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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D 공정용 Glass 이송 시스템을 위한 자기부상 EMS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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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semiconductor and FPD (Flat Panel Display) manufacturing processes, high clean-class delivery operation is 

required more and more for short working time and better product quality. Traditionally SLIM (Single-sided Linear Induction Motor) 

is widely used in the liner drive applications because of its simplicity in the rail structure. A magnetically levitated (Maglev) 

unmanned vehicle with SLIM traction, which is powered by a CPS (Contactless Power Supply) can be a high precision delivery 

solution for this industry. In this paper unmanned FPD-carrying vehicle, which can levitate without contacting the rail structure, is 

suggested for high clean-class FPD delivery applications. It can be more acceptable for the complex facilities composed with many 

processes which require longer rails, because of simple rail structure. The test setup consists of a test vehicle and a rounded rail, in 

which the vehicle can load and unload products at arbitrary position commanded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s of host computer.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uggested vehicle and rail have reasonable traction servo and robust electromagnetic 

suspensions without any contact. The resolution of point servo errors in the SLIM traction system is accomplished under 1mm. The 

maximum gap error is ±0.25mm with nominal air gap length of 4.0mm in the electromagnetic suspensions. This type of automated 

delivery vehicle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role in the clean delivery like FPD glass delivery. 

 

Keywords: EMS (Electric Monorail System), CPS (Contactless Power Supply), FPD (Flat Panel Display), Maglev (Magnetic 

Levitation), class 1 clean room, vacuum room operation, BPS (Bar-code Positioning System), SLIM (Single-sided Linear Induction 

Motor) 

 

 

I. 서론 

메모리 반도체 및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보기술

(IT: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에 이어 최근에는 PDP (Plasma 

Display Panel), LCD (Liquid Crystal Display),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FPD: Flat Panel Display) 

산업이 모바일과 인터넷의 상호연결을 화두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배경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및 FPD 산업의 물류 반송시스템을 국산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LCD 공정 사

이의 물류 이송시스템으로 웨이퍼 및 LCD 원판 또는 가공 

원판을 보관하는 카세트를 이송, 보관, 반송하는 기능을 담당

하는 스토커(stocker) 시스템에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고출력 

영구자석 여자 횡자속 선형전동기와 비접촉 전원공급장치

(CPS)를 채용하여, 물류 반송시스템에서의 분진(particle) 발생

을 현저히 낮춘 예는 국산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1-3]. 

이러한 스토커 시스템은 물류창고 및 이송용 공간을 필요

로 하며, 물류창고에 이재 및 적재 하는 것 자체가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차세대 FPD 제조 공정에서와 같이 

수준 높은 청정도(clean class)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가 어려운 단점을 가진다. 특히 FPD 원판이 점점 대형화되

고 높은 청정도를 요구하는 차세대 FPD 제조 공정에서 공장 

내부의 복잡한 공정을 이어주도록 하는 Glass 이송시스템은 

적게는 수 십 m에서 많게는 수 km까지 장거리로 설치되므

로,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구조가 간단하여야 하며, 설치 단

가가 저감되어야 한다. 편측식 선형 유도전동기(SLIM)를 사

용하는 선형이송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잘 갖추고 있

어서, 일찍이 일본의 도시바에서는 선형 유도 전동기와 자기

부상을 가지는 반송시스템을 제안하였다[4,5]. 도시바의 자기

부상 및 선형추진 반송 시스템에서는 이동 차량에 선형 유도

전동기의 2차 도체인 반발판(reaction plate)을 배치하고, 레일 

측에 편측식 선형 유도전동기의 고정자를 배치하여 차량의 

추진제어를 외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하

여, 가속 및 감속하는 레일 구간에만 선형 유도전동기의 고

정자를 배치하였다. 부상시스템으로는 영구자석과 전자석으

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부상전자석을 설계하여, 외란이 없

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없더라도 부상이 가능하게 하여 차

량에 탑재된 배터리 전원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코어 및 센서를 이동체에 설치하

고 전자석의 코일은 레일 측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추진제어

뿐만 아니라 부상제어까지 실시하는 이송시스템을 실리콘 

웨이퍼 운송시스템 등과 같은 규모가 작고 긴 트랙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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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작업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반송시스템에 대해서 제

안한 경우도 있다[6]. 

이러한 자기부상 반송 시스템은 이동체인 차량의 제작 단

가는 작아지는 반면, 이송거리가 늘어날수록 레일 및 구조물

의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어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FPD 제조 공정용 Glass 이송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FPD 제조 공정용 Glass 이송시스

템에 적용하기 위해, 전원, 추진 및 부상 모듈 등을 차량에 

모두 탑재하여 고정밀 및 고출력 제어가 가능하고, 레일 및 

구조물이 단순해지는 비접촉 자율주행 모노레일 시스템

(electric monorail system)을 소개한다. 

II 장에서는 FPD Glass 원판 이송 시스템의 요구조건 및 기

본 설계를 소개하고, III 장에서는 자기부상 비접촉 모노레일 

시스템의 상세 구성품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IV 장에서는 편

측식 선형 유도전동기의 제어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 정

밀 위치제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V 장에서는 이러한 

FPD 이송 시스템을 모의하고, 이송 시험 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VI 장에서 결론을 내렸다.  

 

II. FPD 공정용 Glass 무인 이송 시스템의 기본 설계 

편측식 선형전동기 추진시스템과 자기부상 및 비접촉 전

원장치, 바코드 위치 측정시스템, 호스트 컴퓨터와의 무선통

신을 기반으로 하는 FPD 공정 내 Glass 무인 이송 시스템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차량의 좌측과 우측에는 레일을 따라 

설치된 비접촉 전원 공급 장치의 변압기 1차측 권선과 커플

링을 이루어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변압기 2차측 픽업

코일과, 차량 중심의 현재 위치를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바코

드 리더기(barcode reader)를 설치한다. 차량 몸체에 On-board

로 설치되는 자기부상 제어기와 선형추진제어기를 설치한다. 

PLC (Programmable Logic Circuit)로 구현되는 차량제어기가 자

기부상 제어기와 선형추진 제어기에 각각 차량 자세 명령을 

발생시킨다. 이 차량 제어기는 공장 내 물류시스템과 연계된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이송명령을 받는다. 공정 중인 Glass 패

널을 이재 및 적재 시킬 수 있는 픽업 로봇은 차량에 탑재되

거나, 레일의 특정 장소에 고정될 수 있다. 

1. 레일의 구조 설계 

FPD Glass 비접촉 이송을 위한 자기부상 모노레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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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PD glass 무인 이송 자기부상 모노레일. 

Fig.  1. Unmanned electric monorail system for FPD glass delivery. 

 

그림 2. 제안된 레일의 구조. 

Fig.  2. Suggested rail structure. 

 

 

그림 3. 자유자재로 회전이 가능한 자기부상 EMS의 구조. 

Fig.  3. Electric monorail vehicle with rotation capability. 

 

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편측식 유도전동기 추진시스템은 

2차도체로 알루미늄플레이트를 가지며, 추력을 키우기 위해

서 흔히 강자성체로 구성되는 Back-Iron을 추가한다. 또한 자

기부상 전자석은 자속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기 위해 

레일 측에 강자성체를 필요로 한다. 본 자기부상 선형추진 

시스템에서는 강자성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기계적인 구조가 

튼튼한 구조용강으로 차량을 지지하는 레일을 설계함으로써, 

레일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제작 비용도 절감시켰다. 

2. 차량의 구조설계 

본 논문에서는 FPD 공정 사이의 복잡한 직선 및 곡선 레

일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무인이송 차량을 제안한다. 선

형 유도 전동기 추진 모듈을 전 · 후방에 배치하고, 두 모듈은 

회전조인트로 체결함으로써 곡선레일을 따라서 회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분산 배치는 추진 모듈을 차량의 무게 

중심에 따라 배치하여,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고, 추진모듈의 

여유(redundancy)도 확보할 수 있다. 부상 모듈은 전 · 후방 추

진 모듈에 각각 2개씩 배치하여 4개의 부상전자석으로 차량

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3. 추진모듈 및 부상모듈의 기본 설계 

본 논문에서는 FPD Glass 원판의 가반 하중을 20kg으로 고

려하여 전체 차량무게가 300kg을 넘지 않도록 설계 하였다. 

표 1에 FPD 공정용 Glass 무인이송 차량의 요구조건 및 이에 

따른 추진모듈과 부상모듈의 설계 스펙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각각 50N의 정격 추력 특성을 가지는 

선형 유도 전동기와 300kg을 지탱할 수 있는 자기부상 시스

템을 제작하였다. 



이 기 창, 문 지 우, 구 대 현, 이 민 철 

 

568

표   1. FPD 이송용 자기부상 EMS 차량의 요구 사양. 

Table 1. Requirement for EMS vehicle for FPD delivery applications. 

 요구 조건 

정격속도 평균 2.2 m/s (최대 3.3 m/s) 

정격 추력 100N (LIM 1기당 50N) 

차량 중량 250 kg (화물중량 20kg) 

CPS 출력 전압 300 Volt, DC 

정지 위치 정밀도 1.0 mm 이내 (화물 이 · 적재 시) 

평균 부상 공극 4.0 mm 

곡선 레일 반경 1.5 m 이내 (곡선주행 가능) 

 

III. FPD Glass 무인 이송 시스템의 상세 설계/제작 

1. 선형 유도 전동기 추진 모듈 

제안된 자기부상 EMS 차량은 정격속도 2.2m/s에서 100N

의 추력(thrust force)을 발생시켜야 하므로, 개발된 선형 유도 

전동기는 두 개를 병렬 운전하여, 각 모듈 별로 50N의 추력

을 발생하도록 설계하였다. 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 공극(air gap)이 크기 때문에 최대 효율이 발생

하는 슬립(slip)도 비교적 큰 0.3 근처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

균 공극 3.0mm에서 동작하는 선형 유도 전동기의 크기를 고

려하여 동작주파수는 22Hz로 선정했으며, 최대 효율 슬립에

서 50N 이상이 발생하도록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실제 제작된 50N급 추력 선형 유도 전동기 모듈을 보여준다. 

다음 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하여 정격 속도 2.2m/s 에서의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정격 운전 영역인 슬립 0.3 지점에서 50N 이상의 추력이 발 

 

 

그림 4. 50N 급 추력 선형 유도 전동기. 

Fig.  4. Linear induction motor with 50N thrus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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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선형 유도전동기의 설계 데이터. 

Fig.  5. Thrust and normal force of a SLIM. 

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슬립 구간에 대해 흡인력

(normal force)의 변화량은 약 100N 미만이다. 이 흡입력의 변

화는 자기부상 시스템에 외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부

상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형 유도 전동기가 

추력뿐만 아니라 흡인력도 제어하여야 한다. 

2. 비접촉 바코드 위치 측정 시스템 

지능 로봇은 미리 알고 있는 지표의 표식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위치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7]. 

비접촉 무인 반송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위치

를 비접촉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유도 전동기의 정밀 위치제어를 위하여, 

바코드 위치 측정 시스템(BPS: Barcode Positioning System)인 

BPS37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리니어 엔코더의 경우 센서 타

겟 면과 헤더부분의 공극을 1mm 이내로 정확히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곡선 주행 시에 수 mm 정도의 공극 외란이 발

생하는 EMS 차량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하지

만 BPS37의 경우 바코드 리더와 측정 타겟 면에 설치된 바

코드 사이의 측정 가능한 범위가 90mm~170mm 이므로 차량

의 횡방향 이동 외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PS37은 위치정

밀도의의 해상도가 0.01mm로 정밀하나, 업데이트 시간이 

2ms로 엔코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6은 제안된 자기부상 모노레일에 사용된 바코드 

위치 측정 시스템을 보여준다. 

3. 자기부상 모듈의 상세 설계/제작 

평균 750N을 지지할 수 있는 부상전자석 4개의 자기부상 

전자석으로 300kg급 자기부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8]. 본 부

상시스템의 설계에는 전자석이 발생하는 단위 무게당 힘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Hong 등은 최적설계이론을 반영하여 부

상전자석의 무게를 줄이기도 하였다[9]. 자기부상 제어기는 

비례 · 적분 · 미분 제어기(PID controller)로 설계하였으며, 근 궤

적을 이용한 극 배치(pole-placement) 방법을 사용하여 1자유

도 제어 파라미터를 먼저 구한 후, 서로 독립된 3자유도 자

기부상제어기를 설계하여 디지털 신호처리기(DSP: Digital 

Signal Processor)로 구현하였다. DSP 구현을 위한 제어 주기는 

5kHz였다. 부상 모듈 및 그 제어 방법에 대해서는 Lee 등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10]. 그림 7에 부상 실험중인 시험 

차량을 나타내었다. 특이 사항으로는 부상용 갭 측정 센서를 

 

그림 6. 바코드 위치 측정 시스템(BPS37). 

Fig.  6. Barcode positioning system (BP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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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선형 유도 전동기와 부상전자석의 설치 구조. 

Fig.  7. Electromagnet and LIMs. 

 

 

그림 8. 비접촉 전원 장치의 설치 위치. 

Fig.  8. Installation of the contactless power supply (CPS). 

 

부상전자석 가까이 탑재하지 않고 차량 측에 탑재했는데 이

는 부상전자석을 지지하는 빔이 가늘어서 부상전자석의 부

상력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고유모드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4. 비접촉 전원공급 장치(CPS) 

비접촉 전원장치(CPS: Contactless Power Supply)는 전기적, 

기계적 접촉이 없이 1차 권선과 2차 픽업용 권선 사이에 발

생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크

레인, 모노레일, 엘리베이터 등 트랙을 따라서 이동하는 장치

에 비접촉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로서, 마찰을 발생시

키는 급전 전선이 없으므로 스토커 시스템 등에 채택되어 청

정 이송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8에 본 시스템에 사용된 비

접촉 전원장치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IV. 비접촉 선형 유도 전동기 추진 제어기 설계 

선형 유도 전동기의 경우 일반 유도기와 달리 1차측 고정

자의 길이 방향이 유한하여 입구단과 출구단에서 자속의 불

균형이 발생하게 되어 단부 효과(end-winding effect)가 발생하

게 된다. 단부 효과로 인하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추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현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분 전류의 지령치를 증가시켜 발

생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제어가 사용되고 있다

[11]. 본 추진시스템은 2.2m/s 이하의 저속 운전 영역에서 동

작하므로 추력의 감소가 미미하며, 적용 시험에서는 단부 효 

표   2. 선형 유도 전동기의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 of a linear induction motor. 

Parameter Value 

Ls 38.57 [mH] 

Rs 5.2 [ohm] 

Lm 50.64 [mH] 

Lr 27.06 [mH] 

Rr 7.072 [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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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PD glass 이송 SLIM 선형추진 제어 블록도. 

Fig.  9. Traction control of SLIM for FPD glass delivery. 

 

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속분 전류 지령치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추력 제어를 실시하였다. 

표 2는 제작된 선형 유도 전동기의 파라미터를 나타내었

다. 견인용 유도전동기를 제어하는 방식으로는 슬립주파수 

일정 제어방식을 사용하면 최대효율 운전이 가능하지만 전

동기의 순시 전류와 순시 토크를 제어할 수 없다. 반면 벡터 

제어 기법은 유도전동기를 직류전동기와 같이 자속분 전류

와 토크분의 전류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도록 하여 순시적인 

토크 응답을 제공하므로 견인전동기의 순시 토크 제어에 아

주 적합한 제어기법이다. 

이은규 등은 자기부상 열차용 추진 전동기에 대해서 저속

에서는 벡터 제어를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슬립주파수 일정 

제어를 사용하는 혼합제어 기법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정하였

다[12]. 본 시스템의 경우 정격속도가 2.2m/s의 저속 구동 시

스템이므로 벡터제어만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위치센서를 이용하여 간접 벡터제어방식을 구현하였다. 또한 

속도 서보 제어기와 위치 서보 제어기를 통합 제어함으로써, 

추진 속도와 정지위치 정밀도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다. 

특히 바코드 위치 측정 시스템의 응답특성이 500Hz 이하로 

낮기 때문에, 속도 제어 모드와 정밀 위치 제어 모드를 절체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림 9에 시스템에 사용된 선형 유

도전동기의 제어 블럭도를 나타내었다. 특정 위치로 이동하

는 위치 지령 값을 호스트 컴퓨터에서 받게 되면, 현재 위치

에 따라 속도 제어 모드 구간과 위치 제어 모드 구간을 파악

하여 속도 지령 프로파일을 계산하게 된다. 측 최종 목적지

에서 멀리 있을 경우에는 속도 제어 모드로 동작하고, 특정 

범위 이내로 도달하게 되면, 위치 제어 모드로 절환하여 최

종 서보 위치 오차 범위가 ±1 mm 이내로 들어오도록 추진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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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실험 셋업 및 실험결과 

이상의 FPD Glass 이송 시스템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

여 약 26m 길이의 폐-루프 시험용 트랙 및 모노레일 차량을 

제작하였다. 

1. 공정 구간 모의 

그림 10에 FPD 각 공정을 이어주는 물류시스템의 예 및 

실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도시하였다. 이를테면 공정 

1은 대형 LCD의 증착 공정, 공정 2는 식각 공정, 공정 4는 

가공 공정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호스트 컴퓨터에서는 무

선 통신을 통하여 각 차량의 절대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재

고관리, 공장 내 물류 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연동되어 제어될 수 있

어서, 유연한 재고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은 레일

의 임의 위치에 정지할 수 있으므로 생산 물품 변화 등에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다. 

2. 시험 방법 및 선형 추진 시스템의 응답 특성 

실험은 공정 1을 마친 패널을 A위치에서 적재하여 공정 2

의 D 위치에서 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험 차량은 A-

B 및 C-D의 직선 구간에서는 허용 가능한 최대 가속도로 가 

· 감속하고, B-C의 곡선구간에서는 이송중인 패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정 속도로 운전하게 하였다. 차량이 목적

지 D에 가까워 질 경우에는 낮은 속도로 진입하게 하여, 위

치 제어 응답에서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또한 

차량이 목적지의 수 mm 이내까지 접근 했을 시에는 속도 

서보 제어 모드를 위치 서보 제어 모드로 절환하였다. 그림 

12에 차량의 선형 추진 응답특성을 나타내었다. 1초경에 가

속을 시작하여 최대속도로 달리다가, 7초경 B 위치에 도달하

여 곡선 레일 구간에서는 0.5m/s의 일정 속도로 이동하였다. 

곡선레일 구간을 통과한 C 위치에서 최대로 가속하였다가, 

목적지 D 근처에서는 감속하여 속도제어 모드에서 위치 서

보 제어모드로 변경하였다. 그림에서 위치제어 모드에서는 

위치 에러가 1mm 이내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3. 자기부상 시스템의 응답특성 

그림 13에 선형 추진을 했을 때의 자기부상 시스템의 응

답을 나타내었다. 아래첨자는 부상 전자석의 위치를 나타낸

다. 시험 구간에서 부상 차량은 수 많은 레일의 이음매 부분

도 통과하였다. 이러한 레일의 이음매 외란 및 선형 유도 전

동기의 잦은 가 감속으로 인하여 흡입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서도 부상 정밀도가 ±0.5mm 이내에는 충분히 들어옴을 확인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고찰 

자기부상으로 지지되고 편측식 선형전동기로 추진되는 

EMS는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철도차량 등의 많은 분

야에 응용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의 급속한 반도체 및 디스 

플레이 분야의 발달로 점점 더 청정한 이송시스템의 개발이 

그림 12. 시험 차량의 선형추진 응답특성. 

Fig.  12. Traction response for the test vehicle. 

 

그림 10. FPD Glass 이송용 EMS 차량의 시험 구성. 

Fig.  10. Test setup for EMS vehicle for FPD glass delivery. 

 

 

그림 11. 시험 중인 중인 자기부상 모노레일 차량. 

Fig.  11. Maglev vehicle und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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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ange of levitated gaps under LIM propulsion. 

(b) Levitation control current. 

그림 13. 시험 차량의 자기부상 응답특성. 

Fig.  13. Levitation test result of the test vehicle. 

 

요구되고 있다. 본 본문에서는 편측식 선형 유도 전동기와 

자기부상을 이용하는 FPD Glass 이송용 비접촉 고청정 반송 

차량의 추진/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약 26m의 

폐-루프로 구성되는 시험 레일 및 차량을 제작하여 시험한 

결과 평균 4mm 부상 갭에서 ±0.25mm 이내의 오차를 가지는 

부상 정밀도를 이루었으며, 1mm 이내의 정지 정밀도를 이루

었다. 이러한 선형전동기와 자기부상 및 비접촉 전원 공급 

장치를 이용하는 청정 물류설비는 향후 반도체 및 LCD, PDP, 

OLDE 등의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여

겨진다. 이러한 반송설비는 자동창고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지속적인 물류 제공으로 연속적인 공

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청정 리프터(clean lifter) 등과 같

이 수직 이송장치와 병행하여 사용하면 공장 내 필요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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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 관심분

야는 자기부상, 자기베어링, 고속전동기 센서리스 벡터제어 

등. 

 

 

구 대 현 

1989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91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2002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박사). 1991년~현재 한

국전기연구원 전동력연구센터 센터장. 

관심분야는 고효율전동기 설계, 선형 

유도 전동기 설계 등. 

 

 

 

 

 

 

 

 

 

 

 

 

 

 

 

 

 

 

 

 

 

 

 

 

 

 

 

 

 

 

 

 

 

 

 

 

문 지 우 

2006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

과 졸업. 2008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전

기공학과 졸업(석사). 2008년~현재 한국

전기연구원 산업전기연구본부 연구원. 

2009년~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전자전

기공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는 이중여

자유도발전기, PWM Converter, 선형 유도 전동기 제어 등. 

 

 

 

이 민 철 

1983년 부산대 기계공학과 졸업. 1988년 

일본 쯔쿠바 대학교 이공학 연구과 공

학석사. 1991년 동대학 물리공학 연구과 

공학박사. 2000년 8월~2001년 8월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NCSU) 방문교수. 

2009년 8월~2010년 8월 Purdue 대학 방

문교수. 1991년~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는 시스템 규명, 로봇 제어, 지능형 서비스로봇, 이족보행로

봇, 수술용로봇, 메카트로닉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