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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gine is the main source of vibration that generates unwanted noise and vibration of vehicle chassis. 
Especially, in submarine applications, radiation of noise signatures can be detected at some distance away from the 
submarine using a sonar array. Thus quiet operation is crucial for submarine’s survivability. This study addresses 
reduction of the force transmissibility originating from engines and transmitted to hull through engine mounts. An 
inertial damper, as an actuator of hybrid mount system, is addressed to reduce even further the level of vibration. 
Narrow band FxLMS algorithms are broadly used to cancel the vibration of engine mount because of its excellent 
performance of canceling narrow band noise. However, in real active dampers, the maximum displacement of 
damper mass is kinematically restricted. When the control input signal from the FxLMS algorithm exceeds this 
limitation, the damper mass will collide with the mechanical stops and results in many problems. Originated from 
these, a modified narrow band FxLMS algorithm based on the equalizer technique with the maximum allowable 
displacement of active damper mass is proposed in this study. Som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 
algorithm is effective to suppress vibration of engine mount while ensuring given displacement constraint.

Key Words : Engine Vibration(엔진진동), Submarine(잠수함), Active Mount(능동마운트), Inertial Damper(관성댐퍼), 
Narrow Band FxLMS, Displacement Constraint(변위제한), Equalizer(이퀄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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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성댐퍼의 점성계수와 강성

  : 상부 마운트의 점성계수와 강성

  : 하부 마운트의 점성계수와 강성

 : 관성댐퍼 구동력

 : 상부받침대에 가해지는 외부 기진력

 : 베이스에 전달되는 전달력

 : 관성댐퍼 질량

  : 상부 받침대와 중간 받침대의 질량

  : 갱신된 -스텝 필터 계수

  : -스텝 샘플된 정현파, 여현파 신호

lim : 댐퍼질량의 최대허용변위

 : 이퀄라이저 조정계수

 : FxLMS 알고리즘의 갱신 계수

1. 서 론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수송기계시스템에서 탑

재장비의 보호를 위한 장비의 진동 감쇠가 중요하며, 
또한 탑재 장비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이 시스템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 특

히 군용함정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외부로 전파되면 

생존성을 위협받게 된다[2-4]. 따라서 함정 시스템에서 

장비는 시스템 구조물에 직접 조립하지 않고  마운트

를 통해 조립한다[1-4].
  특히 정숙 운용이 필수적인 잠수함에서 엔진 마운

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마운트의 배치 

방법, 형태 및 제어방법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4].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무마운트는 

고주파 대역에서 우수한 전동절연 효과가 있지만, 공

진주파수 대역에서는 진동절연성능의 한계가 있다. 이

러한 수동형 마운트의 성능 개선을 위해 유체의 댐핑 

변화를 이용하는 반능동마운트, 압전작동기나 전자석 

구동기를 이용한 능동마운트, 수동마운트와 능동마운

트를 병행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마운트 등이 제시되

고 있다[3-7]. 능동마운트의 하나인 관성댐퍼는 기존 수

동댐퍼가 설치된 장소에 추가적으로 병행설치가 용이

하며, 요구되는 설치 공간이 크지 않아 널리 이용되고 

있다[6-8]. 특히 잠수함에서는 엔진 기진력이 바닥에 전

달되는 힘전달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하이

브리드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다[6-8].

  하이브리드 마운트에서 진동제어방법으로 FxLMS 
(Filtered-x Least Mean Square) 알고리즘을 많이 적용

하고 있다[9]. 특히 엔진 마운트에 전달되는 기진력은 

엔진 회전속도의 정수배 주파수를 갖는 특징이 있으

며, 엔진 회전속도 측정은 용이하므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이 효과적이다[10-12].
  FxLMS 알고리즘에서는 무한한 크기의 제어입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스템은 제어입력의 크기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수정된 FxLMS 알고리

즘이 제안되었다[13-16]. 이 알고리즘들은 제어입력의 크

기 제한을 만족하도록 필터 계수의 크기를 적응적으

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관성댐퍼의 경우 제어

입력 크기의 제한과 아울러 댐퍼질량의 최대허용변위 

제한이 있다. 관성댐퍼에서 구현되는 제어입력은 댐퍼

질량의 관성력이므로 질량의 가속도에 비례하여 고주

파 영역에서는 변위가 작지만 저주파 영역에서는 큰 

변위가 요구된다. 따라서 댐퍼질량의 변위 제한은 제

어입력 제한과는 물리적 차원이 다른 추가적인 제한

에 해당한다. 만일 최대허용변위를 초과하는 제어입력

이 가해지면 댐퍼질량은 댐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

는 기구적 제한장치와 충돌하게 되어 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한 충돌에 의한 충격 진동이 외부로 전

파되어 피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댐퍼질량의 변위 제한을 만

족하는 범위에서 최적의 제어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수정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능동소음제어에서 사용하는 이퀄라이저[9,17] 개

념을 확장 도입한 알고리즘이다.
  본문에서는 간단한 수동마운트의 개념에 대한 설명

과 관성 댐퍼의 설치 위치에 따른 힘전달률 감소 효

과를 분석하며, 댐퍼질량의 최대허용변위를 고려한 수

정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과 성능을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

션을 통해 검증한다.

2. 마운트

2.1 수동마운트

  Fig. 1은 일반적인 수동마운트를 보인다. 상부 질량 

 에 외부기진력 가 작용하며, 하부에 댐퍼( )과 

스프링( )로 이루어진 마운트를 통해 베이스에 연결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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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mount

  질량 변위를 라 하면, 마운트를 통해 베이스에 전

달되는 전달력()과 외부기진력()의 비인 힘전달률

(force transmissibility)을 라프라스 평면에서 나타내면






  


 


 (1)

여기서 는 감쇠비, 는 고유진동수이다.

  식 (1)의 힘전달률의 크기를 주파수 평면에서 나타

내면 Fig. 2와 같이 고유진동수  배의 주파수에서

는 1이며, 이 주파수를 기준으로 저주파 영역과 고주

파 영역에서의 특성이 다르다.

Fig. 2. Force transmissibility

2.2 능동마운트

  Fig. 1, 2와 같은 수동형 마운트의 특성을 이용하여 

진동 전달을 감쇠시킬 수 있으나, 공진주파수 영역에

서는 성능의 한계가 있다. 특히 탑재한 장비가 회전기

기와 같이 자체 기진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수동형 마

운트로는 충분한 진동절연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를 위해 반능동형 마운트, 능동형 마운트, 수동마운트

와 능동형 마운트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마운트 등 

다양한 마운트가 사용된다. 능동형 마운트는 접촉형과 

비접촉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마운트의 크기, 동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비접촉형 관성형 마운트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3-8].

Fig. 3. Schematic of inertial damper

  Fig. 3은 관성댐퍼의 예로 스프링으로 지지된 중간

의 질량은 측면의 전자석에 의해 상하 이동하게 되며, 
그 반력인 관성력이 댐퍼 설치면에 전달된다. 관성댐

퍼는 접촉형 액튜에이터가 갖는 마운트 상부와 하부

에 작용력과 반력을 동시에 가하는 특징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하다.

Fig. 4. Schematic of 2-stage mount system

  Fig. 4는 일반적인 2-단의 수동형 마운트를 보인다. 
상부받침대()에 장비가 탑재되며, 하부의 수동형 

마운트를 통해 중간받침대()에 연결되고, 중간받침

대 하부의 수동형 마운트를 통해 베이스에 연결된다. 
관성댐퍼는 상부받침대 또는 중간받침대에 설치할 수 

있다. 는 외부기진력, 와 는 상부받침대와 중간

받침대의 변위,  와  는 각각 상부와 하부 

마운트의 점성계수와 강성이다.  는 관성 댐퍼의 

관성력으로, 는 관성댐퍼가 상부 받침대에 설치된 

경우 상부받침대에 전달되는 힘, 는 관성댐퍼가 중

간받침대에 설치된 경우 중간받침대에 전달되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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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는 베이스에 전달되는 힘이다. 이 마운트

는 외부 기진력 가 베이스에 전달되는 힘전달률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에 중점을 두고 어

느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분석한다.
  Fig. 4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식 (2)에서 힘전달률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    , 

   ,     이다.

  식 (3)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외부기진력은 상부의 

마운트에 의해 1차적으로 전달력 감쇠가 일어나며, 다

시 하부의 마운트에 의해 2차적인 감쇠가 발생한다. 
단 Fig. 2에서와 같이 2번째 고유진동수 부근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힘 전달률이 1보다 커서 증폭될 

수 있다.
  관성댐퍼를 상부 받침대 또는 중간 받침대에 설치

할 경우 효율성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을 위해 

우선  모든 주파수에서 스펙트럼의 크기가 동일한 외

부기진력이 작용할 때 베이스에 전달되는 힘전달률을 

수동마운트를 사용할 때의 (<1)배(모든 주파수 범위

에서)로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힘 와 

를 비교한다.
  우선 상부 받침대에 관성댐퍼를 설치할 경우( = 

0) 원하는 힘전달률을 만족하기 위한 관성력 는 다

음을 만족해야 된다.

    (4)

  중간받침대에 관성댐퍼를 설치할 경우( = 0) 원

하는 힘전달률을 만족하기 위한 관성력 는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

    


 


  (5)

  식 (4)와 (5)에서 동일한 힘전달률 감쇠를 구현하기 

위한 와 의 관계는






  


 


 (6)

  식 (6)의 주파수응답함수는 Fig. 2와 동일하다. 따라

서 첫 번째 고유진동수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 중간

받침대에 설치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중단 받침대에 설치할 때 더 작은 힘으로 원하는 

힘전달률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주파수가 증가할

수록 더 작은 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 받침대에 관성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를 대상으로 한다.

3. 관성댐퍼의 FxLMS 알고리즘 기반 제어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이 중간받침대에 

관성댐퍼를 설치한 시스템의 제어를 고려한다. 관성댐

퍼는 전자기력에 의해 발생된 힘이 관성댐퍼의 질량

에 전달되며, 반대방향의 관성력이 중간받침대에 작용

한다. 상부받침대에는 엔진과 같은 회전기기가 설치 

운용되며, 따라서 엔진이 동작하면 엔진의 회전 속도

에 따라 주파수가 가변하는 정현파 형태의 기진력이 

작용하게 된다. 관성댐퍼는 진동의 베이스 전달을 차

단하기 위해 중간받침대의 상하 가속도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Fig. 5. Mount equipped with inerti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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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진동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각각 상부받침대, 관성댐퍼, 중

간받침대의 질량,   는 각각 질량의 상하변위, 
 과  는 각각 상부와 하부마운트의 댐핑계

수와 강성이다. 는 외부기진력, 는 관성댐퍼 구동

력으로 제어입력이다.
  식 (7)을 정리하여 중간받침대의 가속도의 라플라스 

변환 를 구하면

 


 




  (8)

여기서

    ℒ

    

  
  

  
  

  
      

   

   

이며, ℒ는 함수 의 라플라스변환이다.
  식 (8)에서 관성댐퍼의 관성력을 식 (9)와 같이 발

생시 키면 중간받침대의 가속도를 완벽하게 영으로 

할 수 있으나,

 



  


   

  (9)

  식 (9)에서와 같이 전달함수는 원점에 두 개의 극점

이 존재하므로 불안정하므로 적용할 수 없다.
  앞의 문제의 정의에서 외부기진력은 탑재장비 회전

속도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갖는 정현파 특성을 갖게 

되므로,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Narrow Band FxLMS 알

고리즘을 적용하기 적절한 대상이다.
  식 (8)을 이산화하면 식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11)

이며, 는 함수 의 z-변환을 나타낸다.

3.1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

  식 (10)에 근거하여 중간받침대의 가속도를 최소화

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탑재 장비의 회전속도를 측

정하여 얻은 기진력의 주파수 를 기반으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Fig. 6. Narrowband FxLMS algorithm for active mount

  외부기진력의 주파수 는 장비에 설치된 타코미

터를 통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파수 

를 갖는 정현파 신호 와 여현파 신호 

를 발생시킨다. 식 (10) 또는 Fig. 6에서 전달함수 

는 능동소음제어에서 정의하는 2차 경로 

전달함수(secondary path transfer function)를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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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파와 여현파 신호를 추정된 2차 경로 전달함수를 

통과시켜 얻은 신호  를 이용하여 다음의 

FxLMS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계수  를 갱신하게 

된다.

   

     (12)

여기서 는 필터의 갱신 계수이며, 는 측정한 

중간받침대의 가속도 신호로 제어시스템의 오차로 정

의한다.
  제어입력 는 갱신된 필터계수를 이용하여 식 

(13)으로 계산된다.

     (13)

3.2 관성댐퍼 변위 제한을 고려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

  관성댐퍼는 식 (7)에서와 같이 관성질량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해당하는 관성력이 중간받침대에 전달

되어 제어의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큰 힘을 얻기 위

해서는 관성질량이 크고 큰 가속도로 동작할 수 있어

야 한다. 하지만 관성댐퍼는 수동마운트와 병렬로 설

치되므로 설치공간의 제약 때문에 질량의 크기 제한

과 아울러 변위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해진 작동 

범위 내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Fig. 6의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은 외부기진

력에 대한 힘의 전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관성댐퍼 질량의 작동변위 제한에 대한 고려가 없다. 
즉, 관성질량의 변위는 자유롭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다. 따라서 운용 중 변위제한을 초과하는 과변위가 발

생하면 댐퍼의 손상은 물론 기구적 변위제한부와 댐퍼

질량의 충돌이 발생하여 베이스에 충격파가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퍼 질량이 허용 변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Fig. 7의 새로운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Fig. 6과 달리 계산된 제어입력에 

()를 곱한 양만 실제 제어입력으로 사용하며, 나

머지 배는 오차신호 계산에 반영하는 이퀄라이저

(equalize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퀄라이저 알고리

즘은 능동소음제어에서 목표위치의 소음을 완전히 제

거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소음을 남겨두는 방법이다.

  Fig. 7. Modified Narrowband FxLMS algorithm for 

displacement constrained inertial damper

  구체적으로 Fig. 6에서는 를 최소화하지만 Fig. 

7에서는  


를 최소화하므로, 필터 이

득이 수렴하면 Fig. 6에서는   이 되지만 Fig. 

7에서는   가 된다. 따라서 조정계수 가 

증가하면 오차는 증가하지만, 대신 제어입력 또는 관

성댐퍼의 최대변위는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정

계수 를 조정하여 관성댐퍼의 질량이 최대허용변위 

내에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제어 성능을 보

장하기 위해 관성댐퍼의 질량이 허용범위 내에서 동

작하는 경우에는   = 0로 하여 기존의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으로 제어를 하고, 변위 제한을 초과

하려는 경우 를 조정하여 질량의 진폭이 최대허용변

위 내에서 동작시킨다. 이 방법은 제어입력의 크기를 

조정하는 구간에서의 제어 성능의 저하가 불가피하지

만 과도변위를 방지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우선 Fig. 7에서 필터계수 갱신은 식 (12)를 통해 동

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산된 제어입력 과 실제 시

스템에 가해지는 제어입력  , 그리고 오차 

는 식 (14)로 계산된다.

   

  

   

 (14)

여기서 는 를 추정된 2차 경로 전달함수를 

통과시켜 얻은 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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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pdate 

  관성댐퍼의 질량이 최대허용변위 내에서 동작하도

록 하기 위한 조정계수 의 갱신은 Fig. 7, 8과 같이 

LMS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우선 관성질량의 변위 진

폭의 크기는 LMS 알고리즘을 적용한 식 (15)를 이용

하여 추정한다.

    

   

   

   

 (15)

여기서 가 추정한 댐퍼질량의 변위 진폭의 

크기이다. 기진력이 단일 주파수이므로 댐퍼 질량의 

변위도 정현파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LMS 알고리즘

으로 이 변위의 정현파 성분과 여현파 성분의 크기인 

 를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 (15)에서 

변위의 크기 을 얻을 수 있다.

  이 와 허용최대변위 lim의 차이를 이용하

여 식 (16)과 같이 를 갱신한다. 즉, 과대변위가 발

생하면 (  lim) 를 증가시키며,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  lim) 를 감소시킨다. 단, 

는 항상 양수인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lim

lim

( )
( 1) ( )

( )

( 1) ( 1) ( 1) 0
( 1) 0 ( 1) 0

amp

amp

Y k y
k k

Y k y

k k when k
k when k

  

  
 


  



    
    

 (16)

  이러한 방법으로 주어진 댐퍼질량의 변위제한을 만

족하는 범위에서 최적의 제어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

록 한다.

4. 시뮬레이션

  앞에서 제안한 제어방법의 타당성과 성능 검증을 위

해 전산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Fig. 5와 같으며, 시스템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상부와 하부에 적용된 마운트는 미해군의 함정용 표

준 고무마운트 6E2000이며[2], 관성댐퍼의 질량은 3 kg, 
고유진동수는 20 Hz, 감쇠비는 0.05로 가정하였다. 시

뮬레이션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였다.

Table 1. System Parameters

Parameters

상부 장착대

질량  = 800 kg

댐핑계수  = 3.02e3 N/(m/s)

강성계수  = 1.14e6 N/m

중간 받침대

질량  = 800 kg

댐핑계수  = 6.03e3 N/(m/s)

강성계수  = 2.27e6 N/m

관성댐퍼

질량  = 3 kg

댐핑계수  = 37.7 N/(m/s)

강성계수  = 4.74e4 N/m

변위 제한 lim = 3 mm

  Fig. 9는 개회로 시스템에서 기진력과 중간받침대 가

속도 사이의 주파수응답함수 크기로, 4.6 Hz와 11.1 Hz 
두 고유진동수에서 피크를 보이며, 주파수 증가에 따

라 그 크기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고무마운트 동특

성의 결과이다.
  Fig. 10은 크기 3,553 N의 30 Hz 정현파 기진력이 

상부받침대에 가해질 때 중간받침대의 가속도로 비제

어 응답과 Fig. 6의 기존 Narrow Band FxLMS 알고리

즘을 적용한 응답이다. 여기서 2차 경로 전달함수는 

본래의 전달함수를 적용하였다. 비제어시 초기의 응답

은 시스템의 초기조건에 의한 천이응답이며, 감쇠비가 

작아 약 4초 이후에 정상상태 응답에 수렴하였다.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한 응답에서 초기응답은 시스

템 초기조건과 알고리즘의 필터계수가 초기 값 0에서 

큰 변화로 갱신되는 동안의 특성이 합해진 응답이며, 
필터계수가 수렴한 이후 가속도는 영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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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F of 

 Fig. 10. Acceleration responses of mid-floor of no 

control and FxLMS control

  Fig. 11.1과 Fig. 11.2는 필터계수 와 로 

식 (12)에 따라 갱신되어 일정 값으로 수렴함을 보인

다. Fig. 11.3은 이 때 결정된 제어입력에 따른 댐퍼질

량의 변위로 필터계수의 수렴에 따라 일정한 정현파 

함수 형태로 진동하여 중간받침대의 진동을 제거한다.

Fig. 11.1. Parameter 

Fig. 11.2. Parameter 

Fig. 11.3. Displacement of damper mass

  다음으로 상부받침대에 질량불균형 0.1 kg m을 가진 

회전기기가 400초 동안 회전속도가 30 Hz ~ 400 Hz 
(1200 RPM ~ 24000 RPM) 범위에서 선형 증가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12는 이때의 원심력

에 의한 수직방향 기진력으로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

례한다.

Fig. 12. Excitation force - linear chirp(30~4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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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은 이 기진력이 가해지는 동안 비제어와 기

존 FxLMS 알고리즘으로 제어한 경우 중간받침대의 

가속도 응답이다. 비제어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 주

파수에 거의 비례하여 가속도 크기가 증가하는데, 이

는 원심력이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식 (8)의 

우항 첫 번째 요소의 전달함수에서 분모의 차수가 분

자에 비해 1차가 높은 특성 때문이다. 제어의 경우 초

기의 큰 가속도 응답은 필터계수가 초기치 0에서 최

적의 값으로 수렴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응답이며, 수

렴이 이루어진 후 응답은 거의 영에 가깝다. 회전속도

의 증가가 천천히 이루어지면 응답은 더 작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가진주파수 변화 대비 필

터계수 갱신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Frequency [Hz]

-1500

-1000

-500

0

500

1000

1500

FxLMS

No Control

 Fig. 13. Acceleration responses of mid-floor of no 

control and FxLMS control

  Fig. 14.1과 14.2는 갱신된 필터계수로 초기 수렴이 

이루어진 후 변화하는 기진력 주파수에 적응하여 최

적의 필터계수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Fig. 14.3은 제

어하는 동안의 댐퍼질량의 변위로 고주파수로 갈수록 

작아지는 데, 댐퍼질량의 관성력은 변위의 크기와 주

파수의 제곱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Fig. 7, 8의 댐퍼질량의 

최대허용변위를 고려한 수정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우선 상부받침대에 작용하는 

기진력이 Fig. 15와 같이 기본 30 Hz의 정현파에 그 

크기가 변화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16은 비제어, 기존 Narrow Band FxLMS 알고리

즘, 제안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제어했을 때의 중간받침대의 가속도이다. 댐퍼 질량의 

최대허용변위는 3 mm로 가정하였다. 비제어시 응답

Fig. 14.1. Parameter 

Fig. 14.2. Parameter 

Fig. 14.3. Displacement of damper mass

과 비교 기존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응답은 큰 감소를 보인다. 이 때의 필터계수의 갱

신은 Fig. 17.1, 17.2와 같이 Fig. 15의 기진력 크기의 

변화 주파수를 따라 갱신됨을 알 수 있다. 이 때 댐퍼

질량의 변위는 Fig. 18과 같이 최대허용변위 3 mm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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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citation force

Fig. 16. Acceleration responses of mid-floor of no 

control and FxLMS control w/ and w/o 

constraint

Fig. 17.1. Parameter 

  반면 제안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한 

경우 댐퍼질량의 변위는 Fig. 19와 같이 주어진 변위제

한을 만족하며 작동함을 알 수 있다. Fig. 16의 응답

에서 분석하면 허용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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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2. Parameter 

Fig. 18. Displacement of damper mass when FxLMS 

control w/o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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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isplacement of damper mass when FxLMS 

control w/ constraint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우수한 응답

을 보이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입력을 제

한하는 구간에서는 비제어시보다는 작고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 적용 시보다는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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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1. Estimated magnitude of  

Fig. 20.2. Adaptive gain 

Fig. 20.3. Applied control force

  Fig. 19와 같이 주어진 변위제한을 만족하며 작동함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식 (15)를 이용하여 추정한 

Fig. 20.1의 질량변위 진폭에 기초하여 Fig. 20.2와 같

이 조정계수 가 적응적으로 변화한 결과이다. 이 

때의 실제 시스템에 가해지는 제어입력은 Fig. 20.3과 

같이 변위 제한 범위 내에서 포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Fig. 21.1. Acceleration responses of mid-floor of 

FxLMS control with updating  and 

constant 

Fig. 21.2. Displacement of damper mass of FxLMS 

control with updating  and constant 

당연히 제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Fig. 
16과 같이 Narrow Band FxLMS 제어에 비해 가속도가 

증가하여 응답 성능의 저하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구

적 과대변위 차단 장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어 댐

퍼의 파손과 충격의 전파를 예방하는 장점을 보장할 

수 있다.
  Fig. 21은 조정계수 를 항상 뎀퍼 질량이 변위

제한을 만족하는 값으로 일정하게 적용한 경우(  = 
0.43)와 제안한 제어를 비교한 것으로, Fig. 21.1은 제

어성능, Fig. 21.2는 뎀퍼질량의 변위이다. Fig. 21.2에

서와 같이 두 경우 모두 전체 구간에서 변위제한을 

만족하나, 가 상수인 경우 변위는 기진력의 크기

와 비례적으로 작동하며, 제어응답은 Fig. 21.1과 같다. 
이 결과는 앞에서 이퀄라이저를 적용했을 때 제어 성

능은   가 된다는 분석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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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조정계수 를 갱신하면 Fig. 21.2에서와 

같이 뎀퍼가 변위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

대의 변위를 갖고 동작하며, 따라서 제어 응답은 Fig. 
21.1과 같이 고정된 조정계수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5. 결 론

  함정이나 잠수함 등의 무기체계에서 탑재된 회전

기기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이 외부로 전

파되지 않도록 절연하는 것은 체계의 안전과 생존성

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기기를 지지하

는 받침대의 진동 감소를 위해 능동형 관성댐퍼와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관성댐퍼가 갖는 질량의 최대허용변위를 만족하는 범

위에서 최적의 제어 성능을 갖도록 수정된 Narrow 
Band FxLMS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제어 방

법의 타당성과 성능을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 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주어진 제한 조건을 

만족하며 우수한 제어 성능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제안된 방법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다양한 관성

형 댐퍼 적용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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