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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nsity in structures provides varied information on structural dynamics. Thus, we utilized
the intensity map to establish a novel approach to determine the active control source. We analyzed
the control performance of active control systems applied on plates using the feedforward and feedback methods in terms of the structural intensity. The feedforward controller is designed in the frequency domain by minimizing the kinetic energy of the structure. The feedback control uses the direct velocity feedback method. The control gain of the feedback system was determined and used to
obtain the best control performance, which is denoted by the total kinetic energy for the structure.
Then, the variations in the intensity map patterns with the control strategies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intensity flow and control performance. These correlations were investigated for all possible locations of the control forces over the entire structure.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flow and feedback control performance, and relatively higher correlation with respect to the feedforward control performance.
1)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회전기계를
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기계 장치에서 진동이
하고 있다. 시설물에서 발생한 진동은 내구성에
영향을 준다. 차량에서 발생한 진동은 탑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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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방해하고(1),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소
음을 유발하고 삶의 질과 편안함을 하락시킨다(2). 이
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진동을 저감하고자 연
구를 진행했다(3).
다양한 선택지들 중 능동 제어는 시스템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진동과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다. 기존 시스
템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들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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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능동 진동
제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액츄에이터를 사용하고(4,5), 다
양한 제어 알고리듬을 이용해 제어 성능을 높이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6,7).
능동 제어는 크게 피드백 제어와 피드포워드 제어
로 나눌 수 있다. 피드백 제어는 시스템을 모를 때 사
용하고, 피드포워드 제어는 시스템의 특성을 알 때 사
용한다(8). 그 중 Lee, J. W. et al.(9)은 피드백 제어 시
스템에서 가진력이 방출한 에너지가 제어력으로 수렴
하는 소스-싱크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텐시티 맵을 이
용해 확인했다. 인텐시티 맵은 구조물 내부의 진동 인
텐시티 값을 계산하여 요소별로 나타낸 그림으로, 에
너지의 발생과 전달하는 경로를 관측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피드백 시스템에서 인텐시티의 이
동이 유체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인텐
시티가 보다 더 흐르기 쉬운 위치와 그렇지 않은 위
치에 제어력이 배치되었을 때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외란이 형성하는 인텐
시티 맵을 기준으로 흐르기 쉬운 위치를 분석해 제어
력의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이 위치에서 전체 구조물
의 피드백 제어 성능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같은 위
치에서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함께 분석
하여 두 제어 시스템 사이의 제어 성능의 유사성을
탐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Fig. 1은 피드포워드 제어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
내었다. 시스템의 응답     는 외란     와 제
어력에 의한 속도     의 합으로 나타난다.
(1)

Fig. 1 Block diagram of the feedforwar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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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비용함수를 시스템 응답의 파워로 정의
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 때, 상첨자  는 켤레 전치사이다.
시스템 비용함수는 제어기    에 대해 이차 함
수로 나타나고, 이를 최소로 만드는 최적의 제어기는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식 (1), 식 (3), 식 (4)를 정리하면, 최적의 피드포
워드 제어기     는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Fig. 2는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었
다. 시스템의 응답은 식 (1)과 동일하게 외란과 제어
력에 의해 발생한 속도의 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피드백 루프를 통해 측정점의 속도가 제어 속도에 반
영된다. 제어 속도     는 식 (6)과 같다.

2.1 능동 제어기 설계

       

제어력에 의한 응답은 참조 신호    가 제어기

 와 플랜트    를 거쳐 발생한다.


       

(6)

여기서  는 제어 게인이다.
식 (1)과 식 (6)을 이용해 정리하면,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게인에 따른 시스템의 응답     은 식
(7)과 같이 나타난다.

Fig. 2 Block diagram of the feedback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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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plane에서 발생하는 요소의 속도는  와  가
존재하며, out-of-plane에서 발생하는 속도는  와
 , 그리고  가 존재한다. 각각의 속도와 내력을 같

은 방향끼리 곱하면 평판 요소에 의한 인텐시티는

2.2 인텐시티 계산법
이 절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진동 인텐시티를 계산
하였다. 진동 인텐시티는 식 (8)과 같이 구조물에 작
용하는 힘     와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속도
   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8)

구조물 내부의 인텐시티를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
소법을 통해 구조물의 내력과 속도를 계산했다. Fig. 3
은 평판 요소에 작용하는 내력에 대해 나타냈다. 평
판요소의 내력은 out-of-plane에서 작용하는 plate element force와 in-plane에서 작용하는 membrane element force가 존재한다. 주파수별 인텐시티는
in-plane과 out-of-plane에서 각 방향의 내력과 속도
값의 곱으로 표현된다.

(a) Plate element forces

(b) Membrane element forces
Fig. 3 Free body diagram of the plate element

식 (9), 식 (10)과 같이 표현된다.

             
(9)

             
(10)
이때,     그리고  는 요소의 축력이고,
 와  는 전단력,     그리고  는 요소
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나타낸다.  ,  ,  는 요소의
x, y, z방향 속도를,  ,  는 x, y를 축으로 한 각속도
를 나타낸다.  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나타낸다.
상첨자  는 켤레 복소수를 의미한다.

3. 제어력 위치별 제어 성능 분석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제어력의 위치 변화에 따
른 제어 성능 변화를 인텐시티의 유체 관계에 대응하
여 분석했다. 외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제어
력의 위치가 인텐시티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한다면 더 높은 제어 성능
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분석
을 진행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피드포워드 제어
시스템의 제어 성능도 인텐시티 맵과의 연관성이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해석 모델은 평판 모델을 사용했고 가로 0.6 m, 세로
0.5 m, 두께 10 mm에 7850 kg/m3의 밀도와 210 GPa의
영률, 0.3의 푸아송 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네 모서
리에 6자유도 구속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외란의 위
치는 (0.08 m, 0.4 m) 지점에 임의로 배치하였다. 해석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1차 공진에서 74.5 Hz, 2차 공진
에서 149 Hz로 나타났다.
이 구조물에 대한 최적의 피드포워드 제어기는 식
(5)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피드백 제어기의 경우 식 (7)을
이용해 제어력이 배치되는 위치마다 게인에 따른 시스템
의 제어 성능을 먼저 분석하고, 여러 게인 중에서 구조물
의 총 운동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게인을 사용했다.
Fig. 4는 시스템의 1차 공진일 때 인텐시티 맵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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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이 때 외란 작용점에서 인텐시티는 방사형
으로 퍼져나온다. 요소의 끝단에서 반사된 인텐시티
에 의해 평판의 오른쪽 아래에서는 경계선을 형성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어력의 위치가 외란에 가까
워질수록 외란에서 방출된 인텐시티가 구조물로 퍼지

고, 외란 근처에서는 각도별로 방사되는 인텐시티의
크기가 달라진다. 외란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에
너지가 가장 많이 방사되고, 그 다음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외란으로 멀어질수록
인텐시티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를 바탕으로 1차 공진

지 않고 구조물 전체의 에너지를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 많이 선정되
는 최대 변위 위치(구조물의 가운데)와 비교했을 때
도 소스에 더 가까울수록 더 높은 제어 성능을 가진
다. 또한 인텐시티가 가장 많이 방사되는 오른쪽 아

에서는 외란과의 거리에 따른 제어 성능과, 외란과
이루는 각도에 따른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을 dB로
나타내어 분석했다.
Fig. 5는 피드백 제어 시 전체 구조물의 제어 성능

랫방향(-45°)의 경우 다른 방향과 비교하면 더 높은
제어 성능을 가진다. 그리고 피드백 제어 시 구조물
의 가장자리에서 낮은 제어 성능을 가진다. 이는 속
도를 피드백 하는 제어 시스템 특성상 속도가 작은

지 않고 싱크로 수렴하여 에너지가 구조물로 전달되

을 나타내었다. Fig. 5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대로
싱크가 소스에 가까워질수록 제어 성능이 높아지는

Fig. 4 Intensity map of 1st resonance

Fig. 5 Control performance of the plate of feedback
control system in 1st resonance (74.5 Hz).
The control performance is denoted by the
reduction of kinetic energy i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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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rol performance of the plate of the feedforward control system at the 1st resonance
(74.5 Hz). The control performance is denoted
by the reduction of kinetic energy in dB

Fig. 7 Variation of the control performance with the
distance and the angle at the 1st resonance
(74.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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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피드백 제어를 적용하면 높은 게인을 필요
로 하고, 이는 전체 주파수 관점에서 시스템의 제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 더 높은 제어 성능을 가진다. 또한 피드포워드 제
어 시스템은 피드백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항상 더
높은 제어 성능을 발휘한다. 1차 모드에서는 피드포

Fig. 6의 경우 피드포워드 제어 시스템의 전체 구조
물 제어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 경우 피드백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인텐시티
가 강한 방향으로 높은 제어 성능이 나타나던 피드백
시스템과는 다르게 에너지 소스에 대칭적으로 제어
성능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드백 제어 시에는 구조물의 응답이 작은 곳
에서 낮은 제어 성능을 나타내는데, 피드포워드 제어

워드의 제어 성능이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차이가
크지 않지만, 각도와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8은 피드백 제어 성능과 피드포워드 제어 성능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두 제어 성능
간에는   0.75의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

시스템의 경우 고정단을 제외한 임의의 위치에 제어
력이 배치되어도 약 30 dB 이상의 제어 성능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1차 공진에서 제어력의 거리 및 각도 별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 제어 성능을 나타내었다. 두
제어 시스템 모두 앞서 분석한 대로 소스-싱크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제어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도 별 제어 성능에서도 앞서 분석한 것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제어력이 외란의 아
래쪽인 -90°에 위치하는 경우 가장 낮은 인텐시티 방
사율을 보이고 가장 낮은 제어 성능을 가진다. 제어
력이 외란의 대각선 아래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인텐시티 방사율에 의해 제어 성능이 높아지다가, 제
어력이 외란의 오른쪽인 0° 방향에 가깝게 배치될수
록 다시 제어 성능이 낮아진다. 제어력이 –90°에 배치
된 경우와 0°에 배치된 경우를 비교하면 앞서 Fig. 4
에서 분석했던 대로 오른쪽으로 방사되는 인텐시티가
더 많으므로, 같은 거리임에도 오른쪽에 배치되었을

은 구조물의 왼쪽 윗부분에서 두 제어 성능이 많이

Fig. 8 Correlation between feedback control and feedforward control performance at the 1st resonance (74.5 Hz)

다. 상관계수를 낮추는 원인으로는 외란 작용점 주변
과 인텐시티가 약하지만 피드포워드 제어 성능이 높
차이 나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Intensity map of the plate at the 2nd resonance (149 Hz)

Fig. 10 Control performance of the plate of the feedback control system at the 2nd resonance
(149 Hz). The control performance is denoted
by the reduction of kinetic energy i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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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은 2차 공진의 인텐시티 맵을 나타내었다. 2차
공진의 경우, 원형으로 회전하는 형태의 인텐시티 맵을
가진다. 외란에서 인텐시티가 시계방향으로 방사되며,

능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공진때와 마찬가지로, 싱크
의 위치가 소스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제어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란과 이루는 각도

평판의 가운데를 제외한 구조물의 전체에 고른 크기
의 인텐시티가 분포되어 있다. 2차 공진의 경우 인텐
시티가 회전함에 따라 방향성이 있으므로, 1차 공진
과 다르게 외란과의 거리를 정의할 때 물리적 거리뿐
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외란과 이루는 각도 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연두색 마커로 표시된 것처럼
인텐시티의 역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소스와의 물리적
인 거리는 가깝지만 각도가 360°에 가까워지게 되어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Fig. 10은 2차 공진에서 피드백 제어 시 제어력이
배치되는 위치별 제어 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10을
살펴보면 앞서의 분석을 반영한 싱크 위치별 제어 성

Fig. 11 Control performance of the plate of the feedforward control system at the 2nd resonance
(149 Hz). The control performance is denoted
by the reduction of kinetic energy in dB

제어 성능이 극도로 나빠져 제어 후 운동에너지의 감
소 폭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인텐시티의 크기가 거
의 없는 가운데 지점의 경우 외란에서 제어력으로 에
너지가 전달되지 못하여 피드백 제어에 의한 제어 성
능이 없다. 그리고 시스템의 노달 포인트 및 속도가
작은 지점에서 제어 성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1차 공진과 동일하게 소스와의 거리가 가깝
고, 인텐시티가 흐르기 쉬운 곳에 싱크가 위치할수록 더
높은 피드백 제어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 나타난 2차 공진에서 시스템의 피드포워
드 제어 성능 분포는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 분석했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피드백 시스템에 비
해 노달 포인트 및 속도가 작은 지점에서의 제어 성
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파워가 흐르는 방향의
역방향에 존재할 때 제어 성능의 하락도 피드백 시스
템에 비해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는 2차 공진에서 피드백 제어 성능과 피드
포워드 제어 성능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두 제어 성능 간에는   0.91의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 공진과는 다르게 두 제
어 전략 모두 유사한 성능 분포를 가지고 있어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상관계수를 낮추는 원인으로
는 시스템의 노달 포인트 등 속도가 낮은 지점에서
피드포워드와 피드백 제어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지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Fig. 12 Correlation between the feedback control and
the feedforward control performance at the
2nd resonance (149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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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인텐시티 맵을 바탕으로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 제어 시스템의 제어 성능에 대해 분석했
다. 피드백 제어의 경우 외란과 제어력의 소스-싱크
관계가 유체와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
였고, 다음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제어 성능 분포는 외란
에서 방출된 인텐시티의 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

Jeong-Mo Ku et al. ;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ensity Map Pattern and Feedback and ...

며, 인텐시티 방사율이 높은 방향 및 지점에서 더 높
은 제어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2) 피드포워드 제어 시스템의 경우 1차 공진에서

pp. 113~121.
(6) Thai, N., Wu, X., Na, J., Guo, Y., Trung Tin, N. T.

는 비교적 약한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2차 공진에
서는 인텐시티 맵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제어 성능

Controller for Nonlinear Feedback Active Noise Control
Systems, Applied Acoustics, Vol. 116, pp. 337~347.
(7) Wu, L., Qiu, X., Burnett, I. S. and Guo, Y.,

분포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다.
(3)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제어 성능 분포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제어 방법은 유사한 제어 성능 분포를 가지지만, 시
스템의 노달 포인트나 외란 근처 등의 지점에서는 제
어 성능이 정비례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인텐시티
맵을 통해서 예측하고 최적의 위치에 액추에이터를 배
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단일 외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외란에 대해 인
텐시티 맵을 계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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