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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xisting contact-type bearings using rolling or sliding require continuous maintenance due to abrasion 

caused by friction and are not suitable for high-speed rotation and slimming. A magnetic bearing without contact can 

overcome such problems but the performance depends on the allocation of magnets and the structure of bearing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designing parameters of a passive magnetic bearing to improve levitation force. The proposed 

method employs Halbach array as the allocation of magnets, uses particle swam optimization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bearings. The numerical experiment shows that the levitation force is improved by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with the existing one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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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 베어링은 운송기계, 정 기계, 산업기계 등 산업 

반에 걸쳐 매우 범 한 분야에서 기계 인 에 지를 

달하거나 보존하는 필수 인 기계요소로서 사용된다. 

식 베어링의 회 체는 구름 베어링(rolling bearing) 는 미

끄럼 베어링(sliding bearing)으로 지지되어 있다. 이러한 

식 베어링은 높은 강성  은 마찰손실 등의 장 을 갖

고 있으며, 규격화에 의해 조립  보수 등이 편리하여 리 

사용된다. 그러나 마찰에 의한 마모  발열에 의해 유지보

수가 필요하며, 회 기계의 고속화  경량화에 합하지 않

다 [1]. 이러한 식 베어링의 안으로서 비 식 자기 

베어링이 각 을 받고 있다. 자기 베어링의 응용분야는 

링 스핀들, 터보 분자펌 , 터빈, 라이 휠, 원심분리기, 베

어링리스 모터 등이 있으며, 고정  는 고속의 액추에이터 

 용량 회  시스템에도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 

[2,3]. 

자기베어링은 수동형(PMB : Passive Mangetic Bearing)

과 능동형 자기베어링(AMB : Active Magnetic Bearing)으

로 나 어진다 [4]. 수동형 자기베어링은 구자석간의 반발

력을 이용하여 축 방향 는 반경방향에 해 부상력을 얻

는 베어링이다. 류에 의해 부상하는 능동형 자기베어링과 

달리 수동형 자기베어링은 부상을 한 류가 필요하지 않

으므로, 에 지 효율이 높은 부상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 [5]. 

한, 부상을 한 제어 시스템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하고 

신뢰도 높은 부상시스템을 구 할 수 있다 [6]. 그러나, 구

자석을 이용하는 수동형 자기베어링은 자석의 종류, 크기, 

형상에 따라 성능이 격하게 변한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이용한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성능 최 화를 다룬다. 구자석의 일

반 인 배열보다 높은 강성을 가지는 할바크 배열의 수동형 

자기베어링을 사용하고, 베어링의 구조와 형상을 설계변수로 

취 한다 [9,10]. 각 설계변수의 최 , 최소값은 맥스웰 로

그램을 이용한 유한요소법(FEM : Finite Element Method)

으로 구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 화 알고리즘인 

PSO를 용하여 최 의 강성을 얻을 수 있는 설계변수를 

결정한다.

2. 할바크 배열 수동형 자기베어링

구자석을 이용하여 회 축을 부상시킬 때, 동일 극에 

의한 반발력을 이용하는 일반 인 자석배열보다 자속의 차

폐와 집 이 용이한 할바크 배열을 이용한 수동형 자기베어

링을 사용한다. 

2.1 할바크 배열 수동형 자기베어링 모델

할바크 배열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회 자(rotor)와 고정자(stator)는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자석은 환형 구자석이 다층으로 쌓인 구조로 단층

일 때보다 높은 강성을 낼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수동형 자기베어링 다층구조의 단면에서 보면 Axial array

로 극성이 , 아래로 반복하여 쌓여있는 구조와 할바크 배

열로 극성을 시계 는 반시계방향으로 규칙성 있게 쌓여있

는 구조로 되어있다. 할바크 배열은 특성상 공극에서의 

구자속 도가 높아지고, 자속의 차폐를 이룰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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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석의 자속을 부분 반발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유한요소 해석을 한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기 라미터 값들이다.

Parameters Value

Height of the bearing 10 mm

Thickness of the PM 2 mm

Air gap 0.2 mm

Residual flux density of the PM 1.20 T

Material of Magnetic  NdFeB

표  1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설계사양

Talbe 1 Design specifications of Passive magnetic bearing

  

그림 1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Passive magnetic bearing

2.2 할바크 배열의 자화특성

그림 2는 이상 인 할바크 배열을 이용한 원통형 계자 시

스템의 로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그림이다. 그림 

2(a)를 통해 계자 내부에서 균일한 3극의 자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b)에서 보여주는 원통형의 바깥쪽은 자

기장 부족이 아니라 모든 자기장이 안쪽에 있는 것으로 이 

특징을 자기차폐(self-shielding)라고 한다. 이상 인 할바크 

배열에 해서 자화특성(magnetizations)은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1)

                     (2)

여기서, 는 자계 도가 인 구자석의 자화특성,   주

기를 지닌 실수부 는 푸리에 수에 의해 표 될 수 있

고, 는 (     ,  ), 는 구자석의 두께, 는 

구자석의 길이를 나타낸다. 구자석에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식이 성립한다.

 

                (3)

∇ ∙                        (4)

∇  ∇ ∙                    (5)

여기서, H는 자계강도, B는 자속 도, 는 자유공간에서의 

투자율, M은 자화벡터, 는 자기 스칼라 퍼텐셜을 나타낸다. 

이 되며, 은 구자석의 잔류자기(remanence)이

다. 따라서, 구자석 sheet의 내부는 다음과 같으며

∇ ∙                  (6)

∇                    (7)

구자석 sheet의 외부에서는

∇                         (8)

이다. 최종 으로 자속이 강화된 부분의 5조각 배열에서의 

수평성분에 따른 자속 도 크기는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사용되는 자석은 Br=1.20T이다. 식 (9)에서 자속

도 크기는 자석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구자석의 두께  길이를 설계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a) Magnetization direction          (b) Flux liner

그림 2 이상 인 Halbach array

Fig. 2 Ideal Halbach array

3. 3차원 유한요소법과 PSO를 이용한 최  설계

본 장은 2장에서 언 한 할바크 배열을 가지는 수동형 자

기베어링의 설계변수를 최 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FEM을 

이용하여 설계변수 변동 범 를 선정하고, 이 범  안에서 최

의 부상력을 얻을 수 있는 설계변수를 PSO를 이용하여 구

한다.

3.1 FEM를 이용한 설계변수 범  선정

설계변수 범 를 선정에 앞서 설계변수를 선정해야한다. 

자기베어링을 구성하는 변수 , 성능에 큰 향이 없거나 

물리 으로 변경이 곤란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설계변

수로 선정한다. 고정자 외경, 회 자 외경  공극은 고정값

으로 두고, 할바크 배열의 방향과 구자석의 길이  높이

비는 자속 도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변수 

RotorD(Rm)와 MagThck(h)로 정한다. 한 Axial force(dz)

에 따라 Axial force값이 크게 변하므로 설계변수로 선정한

다. 각각의 설계변수 최 , 최소값을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

화 알고리즘인 PSO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최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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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는 Maxwell 3D를 이용한 3차원 유한요소법을 

나타낸다.

그림 3 3차원 유한요소법

Fig. 3 3D-Finite Elements Method

  

3.2 PSO를 이용한 최  설계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는 확률 최 화 알고

리즘의 한 종류로써 새의 무리나 물고기와 같은 생체 군집

의 움직임이나 행동에 기 로 하여 만들어졌다. PSO 알고

리즘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역에서의 탐색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유연하고 강인하다는 장 이 있

다. 한 PSO 알고리즘은 기값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렴된 값은 항상 역 최소 에 치하는 장 이 있다. 이

러한 PSO 알고리즘의 장 으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하여 

빠른 수렴과 탐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PSO의 기존 학습형태는 각 객체가 탐색한 공간에서의 성

능을 평가한 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공간 부근으로 다른 

객체들을 이동시킨다. 이때 각 객체는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은 탐색 성능의 개선으로 이루

어진다. 군집을 이루며 나는 새를 를 들면, 각 객체는 자

신이 이동하는 속도와 치를 가진다. 이동하는 치는  

학습단계에서 최 해를 가지는 객체를 향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충돌은 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 식과 같다.

             (10)

  ∆                                    (11)

여기서, 는 성 하 , 는 각 객체의 이동속도이고, 과 

는 학습에 필요한 라미터이며, 와 는 국부  최

해와 역  최 해이고, 는 객체의 치이다.

본 논문에서 최 화될 설계변수는 Axial offset(dz), 

RotorD(Rm)와 MagThck(h)이고 각각의 설계변수의 최 값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MagThck(h) : 0.95 mm ≤ h ≤ 2.50 mm

Axial offset(dz) : 0 mm ≤ dz ≤ 5.0 mm

RotorD(Rm) : 3.50 mm ≤ Rm ≤6.50 mm

이상의 설계변수는 PSO를 이용하여 부상력이 최 가 되는 

값을 구한다. 그림 4의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설계 수

행 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각 객체에 해 기 치 벡터 와 속도벡터 

를 난수에 의해서 기화 시킨다.

[단계 2] 체 객체에 해 기의 치 벡터 를 이제

까지의 최 해의 치를 로 한다. 이때 가장 

우수한 를 체 객체에 한 최 의 치를 

로 한다.

[단계 3] 객체의 속도 벡터 를 식 (10)에 의해 갱신한다.

[단계 4] 객체의 치 벡터 를 식 (10)에 의해 갱신한다.

[단계 5] 객체의 n에 한 재의 치에서 목 함수 값  

           가  보다 최 의 목 함수 값을 가지면  

           =  체한다.

[단계 6] 단계3에서 단계5까지 모든 객체에 해서 실시  

           하 다면 단계7로 가고, 그 지 않으면 단계3로    

           돌아간다.

[단계 7] 모든 객체에 해서  가  보다 최  의   

            목 함수 값을 가지면   = 로 체한다.

[단계 8] 종료조건을 만족하면 최종 으로 생성된 가  

            최 해를 나타내며 탐색과정을 종료한다. 종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단계 3부터 반복한다.

그림 4 PSO 알고리즘 순서도

Fig.  4 Flowchart of PSO

4. 시뮬 이션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PSO를 이용하여 최  설계변수를 구하고 

Ansoft사의 Maxwell v11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 다. 그림 5는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단면으로서 고정자

의 높이는 H, 자석 한 층의 높이는 h, 회 자의 외경은 Rs, 

공극의 앙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은 Rm이다. 수동형 자기베

어링의 높이는 10mm, 외경은 10mm으로 정하 고, 자석 한 

층의 높이를 h으로 하여 계산 하 다. 회 자의 안 쪽 반지

름은 3.95mm, 공극은 0.2mm,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반지름

은 5mm로 정하 다. 

그림 6은 회 자와 고정자의 Axial offset dz를 0mm부터 

5mm까지 변화 시켰을 때, Axial force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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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mm)

Rm 

(mm)

dz 

(mm)

Axial 

force 

(N)

유한요소해석 2.0 6.0 2.0 100.82

최 설계 1.984 5.652 1.884 105.168

표   2  유한요소해석과 최  설계 모델

Table 2 FEM model and optimal design model

그림 5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단면

Fig. 5 Cross section view of PMB

그림 6 Axial force vs axial offset

Fig. 6 Restoring force

그림 7은 자석의 크기 변화에 따른 Axial force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xial force가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 크기가 

되면 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7 Axial force vs h

Fig. 7 Thickness of the PM

그림 8은 수동형 자기베어링 체 높이H와 자석 한 층의 

높이 h로 나  값이다, 즉 H/h 값을 3층에서 8층까지 계산

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PSO 알고리즘을 용한 설계변수들의 최 값이

다. 기존의 유한요소해석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최

화로 Axial force가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자석 층 H/h의 수

Fig. 8 Number of magnet layers H/h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SO를 이용한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최  

설계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구자석 일반 인 배열과 

달리 할바크 배열은 구자석의 크기, 형상, 배치 등 설계변

수에 따라 강성이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각 설계변수의 변

동 범 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이 데이

터를 바탕으로 최 화 알고리즘인 PSO를 이용하여 최 의 

설계변수 구하 다. 수치실험을 통해 설계변수 최 화함으

로써 수동형 자기베어링의 부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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