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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dynamic analysis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 considering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First, inductance profile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 calculate at align and unalign position and 
phase resistance using analytical method. Analytical method of 
this paper used space harmonics method, also, analysis result 
compares with data that is derived through an finite element 
method, and proved validity. In dynamic simulation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we analyzed dynamic characteristic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 according to single pulse 
waveform and hard chopping voltage PWM.

1. 서    론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높은 
효율과 낮은 제작비용, 권선은 간단한 집 권으로 고정자에만 감
겨있고, 회 자에는 권선, 도체 바, 구자석이 없는 기계 으로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다른 동기 보다 동기 자
체의 제조단가가 렴하고 기계 으로 견고하며, 고온 등의 열악
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이 높아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 많은 장
을 지니고 있다. 한 범 한 속도 제어 범 를 가지고 있으
며, 고속 운 이 용이하고, 단 체  당 토크  효울 면에서
도 기존 동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는 고
정자와 회 자가 이  돌극으로 구성된 구조와 펄스 형태의 여
자방식으로 인해 토크 맥동이 크고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를 산업분야에 리 
이용하기 해서는  토크 리 , 고 토크 도가 요구되며 이를 
한 동기 설계와 구동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스 치
드 릴럭턴스 동기의 인덕턴스 로 일은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인덕턴스 로 일은 최소인 구간과 상승 구간 그리고 최 인 
구간에서 류의 턴-온 시 에 따라서 토크 리 의 발생을 최소
화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최소인 구간에서부터 상승구간 에
서 턴-온하고 최 인 구간에서 턴-오 를 통한 소호를 통해 
류를 회생하는 방법이 사용되며, 토크 리 을 감시키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2]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는 회 형 스 치드 릴럭턴
스 동기를 축방향으로 잘라 펼쳐놓은 형태의 기기이며, 고정자
와 가동자에 권선을 모두 시행할 수 있어 고정자에 권선이 시행
되면 원 공 과 고속 특성에서 우수하나 Long Primary 구조
에 의한 제작 비용이 단 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가동자에 권선
이 시행되면 원 공 을 해 러쉬와 같은 원 공 기나  
권선도 같이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류 공 시 단 으로 
작용한다. 한 회 형과 달리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
는 공극의 크기가 크다. 따라서 동일 체 의 회 형 기기를 직선
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극의 크기가 달라져 성능에 향을 미
친다. 이와 같이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는 공극의 크
기, 가동 권선형과 같은 구조  특징을 갖으며, 제작 모델은 
자기 해석을 통한 특성 측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의 자기 특
성을 고려한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동특성 해석을 통해 앞
으로의 실험에 한 측과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시작기의 특
성을 악하고자 한다. 동특성 해석은 MATLAB Simulink를 사
용하 다.

2. 해석 모델의 사양 및 회로 정수 도출

  2.1 해석 모델의 사양

  

<그림 1> 직선형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의 해석 모델

  그림 1은 동특성 해석을 한 제작된 LSRM의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석 모델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가동자와 고정자는 6/4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동자에 상당 300턴의 권선이 시행되어 있다.

  <표 1> 해석 모델의 사양

항    목 사    양

가동자

치 폭 25 (mm)

치 높이 50 (mm)

극 간격 50 (mm)

요크 높이 20 (mm)

층 방향 길이 100 (mm)

체 길이 275 (mm)

고정자

치 폭 32 (mm)

치 높이 25 (mm)

극 간격 75 (mm)

요크 높이 10 (mm)

층 방향 길이 205 (mm)

체 길이 4000 (mm)

  2.2 회로 정수 도출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의 해석 모델을 공간고조 법을 통
하여 자계분포 특성식을 도출하 다. 구해진 자계분포 특성식을 이용하
여 인덕턴스 로 일과 항 등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된 결과는 유한
요소 해석과 비교하여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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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덕턴스 프로파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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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기 특성을 고려한 동특성 모델링 및 해석 결과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의 추력은 기  에 지, 기계  에 지, 
자기  에 지에 의하여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의 추력은 류와 인덕턴스 로 일에 의해
서 얻어지며, 기  입출력 압방정식은 식(2)와 같다.









  (2)

인가 압에 의한 권선의 모델링은 식(2)의 항성분과 류에 의한 쇄교
자속의 시간  변화율에 의해 표 되어지며, 쇄교자속의 시간  변화율
은 인덕턴스에 의한 압강하와 속도기 력으로 나  수 있다. 그림 3은 
해석 모델의 가동자/고정자 치에 따른 인덕턴스 로 일과 턴-온/오
 구간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특성 모델링시 상의 스 칭을 결

정할 수 있다.

<그림 3> 해석 모델의 위치, 인덕턴스 프로파일, 턴-온/오프 구간

<그림 4> 동특성 해석 결과: 위치, 게이트 신호, 인덕턴스 프로파일, 
위치에 따른 인덕턴스 프로파일 변화

<그림 5> Hard chopping voltage PWM

<그림 6> 동특성 해석 결과: current, speed, force, emf

그림 4는 동특성 모델링을 한 가정을 해석을 통하여 해석한 것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5는 상 압을 인가하기 한 게이트 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은 류, 속도, 추력, 역기 력을 해석한 결과이다.

4. 결    론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높은 효율과 낮은 제작비용등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
인 형상으로부터 토크리 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확인하기 
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인 방법에 의한 인덕턴스 
로 일을 도출하 으며, 유한요소해석과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
성을 검증하 으며, 상 치, 게이트 신호 등을 함수화하여 동특
성해석을 한 모델링을 제시하여, 류, 힘, 속도 등을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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