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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u  : 입력 신호 (V) 

d  : 외란 신호 (V) 
y  : 출력 신호 (V) 

r  : 기준 신호 (V) 

v  : 제어기 출력 신호 (V) 

kω  : k-번째 시험 주파수 (rad/s) 

t∆  : 샘플링 주기 (s) 

N  : 총 샘플 수 

clT  : 폐루프(closed-loop) 전달함수 

S  : 출력 민감도 함수 

Key Words: Active Magnetic Bearings(능동형 자기베어링), Unbalance Response(불평형 응답), Stability(안정성)  

 

초록: 회전 기계에서 회전에 따른 진동은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진동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회전 기계의 조립이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형의 

변화나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는 예측이 어려워 그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베어링에 의해 지지된 터보 압축기의 전달함수를 시스템 식별과정을 통해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압

축기의 불평형 응답을 예측한다. 식별된 전달함수는 회전체의 진동 모드와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 불평형 응답에 대한 지지 구조물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속 운전

에 의해 불평형을 추정하고 정격 속도까지의 불평형 응답을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의 적절성과 문

제점을 파악하였다. 

 

Abstract: Since vibrations in rotating machinery is a direct cause of performance degradation and failures,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level of vibrations as well as have a method to lower the vibrations to an acceptable level. 

However, the changes in balancing during installation and the vibrational modes of the support structure are difficult to 

predict.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predicting the unbalanced response of a turbo-compressor supported by active 

magnetic bearings (AMBs). Transfer functions of the rotor are obtained through system identification using AMBs. 

These transfer functions contain not only the dynamics of the rotor but also the vibrational modes of the support 

structure. Using these transfer functions, the unbalanced response is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run-up data 

obtained from a compressor prototype. The predictions revealed the effects of the support structure, validating the 

efficacy of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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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 회전 속도 (rpm 혹은 rad/s) 

m  : 회전체 질량 (kg) 

e  : 편심 거리 (mm) 

me  : 불평형 (g-mm) 

1. 서 론 

회전기계에서 회전에 따른 진동은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회전체의 설계와 유

지 보수 관점에서 진동 저감은 매우 중요하다.(1) 

회전체 진동은 축의 정렬 불량(misalignment), 축 

휨(shaft bow), 균열(crack)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발

생하지만, 압축기나 터빈과 같이 부하 변동이 많

지 않은 회전기계에서는 불평형(unbalance)이 진동

의 주요 원인이다. 불평형은 회전체의 질량과 편

심 거리(eccentricity)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편심 

거리는 회전체의 회전 중심과 질량 중심이 불일치

하는 정도로서, 재료의 불균일, 가공의 부정확 등

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마모나 열변형 등에 의

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도 있다. 밸런싱(balancing)

을 통해 불평형을 줄일 수 있으나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운전 중에 발생하는 불평형에 대해서

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불평형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능동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회전체, 베어링, 회전체를 지지하는 하우징과 지

지 구조물의 모델을 통해 회전체의 불평형 응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립과

정에서 발생하는 불평형 증가, 모델링 되지 않은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 등에 의해 예측의 정확

도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자기베어링은 능동 제어

와 진동 계측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불평형 진동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기베어링은 자기력을 통해 회전체를 부상하여 

비접촉 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3,4) 궤환(feedback) 

제어가 필요한 불안정 시스템으로서 회전축의 위

치를 측정하여 제어기로 궤환하면 제어기는 안정

적 부상에 필요한 전류를 증폭기를 통해 베어링에 

공급한다. 자기베어링은 회전체의 진동을 측정하

는 센서와 회전체에 외력을 가할 수 있는 액츄에

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식별(system identification) 과정을 통해 회전체의 동

역학적 특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 

자기베어링을 이용하여 회전축의 불평형을 추정

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Tiwari 는 능동자기베어링에 의해 지지된 유연 회

전체의 동역학적 모델을 도출하고, 자기베어링의 

전류와 회전체의 진동을 모델의 입력으로 하여 회

전체의 불평형을 추정하였다.(5) 그러나 추정의 신

뢰도는 모델의 정확도에 달려 있으며, 지지 구조

물의 진동 모드와 같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인

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지지 구조물의 

모델과 불평형을 회전체의 감속 운전을 통해 추정

한 연구도 있다.(6) 그러나 정격 속도까지의 운전을 

하여야만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식별과정을 통해 구한 회

전체의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자기베어링에 의해 

지지된 터보 압축기의 불평형 응답을 예측하는 방

법을 제시한다. 시스템의 모델에 근거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의 식별된 전달함수를 통해 예

측하므로,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 또한 전달함

수에 포함되며,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가 불평

형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저속 운전 상태에서의 측정 결과 만으로 정격 속

도까지의 응답을 예측할 수 있어, 시스템의 이상 

여부나 기준 만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예측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측 결과와 시작

품 운전 시험 결과를 비교한다. 

2. 자기베어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베어링 시스템

인 터보 압축기의 개략도가 Fig. 1 에 나와 있다. 

두 개의 반경방향 자기베어링과 한 개의 축방향 

자기베어링이 회전축의 비접촉 회전을 가능하게 

하며, 축 중앙의 전동기에 의해 회전력을 얻는다. 

자기베어링은 불안정하여 궤환 제어가 필요하다. 

제어기는 회전축의 변위를 측정하는 센서 신호를 

이용하여 제어 명령을 계산하고, 제어 명령을 증

폭기로 전달한다. 증폭기로부터의 전류는 제어에 

필요한 자기력을 발생하여 안정적 부상을 실현한

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turbo-compressor with 
magnetic bearings. The support structure is 
illustrated by a set of mechanical springs 
connecting the housing to th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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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ck diagram of the controller for active 
magnetic bearings 

 

자기베어링이 부착되어 있는 압축기 하우징이 

정반과 같은 지지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정반의 진동 모드에 의해 회전체의 운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Fig. 1 에서 스프링으로 도시되어 

있는 지지부의 강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고, 

이는 자기베어링의 고정자에 전달되므로, 회전체

의 진동과 상호 작용하게 된다. 만일 회전자의 회

전 속도가 지지부 모드와 일치하게 되면, 진동이 

지나치게 커지는 공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특히 센서는 하우징을 기준으로 회전축의 상

대 변위를 측정하므로 하우징의 진동은 제어 불안

정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측정한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이용하여 회전에 따른 회전축의 진동

을 예측하고, 지지부 진동 모드를 고려한 경우, 공

진에 의한 위험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최고 운전 속도 27,500 rpm 인 터보 압축기 시작

품을 제작하였다. 제어기는 MATLAB Simulink Real 

Time(7) 기반의 디지털 제어기로서 0.1 ms 의 제어 

주기를 가진다.  

3. 불평형 응답 예측 

3.1 시스템 식별을 통한 전달함수 추정 

자기베어링 시스템은 자기베어링을 가진기로 활

용하고, 제어를 위해 이미 장착된 센서로 진동을 

측정할 수 있어 시스템 식별에 추가적 장비가 필

요하지 않다. 또한 디지털 제어기를 사용하는 경

우, 제어기 내의 다양한 신호에 접근할 수 있어 

시스템 식별이 용이하다.  

Fig. 2 에는 자기베어링 시스템의 블록선도가 도

시되어 있다. 제어 대상인 플랜트는 전류증폭기, 

자기베어링, 회전축, 변위 센서 등을 포함한다. 외

란 신호 d 를 통해 가진 신호를 입력하고, 제어입

력 신호 u 와 센서 출력 신호 y 를 이용하여 시스

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즉, 외란에 대한 

시스템의 폐루프 전달함수는 외란 신호 d 와 출력

신호 y 간의 전달함수이며, 시스템의 안정도를 나

타내는 민감도 함수는 d 와 제어입력 u 간의 전달

함수이다. 

시스템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가진 신호로 백색

잡음(white noise) 혹은 핑크색 잡음(pink noise) 형

태의 임의 신호(random signal)가 주로 사용되나, 

자기베어링과 같이 비선형적 시스템에서는 특정한 

주파수의 정현파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출력 신호

에서 해당 주파수 성분을 추출하여 전달함수를 구

한다.(8) 주파수 성분 추출 방법으로 이산 푸리에 

변환(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산화(discretiz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영역의 중복 현상(aliasing) 영향을 없애기 위해 이

산 사인-코사인 변환(discrete sine and cosine 

transform)을 사용하여 주파수 성분을 추출한다. 

신호의 주파수 성분 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주파수 kω 의 사인파 신호를 외란으로 입

력하고, 신호 d, u, y 를 저장한다. 저장 길이는 대

략 사인파 주기의 10 배 정도( 10 2 / kπ ω≈ ⋅ )이다. 

각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이산 사인 변환과 이산 

코사인 변환을 통해 얻는다. 예를 들어 출력 신호 

y의 경우 

 ,

0

sin( )
N

k r n k

n

Y t y n tω
=

= ∆ ⋅ ∆∑   (1) 

 ,

0

cos( )
N

k i n k

n

Y t y n tω
=

= ∆ ⋅ ∆∑   (2) 

와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하고, 주파수 kω 에

서의 성분을 

 , ,( )k k r k iY j Y jYω = +   (3) 

로 구한다. 

ISO 규격(9)에서는 시스템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를 정격 속도의 3 배 이상이거나, 2 

kHz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격 속도

가 458 Hz 정도이므로, 0 에서부터 2 kHz까지 주파수 

범위를 정하였고, 로그 눈금으로 등분하여 1826 개의 

시험 주파수( , 1, ,1826k kω = … )를 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시험 주파수에 해당하는 성

분을 추출하면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란 신호와 시스템 출력 간의 폐루프 

전달함수는 

 
( )

( )
( )

k

cl k

k

Y j
T j

D j

ω
ω

ω
=   (4) 

와 같이 구하고, 시스템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출

력 민감도는 

( )
( )

( )

k

k

k

U j
S j

D j

ω
ω

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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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amplitude extraction process. (a) 
Raw data obtain from a run-up test on the 
prototype. (b) The results of moving average 
filter and conversion 

 

 

Fig. 4 Y-axis closed-loop transfer function (y/r) of the 
radial bearing 1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식 (4)와 (5)의 결과는 비변수 

모델(nonparametric model)의 형태로 내삽(interpolation)

을 이용하거나, 곡선 맞춤(curve fitting)을 통해 변수 

모델(parametric model)을 구하여 임의 주파수에서

의 전달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3.2 전달함수를 이용한 불평형 응답 예측 

식 (4)로부터 얻어지는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이

용하여 회전에 따른 불평형 응답을 예측할 수 있

다. 불평형(unbalance)이 me 로 주어진 경우, 특정 

회전속도 Ω 에서의 불평형력은 2meΩ 이다. 식 (4)

에서 외란 d 는 전류에 상응하므로, 불평형력을 변

환상수 iK 로 나누어 전류단위로 변환한다. 즉, 특

정 속도에서의 불평형 응답은 

 
2

( ) ( )cl

i

me
Y j T j

K

Ω
Ω = Ω ×   (5) 

 

Fig. 5 X-axis output sensitivity of the radial bearing 1 

 

로 구할 수 있다. 변환 상수 iK 는 자기베어링의 기

계적 및 전기적 파라미터를 통해 정해진다. 

 

3.3 실험을 통한 불평형 응답 측정 

시스템 식별 과정을 통해 전달함수를 구하고 이

를 이용하여 불평형 응답을 예측하는 방법의 적절

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품의 회전 실험을 통해 

불평형 응답을 측정하였다. 압축기 시작품을 운전

속도인 27500 rpm 까지 회전하여 응답을 시스템에 

장착된 와전류 센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6.4 kHz 의 샘플링 주파수로 데이터 수집 장치에 

저장된 센서 신호는 절대값에 대한 이동평균필터 

(moving average filter)를 통해 진폭을 추출한다. Fig. 

3 은 진폭 추출 및 단위 변환 결과의 한 예를 보

여준다. 

4. 결과 및 토의 

앞서 기술한 시스템 식별 과정에 의해 얻은 폐

루프 전달함수가 Fig. 4 에 나와 있다. Fig. 1 에 도

시되어 있는 반경방향 자기베어링 1 의 x 축과 y

축 방향 전달함수로서, 715Hz 에서의 1 차 굽힘 모

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4 에서 원으로 표

시한 부분에 추가적 진동 모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와 관련이 있

다. 

지지 구조물의 진동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압축

기를 두 종류의 정반에 놓고 회전에 따른 응답을 

계측하였다. 한 정반은 Fig. 4 의 결과를 얻은 정반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진 기능이 추가된 정반이

다. Fig. 5 와 Fig. 6 은 각 경우에 측정한 출력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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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Y-axis output sensitivity of the radial bearing 1 

 

 

Fig. 7 Zoomed x-axis output sensitivity (100~500 Hz) 

 

 

Fig. 8 Zoomed y-axis output sensitivity (100~500 Hz) 
 

도를 비교하였다. Fig. 5 는 자기베어링 1 의 x 방향 

민감도이며 Fig. 6 은 y 방향 민감도이다. 방진기능

이 있는 정반의 경우, 방진 효과로 인해 저주파 

영역에서는 민감도가 감소한 것을 관측할 수 있다. 

두 지지 구조물의 결과를 보면, 200 Hz 에서 400 

Hz 사이의 민감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주파수 

부분을 확대하여 민감도를 비교한 것이 Fig. 7 과 

Fig. 8 인데, 방진 기능이 없는 정반의 경우, 모드

가 확연히 관측되나, 방진 기능이 있는 정반에서

는 모드가 관측되지 않는다. 이를 볼 때, x 방향의 

모드 (300Hz 및 370Hz)와 y 방향의 모드 (210Hz 

및 300Hz)는 지지부의 모드임을 알 수 있다. 

Fig. 9 와 Fig. 10 은 시스템 식별과정을 통해 구

한 전달함수를 이용하여 예측한 회전 응답과 실제 

계측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이다. Fig. 9 는 자기베

어링 1 의 x 축 결과이고, Fig. 10 은 y 축 결과이다. 

x 축 결과와 y 축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전달

함수에 의한 예측과 실제 계측 결과가 유사한 추

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에 의한 영향을 살펴 

보면, Fig. 9 의 x 축 결과에서 지지부 진동 모드 

300 Hz 와 370 Hz 에 해당하는 18,000 rpm 과 22,200 

rpm 근방에서 예측과 유사한 피크가 관측되었다. 

Fig. 10 의 y 축 결과에서도 지지부 진동 모드 210 

Hz 에 상응하는 12,600 rpm 근처에서 진동 모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차축(cross-axis) 효과도 

관측할 수 있는데, x 축의 결과에서 y 축 모드인 

210 Hz 에 해당하는 응답 피크가 계측되었다. y 축 

결과에서는 민감도 측정을 통해 파악한 370 Hz 근

방의 모드는 매우 미약한데 비해 22,200 rpm 근방

에서 상대적으로 큰 진동이 관측되었다.  x 축의 

결과와 유사하게 x 축 모드가 y 축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측과 실제 계측 결과 간에 응답의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시스템 식별 결과는 단일 축

의 외란에 의한 응답을 통해 얻어진 반면, 실제 

시스템은 모든 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계측 결과로부터 응답을 추출

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에 의한 왜곡도 포함되어 있

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다중입력-다중출력 (Multi-

Input Multi-Output, MIMO) 전달함수를 사용하고 특

이치(singular value)(10)를 이용하여 진동을 평가하면 

전달함수를 이용한 불평형 응답 예측의 정확도 향

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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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ed unbalance response compared with the 

measured response for the radial bearing 1 (x-
axis) 

 

 
Fig. 10 Predicted unbalance response compared with the 

measured response for the radial bearing 1 (y-
axi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베어링에 의해 지지된 터보

압축기의 전달함수를 시스템 식별을 통해 측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불평형 응답을 예측하였다. 시

스템 식별과정을 통해 구한 전달함수는 회전체의 

동역학 특성과 지지 구조물의 진동 모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불평형 응답의 실질적 평가를 가

능하게 한다. 회전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이로 

효과가 크거나 교차축 효과가 큰 경우에도 예측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회전 속도를 포함하고 다

중입력-다중출력 개념의 전달함수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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