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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a conductive rod is put within rotating axial magnet wheels arranged parallel, three-axial magnetic forces generate 

on the rod. In some region, the forces has a property of negative stiffness, thus they can be applied to noncontact conveyance of the 

rod without a control load. Apart from the passive driving, the magnet wheel should be controlled for the rod to be stayed at the still 

state or be moved in a specified velocity. But, because a control input is just the rotating speed of the magnet wheel, the number of 

input is less than that of variables to be controlled. It means that levitation force and thrust force increase at the same time for 

increasing wheel speed, resulting from a strong couple between two forces. Thus, in this paper, a novel method, in which the 

longitudinal motion of the rod is controlled indirectly by the normal motion of the rod with respect to the wheel center, is introduced 

to manipulate the rod without mechanical contact 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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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도기와 동일한 동전기(electrodynamic) 원리를 이용하지만 

다상(multi-phase) 전원에 의해 자기장을 이동시키는 대신 영

구자석(PM: Permanent Magnet)을 회전시켜 전도체에 강한 자

기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자기차륜 혹은 마그네트 휠

(magnet wheel)이라 한다[1-4]. 자기차륜은 차륜의 축을 기준으

로 그 원주방향으로 PM의 자화(magnetization) 방향이 주기적

으로 반복, 정렬되어있는 구조인데 전도체와의 상대 자세에 

따라 그림 1의 축형(axial) 그리고 그림 2의 래디알형(radial)으

로 대별된다.  

축형 자기차륜은 대면하는 전도성 시트의 수직 방향으로 

자화된 극성을 갖는 PM으로 구성되어있으며(그림 1외에도 

동일한 자기력 생성이 가능한 다양한 자극 조합이 있다) 전

도성 시트와 일정 공극을 사이에 두고 z축을 중심으로 반시

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시트에는 -z축으로의 반발력과 γ방향

으로 견인 토크가 발생한다. 래디알형 자기차륜은 원주방향

을 따라 자화 방향이 90도씩 변환되는 PM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전도성 시트 위에서 z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

전시키면 시트에는 -y축으로의 반발력과 x축으로의 추력이 

동시에 생성된다. 이러한 자기차륜은 높은 자화밀도를 갖는 

PM의 채용으로 강한 자기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축형의 경

우 전도성 평판의 반송[2,5]이나 래디알형의 경우 자기부상 

철도의 구동 방식[4]으로의 적용 가능성 등이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자기차륜 중 축형 자기차륜을 이용하여 

전도성 환봉을 공간상에서 기계적 접촉없이 반송하는 시스

템을 제안하고 환봉의 위치와 이동 속도를 자기차륜의 회전 

속도를 가변시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II. 축형 자기차륜을 이용한 전도성 환봉의 

비접촉 반송 시스템과 구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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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축형 자기차륜의 자극 패턴. 

Fig.  1. Magnetic pole pattern of axial magnet wheel. 

 

 

그림 2. 래디알형 자기차륜의 자극 패턴. 

Fig.  2. Magnetic pole pattern of radial magnet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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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와의 기계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대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비접촉 구동 방식이 바람직하다[6,7]. 이중 

전도성 선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래디알형 자기차륜의 내륜

에 전도성 환봉을 두고 차륜을 회전시켜 환봉 표면에서의 동

전기 효과를 이용하여 환봉을 반송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안

되었다[3]. 래디알형 자기 차륜의 원주방향 PM 조합을 나선

(spiral) 구조로 정렬시켜 이웃하는 PM간에 피치(pitch)를 두고 

이를 회전시키면 환봉에는 강한 추력이 생성되고 와전류 특

성상 환봉의 반경 방향으로 반발 부상력이 생성된다. 그러나 

환봉 외륜의 PM 회전으로 인해 환봉은 스크류 모션을 하며 

이송된다. 따라서 환봉에는 강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에서와 같이 축형 자기 차륜을 이용한 반송 방법을 제안한

다[8]. 본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전체 레이아웃과 힘 발

생 원리를 논한다[9]. 

평행하게 정렬된 두 자기차륜 사이에 환봉이 놓여있고 중

심축을 따라 좌우에서 비접촉 지지된다. 자기차륜을 구성하

는 PM의 자극은 그림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환봉 표면에 유기된 원주 방향 유도 전류와의 자기 결

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림에서 좌우 자기차륜의 회

전 방향은 서로 반대인데 이는 각각의 자기차륜에 의해 발생

하는 xG 방향의 추력을 서로 상쇄시키고 두 추력간의 차로 

환봉의 이송 제어를 하기 위함이다. 각각의 중첩된 자기차륜

에 의해 환봉에는 xG, yG, zG 방향의 3축 자기력이 발생하는데 

좌우단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다축력을 조합하여 환봉을 공

간상에 부상시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중 자기차륜에 의한 3축력 발생 메커니즘은 그림 3의 단

면 CC′에서의 자속과 유도 전류 패턴을 묘사하는 그림 4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9]. 특정 순간에 마주하는 PM에 의한 

자기장의 주 성분은 Bz이지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닫힌 회로 형성을 위해 Bx, By 성분도 일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자기장의 위치 변화로 인해 환봉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데 Bz 변화에 의한 환봉의 원주 방향으로의 유기 전

압 Ey(Bz와 직접 마주보는 구간)외에 환봉의 길이 방향으로

도 유도 기전력 Ex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봉에 작용하는 자

기력은 다음과 같다. 

 ( ) ( )
x y x y z

E i E j B i B j B k= + × + +F  (1) 

위 식에서 벡터 외적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력은 3축 성분이 

모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발생하는 각 

축력의 부호이다. zG축 힘의 경우 와전류 특성상 반발력이고 

xG축으로의 추력 역시 차륜의 회전 방향에 의해 결정되는 유

도력이므로 그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고 따라서 환봉의 공간 

안정성이나 무게 보상 등에 필요한 yG축 부상력의 크기와 방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III. 동전기력의 자기 해석과 동특성 해석 

PM의 회전에 따른 동전기력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유

의미한 수준의 폐형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따라서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때 자기 소

스의 시변(time-variant) 특성은 PM 어레이를 등가의 다상 코

일로 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M의 기계적 회전을 밴드 영역으로 처리하여 고려할 수 있

는 상용화된 툴인 Maxwell v.11.1 [11]을 이용하여 3축 자기력

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그 결과를 논한다. 

또한 환봉의 동적 방정식 분석을 통해 입출력 변수들간의 강

한 연성 특성을 논의한다. 

1. 제변수 변화에 따른 자기력 특성 

고속으로 회전하는 자기차륜에 의해 전도성 환봉에 발생

하는 자기력은 자기차륜을 구성하는 PM 어레이의 물리적 차

원(dimension)과 물성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지배적

인 인자로서 PM의 극 수(number of pole)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림 5에 극 수 변화에 따른 3축 자기력의 변화 선도를 나타

내었다. 이하 그래프는 모두 φ32mm(Cu)인 환봉의 외륜을 기

준으로 설정된 내경, 외경, 두께가 각각 40mm, 80mm, 25mm

이고 Nd35계열의 단위 PM 모델에 대한 제원을 이용하여 해

석된 결과이다. 이 때 그림 3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환봉의 z

축 방향 공극은 양쪽 모두 3mm로 설정하였다. 해석 모델에 

이용한 자기 조합은 그림 3에서와 같이 zG축으로의 N극과 S

극이 반복되는 형태와 N극과 S극 사이에 접선 방향 즉, 원주 

방향으로 정렬된 극성을 갖는 PM이 추가된 Halbach 배열 등

 

그림 3. 축형 자기차륜을 이용한 전도성 환봉 반송 시스템의

레이아웃. 

Fig.  3. Concept layout of conveyance system of conductive rod 

using axial magnet wheels. 

 

그림 4. 자기 차륜 단면 CC′에서의 자속 분포와 유도전류 생

성을 통한 3축력 발생 원리. 

Fig.  4. Generating principle of three-axial forces through magnetic 

flux and induced current at the cross section of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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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조합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N, S 조합의 경우 그림 5에 실선으로 나타낸 3축 자기력 

모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극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크기가 증가하다가 8극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힘의 절대 크기는 서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는 x축 추력과 y축 수직력에 비해 z축 반발력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점선으로 표시된 Halbach 배열의 

경우 16극에 도달할 때까지 3축 자기력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S 조합보다 더욱 큰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원주 방향으로의 착자에 따른 난이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NS 조합의 8극 배열을 대상으로 해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림 5에 제시된 3축 자기력 중에서 z축 

힘은 와전류 반발력이므로 제어기 없이도 자기 안정성(self 

stability)이 보장되고 x축 추력은 환봉 이송을 위한 설계 입력

량이므로 환봉의 공간 안정성 문제는 y축 부상력 특성으로 

귀결된다. 차륜의 중심을 기준으로 환봉의 y축 위치에 따른 

힘의 변화 특성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9]. 작동 영역으로 정

의된 점선 내에서 y축 힘의 경우 y축 변위 증가에 따라 힘의 

크기가 감소하는 즉, 음의 강성(negative stiffness)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환봉의 구동 범위를 이 영역 내로 제한하면 y

축 안정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특정 영역 내에서 제안된 구 

동 원리로 제어기 없이 환봉을 안정되게 부상시킬 수 있다. 

점선 영역 내에서는 y축력뿐만 아니라 x, z축 자기력 역시 y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의 타당성은 그림 6에서처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자유도 연성 

좌우 두 개의 자기차륜으로 구성된 환봉 이송 시스템의 힘 

선도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위 힘 선도를 기반으로 환봉의 

무게 중심에서 힘 평형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ta tb

mx F F= −��  (2) 

 
na nb

my F F mg= + −��  (3) 

 ( )
x na nb

I p F Fγ = − −��  (4) 

위 식에서 각 축력 ,
t

F
n

F 은 차륜의 회전 속도로 결정되는 

힘이므로 서로 연동되는 힘이고 따라서 두 개의 입력 차륜 

속도에 대해 출력이 세 개인 방정식이 된다. 만약 x, y축만 

을 대상으로 제어를 수행한다면 γ축의 경우 x축 운동에 연동 

하여 구동된다. 실제 환봉의 특정 y축 위치 py에서 차륜 속도

에 따른 ,
t

F
n

F 의 변화 선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정지 

상태에 있는 환봉의 y축 위치는 수직력이 환봉의 무게와 평

형을 이루는 위치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y축 그래프에서와 

 

그림 5. PM 극 수와 조합 패턴에 따른 힘의 변화. 

Fig.  5. Force variation for pole number of PMs and repetitive 

pattern. 

 

그림 6. 환봉의 y축 위치 변화에 따른 자기력 특성. 

Fig.  6. Analytical force characteristic according to y-axial position 

of conductive rod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 

 

그림 7. 전도성 환봉 반송 시스템의 힘 선도. 

Fig.  7. Force diagram of conveyance system of conductive rod. 

 

그림 8. 자기 차륜 속도 변화에 따른 자기력 변화 선도와 환

봉의 평형 위치 변화. 

Fig.  8. Force variation of magnetic force for rotating speed of 

magnet wheel and thereby equilibrium position of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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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환봉이 ra에 있을 때 차륜 속도가 증가하면 py는 증가하

고 따라서 새로운 평형 위치 rb로 이동한다. 반대로 차륜 속

도가 감소하면 rc로 이동하는데 이 때 수직력에 대응하는 추

력의 경우 그래프에서와 같이 rb로 이동하면 추력이 작아지

고 rc로 이동하면 추력이 커지므로 환봉은 시소처럼 운동한

다. 즉, 수직력에 대항하는 힘은 환봉의 무게뿐이므로 자기차

륜의 속도가 증가하면 y축 위치도 같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x

축 추력은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9에서와 같이 그림 7에서 

자기차륜 ′b′의 속도를 높이면 환봉은 좌측으로 약간 기울여

진 상태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반대로 ′a′의 속도를 높이면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측으로 진행한다. 양쪽 차륜

의 속도를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면 환봉은 자세 변화없이 위

아래로만 움직인다. 결국 이러한 부상 시스템에서 환봉의 이

송 위치 제어를 위한 입력의 수는 출력의 수보다 작기 때문

에 자유도간에 연성은 불가피하며 다음 장에서는 x, y축 동시 

제어를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IV. 환봉의 이송 위치 조작 

전도성 환봉의 공간상에서의 비접촉 조작을 위한 시스템

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환봉의 공간 위치 측정을 위해 환

봉의 좌우측에 공극 센서가 놓여있고 x축 이동 위치는 레이

저 변위계로 측정되며 차륜은 서보모터로 구동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어의 목적은 환봉의 저 수준의 반송 제어에 있

고 특히 y축 거동의 경우 환봉의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

의 수직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차륜의 속도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응답 속도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와

전류 시스템이 갖는 상대적으로 큰 시상수로 인해 빠른 궤환 

특성을 기대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 

논의되는 2축 제어 알고리즘은 반송 즉, 조작 이상의 의미를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 

1. 환봉 x축 횡변위의 간접 제어 

전술한 바와 같이 환봉의 x, y, γ축 운동은 서로 연동되어있

고 따라서 특정 축의 운동을 고려하여 나머지 두 축을 제어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본 시스템의 경우 y, γ축은 환봉의 안

정성에 관련된 자유도이고 따라서 x축 목표 위치를 통해 설

계된 개별 차륜의 y축 위치 ya, yb를 기반으로 y, γ축 제어를 

수행한다. 우선, 환봉의 목표 위치 ,
d
x

d
x� 에 대해 x축으로의 

선형 제어 입력 
x d

F 가 결정되면 식 (2)에서 좌우측 차륜의 

목표 추력 ,
ta

F
tb

F 를 결정한다. 이 때 그림 8의 아래 그래프

에서와 같이 1500rpm이상에서는 추력의 크기가 차륜 속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두 추력의 크기 산정에 있어 결

정해야 하는 인자는 양쪽 차륜에서의 py이다. 해석 결과를 커

브 피팅하면 

3 2( ) 0.0016 0.354 24.386 462.9
t y y y y

F G p p p p= = − + −  (5) 

인데 공칭 공극 yn을 기준으로 제어 입력의 절반씩 양쪽 차

륜에 의한 추력에 할당하면 각 차륜의 추력은 (2)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 ) ( ) / 2
ta a n x d

F G y G y F= = +  (6) 

 ( ) ( ) / 2
tb b n x d

F G y G y F= = −  (7) 

위의 추력 ( ), ( )
a b

G y G y 에 대해 식 (5)를 이용하여 좌우 두 

차륜의 y축 목표 위치 ya, yb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값으로 그

림 7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면 y축, γ축의 목표 위치 yd, γd

를 얻을 수 있다. 

 ,
2

a b

d

y y
y

+
=   

2

b a
d

x

y y

p
γ

−

=  (8) 

목표 위치가 결정되면 식 (3), (4)만을 대상으로 하는 두 입

력과 출력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성립한다. y축, γ축의 위치 오

차에 기초한 제어 입력 ,y dF
d

M
γ
를 이용하여 각 차륜의 

목표 수직력을 계산하면 

 
1 1

,
2 2

d d

na y d nb y d

x x

M M
F F F F

p p

γ γ
⎛ ⎞ ⎛ ⎞

= − = +⎜ ⎟ ⎜ ⎟⎜ ⎟ ⎜ ⎟
⎝ ⎠ ⎝ ⎠

 (9) 

이다. 각 차륜의 수직력 
n

F 은 그림 8의 상단 그래프에서와 

같이 차륜 속도에 따라 py에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근사화시킬 수 있다. 

 ( ) ( )n pF P Q yω=  (10) 

여기에서 py = 80mm에서의 수직력을 기준으로 y의 구동 영역 

내에서 차륜 한 쌍에 대해 ( ),P ω ( )
p

Q y 를 수식화하면 

 

그림 9. 좌우 자기차륜 속도에 따른 환봉의 자세 변화. 

Fig.  9. Posture change of rod for speed of both magnet wheels. 

 

그림 10. 축형 자기차륜을 이용한 환봉 반송 시스템. 

Fig.  10. Conveyance system of conductive rod using axial magnet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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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환봉의 x축 위치 제어를 위한 흐름선도. 

Fig.  11. Flow chart for x-axial positioning of rod. 

 
6 2( ) 1.471 10 0.01516 2.048P ω ω ω
−

= − × + −  (11) 

5 3 2
( ) 7.88 10 0.02 1.573 39.53

p p p p
Q y y y y

−

= × − + −  (12) 

따라서 식(9), (12)를 (10)에 대입하면 ( )P ω 가 계산되고 

(11)을 통해 각 차륜의 목표 회전 속도 ,
a

ω
b

ω 를 얻을 수 있

다. 상기 과정을 요약하여 그림 11에 흐름도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환봉은 x축 방향으로 이송된다. 결국 각 차

륜에서의 ya, yb의 값을 조절하여 x축으로의 이송을 간접 제

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험 결과 및 고찰 

전 절에 기술한 자기 차륜과 환봉 사이의 y축 상대 거리를 

변화시켜 환봉의 횡방향 위치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그림 

10의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구리 환봉의 무게는 

약 6.08kg이고 따라서 차륜 하나당 부하는 14.92N이다. 공칭 

위치를 75mm로 설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자기 차륜의 공칭 

속도는 그림 8로부터 대략 2200rpm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위치 근방에서 좌우 차륜의 속도 차이는 그림 9에

서와 같이 환봉의 기울어짐과 이로 인한 x축으로의 횡방향 

운동을 야기시킨다.  

시험 조건은 70mm에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환봉의 y

축 변위를 75mm의 공칭 위치까지 끌어올린 후 x축으로 

±10mm의 진폭과 1/3Hz의 주기를 갖는 조화 함수 입력에 추

종하도록 제어하였다. 또한 시험 결과를 전 절에 기술한 운

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행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였다. 

추종 시험 결과로 환봉의 x축 변위를 그림 12에 그리고 y축

과 γ축 변위를 각각 그림 13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x축으로의 응답은 와전류 힘 특성상 약간의 시간 지연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간 지연은 시험 전 기간 동안 시

험에 이용한 피드백 제어만으로는 보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주기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피크 오차는 두 번째 주

기부터는 보상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운영 알고리즘에서는 x축으로의 위치 오차가 직접적인 제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제어 대상은 그림 13, 그림 14

에서와 같이 양쪽 차륜의 y축 위치인데 y축으로의 목표 위치

는 75mm의 공칭 위치이고 γ축으로의 목표 입력은 x축으로

의 위치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변환된 값인데 대략 ±0.02°에 

해당한다.  

y축 오차의 경우 좌우 기울어짐 운동이 목표 값 보다 다

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칭 값 주변에서 약간의 오실레이

션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γ축 변위로 환산된 각도에

그림 12. x축 추종 시험에 대한 과도 응답 결과. 

Fig.  12. Transient response result for x-axial tracking test. 

 

그림 13. 환봉의 x축 추종 시험시 y축에 대한 응답 결과. 

Fig.  13. y-axial response result of rod for x-axial tracking test. 

 

그림 14. 환봉의 x축 추종 시험시 γ축에 대한 응답 결과. 

Fig.  14. γ -axial response result of rod for x-axial tracking test. 

Kwang-Suk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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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x축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시간 지연 특성을 

확 인할 수 있다. x축으로의 제어 이득이 커지면 그림 14에서

의 시험 결과 치보다 γ축 각도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로 γ축 이득을 크게 하면 γ축 각도 시험 결과

의 진폭은 작아지나 이에 반해 x축 오차는 증가한다. 

조화 입력 시험 시 실제 구동원이 되는 양쪽 차륜의 속도 

변화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상 상태 

시험에 근거하여 추정한 2200rpm 근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험 결과는 이 값보다 다소 높은 값으로 그리고 좀 

더 큰 진폭으로 오실레이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75mm에 도달하는 과도 응답 구간에서는 오차가 다소 큰 것

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차륜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

력의 과도 응답 특성 대신 정상 상태 정추력만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한 데 기인하며 조화 시험 도중 환봉의 이동 

구간이 특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환봉의 표면 온

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 rpm 대비 실제 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시험 결과의 값이 전

체적으로 높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조화 입력 크기에 따른 γ축에 대한 응답 비교. 

Fig.  16. Comparison of γ -axial response for magnitudes of the 

sinusoidal inputs. 

수행한 ±10mm 진폭의 조화 입력 시험 결과를 ±5mm, 

±15mm에 대한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동일한 주기에서 

이동해야 할 거리 변화는 좌우 차륜에서의 y축 환봉 위치 변

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는데 예상 

할 수 있듯이 ±15mm에서의 γ축 각도 결과가 그림 14보다 더

욱 크게 그리고 ±5mm에서는 더욱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봉의 γ축으로의 과도한 기울임은 x축 이

동 속도 증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좌우 기

울임 모션만으로 환봉의 횡방향 위치를 쉽게 가변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 차륜의 고속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다

축력을 이용하여 공간상에서 도전성 환봉을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반송 시스템에서 환봉에 발생

하는 자기력은 제한된 특정 영역내에서 자기 안정성을 갖는

데 이러한 특성은 공간상에서 환봉의 자세와 위치에 대한 동

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환봉에 작

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 입력 수단이 

차륜의 회전속도뿐이므로 다축 자기력은 회전 속도에 강하

게 연성되어있으며 따라서 회전 속도만을 가변시켜 환봉의 

공간안정성과 특정 위치로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간접제

어 방법을 제안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환봉의 축 

방향 추진 운동 오차에 기초한 제어 입력량을 중력 방향으로

의 설계 입력량으로 전환하여 결국 차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환봉의 중력 방향으로의 위치제어만으로 축방향 운동

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제어하여 만족스런 위치 오차

내에서 환봉이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자기 차륜 조합 한 쌍을 추가하여 입력 수를 출력 자

유도와 맞춘 형태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자유도 연성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 차륜과 환봉의 공극 방향 

섭동량은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입출력간의 대응 관계

를 폐형해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합의 시스템에서 좌우 

차륜은 부상과 롤(roll) 회전운동에 그리고 가운데 차륜은 이

송 운동에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가운데 차륜의 이송량 제어

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력 섭동은 좌우 차륜에 의해 보상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 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차륜 시스템은 와전류 구

동 시스템이고 부상 위치의 경우 수직력을 보상하는 유일한 

대항 인자는 환봉의 무게뿐이므로 수직력의 제한이 있고 이

는 응답 속도 저감이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다. 이를 보

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반발 구조(antagonistic structure)의 채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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