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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선형 동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응용분야가 산업 반에 확 되고 있다. 이  반송장치 분야에

서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이하 PMLSM)가 각 을 받고 

있다.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는 구조 으로 간단하며 고속화 고추력화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지만 기자

를 반송경로 장에 배치하는 지상 1차측 시스템을 장거리 반송장치에 용하면 재료비용의 증가  제작시간 

증가 등의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자를 분산(불연속) 배치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 분산배치 방식은 구조 으로 단부가 존재하고 이러한 단부에 의해 코깅력이 발생한다. 이는 추력 맥동

의 원인이 되며,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자를 분산배치 할 경우 필연 으로 생

기는 단부에 의한 코깅력을 감하기 해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에 보조극 설치법을 제안한

다. 한 그에 따른 단부 코깅력 특성을 2차원 유한요소법(FE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ABSTRACT

Recently, linear motors have been widely researched and have been increasingly used in various industrial applications. 

Especially,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s(PMLSMs) have been getting the spotlight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A 

PMLSM is structurally simple and has a lot of merits such as high speed, high thrust force, etc. However, in case of a long stator 

system which arranges armature to the full length of transportation lines, a PMLSM has some disadvantages such as the material 

cost increase and long manufacturing time. Henc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PMLSM with stationary discontinuous 

armature structure and concentrated windings was proposed. However, this method occurs undesirable cogging force by outlet edge 

effect. The cogging force causes thrust force ripples and generates noise and vibr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d 

installation method of auxiliary pole PMLSM with concentrated winding applying bifurcating in order to reduce cogging force by 

the outlet edge when the armature is placed in a discontinuous arrangement. Also, we have examined characteristics of outlet edge 

cogging force using 2-D finite element analysis(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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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직선 추력이 요구되는 시스템에서 회 형 

동기를 포함하는 동력 달 메커니즘은 차 선형 

동기로 체되고 있다[1-4]. 선형 동기는 일반 회

형 동기에 비해 동기 자체의 효율은 낮고 역률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지만 직  직선 추력을 발생시

킴으로 인해 동력 변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리니어 시스템의 체 인 

효율 향상  성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재 선형 

동기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그 응용분야가 산업

반에 확 되고 있다. 이  구자석 선형 동기 동

기(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이

하 PMLSM)는 반송장치 구동원으로 FA분야에서 각

을 받고 있다. 재 PMLSM은 주로 단거리 반송장

치의 구동원으로 용되고 있으나 장거리용 고하  

반송장치의 필요성이 꾸 히 증가되고 있다. 장거리용 

PMLSM은 추진자계를 발생시키는 기자를 반송경로 

장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반송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 코스트가 상승하는 문제 이 발생한

다. 이러한 기 코스트 상승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분산배치 방식의 기자가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에 기자 분산배치 방식의 PMLSM을 나타낸다. 분

산배치 방식의 기자는 구조상 반드시 단부(Outlet 

Edge)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부에 의해 가동자가 

기자에 진입 는 반출 시 코깅력(Cogging Force)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코깅력은 추력 맥동의 원인이 되

어 기기의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성능을 감시

키는 요소이다[5]. 

DeceleratorRe-acceleratorAccelerator

Armature Mover with PM
200

Freewheeling

Units: (m)

Freewheeling

Re-accelerator
/ Decelerator

그림 1. 기자 분산배치 방식의 PMLSM
Fig. 1 PMLSM with stationary discontinuous armature

이에 코깅력을 감하려는 방법으로 구자석의 폭 

조정, 구자석의 스큐, 슬롯 폭 조정 는 치 폭 조

정, 보조극  보조치 설치 등 재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부 코깅력을 

감하기 해 Bifurcating을 용한 PMLSM에 보조

극의 조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부 코깅력 특성을 

2차원 유한요소법(FEA)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과 비

교하 다.

Ⅱ. 집 권 PMLSM의 사양  단부 코깅력

2.1. 집 권 PMLSM의 사양

집 권 PMLSM의 가동자 총길이는 264[mm]로, 

Nd-Fe-B타입 구자석 8극을 자로강 에 배치하

다. 구자석 길이는 26[mm], 폭은 3[mm], 극 간격은 

30[mm]이다. 한, 기자의 길이는 360[mm]이고, 권

선법은 집 권으로서 한상 당 코일 수는 75[turns]이

다. 슬롯 간격은 40[mm]이며 9슬롯으로 구성하 고, 

기자와 가동자의 공극은 5[mm]이다. 표 1에 집 권 

PMLSM의 사양을 나타낸다.

표 1. PMLSM의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PMLSM

Items Value

Mover

(PM)

Pole 8 [Pole]

Height of PM 3 [mm]

Length of PM 26 [mm]

Pole pitch 30 [mm]

Back iron height 6 [mm]

Back iron length 264 [mm]

Armature

Slot 9 [Slot]

Turns per Phase 75 [turns]

Slot pitch 40 [mm]

Slot width 24 [mm]

Width of teeth 16 [mm]

Height of teeth 20 [mm]

Mechanical air-gap 5 [mm]

2.2. 집 권 PMLSM의 단부 코깅력

그림 1과 같이 기자를 분산배치 하는 경우 구조

상 필연 으로 단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단부에 

의해 가동자가 기자에 진입  반출 할 때 코깅력

이 크게 발생한다. 기자 불연속 배치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는 가동자가 기자 설치부와 비설치부의 

경계를 통과할 때 기자 측 철심과 가동자 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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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발생하는 흡인력이 크게 변동한다. 그림 2에 

단부에서 발생하는 힘이 가동자에 미치는 향에 

하여 나타낸다. 가동자가 기자에 진입하는 진입부에

서 발생하는 흡인력은 가동자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

향의 힘으로서, 즉 가동자를 기자 측으로 끌어 들이

는 힘으로 작용하여 가동자를 가속시킨다. 한, 가동

자가 기자를 벗어나는 반출부에서 발생하는 흡인력

은 가동자의 진행 방향과 역방향의 힘으로서, 즉 가동

자를 기자 측에 되돌리는 힘으로 작용하여 가동자

를 감속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부 코깅력을 감소

시켜야 한다.

(a)                    (b)

그림 2. 기자의 단부가 가동자에 미치는 향 : 
(a) 진입구간 (b) 반출구간

Fig. 2 Forces exerted in the mover at the outlet edge 
: (a) Entry interval (entrance end) (b) Ejection interval 

(exit end)

Ⅲ.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의 
단부 코깅력 감 설계

3.1. 기본모델 해석

그림 3(a)에 집 권 PMLSM의 기본 모델 형상을 

나타내며, 그림 3(b)에는 2-D 수치해석을 한 기본 

모델의 요소 분할을 나타낸다. 이 때, Node 수는 

13133, Element 수는 24576이며, 1Step당 1[mm] 이동

하도록 설정 하 다. 그림 4에 기본 모델의 코깅력을 

나타낸다. 가동자가 기자에서 진입 · 반출하는 부분

에서 발생하는 최  단부 코깅력은 ±27.73[N]이고, 가

동자와 기자가 완  항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

하는 최  코깅력은 ±0.8[N]이다.

3.2. Bifurcating 용 모델 해석

필연 으로 발생하는 단부에 의한 코깅력을 감하

기 한 방법으로 먼  기자의 치에 Bifurcating을 

 

(a)

(b)

그림 3. 기본 모델 : 
(a) 기본모델 형상 (b) 2-D 수치해석을 한 

기본모델의 요소분할  
Fig. 3 Basic model. (a) Side view of armature and 
mover, and (b) Element divisions of the basic model 

for 2-D numerical analysis

그림 4. 기본 모델 코깅력
Fig. 4 Cogging force waveform of basic model

용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5에 집 권 

PMLSM의 기자 치에 Bifurcating을 용한 형상을 

나타낸다. Bifurcating 용 방법에는 V홈, 사각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각홈을 채

택하여 설계 변수 X, D, Y를 선정하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해석을 통해 단부 코깅력 특성을 악하

다. 그 결과,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된 설계변수

는 X=1[mm], D=1[mm], Y=1[mm]이며, 발생하는 최

 단부 코깅력은 23.54[N]으로 기본모델에 비해 

15.11[%] 감됨을 확인하 다. 하지만 치에서 발생하

는 코깅력은 오히려 0.23[N]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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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림 6에 Bifurcating 용 모델의 단부 코

깅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기자의 치에 Bifurcating을 

용함으로서 치 구조가 변경되게 되며, 따라서 홈이 

진 부분에 의해 유효 공극이 늘어나는 단 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기기의 출력에 향을 미치므로 설계

자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5. Bifurcating 용 모델
Fig. 5 Side view of proposed model applying 

bifur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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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ifurcating 용 모델의 단부 코깅력
Fig. 6 Outlet edge's cogging force waveform of model 

applying bifurcating of armature teeth

Ⅳ.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의 
보조극 설계 

4.1. 가동자 구자석 사이 보조극 설치

다음은 구동 특성에 향을 주는 단부 코깅력을 

감하기 해 기자 치에 Bifurcating을 용한 

PMLSM의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추가

으로 설치하 다. 그림 7에 Bifurcating을 용한 

PMLSM의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추가 으로 설

치한 형상을 나타낸다. 먼  설계 변수 X, Y를 선정

하 다. 보조극의 폭을 X, 높이를 Y로 선정하여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해석을 통해 코깅력의 특성을 

악하 다. 먼 , 설계 변수 X의 길이를 도출하기 

해 설계 변수 Y는 구자석의 높이와 동일한 3[mm]

로 고정하고, 1∼4[mm]까지 조 하 다. 

그림 7.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 설치 모델
Fig. 7 The model with auxiliary poles installed between 

mover's 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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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 설치 모델의
 단부 코깅력

Fig. 8 Outlet edge's cogging force waveform of the 
model with bifurcating of armature teeth and auxiliary 

poles installed between mover's PMs

그 결과, 설계 변수 X는 4[mm]에서 22.28[N]으로 

가장 감되었다. 한 Y 길이를 도출하기 해 가장 

많은 감을 보인 설계 변수 X를 4[mm]로 고정하고, 

보조극의  설계 변수 Y를 3[mm]에서 1[mm] 단 로 

감소시키며 코깅력 특성을 악하 다. 그 결과, 설계 

변수 Y가 2[mm], 1[mm]로 감소할수록 코깅력이 증가

함을 확인하 으며, 구자석 높이와 동일한 3[mm]에

서 가장 감된 양상을 보 다. 표 2에 가동자 구자

석 사이의 보조극 길이 조 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의 

구자석 사이에 설치한 보조극은 Case No. 4인 

X=4[mm], Y=3[mm] 일 때 가장 큰 감을 보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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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N]으로 기본모델 비 19.65[%] 감을 확인하

다. 그림 8에 가동자 구자석 사이 보조극 설치한 

모델의 단부 코깅력을 나타낸다.

표 2. 가동자 구자석 사이 보조극 길이 조 에
 따른 결과 비교

Table 2.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the 
auxiliary pole's length installed between mover's PMs

X 
[mm]

Y 
[mm]

치 
코깅력

최
단부 코깅력

기본 모델 - 0.80[N] 27.73[N]

Bifurcating 
용 모델

- 1.03[N] 23.54[N]

Case No. 1 1 3 0.87[N] 22.62[N]

Case No. 2 2 3 0.82[N] 22.50[N]

Case No. 3 3 3 0.77[N] 22.38[N]

Case No. 4 4 3 0.73[N] 22.28[N]

Case No. 5 4 2 0.75[N] 22.33[N]

Case No. 6 4 1 0.76[N] 22.37[N]

4.2.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 설치

앞선 연구에서는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의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설치하

다. 하지만 단부 효과에 의한 코깅력을 더욱 감하

기 해서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을 추가 으로 

설치하 다. 그림 9는 Bifurcating을 용한 집 권 

PMLSM의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설치하

고, 추가 으로 Back iron 양 끝단에도 보조극을 설치

한 모델 형상을 나타낸다. 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 변수 X, Y를 선정하고, 보조극의 폭을 X, 높이

를 Y로 선정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해석을 

통해 코깅력 특성을 악하 다. 표 3에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설치한 보조극의 길이 조 에 따른 결

과를 나타내었다. 먼  보조극의 설계 변수 X를 조

하기 해 설계 변수 Y는 구자석 높이와 동일한 

3[mm]로 고정하고, 단부 코깅력을 악하 다. 표 3

으로부터, 보조극의 설계 변수 X는 가동자의 Back 

iron 끝단에서 구자석까지의 길이인 14[mm]에서 

2[mm]간격으로 감소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설계 변수 X=14[mm]에서 20.18[N]으로 가장 

감된 양상을 보 다. 다음은 Y 길이를 도출하기 해 

가장 많은 감을 보인 설계 변수 X를 선행 결과에 

의해 14[mm]로 고정하고, 설계 변수 Y는 구자석과 

높이와 동일한 3[mm]에서 1[mm]간격으로 감소시키면

서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상기의 결과와 동일

하게 Y=3[mm]에서 가장 감된 양상을 보 다. 따라

서 Back iron 양 끝단에 설치한 보조극의 설계 변수

는 Case No. 13인 X=14[mm], Y=3[mm] 일 때 가장 

큰 감을 보 으며, 20.18[N]으로 기본모델 비 

27.23[%] 감을 확인하 다. 그림 10에 가동자 Back 

iron 끝단에 보조극 설치 모델의 단부 코깅력을 나타

내었다.

표 3.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설치한 보조극의  
길이 조 에 따른 결과 비교

Table 3.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djustment of 
auxiliary pole's length installed at both ends of the 

mover's back iron 

X 
[mm]

Y 
[mm]

치 
코깅력

최
단부 코깅력

기본 모델 - 0.80[N] 27.73[N]

Bifurcating 
용 모델

- 1.03[N] 23.54[N]

Case No. 7 2 3 0.44[N] 20.92[N]

Case No. 8 4 3 0.44[N] 20.80[N]

Case No. 9 6 3 0.43[N] 20.67[N]

Case No. 10 8 3 0.42[N] 20.53[N]

Case No. 11 10 3 0.42[N] 20.40[N]

Case No. 12 12 3 0.41[N] 20.29[N]

Case No. 13 14 3 0.41[N] 20.18[N]

Case No. 14 14 2 0.41[N] 20.23[N]

Case No. 15 14 1 0.42[N] 20.30[N]

그림 9.  Back iron 양 끝단 추가 보조극 설치 모델
Fig. 9 The model with additional auxiliary poles 
installed at both ends of the mover's back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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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ack iron 양 끝단 추가 보조극 설치 
모델의 단부 코깅력

Fig. 10 Outlet edge's cogging force waveform of the 
model with additional auxiliary poles installed at both 

ends of the mover's back iron 

Ⅴ. 결 론

본 논문은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의 운

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추력리 로 작용하는 단

부 효과에 의한 코깅력을 감하고자 기자 치에 

Bifurcating을 용한 후, 가동자 구자석 사이와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을 추가 으로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먼  설계 변수를 선정하고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단부 코깅력

을 비교하 다. 먼  집 권 PMLSM 기자 치에 

Bifurcating을 용한 경우의 최  단부 코깅력은 

23.54[N]으로 기본모델에 비해 15.11[%] 감율을 보

으며,  Bifurcating을 용한 PMLSM의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추가 으로 보조극을 설치한 경우에는 

22.28[N]으로 기본모델 비 19.65[%] 감을 확인하

다. 한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 설치 모델은 

20.18[N]으로 기본모델 비 27.23[%]으로 가장 큰 

감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자 분산

배치 방식의 집 권 PMLSM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

는 단부에 의한 코깅력 감 방법으로 Bifurcating을 

용한 PMLSM의 보조극 조합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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