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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구동기를 위한 자기베어링 구조의 토로이달 형 

회전자 제어

Control of a Toroidal Type Rotor with a Magnetic Bearing Structure for 

the Gyro Actuator

주 성 탁*․이 교 범†

(Sung-Tak Jou․Kyo-Beum Lee)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ition and torque control of a toroidal type rotor which has a magnetic bearing 

structure. The proposed magnetic bearing structure supports the rotor by the repulsive forces of permanent magnets, and has 

a two degree of freedom for rotor position when the rotor is rotating. Permanent magnets and coils in the stator allow for a 

two degree of freedom control of the rotor position and torque generation by reacting with permanent magnets of the rotor. 

The executed gyro actuator has a number of poles such as five-phase permanent magnet motors and 10 stator coils for the 

rotor position control. In this study, the verification of the stability of the magnetic bearing was conducted using the equation 

of motion when the rotor was rotating, and the coil current commutation method for the position control and torque 

generation was studied. As a result,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structure and control was verified by simulations of Finite 

Element Method (FEM) and experiments using the executed gyro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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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이로 구동기는 회전하는 물체의 자이로효과를 이용하여 토

크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관성을 이용하

기 때문에 물체의 반작용만을 이용하는 반작용 휠에 비해 무게 

대비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작은 무게로 큰 토크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필요한 물체에 탑재된다. 주로 인공위성 

및 대형 선박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구동기로 사용된다[1-3].

자이로 구동기의 성능은 물체가 회전할 때 가지는 각운동량의 

크기로 정해진다. 각운동량이 크면 외부 토크에 의해 회전축이 

변화하는 각도가 작아지고 큰 출력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각 

운동량은 회전속도와 관성모멘트의 곱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무

게로 큰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높이고, 

회전자의 관성모멘트를 크게 해야 한다. 토로이달 모양의 회전자

는 동일 무게로 실린더 형 회전자보다 2배 정도 큰 관성모멘트

를 가지므로 구동 토크를 발생시키기에 유리하다[4].

또한, 회전체를 고속 회전하기 위해서는 접촉점이 없는 자기베

어링 기술이 적합하다. 자기베어링이 적용된 회전자는 회전자가 

공중에 떠서 마찰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이 적으며,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진동의 제어가 없이도 

고속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회전운동량을 가질 수 있다[5, 

6]. 자기베어링의 구성은 영구자석의 조합으로 1자유도, 2자유도 

구성 등이 있다. 

본 논문은 토로이달 형 회전자와 영구자석의 반발력을 이용한 

자기베어링 구조를 가지는 자이로 구동기를 제안하고 회전 속도 

및 위치제어가 가능함을 보인다. 2장에서 자기베어링의 구조와 

회전자의 자세 안정성을 논의하며, 3장과 4장에서 10개의 고정자 

코일이 5상 모터와 같이 토크를 발생시키며 속도제어 및 수평방

향의 위치제어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기술한다. 제작된 자이로 구

동기의 사양과 실험결과를 5장에 나타낸다. 

회전자의 속도 제어는 홀센서를 통해 검출한 위상각을 이용하

여 5상 모터와 같은 벡터 방식으로 각 고정자 코일에 전류를 인

가함으로 이루어진다. 회전자는 자석의 반발력과 수평방향 2자유

도의 위치제어에 의해 접촉점 없이 중간에 위치한다. 실험을 통

해 제안하는 자이로구동기의 구조의 타당성과 제어 성능을 검증

한다. 

2. 자기 베어링의 구조

그림 1은 회전자와 고정자 자석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회전자

가 회전시에도 반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전자와 고정자의 영

구자석은 같은 극 방향으로 정렬되어 각각 거대한 토로이달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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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회전자가 안정적인 위치로 이동한 모습

Fig. 2 Stable Positions of Rotor

(a) 

(b) 

(c) 

그림 3 상하 자석의 직경에 따라 회전자 위치에 따라 받는 힘과 

토크

Fig. 3 Force and Torque of Rotor as Rotor Position and 

Magnet Diameter

의 자석을 형성한다. 회전자는 16개의 영구자석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 면은 모두 같은 극을 가진다. Z축을 따라 회전자 상하로 고

정자 자석이 각각 20개씩 배치되며, 반발력이 발생하도록 회전자

와 같은 극을 마주한다. 회전자 안쪽에는 수평방향(X-Y축 방향)

의 반발력 발생을 위해서 30개의 고정자 자석이 회전자와 같은 

극 방향으로 배치된다.

그림 1 회전자와 고정자 자석의 모양과 단면도

Fig. 1 A Shape and a Cross Section of Rotor and Stator 

Magnets

언쇼 정리(Earnshaw's theore)에 의하면, 점전하 또는 자석만

으로 물체가 접촉점이 없이 공중에 멈추는 안정적인 위치는 없

다. 그림 2는 외부에서 회전자에 가해지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회전자는 가운데 멈추어 있지 않고 

자기적 위치에너지가 낮은 부분을 찾아서 움직인다. 상하의 고정

자 자석의 세기보다 수평방향으로 놓여있는 고정자 자석의 세기

가 더 클 경우 그림 2(a)와 같이 회전자는 Z축 방향으로 발산하

여 상하 고정자 자석에 의해 물리적으로 닫는 위치에서 멈춘다. 

반대로, 수평방향의 고정자 자석의 세기가 상하의 자석보다 클 

경우는 회전자는 그림 2(b)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고 안쪽 

고정자에 접촉한다. 고정자 자석의 세기가 적절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전자는 그림 2(c)와 같이 기

울어지며 자기의 세기가 약한 곳을 찾아 움직인다.

회전자가 접촉점 없이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는, 상하 좌우에 

있는 고정자 자석의 세기가 적절한 값을 가지고, 회전자가 기울

어지지 않아야 한다. 회전자를 중력과 자석의 반발력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 두고, 회전자를 회전시켜 회전자가 기울어지는 것

을 방지하면 회전자를 안정적으로 공중에 띄울 수 있다[7]. 

자석 세기의 적절함을 판단하기 위해 힘과 거리의 곱으로 나

타나는 위치에너지를 계산한다. 식 (1)은 회전자가 받는 자기력과 

중력으로 회전자의 위치에너지()를 나타낸다. 

   
  






 ∙
 

  (1)

  은 회전자 자석의 미소 자극이며,  은 고정자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으로 위치에 따른 자속밀도 벡터이다. 

은 회전자 자석의 수이다. 은 회전자의 무게, 는 중력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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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회전자의 회전각도와 코일에 인가한 전류의 위상에 따른 

회전 토크(좌)와 수평방향에 작용하는 힘(우)

Fig. 6 Proposed Troidal Type Gyro Model

그림 5 회전자 자석이 고정자 코일에 의해 받는 힘

Fig. 5 Force of Rotor Magnet by Stator Coil 

도, 는 수직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회전자의 위치에너지가 가

장 낮은 곳이 회전자의 안정된 위치이다.

회전자의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회전자가 받는 힘을 계산하였다. 

그림 3은 상하 좌우에 같은 극의 자석을 위치시키고 상하 자석

의 크기가 달라질 때, 회전자가 x, z축 방향 이동시 받는 힘과 

기울어짐에 따라 받는 토크를 나타낸다. 그림 3(a)는 상하 자석의 

직경이 커지면서 z축 방향 반발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에, 그림 3(b)에서 상하 자석의 직경이 커지면 x축 방향의 반발

력은 점점 줄어들어 양(+)의 값으로 변하여 x축 방향으로 발산한

다. 그림 3(c)은 회전자가 기울어진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자

가 받는 토크는 양(+)의 값이 되어 회전자는 기울어지는 방향으

로 발산한다.

그림 4 자이로 효과에 의한 회전자의 세차운동

Fig. 4 Precessional Motion of Rotor according to Gyroscopic 

Action 

다음으로, 회전자를 회전시켜 회전자가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회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

전자를 기울이려는 힘이 작용하면, 자이로 효과에 의해서 외부 

힘의 작용점에서 90도 회전한 위치에 토크가 가해지고 회전자는 

기울어지지 않고 세차운동을 한다. 이러한 효과에 의해서 회전자

는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한다.

 







 


 (2)

식 (2)로부터 회전자가 회전속도 로 회전하고 외부 토크 가 

인가될 때, 세차운동의 각속도 를 계산할 수 있다. 세차운동의 

각도는 회전자의 초기 위치로 결정되는데, 회전자의 세차운동 각

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외력이 필요하다.

 

3. 회전자 속도 제어

회전자의 속도 제어는 10개의 고정자 코일과 4개의 홀센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홀센서를 통하여 각도를 계산하고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회전 토크를 발생시킨다. 10개의 코일과 24

개의 회전자 자석에 의해 토크가 발생 되는 원리는 토크를 발생

의 관점에서 5상 모터와 같다[8].

한 개의 회전자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힘을 그림 5에 나타

내었다. 회전자 자석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 근처를 지날 때 받는 

힘은 사인파 형태로 근사할 수 있다.

위의 가정으로 부터 각각의 코일의 위치에 따른 공간 자속을 

식 (3)과 같이 정의 하고 코일에 식 (4)와 같은 전류를 공급하면 

회전자가 받는 토크와 축에 수직한 방향의 힘을 계산할 수 있다.

  sin 





  

 (3)

   sin
  b (4)

식 (5)는 n번째 코일과 반대편의 코일이 발생하는 토크를 나

타낸다. 전체 코일이 발생하는 토크는 식 (6)과 같다. 

    (5)

    (6)

축에 수직한 수평방향의 힘 Fx와 Fy는 식 (7)과 식 (8)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다. 

        (7)

  
  



    
  



  (8)

그림 6의 좌측은 위의 식에 따라 코일을 지나는 공간자속밀도

와 코일에 흐르는 공간 전류밀도가 만나 토크를 만드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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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posx =
*
_x posV

posx

* 0posy =
*
_y posV

posy

1 0

cos( ) sin( )
5 5

2 2cos( ) sin( )
5 5

3 3cos( ) sin( )
5 5

4 4cos( ) sin( )
5 5

π π

π π

π π

π π

⎡ ⎤
⎢ ⎥
⎢ ⎥−
⎢ ⎥
⎢ ⎥

−⎢ ⎥
⎢ ⎥
⎢ ⎥

−⎢ ⎥
⎢ ⎥
⎢ ⎥−⎢ ⎥⎣ ⎦

*
1cV
*
2cV
*
3cV

*
4cV
*
5cV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pV

그림 9 회전자의 위치 제어기 블록도

Fig. 9 Block Diagram of Rotor Position Controller 

보여준다. 회전각도에 따라 토크의 리플은 적으며, 전류의 위상이 

+90인 경우 +최대의 토크를 발생하며, 위상이 -90도 인 경우 –

방향으로 최대의 토크를 발생한다. 이때, 그림 6의 우측을 보면, 

수평방향의 힘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어에 필요한 회전자의 위상은 그림 8의 홀 센서를 통해 얻

는다. 식 (9)를 통해 직교 좌표 변환을 하고 삼각함수의 역변환을 

통해 회전자의 위상 θ를 얻는다.

  tan _ _ _
_ _  (9)

그림 7은 회전자의 속도제어기를 나타낸다. 코일의 인덕턴스가 

작을 경우 전류의 크기와 위상은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고 

가정 할 수 있다. 회전자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전압을 인가하

여 전류 및 토크를 발생시킨다. 현재 속도를 측정하고 속도지령

을 입력받아 속도 오차를 계산하고 PI제어기를 통해 속도제어를 

위한 출력전압의 크기 
를 얻는다. 위치제어를 위해 10개의 코

일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정하고 각 코일에 출력하는 전압의 크기 

  
 를 구한다. 측정한 회전자의 각도 에 90도를 더하여 

지령각도 를 구하고 식 (4)와 같이 각 코일의 위치에 따라 위

상을 더하여 출력 전압  
 을 계산한다. 출력전압은 인버

터를 통해 코일에 인가되고, 토크를 발생시켜 회전자를 회전하게 

만든다.

ω

ω

Vω

θ

2
π

+

1~10magV

*θ

0,3,1,4,2,0,3,1,4,2
2sin( )
5 nnπθ =+

1~1pwmV

*
1~10pV

그림 7 회전자의 속도 제어기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Rotor Speed Controller 

4. 회전자 위치 제어

자이로 구동기에 외란이 가해지거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 회전

자는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현

상을 막기 위해 회전자에 수평방향으로 힘을 인가하여 원래의 위

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0개의 고정자 코일의 전류를 조절

하면 수평 위치제어가 가능하다. 

고정자 코일은 그림 8과 같이 36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D번 코일과 D'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같을 경우 전류

는 토크를 발생시키고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의 힘을 발생하지 않

는다. 하지만 전류의 크기가 다를 경우는 축에 수직한 방향인 x

축 방향으로 회전자를 이동시키려는 힘이 발생한다. x축 방향의 

힘 와 y축 방향의 힘 를 계산하면 식 (9) 및 식 (10)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 고정자 코일과 홀센서의 위치 및 회전력 작용점

Fig. 8 Positions of Stator Coils and Hall Sensors, and Points 

of Rotat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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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F+0보다 F-0이 더 크게 되면 수평 방향(+X축)의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원리로 다른 방향으로도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기준으로+180도 범위의 코일 전

류를 증가시키고, -180도 범위의 코일 전류를 감소시키면, 토크

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평 방향의 힘을 얻을 수 있다. 

0도에서 36도 간격으로 코일이 위치하기 때문에 힘을 발생시

킬 수 있는 5개의 방향 벡터가 존재하고 회전자를 가운데 위치

시키기 위해 각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회전자의 위치는 홀센서의 오프셋 값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자

석과 홀센서가 가까우면 센서의 출력 전압이 높아지며, 멀어지면 

센서의 출력전압이 낮아진다. 회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센서의 신호가 3상의 교류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한 

직류성분을 가지고 회전자의 위치를 계산한다.

그림 9는 회전자의 위치 제어기를 나타낸다. 회전자의 x축과 

y축의 위치를 입력받아 10개의 고정자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을 

계산한다. 위치 에러를 각 고정자 코일의 위치에 따라 내적하여 

 
 를 얻고, 고정자 코일의 위치에 따라 회전자에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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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센서보드(좌상), 제어보드(좌중), MOSFET모듈(좌하), 자

이로 구동기 기구물(우)

Fig. 11 Sensor Board (left-top), Control Board (left-middle), 

MOSFET Module (left-bottom), Gyro Actuator 

Assembly (right) 

힘을 고려하여 변환 행렬을 곱하면 위치제어를 위한 코일 인가 

전압  
 을 계산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그림 10은 제작한 자이로 구동기의 구성도이다. 전류를 인가하

기 위한 10-Phase MOSFET 모듈, TMS320F28335 DSP 제어보

드, 센서보드로 이루어진다. 회전자 자석 간의 각도가 22.5도이므

로 홀센서는 회전자 위상 120도에 대응하여 7.5도 간격으로 위치

한다. 이러한 홀센서 모듈을 윗면에 4군데, 아랫면에 4군데 설치

하여 회전자의 위치 검출이 가능하다. 제어보드의 CPLD는 10CH

의 PWM을 출력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0 자이로 구동기의 구성도 

Fig. 10 Block Diagram of Gyro Actuator

그림 11은 구성도에 따라 제작된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센서보

드는 홀센서 24개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로 변환하여 병렬버스를 통해 메인보드로 전송한다. 메인보드

는 센서보드로부터 값을 읽고, 병렬버스에 연결된 CPLD를 통하

여 10CH의 PWM을 발생시킨다. 10-Phase FET 모듈은 메인보

드에서 받은 PWM신호에 따라 입력된 DC전압을 스위칭하여 출

력하는 인버터이다. DC전압은 220Vac를 정류하여 311Vdc를 

FET모듈에 공급한다. 제작된 자이로구동기는 지름 660mm, 높이 

165mm, 무게 77kg의 사양을 가진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회전자가 200rpm의로 회전하고 있을 때

의 홀센서의 데이터를 저장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홀센서

로부터 회전자의 위상과 위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크기와 오프셋

이 각기 다른 홀센서 신호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입력 신호의 크

기를 검출하기 위하여 회전속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계수가 바뀌

는 포락선 검출기법을 사용하였다. 3개의 홀센서 신호에서 최대

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오프셋과 크기를 평준화한

다. 그리고 평준화된 3상의 센서 데이터로부터 ATAN 함수를 이

용하여 회전자의 위상을 계산하였다. 회전자의 위치 계산을 위해 

3상의 홀센서의 값을 합하여 자기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3개의 

홀센서 신호의 크기가 다르면 그림 13의 좌측과 같이 홀센서 신

호의 합에 교류 신호가 존재한다. 위상을 구할 때와 같은 방법으

로 크기를 평준화 하게되면 그림 13의 우측과 같이 자기의 세기

를 직류성분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12 홀센서의 출력 신호 및 평준화한 센서 값, 계산된 회전

자의 위상

Fig. 12 Output Siganl of Hall Sensor, Normalized Sensor 

Values, and Calculated Rotor Phase 

그림 13 홀센서의 출력 신호 및 회전자의 위치 계산을 위한 홀

센서의 오프셋 값

Fig. 13 Output Siganl of Hall Sensor and Offset Value of 

Hall Sensor for Rotor Position Calculation

그림 14는 측정된 회전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회전자의 위치로 

계산된 값을 Digital-to-Analog Converter를 통해 출력하고 x축

과 y축 위치를 오실로스코프에서 직교모드로 표시하여 회전자위

치를 나타낸다. 회전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일 때, 위치 검출이 이

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는 회전자의 위치 제어를 통해 검출된 위치에 따라 수

평방향의 힘을 발생시켜서 회전자가 고정자에 접촉하지 않고 회

전자가 중앙에 위치한 모습이다. 검출된 위치에 비례하며 반대방

향의 힘을 회전자에 가하여 회전자의 위치 제어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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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회전자의 위치 이동에 따른 회전자 위치 검출

Fig. 14 Detection of Rotor Position as Rotor Position

 

그림 15 회전자 위치 제어 유무에 따른 회전자 위치

Fig. 15 Rotor Position without Control and with Control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토로이달 형 회전자를 가지는 자기베어링 및 

모터 일체형 구조의 속도 및 위치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하는 자기베어링의 구조 및 원리를 기술하였고 속도제어 및 위치

제어가 가능함을 보였다. 제작된 자이로구동기와 제어기를 이용

하여 실험을 통해 회전자의 속도제어 및 위치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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