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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안테나 포지셔너는 단지 안테나를 고정 시키는 

역할만이 아니고 최적의 통신 상태를 유지 시켜주

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다. 현재 다양한 회사에서 

상품, 양산화 된 안테나 포지셔너 Fig .1 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전기 자동차 동력 장치

로 각광받고 있는 인휠 모터를 적용한 안테나 포지

셔너의 개념 설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휠 모터 

구동 차량은 친환경 자동차의 일환으로서 전기 

모터가 엔진룸이 아닌 차륜의 휠 안으로 장착되어 

구동력을 직접적으로 각 휠에서 제어하는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품의 크기와 전반적

인 프레임 설계 등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1.2] 
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인휠 모터 컨셉을 

적용한 개념 설계를 진행한다. 특히 인휠 모터와 

유성기어를 이용해 안테나 포지셔너의 전체적인 

사이즈와 동력 전달 방식을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

을 두며 개념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1 Antenna Positioner

2. 인휠 모터
 

         (a)                                         (b)
Fig. 2  In-wheel Motor 

  
현재 인휠 모터는 차량용에 쓰이기에는 충분한 

스피드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안테나 포지셔

너는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휠 모터의 

구조는 Fig. 2 과 같다. 휠 프레임이 2개가 있으며 

Fig. 2 (a)은 인휠의 단면도이다. 외부 휠 (outside 
wheel)의 경우 중심에 베어링을 장착 회전운동에 

자유롭게 하였고 내부 휠 (inside wheel)의 경우 

볼트로 샤프트에 고정할 수 있게 탭을 뚫어 놓았다. 
모터의 기능을 위해 외부 휠 중간에 코일 (coil) 
을 감았고 내부 휠에는 자석 (magnet)을 설치하여 

기존 모터의 원리와 유사한 형태를 구현했다. 외부 

휠의 가장자리 부분의 탭은 인휠의 동력을 유성기

어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3. 유성 기어

안테나 포지셔너의 동력 사프트가 받을 토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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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속도의 조절을 위해 유성기어 Fig.. 3를 선택하

였다. 인휠 모터의 외부 휠 외곽에 있는 탭을 유성기

어 링 기어 Fig. 3-3 부분과 연결시켜 동력을 Fig. 
3-1로 전달시킨다. 

 

Fig. 3 Planetary gear

4.안테나 포지셔너

3장에서 인휠과 유성기어를 이용한 구동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것을 배치해 조립한 모습이 Fig. 4 
와 같다. Fig. 4 (a)은 안테나 디스크와 그것을 고정

한 안테나 고정 프레임이고 Fig. 4 (b)은 유성기어 

Fig. 4 (c)은 인휠 모터 Fig. 4 (d)은 바닥 프레임이다. 
Fig. 4 (d) 바닥 프레임에 샤프트를 고정시켜 다른 

부품의 중심축을 일치 시켜주고 움직임은 인휠 

모터의 회전력으로 움직이게 했다. 참고로 중앙 

샤프트의 각도를 기울인 것은 안테나가 받는 무게

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Fig .5 는 조립된 인휠 

모터를 적용한 안테나 포지셔너 개념 도안이다. 

   

Fig .4 Assembling antenna positioner

Fig .5 Assembled antenna positioner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테나 포지셔너의 사이즈와 동

력 전달 방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휠 방식과 유성

기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안테나 포지셔너 시스템

을 개념 설계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의 사이즈와 

동력 전달 부품을 상당히 줄였다. 향후 인휠 모터의 

세부 설계와 냉각 문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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