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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u   : 제어기 출력 

iK   : 자기베어링의 전류상수 

xK   : 자기베어링의 개루프 강성계수 

magf  : 자기베어링에 의한 힘 

0g   : 자기베어링 공극 

θ   : 극 각도 

gA   : 극 단면적 

fc  : 힘 상수 

Key Words: Active Magnetic Bearing(능동 자기베어링), Mixed-Axis Control(혼합축 제어), Independent-Axis 

Control(독립축 제어), Control Design(제어기 설계) 

초록: 회전체의 자이로스코픽 모멘트가 크거나 회전속도가 고속인 경우 회전속도에 따라 회전체의 동역

학적 특성이 변화하는 정도가 커지게 되며, 자기베어링을 이용하여 회전축을 지지하는 경우 자기베어링

의 제어기는 회전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축의 부상력이 해당 축의 센서 출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독립축 제어기는 회전속도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나, 혼합축 제어기는 센서 

출력을 변환하여 진동 모드와 일치하도록 하고 각각의 진동 모드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어기가 작동하는 

구조로서, 진동 모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체의 유연 모드를 

포함하는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혼합축 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어기의 성능을 

ISO 민감도 기준 및 불평형질량 응답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제어기 성능 평가 시 회전속도에 따른 시스

템의 동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운전 속도 범위에서 성능 지표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f a rotor possesses a high gyroscopic coupling or the running speed is high, the dynamical changes in the 

rotor become prominent. When active magnetic bearings are used to support such rotors, it is necessary for the bearing 

controller to take these dynamical changes into consideration. Independent-axis controllers, which are the most 

commonly used, modulate the bearing force solely based on the sensor output of the same axis. However, this type of 

controller has difficulties in overcoming the dynamical changes. On the other hand, mixed-axis controllers transform 

the sensor output into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vibrational modes. A separate controller can then be designed 

for each vibrational mode. In this way, the controller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dynamics of the rotor. In this paper, 

we describe a design process for a mixed-axis controller that uses a detailed mathematical model of the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controller is evaluated based on the ISO sensitivity requirements and unbalance response, while 

considering the change in the system dynamics due to the runn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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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µ   : 공기의 투자율(permeability) 

bI   : 바이어스 전류 

ci   : 제어 전류 

( )pC s  : 병진 모드 제어기 

( )sC s   : 원추 모드 제어기 

1. 서 론 

자기베어링(magnetic bearing)은 자기력으로 회전

체를 부상하여 비접촉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1) 

기존의 기름베어링이나 구름베어링에 비해 손실이 

매우 적어 고속 회전이 가능하며, 진공 및 초저온 

등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장점

이 있다. 전자석을 이용하는 능동 자기베어링

(active magnetic bearing; AMB)은 제어기를 통해 회

전축의 위치에 따라 전자석의 부상력을 변화시켜 

안정적 부상을 유지한다. 

자기베어링 제어기의 주된 목표는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회

전속도가 높지 않거나, 자이로스코픽 모멘트가 크

지 않은 경우, 독립축 제어기(independent-axis 

controller) 형태가 주로 활용된다. 독립축 제어기란 

각 축의 위치 측정 결과가 오직 해당 축의 제어기

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직관적이며, 구현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회전체의 동역학적 특성으로 

인해 베어링 작용점 간의 상호 작용이 커지게 되

면 독립축 제어기의 설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 예

를 들어, 수직 회전축의 상하부 베어링 간의 상호 

작용이 원추 모드(conical mode)에 의해 커지게 되

면 상부 부상력이 하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

어기는 이를 고려하여야만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제어 축 간의 상호 작용은 회전속도에 따라 변

하며 회전축의 극관성 모멘트(polar moment of 

inertia, Ip)와 횡관성 모멘트(transverse moment of 

inertial, It) 간의 비(Ip/It)에 따라, 그 변화 정도는 

커지게 되어, 모멘트 비가 큰 시스템에 대한 독립

축 제어기의 설계는 더욱 어려워진다. 제어기의 

변화는 시스템의 모든 진동 모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시스템의 성능은 제어기 설계자의 경험 및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혼합축 제어기는 회전체의 동역학적 특성에 직

접적으로 대응하는 제어기 형태이다. 즉, 센서의 

출력을 좌표 변환하여 회전체의 진동 모드에 해당

하는 성분으로 변환하고 각 진동 모드를 1 자유도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독립적으로 제어기를 설계한

다. 제어기 출력은 다시 좌표 변환을 거쳐 베어링 

좌표로 변환된 후 증폭기를 통해 부상력을 생성한

다. 자기베어링 시스템은 회전체의 동역학 특성으

로 인해 다중입력-다중출력(multi-input multi-output; 

MIMO) 시스템이지만 혼합축 제어기를 사용하면 

진동 모드 별로 단일입력-단일출력(single-input 

single-output; SISO)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양단 지지 회전축의 경우, 강체 모드 중 병진 

모드는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원추 모

드는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현상은 굽

힘 모드에서도 나타난다. 관성 모멘트 비가 1 미

만인 시스템의 경우 1 차 굽힘 모드는 거의 고정

되어 있지만, 2 차 굽힘 모드의 경우 원추 모드와 

함께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한다. 특히 2 차 굽힘 모

드는 회전 속도에 따라 전방향 모드(forward mode)

와 후방향 모드(backward mode)로 나뉘어 이를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운전 속도가 굽힘 모드 위험 속도

(critical speed)에 미치지 않더라도 제어기 설계 시 

굽힘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센서의 기계적 혹

은 전기적 런아웃(run-out) 등으로 인해 초 동기속

도 진동(super-synchronous vibrations)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굽힘 모드에서의 민감도가 높거나 불안정

성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 운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혼합축 제어기는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드와 변하는 모드를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

로 제어기의 설계가 훨씬 수월해 진다. 즉, 병진 

모드와 1 차 굽힘 모드에 대한 제어기는 정지 상

태의 회전축에 대응하여 설계하고, 원추 모드와 2

차 굽힘 모드에 대한 제어기는 특정한 속도를 기

준으로 제어기를 설계하여 속도 범위에서 성능 만

족 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속도에 따라 제어 이

득을 변화시키는 게인 스케줄링(gain scheduling) 방

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제어기로 혼합축 제어기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1~3) 그러나 설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 실제 시스

템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SISO 제어기 설계 기법 중의 하나인 극 궤적

(root locus) 방법을 이용하여 위상 선행(phase lead)

형태의 혼합축 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위상 선행 제어기는 강체 모드

를 안정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굽힘 모드에 대해 

위상 지연을 초래하여 민감도가 높아지거나 심지

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제어기의 형태를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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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하면서 굽힘 모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치 필터를 설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ISO 기준(4)에 따르면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제어

기 성능을 민감도를 기반으로 평가하는데, MIMO 

회전축의 경우 최대 특이값(maximum singular 

value)을 통해 평가할 수 있지만,(5) 민감도 저하 요

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혼합축 제어기가 회전속도에 따른 동역학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ISO 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SISO 기반 민감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2. 혼합축 제어기 

회전축을 지지하는 5 자유도 자기베어링 시스템

의 제어기 중 가장 간단하며 직관적인 형태는 독

립축 제어기(independent-axis controller)이다. 이는 

각 축의 위치 측정 결과가 오직 해당 축의 제어기

에만 사용되며 제어기 간이 상호 작용은 없는 구

조이다. Fig. 1 에서와 같이 회전축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상하 2 개의 반경방향 자기베어링이 회

전축을 지지할 때, 상부 센서의 출력을 
Ux , 하부 

센서의 출력을 
Lx 이라고 하면, 증폭기로 전달되는 

제어기 출력은 

 
( ) 0

0 ( )

L L L

U U U

u C s x

u C s x

     
=     

     
  (1) 

로 표현된다. 여기서 ( )LC s 와 ( )UC s 는 각각 상하

부 자기베어링의 제어기를 의미한다. 

혼합축 제어기는 모드제어기(mode controller)(3) 

혹은 중력중심제어기(center-of-gravity controller)(1)로 

불리기도 하며, 센서 신호의 좌표변환을 통해 회

전축의 동역학적 특성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

다. 즉, 중력중심을 기준으로 베어링 위치가 대칭

인 시스템에 대해 Fig. 2 에서와 같이 상하 센서의 

출력을 

 MA

1 11

1 12

p L L

c U U

x x x
T

x x x

      
= =      −      

 (2) 

와 같이 좌표 변환하면 px 는 병진 모드(parallel 

mode) 성분이며, 
cx 는 원추 모드(conical mode) 성

분에 해당한다. 각각의 모드에 대한 제어기를 

( )pC s , ( )cC s 로 표현하면 제어기의 출력은 

 

1

MA

( ) 01 1

0 ( )1 1

( ) 0

0 ( )

L p p

U c c

p p

c c

u C s x

u C s x

C s x
T

C s x

−

      
=      −      

   
=    

   

  (3) 

의 형태로 좌표 역변환을 거쳐 증폭기에 전달된다. 

만일 중력중심을 기준으로 베어링 위치가 대칭이 

아닌 경우, 베어링 위치를 고려하여 좌표변환행렬 

MAT 를 수정하여야 한다.(1) 

혼합축 제어기를 사용하면 회전축의 병진 모드

와 원추 모드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SISO 

시스템에 사용하는 있는 제어기법을 적용하여 제

어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모

델을 기반으로 혼합축 제어기의 설계 과정을 체계

화하고, 제어기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 시스템 모델링 

제어기의 설계는 정확한 시스템 모델로부터 이

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

베어링 시스템은 Fig. 3에 도시된 5자유도 시스템

 

Fig. 1 Radial active magnetic bearings and independent-axis 
controllers 

 

Fig. 2 Mixed-axis controllers for radial AMB 



정진홍 · 유승열 · 노명규 

 

928 

이다. 회전축은 2 개의 반경방향 자기베어링과 1

개의 축방향 자기베어링에 의해 비접촉 지지된다. 

Table 1 은 회전축과 반경방향 자기베어링의 주요 

제원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시스템의 최대 회전속

도는 12,000 rpm 으로서 1 차 굽힘 모드를 넘지 않

도록 정하였다. 관성모멘트 비(Ip/It)는 0.58 로서 회

전 속도에 따른 회전축 동특성의 변화가 확연하여 

혼합축 제어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자기베어링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회전축이며, 시스템 모델은 회전축의 동역학적 특

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41 개의 보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이로 효

과에 의한 교호 작용(cross-coupling)을 포함하는 

유한요소 모델을(6) 수립하고 modal truncation 방법

을 이용하여 축소 모델을 구하였다.(7) 축소 모델은 

강체 모드와 2 차 굽힘 모드까지를 포함하고 있으

며 상용 유한요소 해석 도구인 ANSYS 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다.(8) 

회전축을 지지하는 자기베어링의 지지력은 전류 

및 공극의 비선형 함수이나, 바이어스 선형화 방

법을 이용하여 선형 모델을 구할 수 있다.(9)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mag x i cf K x K i≈ +   (4) 

와 같이 쓸 수 있으며 바이어스 전류 
bI 를 사용

할 때 전류 상수 
iK 는 

 
2

0

4 b

i f

I
K c

g
=   (5) 

이며 87.1 N/A 의 값을 가진다. 개루프(open-loop) 

강성계수 
xK 는 

 
0

cosb

x i

I
K K

g
θ= −   (6) 

와 같이 정의되며, 식 (5)의 결과를 이용하여 −402 

N/mm의 값을 가진다. 식 (5)에서 힘 상수 fc  는 

 

2

0 cos

4

g

f

N A
c

µ θ
=   (7) 

로 정의되며, 
0µ 는 공기의 투자율(permeability), N

은 권선수, gA 는 전자석의 극단면적, 
0g 는 공극

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베어링 코일에 전류를 공급

하는 전류증폭기의 주파수 대역이 제어 대역 내에 

있으므로, 전류 증폭기 또한 정확한 모델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검증한 2 차 저

역통과 필터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류증폭

기의 대역은 0 에서 1 kHz 까지 이다. 회전축의 변

위를 측정하는 센서 또한 저역통과 필터 형태로 

모델을 가정하였으며 차단 주파수는 24 kHz이다. 

위의 회전체 모델, 자기베어링 모델, 증폭기 모

델, 센서 모델 등을 결합하여 제어 대상 플랜트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를 상태 방정식 형태로 표

현하면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plant, 

u w

z uz

y wy

d

dt
= + +

= +

= +

x A x B u B w

z C x D u

y C x D w

  (8)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8)에서 u 는 제어 입

력을 의미하며, w 는 외란을 표시한다. 신호 z 는 

Table 1 Summary of parameters of AMB system 

PARAMETER VALUE UNIT 

Rotor 

Mass 31.7 kg 

Axial length 0.624 m 

Polar moment of inertia 0.165 kg-m2 

Transverse moment of inertia 0.395 kg-m2 

Maximum speed 12,000 rpm 

1st bending mode freq. (free-free) 205 Hz 

2nd bending mode freq. (free-free) 406 Hz 

Magnetic bearings 

Pole face area, gA  900 mm2 

Nominal gap,
0g  0.6 mm 

Pole angle,θ  22.5 deg. 

Coil turn, N 50 turns 

Inductance, L 9.4 mH 

Coil resistance,
coilR   0.6 ohm 

Bias current, 
bI  3 A 

 

 
Fig. 3 5DOF active magnetic be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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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코일 

전류, 베어링 위치에서의 변위 등을 포함한다. 신

호 y 는 센서 출력으로서 제어기의 입력 신호로 

사용된다. 행렬 Aplant 는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하며, 

48×48 크기의 행렬로서 유연 회전체와, 센서, 증

폭기를 포함하는 반경 방향 동역학을 기술한다. 

Fig. 4 는 회전축의 회전 속도가 0 에서 12,000 

rpm 까지 변할 때 플랜트의 극점(pole) 변화를 복

소 평면에서 나타낸 것으로 병진 모드(parallel 

mode)와 1 차 굽힘 모드에 해당하는 극점은 회전

속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원추 모드

(conical mode)와 2 차 굽힘 모드에 해당하는 극점

은 회전속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식 (8)에서 제어입력 u 와 센서출력 y 를 각각 

혼합축 좌표로 변환하면, 회전속도에 따라 변하는 

모드와 변하지 않는 모드를 분리한 플랜트 모델을 

구할 수 있다. Fig. 5 의 보드 선도는 플랜트 모델 

중 병진 모드에 해당하는 전달함수이다. 200Hz 근

방에서 1 차 굽힘 모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차 

굽힘 모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Fig. 6의 

원추 모드 전달함수는 2 차 굽힘 모드 만을 보여 

주며, 또한 정지 상태와 12,000 rpm 에서의 차이를 

보여 준다. 원추 모드 플랜트에 대한 제어기는 특

정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으나, 성능 평가

는 운전 속도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4. 혼합축 제어기 설계 

자기베어링 제어기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

는 위상 선행(phase lead) 필터 형태이다. 이는 모

드 주변과 같이 진동의 크기가 커질 위험이 있는 

주파수 영역에 위상을 더해 주어 댐핑을 증대시키

는 것이다. 이상적인 위상 선행 필터는 비례-미분

(proportional-derivative) 제어기와 동일하지만, 고주

파 영역에서의 이득을 제한하고 원하는 주파수 영

역에서 댐핑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2

2 2 2

( )
( )

2

s
C s K

s s

α ω ω
αζω α ω

+
=

+ +
 (9) 

와 같은 형태의 제어기를 사용한다.(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혼합축 형태로 플랜트 

모델을 구성하면 병진 모드와 원추 모드에 해당하

는 모델이 분리되어 각각에 식 (9)와 같은 제어기

를 설계할 수 있다. 식 (9)에서 영점의 위치 ω 는 

플랜트의 개루프 극점 위치로부터 정할 수 있다. 

Table 2 는 플랜트의 개루프 극점 중 회전축의 동

역학과 관련된 극점을 정리하고 있다. 병진 모드

의 안정한 극점 위치는 −170.3 rad/s이므로, 영점의 

위치를 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정하여 불안정 극

점이 복소평면의 좌분면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모

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60ω =  rad/s 로 정하

였다. 제어기 극점 대 영점의 비 α 와 댐핑 ζ 는 

 

Fig. 4 Loci of open-loop plant poles with respect to speed (×=0 
rpm, ◊=12,000 rpm) 

 
Fig. 5 Bode diagram of plant model (parallel mode only) 

 
Fig. 6 Bode diagram of plant model (conical modes at 0 and 

12,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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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 10 과 0.7 로부터 시작하여 폐루프의 위상 

여유(phase margin)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현이 가능

하도록 값을 조정한다. 병진 모드의 경우 19α =

와 0.2ζ = 로 정하고, 극 궤적(root locus) 방법에 

의해 비례 이득 K 를 정한다.(1) 

이상과 같이 설계한 제어기는 강체 모드를 안정

화하지만, 제어기로부터 더해지는 위상 지연으로 

인해 굽힘 모드가 불안정화되거나 혹은 댐핑이 지

나치게 낮아 민감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ISO 규정에 따르면 자기베어링이 장착된 회전기

계의 민감도는 9.5 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4) 

유연 모드에 의한 민감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치 필터(notch filter)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2,10) 

노치 필터의 일반적인 형태는 

 
2 2

nf nf nf nf

2 2

nf nf nf

2
( )

2

s s
N s

s s

α ζ ω ω
ζ ω ω

+ +
=

+ +
 (10) 

로서 
nfω 는 노치 주파수, 

nfζ 는 노치 깊이, 
nfα 는 

노치의 폭을 결정한다. 병진 모드 제어기의 경우 

1900 rad/s (302 Hz)와 2450 rad/s (390 Hz)의 노치 주

파수를 가지는 2개의 노치 필터를 설계하였다.  

원추 모드 제어기의 설계 과정은 병진 모드 제

어기 설계 과정과 유사하다. 단, 회전 속도에 따라 

원추 모드가 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정지 상태에서 원추 모드의 안정 극점은 −363 

rad/s에 위치하나, 12,000 rpm에서는 −259.1±j233.0 

rad/s 로 이동한다. 불안정 극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제어기의 영점의 위치를 340 rad/s 로 정한다. 폐루

프의 위상 여유를 기반으로 α 와 ζ 를 정한다. 

병진 모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추 모드 제어

기는 2 차 굽힘 모드의 민감도를 악화시켜 노치 

필터를 통해 민감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 차 굽힘 모드 또한 회전속도

에 따라 변하며, 전방향 모드와 후방향 모드로 나

뉜다. 속도에 따라 노치필터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구현할 수 있겠으나, 제어기가 복잡해지고 효과적

이지 않다. 대신 노치의 깊이를 작게 하여 위상 

변화를 줄이면 회전 속도에 따른 모드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다. Fig. 6 의 원추 성분 플랜트 모델

을 고려하여 노치 주파수는 1885 rad/s 로 정한다. 

제어기와 원추 모드 제어기의 파라미터는 Table 3

에 정리되어 있으며 보드 선도는 Fig. 7 에 나타나 

있다. 

5. 결과 및 고찰 

자기베어링 제어기의 성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회전체의 운전 특성을 예측하는 

캠벨 선도(Campbell diagram)는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하는 위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 운전 조건에

서의 동기 진동 가능성을 알려 준다.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 수동 베어링과 달리 제어기

가 고려되어야만 폐루프 위험 속도를 알 수 있다. 

Fig. 7 Bode diagrams of parallel and conical controllers 

Table 3 Controller parameters 

Parameter Parallel Conical Unit 

Proportional gain, K  3.6 5.6 V/mm 

Controller zero, ω  160 340 rad/s 

Pole/zero ratio, α  19 15 - 

Controller damping, ζ  0.2 0.15 - 

Notch 1 freq., 
nfω  1900 1885 rad/s 

Notch 1 depth factor, 
nfζ  0.4 0.2 - 

Notch 1 width factor, 
nfα  0.01 0.01 - 

Notch 2 freq. 2450 - rad/s 

Notch 2 depth factor 0.2 - - 

Notch 2 width factor 0.03 - - 

 

Table 2 Open-loop poles of plant 

Plant Poles (rad/s) Mode 

−170.3 Stable parallel 

163.4 Unstable parallel 

−363.8 Stable conical at 0 rpm 

336.3 Unstable conical at 0 rpm 

−259.1±j233.0 Stable conical at 12000 rpm 

232.4±j211.1 Unstable conical at 12000 rpm 

−27.03±j1210 First bending 

−28.80±j2368 Second bending at 0 rpm 

−32.01±j3426 Second bending at 12000 rpm 

−30.48±j2825 Second bending at 6000 rpm 

 



   회전속도에 따른 동역학적 변화를 고려한 반경방향 능동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 및 검증 

   

 

931 

따라서 캠벨 선도는 시스템이 안정화 되었음을 전

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베어링 제어기의 성능을 평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Fig. 8 은 설계된 

병진 모드 제어기와 원추 모드 제어기를 적용하여 

얻은 폐루프 시스템의 캠벨 선도를 보여 준다. 대

략 1500 rpm 정도에서 병진 모드를 지나가고 9800 

rpm 정도에서 전방향 원추 모드를 지나 간다. 1차 

굽힘 모드는 회전 속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지

만, 2 차 굽힘 모드의 경우 회전 속도에 따른 변화 

정도가 크다. 

캠벨 선도를 통해 제어기가 시스템을 안정화하

였음을 확인하고 위험 속도 구간을 예측할 수 있

으나, 위험 속도에서의 진동 크기는 알 수 없다. 

동기 진동 측면에서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성능은 

ISO 규정(4)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ISO 규정은 자

기베어링이 장착된 회전 기계의 민감도를 사용 주

파수 영역에서 9.5 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자기

베어링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MIMO 이므로 민감

도가 형렬 형태로 주어지며 이러한 경우 최대 특

이값을 계산하여야 한다.(5) 그러나 혼합축 제어기

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병진 모드 성분과 원추 모

드 성분을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을 SISO 기반 민

감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플랜트의 전달

함수가 ( )P s , 제어기가 ( )C s 일 때 SISO 시스템의 

민감도는 

 
1

( )
1 ( ) ( )

S s
C s P s

=
+

  (11) 

와 같이 정의된다. Fig. 9 는 병진 모드 성분과 원

추 모드 성분의 민감도 함수를 보여 준다. 원추 

모드의 경우 정지 상태와 12,000 rpm 에서의 민감

도를 보여 주며, 모두 ISO 규정을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기베어링 제어기 성능 평가의 또 다른 방법은 

운전 속도 구간에서 불평형 질량에 의한 응답이 일

정 크기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SO 규정(11)에 따라 G2.5 시스템의 불평형 질량은 

54.9 g-mm이며 이에 대한 응답을 구한 것이 Fig. 10

이다. 응답은 자기베어링 공극으로 표준화하였으며, 

운전 속도 범위 내에서 공극 대비 매우 작은 진동 

크기를 보여 준다. 물론 불평형 질량에 의한 응답

은 불평형 질량의 분포, 베어링 간의 정령 오차

(misalignment), 축의 영구 변형(shaft bow)등에 영향

을 받으므로, 실제 불평형 질량은 Fig. 10에서 제시

하는 크기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

의 결과는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혼

합축 제어기는 운전 영역에서 성능 조건을 만족하

며, 회전속도에 따라 변하는 동특성에 적절히 대

응한다. 단, 현재의 제어기로는 굽힘 모드 이상에

서의 회전 속도에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며, 

이는 노치필터나 위상 변환 필터(phase shift filter) 

 

Fig. 8 Campbell diagram of the closed-loop system 

 
Fig. 9 Output sensitivities of the closed-loop system 

Fig. 10 Unbalance response of the closed-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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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3) 그러나, 제어

기 설계 시 반드시 회전 속도에 따른 시스템의 동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함에도 회전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어기 구현에 관련하여 또한 고려할 사항은 센

서 노이즈 및 discretization error 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한 시스템의 원추모드 제어기는 병진모드 제

어기에 비해 Kω 가 3 배 이상 크며, 이는 센서 노

이즈 및 discretization error 에 민감한 결과를 초래

한다. 따라서, 제어기의 성능 혹은 요구조건 만족 

여부는 실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

이다. 

6. 결 론 

회전체의 자이로스코픽 모멘트 효과가 크거나 

회전속도가 고속인 경우, 자기베어링의 제어기는 

반드시 회전속도에 따른 회전축의 동역학적 변화

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혼합축 제어기

는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진동 모드 별로 독립적 

제어가 가능하여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혼

합축 제어기의 구체적 설계 과정을 제시하였다. 

제어기의 성능을 캠벨 선도, 민감도, 불평형 질량

에 대한 응답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ISO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제어기의 성능 평가 시 회

전속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하여 운전 속

도 범위 내에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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