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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은 영구자석의 척력

이나 인력을 이용하여 비접촉 상대운동이 가능하

도록 하는 기계요소이다. 부상체의 중력을 보상하

거나 회전체를 지지하는 용도로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장치,(1) 하드디스크 스핀들 모터(Hard Disk 

Drive spindle motor),(2) 자기부상 컨베이어,(3) 자기부

상 스테이지 등에 적용된 바 있다. 영구자석을 이

용한 베어링은 Backer(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

며,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한 쌍의 환형 

영구자석을 이용한 베어링은 Yonnet(5,6)에 의하여 

처음 연구되었다. 환형 영구자석이 동일한 자화방

향을 갖는 다른 환형 영구자석의 내경 안에 위치

하게 되면 영구자석간의 축방향 위치에 따라 반경

방향 베어링 혹은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축방향 변위(엇갈림)가 없는 경우 반경방

향 베어링으로 작동되며, 축방향 변위의 크기에 

따라 축방향 힘이 발생하여 스러스트 베어링 역할

Key Words: Thrust Bearing(스러스트 베어링), Passive Magnetic Bearing(수동형 자기베어링), Magnetic Levitation(자

기부상), Optimal Design(최적설계) 
 

초록: 본 논문에서는 환형 영구자석을 이용한 스러스트 베어링의 최적설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은 두 조의 환형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지며, 한 조의 영구자석이 다른 한 조의 영구자석 내부에 

위치한다. 영구자석간의 축방향 변위 (엇갈림)에 의해 축방향 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스러스트 베어링 역할을 

하게 된다. 최소한의 영구자석으로 베어링 부하용량을 만족하는 베어링 설계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등가전류판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적 설계식을 유도하고, 적절한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최적 설계를 수

행하였다. 최적 설계 결과는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축방향 배열과 

Halbach 배열의 스러스트 베어링 중 Halbach 배열이 축방향 배열에 비해 동일한 부피의 영구자석으로 더 큰 부

하용량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가전류판 방법의 유효성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축

방향 배열보다Halbach 배열이 등가전류판 방법의 가정에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a process for optimally designing a ring-type permanent magnet thrust bearing. The bearing 

consists of two sets of permanent magnet rings. One set is located inside the other set. An axial offset between the two sets creates 

axial force, which results in a thrust bearing function. In order to realize an optimal design of the bearing where the required load 

capacity of the bearing is achieved with the least magnet volume, we derived analytical design equations by adopting the equivalent 

current sheet (ECS) method. We considered the following two types of magnet arrays: axial arrays and Halbach arrays. These two 

types of arrays are optimized using the analytical design equations. The results of the optimization are verified using three 

dimensional (3D) finite element analyses (FEA). The results show that the Halbach array can achieve the required load capacity with 

less amount of permanent magnet than the axial array does. The efficacy of the ECS method is also verified by using 3D FEA. It is 

found that the accuracy of ECS method is more sensitive to the underlying assumptions for the Halbach array than for the axial array. 

† Corresponding Author, mnoh@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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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된다. 베어링의 부하용량을 크게 하기 위

해 다향한 자화방향을 가지는 여러 층의 자석을 

적층하여 사용한다 (Fig. 1 참조).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성능은 영구자석

의 크기, 층 수, 자화 강도, 자화 패턴, 축방향 변

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설계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적 

설계식을 도출하여 이용하거나,(7~10) 유한요소해석 

방법(11) 혹은 실험적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적 설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해석적 설계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

가전류판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환형 영구자석

을 2 차원 평면으로 펼쳐서 영구자석을 등가 전류

판으로 치환한 후, 전류판 사이의 힘을 해석적으

로 구하는 방법으로서, 영구자석간의 공극이 균일

하고, 환형 영구자석의 외경 대 내경의 비가 클 

경우,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영

구자석의 자화 패턴에 관계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가 전류판 방법(12)을 이용하여 

축방향 배열 및 Halbach 배열의 두 가지 자화 패

턴을 가지는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두 조의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지고, 각 조는 여러 층의 환

형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조의 영구자

석은 부상체에 부착되며 다른 조의 영구자석은 고

정부에 부착된다. 일반적인 경우, 부상체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최적 설계의 목적함

수는 요구부하용량을 만족하는 영구자석의 부피를 

최소화하도록 정하였다. 축방향 배열의 경우 영구

자석 층 간 공극이 베어링의 부하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최적 설계의 결과는 

상용 3 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oft(社)

의 Maxwell 3D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등

가 전류판 방법의 유효성을 유한요소 해석과의 오

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영구자석형 베어링 구조 

Fig. 1 은 두 가지 형태의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구조를 보여준다. 각 베어링은 내측의 

환형 자석층과 외측의 환형 자석층으로 구성되며, 

내/외측 자석층 중 한 쪽은 부상체에 고정되고, 나

머지 자석층은 고정부에 부착된다. 본 논문에서는 

내측 자석층을 고정되는 고정부로 정하고 외측 자

석층이 부상체에 부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각의 베어링 세트는 몇 개의 영구자석 층이 쌓여 

구성된다. 축방향 배열은 축방향으로 90°, -90° 씩 

교대로 자화되어 있고, 자화방향은 Fig. 1(a)에 나

타나 있다. 반면에 Halbach 배열은 Fig. 1(b)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층의 영구자석이 90°씩 회전하

면서 자화되어 있다. 축방향 배열 구조에서 각 영

구자석 층은 사이에 축방향으로 공극( sepL )이 추

가되면서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축방향으로 자

석층 사이에 추가되는 공극은 동일한 부피의 영구

자석에서 발생하는 축방향 힘을 증가시키며, 부상

체와 고정부 사이에 축방향 변위( offz )가 존재하게 

되면 축방향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원리로 

스러스트 베어링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영구자석형 베어링 설계 

3.1 등가전류판 방법을 이용한 설계식 도출 

영구자석형 자기베어링의 설계는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거나, 실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석 

 

 

 
(a) 

 
(b) 

Fig. 1 Structures of PMBs. (a) axial array type, (b) 

Halbach arra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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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계식을 이용하면 베어링의 설계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등가 전류판 방법(12)을 

이용하여 설계식을 도출하였다. 등가 전류판 방법

이란 영구자석을 동일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등가

의 전류판으로 치환한 후 전류판 사이의 힘을 해

석적으로 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영구자석의 자

화가 각 자석 내에서 균일하게 되어 있다면 각 자

석이 생성하는 자기장은 선형관계이므로 Fig. 1 과 

같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베어링에서의 자기력

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각 자석 사이의 힘을 

구한 후 이를 벡터적으로 합하여 구하게 된다. 

Fig. 2 는 등가 전류판 방법의 원리를 보여준다. 먼

저 환형 영구자석의 반경방향 두께보다 지름이 훨씬 

크다고 가정하면 환형 영구자석[Fig. 2(a)]을 무한히 길

게 펼쳐진 막대자석으로 근사화하고, 막대 자석은 동

일한 자기장을 발생하는 한 쌍의 등가 전류판으로 대

체될 수 있다[Fig. 2(b)].  무한히 긴 두 등가 전류판 

1S  
과 2S  사이의 힘은 식 (1)과 같이 유도될 수 있

다.(13) 

1 2

2

0 2 1

2 13

2 14 | |

c

S S

H
d d

µ
π

−
=

−∫ ∫
s s

F s s
s s

         (1) 

여기에서 1s  
과 2s  는 등가 전류판 상의 임의의 점

들이고, 0µ 는 공극에서의 투자율, cH 는 자석의 보

자력이다. 식 (1)에 의해 계산되는 힘에서 축방향 힘

요소를 이용하여 축방향 강성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z

z

F
k

z

∂
= −

∂
                 (2) 

Earnshaw 정리(14)로부터 반경방향 강성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

2
r zk k= −                  (3) 

 

3.2 최적 설계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 설계의 주 목적은 
 

 

최소의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최대의 부하용량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 

부상체의 질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상체가 회전체인 경우, 

회전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진동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최고 운전속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식 (1)로부터 얻어지는 베어링의 부하용량은 여러 

설계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례로 Fig. 3 은 축방향 

배열의 자기베어링에서 자석층 간 공극 (
sepL )과 

고정자와 부상체 사이의 축간 거리 (
offz )의 변화에 

따른 베어링의 부하용량 변화를 보여준다. Fig. 3에서 

명확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크기의 

자석으로도 
sepL 과 

offz 의 변화 만으로 베어링 

부하용량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설계 변수로는 앞서 

기술한 
sepL 와 

offz  뿐 만 아니라, 자석의 내경 및 외경, 

반경방향 공극 길이, 자석의 축방향 총 길이, 자석의 

적층 수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석의 

적층 수 Nlayer, 환형자석 한 층의 높이(자석 두께) hm, 

지지부와 고정부 사이의 축방향 변위 offz , 환형자석 

층간의 공극의 크기 Lsep 를 설계변수로 가정한다. 이 

외의 다른 변수들은 시스템의 다른 요구조건에 의해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때,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최적 설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ayer off sep

req

, , ,m

m z

N h z L

V F F≥

Find that minimize

whi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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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variations in axial force with respect to the 

axial offset and the axial separation 

 
(a)                      (b)    

Fig. 2 (a) Cross section of a pair of permanent magnet 
rings. (b) Current sheets equivalent to the 
unwrapped permanent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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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Vm 은 영구자석 전체의 부피를 나타내며, 

zF  영구자석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힘, reqF 는 부하용량 

을 의미한다. Halbach 배열 영구자석 베어링에서는 

환형자석 층간 공극의 크기(Lsep)는 0 이다. 

본 논문에서는 베어링의 요구부하용량을 2700N,  

고정부와 지지부 영구자석층 사이의 반경방향 공극을 

4mm, 고정부 영구자석층의 내경과 외경을 각각 

96mm, 136mm 로 고정하고, 지지부 영구자석층의 

내경과 외경을 144mm, 176mm 고정하였다. 

영구자석의 재질은 35 MGOe Nd-Fe-B로 가정하였다. 

4. 최적설계 결과 및 검증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15)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 설계 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 1 에 나타내었다. 축방향 배열과 Halbach 

배열의 두 경우 모두 요구 부하용량인 2700N 의 

힘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Halbach 배열 구조가 

축방향 배열 구조보다 26% 적은 부피의 

영구자석으로 같은 용량의 힘을 발생시켰다. 

단위부피 당 베어링 부하용량을 고려하면 Halbach 

배열이 축방향 배열에 비해 유리하나, 재료 수급 

및 제작 경비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축방향 

배열이 더 적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선택은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적 설계의 결과는 MAXWELL 3D(Ansoft LLC, 

Pittsburgh, U.S.A)를 이용한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Fig. 4 는 축방향 배열 

구조에서 부상체와 고정부 사이의 축방향 변위에 

따라 발생하는 축방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등가 전류판에 의한 결과는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대 차이는 

7% 이내이다. Fig. 5 는 Halbach 배열에 대해 Fig. 

4 와 같이 부상체와 고정부 사이의 축방향 변위에 

따라 발생하는 축방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힘의 변화 양상은 축방향 배열과 상당히 유사하며, 

유한요소해석 결과와의 차이는 10%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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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the axial force with respect to the axial 

separation in an axial-array thrust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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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the axial force with respect to the 

axial offsets of a Halbach-array thrust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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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the axial force with respect to the 

axial offsets in an axial-array thrust bearing 

Table 1 Optimization results 

Parameter 
Axial 

array 

Halbach 

array 
Unit 

Number of .layers, Nlayer 3 3 - 

Magnet height, hm 10.5 7.8 mm 

Spacing between rings, Lsep 6.3 - mm 

Axial offset, Zoff 8.3 7.4 mm 

Total magnet volume, Vm 2541 1882 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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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체와 고정부 사이의 축방향 최적 변위는 

발생하는 축방향 힘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결정되었다. 최적설계점은 중립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 0zk = ), 최적점으로부터 축방향 변위가 

벗어난다면 베어링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베어링의 축방향 안정성이 확보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최적화 과정에 zk 가 양의 값을 

갖도록 하는 구속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 

Earnshow 정리에 의해 반경방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므로 반경방향 베어링 설계에 이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한다. 

Fig. 6는 환형자석 층 간 공극 길이 변화에 대하여 

발생하는 축방향 힘의 변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부피의 영구자석에 대하여 자석 층 간 공극이 

커지게 되면 축방향 힘의 크기는 일정 구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영구자석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이 작용하는 베어링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층간 공극이 최대점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영구자석에 의한 자기장 감소폭이 

표면적의 증가보다 커지게 되어 축방향 힘은 

감소하게 된다. 해석적 방법의 결과는 3D 유한요소 

해석과 비교하여 검증되었으며 두 방법간의 차이는 

7%이하이다. 

5. 등가 전류판 가정에 의한 오차분석 

본 논문에서는 환형 영구자석 베어링의 축방향 

힘을 계산하기 위하여 등가전류판 방법을 

이용하였다. 등가 전류판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상체와 지지부 자석간의 공극이 

축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고리 형태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한 방향으로 

무한히 긴 2 차원 자석에 의한 자기장으로 근사화 

하였다.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등가전류판 방법에 

의한 결과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상체 자석을 기준으로 고정부 자석이 기울어 

지면 공극이 불균일하게 되며, 축방향 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영구자석의 내경이 

작아지면 곡률의 변화가 커져, 등가전류판 방법에 

의한 결과에 오차가 증가할 수 있다. 

Fig. 7 은 4 절의 최적화 결과에서 부상체의 

영구자석은 동일한 크기로 유지하고 고정부 

영구자석의 외경 대 내경 비(직경비)를 변화시킬 

때 등가전류판 방법의 의한 결과를 3 차원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대해 오차의 형태로 

비교하였다. 즉, 직경비가 작아지면 곡률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등가전류판 방법의 가정에 더욱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Fig. 7 을 보면 이와 같은 

예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경 대 내경 비가 

작아지면 오차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또한, 

Halbach 배열이 축방향 배열에 비해 곡률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축방향 배열의 경우, 

직경비가 작아지더라도 차이는 4% 이하로 

유지되어, 등가전류판 방법의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Halbach 배열의 경우에도 최대 차이는 

10 %  내외이다. 

부상체 자석을 기준으로 고정부 자석이 기울어짐에 

따른 축방향 힘의 변화를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 에 정리되어 

있다. 기울어진 각도가 1°인 경우, 축방향 배열에서 

힘의 변화는 1% 이내였으며 Halbach 배열의 경우 

1.2%의 힘의 변화를 보였다. 기울어진 각도가 

커질수록 발생되는 축방향 힘의 변화는 커졌으며, 

축방향 배열보다는 Halbach 배열에서 베어링 공극에 

대하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등가전류판 방법의 가정이 

Halbach 배열에 보다 민감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등가 전류판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영구자석 부피를 가지면서 요구부하용량을 

만족하는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영구자석의 자화방향에 따른 배열을 

축방향 배열과 Halbach 배열에 대하여 고려하였고, 

Halbach 배열이 축방향 배열보다 적은 부피로 

요구부하용량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최적설계  

 

Fig. 7 Normalized error in peak axial forces calculated 

from ECS method with respect to the change in 

the diamet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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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3 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해석적 설계식에 의한 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차이는 10% 이하로 설계식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축방향 배열구조 베어링에서는 층간 공극의 크기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축방향 힘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층간 공극 설계를 통하여 동일한 

부피의 영구자석 베어링에서 발생하는 축방향 힘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환형 자석 층 사이의 공간은 

비자성체를 이용하여 영구자석형 스러스트 베어링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지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등가 전류판 방법의 가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 바, 환형 영구자석의 곡률이 커지는 경우, 

해석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직경비가 0 에 가까운 극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석적 설계식의 차이는 10% 미만이다. 부상체 

영구자석이 기울어지게 되면 설계식에서 예측한 

베어링 부하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상 

부상체의 움직임이 큰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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