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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M 을 이용한 제진장치의 구성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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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선박에는 크고 작은 회전기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회전기기로부터의 진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댐퍼를 장착하

고 있다. 이러한 댐퍼들은 대부분이 특정 진동 영역에 대한 제진 특성을 보이는 고무와 같은 수동형 댐퍼를 장착하게 

된다. 하지만 회전기기의 진동 주파수 영역이 변동되거나 지정 주파수대를 벗어나 장시간의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동형 제진장치의 제진 특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영역의 진동을 능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진 장

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5]. 이처럼 제진특성이 수동형 댐퍼보다 뛰어난 능동형 제진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진특성에 맞는 액추에이터의 선택이 중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진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제진용 액

추에이터로 응답특성이 높은 Voice Coil Motor(이하 VCM)를 사용하였다.

 VCM은 영구자석 선형 전동기로서 회전형 전동기에 비하여 토크는 떨어지나 기계적 마찰, 백래쉬(Backlash)등이 

거의 없으며 회전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6]. 최근에는 연성 PCB 본딩과 카메라 

줌인 모듈, 반도체 생산라인의 미세공정 제어 등 소형 정밀 조립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 VCM의 발전과 미세가공기술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형 직선운동 시스템을 사용한 위치결정 시스템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VCM을 능동형 제진장치에 적용하여 제진장치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VCM을 이용한 제진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제진장치의 하부에 유도전동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가진원을 발생시키도록 

하였으며, 상부에 2개의 VCM을 배치하여 하부 가진원의 진동을 억제하는 제진장치를 구성하였다. 제어알고리즘으로

는 극지정법을 이용한 PID제어기를 구성하여 계측된 진동변위를 피드백 받아 PID 제어기를 통한 출력을 이용하여 

VCM을 작동하도록 하였다. VCM의 구동회로로 4상한 DC-DC 초퍼 회로를 이용하여 VCM의 동작 중 역기전력 보상이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제어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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