로저의 성능 시험 장치를 3D 모델링 설계하고 회전형 토크 셀과 

증분형 엔코더,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경첩식 도어클로저 실험 장

치를 제안하 다. 실험 장치를 통해 측정된 값을 정량적 수치로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경첩식 도어클로저 회전댐퍼의 향 인자로는 댐퍼의 내·외경의 

크기, 댐퍼의 길이, 유체의 점성력, 점성유체 의 입·출구 면적 등이 

있다. 이러한 인자들을 변경하면 댐핑력을 조절 할 수 있고, 토크 

셀과 엔코더를 이용한 실험 장치를 통해 경첩식 도어클로저의 구

성품인 스프링과 댐퍼의 정량적인 성능 자료를 토출하기 위한 실

험 장치 구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스프링의 토크와 댐퍼가 닫힐 때까지의 걸

리는 시간을 정량적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사용자가 도어의 무게에 

따른 경첩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설계자는 경첩

식 도어클로저 설계 시에 참고 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실험 장치를 통해 측정한 토크와 속도를 이용하여 감쇠 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감쇠 계수는 회전댐퍼 내부의 구성요소들의 

형상과 점성 인자들의 복합 작용에 의한 감쇠 계수이다. 
MR유체를 이용한 토크 실험에서 나타나듯이 실리콘 오일을 적

용한 회전댐퍼의 댐핑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체하여 MR유체의 

사용 가능함이 실험 결과로 판단된다. 
한 방향 회전 댐퍼 개발과 성능실험에서 댐퍼 회전축의 날개구

멍(vane pinhole)이 역류방지밸브(check valve)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 목적인 열림(opening)시 적은 저항력과 닫힘

(closing)시 높은 저항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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