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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불평형 기진력을 갖는 원통형 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hell Structure Subjected 

to Internal Unbalanced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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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active vibration control of shell structure that is subjected to in-

ternal unbalanced excitation by using active mounts and accelerometers. The unbalanced excitation is 

caused by a rotating unbalanced mass. The control algorithm considered in this study is the negative 

acceleration feedback (NAF) control. A simplified dynamic model was derived to verify the effective-

ness of the NAF control. Four actuators and four accelerometers were mounted on the shell struc-

ture, so that the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MIMO) NAF controller was designed by both 

centralized and decentralized ways. Numerical results show that both the decentralized and centralized 

NAF controllers are effective. Based on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proposed decentralized NAF 

controller was applied to the real shell structur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decen-

tralized NAF controller can effectively suppress vibrations of the shell structure.

* 

1. 서  론

구조물의 진동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구조

물의 동력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

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구조적 피로로 인해 구조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수동적인 진

동제어 기법은 고주파수 또는 비공진 대역에서 진동 

절연 성능이 뛰어나며 비용이 저렴하여 매우 경제적

이다. 하지만 구조물이 자체 기진력을 가지는 경우

에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이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

어 수동식 기법만으로 저주파수 및 공진 대역에서의 

진동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능동진동제어에서는 수

동형 제어 기법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각 제어 기법의 장점을 최

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능동

적으로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석과 코일로 이루

어진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능동마운트는 Fig. 1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마운트 윗 부분은 엔진이나 모터와 같이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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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발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하부는 주구조물과 연

결된다. 이와 같은 능동마운트를 이용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주구조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주구조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능동진동제어 방법을 

개발하였다.

능동진동제어에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를 적용할 경

우에는 안정적인 제어 알고리즘의 개발이 중요하다. 

능동진동제어 방법으로 제안된 방법들 중 Fanson et 

al.(1)이 제안한 positive position feedback (PPF) 알

고리즘은 변위 계측이 가능하고 힘을 유발하는 능동

진동제어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다. PPF 제어기는 

특정 고유 진동 모드를 선별하여 감쇠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제어하지 않는 다른 고유 진동 모드들을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하여, Kwak et al.(2)은 PPF 제어기의 안정성 및 제

어 특성에 대해 수치적 예제를 통해 분석하였다. 

PPF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능동 진동제어의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3~6)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PPF 제어기는 변위 계측과 힘을 발생

한다는 제어 구조로 인해 가속도 계측을 통한 관성 

형태의 액추에이터나 능동마운트의 제어 문제에 이

론적으로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관성형태의 

액추에이터는 내부 질량을 움직이게 하여 생성된 관

성력을 이용하는 액추에이터이고, 능동마운트는 부

구조물과 주구조물 사이에 삽입해 부구조물의 진동

을 격리하는 액추에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Yang et 

al.(7)의 연구에서 관성 형태의 전자기식 액추에이터

를 제어하는 데에 PPF 제어기가 효과적임을 실험으

로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자기식 액추에이터를 

Fig. 1 Structure of the active mount

이용하여 외팔보와 같이 단순한 구조물과 차량에 대

한 능동진동제어 실험이 수행되었다(8,9). 그러나 PPF 

제어기가 능동마운트에 사용된 바는 없다. PPF 제

어 알고리듬의 개념을 가속도계 신호를 계측하는 능

동진동제어의 제어 알고리듬으로 확장 개발된 알고

리듬이 negative acceleration feedback(NAF)(10)제어 

알고리듬이다. Shin et al.(10)은 관성 형태의 액추에

이터와 가속도 신호를 이용한 구조물의 능동진동제

어를 위해 NAF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NAF 제어 

알고리듬은 PPF 제어 알고리듬과 그 형태는 유사하

나 가속도 신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다. NAF 제어 알고리듬은 가속도 신호로부터 변

위나 속도 신호로 산출하기 위한 적분 과정이 불필

요하기 때문에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데에 정확도가 

높고, 알고리듬의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매우 효

율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Fig. 1에 보이는 능동마운트를 이

용해 불평형 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진력을 상쇄

하여 주구조물의 진동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능동진동제어를 위한 원통형 구조물

이 연구에서는 Fig. 2에 보이는 것과 같은 스프링 

4개로 지지된 원통셸 구조물에 대한 능동 진동제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원통셸의 직경, 길이, 두께는 각

각 610 mm, 605 mm, 3 mm이다.

Fig. 2 Shell structure supported by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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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내부에는 가진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모

터축에는 편심 질량이 부착되어 있다. 따라서 모터

의 회전으로 인해 불평형 가진력이 만들어지게 된

다. 모터를 지지하는 평판이 있고 평판과 셸 구조물 

사이에는 능동마운트가 설치되어 있다. 각 능동마운

트는 Fig.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4지점에 설치

되어 있다. 실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구조물

의 앞 쪽 위치부터 1번에서 4번까지 번호를 지정하

였다.

소형 원통셸에 대한 개략도는 Fig. 4와 같다. 그림

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부의 평판 위에 가진 모터가 

설치되어 있다. 능동마운트는 평판과 셸 구조물의 

외벽이 연결되는 지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외벽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계측하기 위한 가속도계는 각 능동

마운트와 같은 위치에 설치(collocated)되었다.

Fig. 3 Positions of active mounts

Fig. 4 Positions of accelerometers

3. 동적 모델링

Fig. 4와 같은 원통셸 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를 

위해 간단한 이론 모델을 유도하였다. 원통셸 구조

물의 스프링 지지 조건과 가속도계 및 능동마운트의 

위치, 그리고 가진력의 작용점 등을 고려하여 Fig. 

5와 같은 단순 2차원 이론 모델을 고려하였다. 여기

서 m , Io, c, k는 각각 원통셸 구조물의 질량과 질

량 관성모멘트(mass moment of inertia), 구조물이 

지지된 스프링의 감쇠 계수 및 스프링 상수를 나타

낸다. 질량 관성모멘트 Io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

2

12O

m L
I  (1)

Fig. 5에서 x와 는 각각 수직 변위와 회전 변위

를 나타낸다. ma, IA, ca, ka는 각각 능동마운트가 

지지하는 평판의 질량 및 질량 관성모멘트, 능동 마

운트의 감쇠 계수 및 스프링 상수를 나타낸다. 평판

의 질량 관성모멘트 IA는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된다. 

2
2

12
a

A a

m L
I m e  (2)

Fig. 5 Planar dyna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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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a, e는 각각 평판의 수직 변위 및 회전 변위, 

그리고 평판의 무게 중심과 기진력의 편심 간의 거

리를 나타낸다. Fd는 평판 위에 작용하는 가진 모터

의 기진력을 나타낸다.

이 2차원 모델은 각 질량이 상하 진동과 회전 진

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자유도 동

적모델로 귀결된다.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fM x+Cx+K x = B F  (3)

여기서  T

a ax x x 는 상하 및 회전 운동

에 따른 변위 벡터이며, 
T

left rightdF F F   F 이

다. Fleft와 Fright는 각각 좌측과 우측 능동마운트에 

작용하는 제어력이다. fM, C, K, B 는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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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수치 계산을 위해 사용된 물성치를 보

여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pplied to the theoretical 
model

Parameters  Properties

m 20 kg Mass of the shell

ma 50 kg Mass of the plate

c 1 Ns/m 
Damping coefficient 

of the spring

ca 100 Ns/m Damping coefficient 
of the active mount

k 2000 N/m Spring constant 
of the spring

ka 500 000 N/m 
Spring constant 

of the active mount

L 0.3 m Width of the plate

e 0.01 m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gravity and 

the eccentric force 
point

4. NAF 제어기

NAF 제어 알고리듬은 피드백 받는 가속도 신호

와 90˚의 위상차를 갖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여 제어

를 수행한다. 생성된 제어 신호는 구조물의 감쇠력

을 증가시켜 진동을 억제한다. NAF 제어 알고리듬

은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로 표현된다.

2 2
( )

2 c c

g
H s

s s 



 

(5)

여기서  는 NAF 제어 알고리듬의 감쇠 인자로서, 

보편적으로 0.3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어기의 

위상차가 90˚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어렵

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넓히기 위함이다. c 는 제어 대상의 진동수이며, 제

어기를 구조물의 강제 진동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제어 대상의 진동수, 즉 c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

다. g는 제어 이득이다.

5. 수치 시뮬레이션

5.1 비중앙화 제어

앞서 유도된 원통셸 구조물의 이론 모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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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mulink block diagram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어 전과 제

어 후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

에 대해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제어 전의 시스템

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을 도

출하였다. 

 z A z BF (6a)

c y C z DF (6b)

여기서 
T T T[ ]z x x 이고, 

T[ ]left rightx xy 는 각 

능동마운트가 위치한 곳의 변위를 포함한 벡터를 나

타낸다. 계수 행렬들은 다음과 같다. 

1 1 

 
    

O I
A

M K M C
, 1

f


 
  
 

O
B

M B
(7a,b)

1 0 0 0 0 0 0
2

1 0 0 0 0 0 0
2

c

L

L

  
  
 
  

C (7c)

0 0 0

0 0 0

 
  
 

D (7d)

Fig. 6은 비중앙화된 NAF 제어기의 수치 검증을

위한 simulink 블록선도를 보여준다. 실제 가속도계 

신호 계측을 모사하기 위해 식 (6b)를 통해 얻어진 

변위는 두 번의 미분 과정을 거쳐 가속도 값으로 환

산되었다. 시스템 해석상에서 변위 값이 아닌 가속도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능동진동제어 실험에

Fig. 7 Time history of left accelerometer signal

서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진동 신호를 계측하기 때문

이다. 좌측의 NAF 제어기는 추출된 좌측 가속도 신

호만을 이용하고, 우측 NAF 제어기는 우측의 가속

도 신호만을 사용하여 각 제어력을 산출한다.

Fig. 7은 제어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와 가동

했을 경우의 좌측 가속도 신호값을 보여준다. 우측 

가속도 신호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

림으로부터 비중앙화 NAF 제어기가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중앙화 제어

앞서 수행된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는 각 위치의 

능동마운트가 동일 위치에 설치된 가속도계 신호만

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 비중앙화 NAF 제어기가 

Fig. 7에 보이는 바와 같이 효과적이지만 센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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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ink block diagram for cross-coupled model

호값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중앙화 NAF 제

어기의 적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앞서 유도된 이론 모델에서 좌·우측 센서 신

호로부터 주질량의 수직방향 변위와 회전각도를 추

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1

1
2

1
2

left

right

L
xx

xL


     

     
    
  


 

(8)

식 (8)을 사용할 경우 각 제어기는 수직방향 변위

와 회전각을 각각 제어하는 NAF 제어기로 구성된

다. Fig. 8은 이를 구현한 simulink 블록선도를 보여

준다.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성과정을 적용한 

계산식을 포함하는 블록이다.

Fig. 9는 중앙화 NAF 제어기를 구동했을 경우의 

좌측 가속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수

행한 비중앙화 NAF 제어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거

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능동진

동제어기를 적용하는 경우, 굳이 연성을 고려한   

중앙화 NAF 제어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6. 능동진동제어 실험

이론 모델을 이용한 수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

탕으로 비중앙화 NAF 제어를 실제 셸 구조물의 능

동진동제어에 적용하였다. 능동진동제어 실험을 수

행하기 위하여 Fig. 10과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구조물의 각 지점에서 계측된 가속도 신호는 제

어 보드의 ADC 채널에 입력된다. 입력된 신호는 

제어 보드에 탑재된 비중앙화 NAF 제어 알고리듬

을 통해 제어 신호로 변환된 후, DAC 채널로 출력되

어 액추에이터를 구동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제어 

보드는 dSpace 사의 Micro Lab Box(Model no. 

DS1202)이다. 구조물의 진동 신호를 계측하는 데에

는 PCB사의 Model 333B40 가속도계(sensitivity 500

mv/g)가 사용되었다. 가속도계는 PCB사의 482C15 

Signal conditioner에 연결되었고, 가속도 신호는 10배  

Fig. 9 Time history of left accelerometer signal

Fig. 10 Experimental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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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ink block diagram for the active vibration control experiment

Fig. 12 Simulink block diagram of NAF algorithm

증폭 후 Micro Lab Box의 ADC채널에 입력되었다. 

DAC 채널로 출력된 제어 신호는 Junus사의 

JSP-180-10 Digital servo amplifier를 통해 능동마

운트에 입력되었다. Fig. 11은 다중입출력 비중앙화 

NAF 제어 알고리듬을 구현한 Simulink 블록선도를 

보여준다. 4채널 입출력의 제어 블록을 구성하였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각 서브 시스템(subsystem)에

는 식 (8)의 전달 함수가 Fig. 12에 나타낸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전달 함수로 simulink의 단일 블록

으로 표현하지 않고, Fig. 12와 같이 전달 함수의 연

산 과정으로 표현하면 제어 실험 시에 대상 주파수

에 대한 수정이 간편해진다.

NAF 알고리듬을 구조물의 강제 진동에 적용시키

기 위해서는 제어 대상의 가진 진동수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가진 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으로부터 가

진 진동수가 20 Hz이고 그것이 가진원의 1차 성분

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실험은 5초 간 가속도 신

호를 계측하고, 약 2.5초 시에 제어기를 구동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Fig. 13은 능동진동제어 실험 결

과를 보여준다. Fig. 13(a)는 1번 위치에서 계측한 

가속도 신호의 시간 응답이며, Fig. 13(b)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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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history of the accelerometer signal 
at position 1

(b) PSD curve for the acceleration at position 1

Fig. 13 Experimental result of the active vibration 
control by NAF control

응답 신호의 fast Fourier transform(FFT) 분석을 통

한 power spectral density(PSD) 그래프이다. 다른 

위치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원

통셸 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을 확인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1차 성분은 약 30 %로 감

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나타난 조화성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어 효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였다. 

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내부에 불평형 기진력을 갖는 원

통셸 구조물에 대한 능동진동제어를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해 간단한 이론 모델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비중앙화 및 중앙화 NAF 제어의 타당성을 조사하

였다. 이론 결과를 바탕으로 비중앙화 NAF 제어로 

충분함을 확인하였고, 원통형 셸 구조물의 능동진동

제어에 적용해 실험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능동진동제어 실

험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진 진동수 20 Hz의 불평형 가진력에 대한 능동

진동제어 실험 결과, 1차 성분이 약 30 %로 감소되

었고, 그 외에 발생된 조화 성분에 대해서도 전반적

인 감소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 제안한 비중앙화 NAF 제어가 능동마운트를 

이용한 능동진동제어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입증하였다.

후  기

이 연구는 알엠에스테크놀러지㈜의 “능동 진동제

어 알고리즘 개발”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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