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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반도체 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도체 공정 및 이송 

장비들은 그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비의 국산화와 반도체 생산 및 이송공정기술의 개발을 통한 단가 경쟁력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1-2]. 최근 이러한 반도체 산업과 고청정, 고정밀도의 

장치를 요구하는 분야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공정 중 클린룸에서의 이송공정과 같은 

고청정 공정에 적용 가능한 자기부상식 반도체 이송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4]. 자기부상기술은 비접촉식으로 기계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부상시스템의 부상제어를 위해 부상력을 얻는 방법으로는 반발과 흡인부상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흡인부상방식이 반발부상방식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단거리 운송에 장점이 있어서 많은 

업체에서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자기부상시스템의 추진제어는 회전형 전동기와 달리 

비접촉식으로 직접 직선추력을 발생시키는 선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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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부상 및 추진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부상제어기는 롤과 피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자석간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구조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입력단에 지수형 필터를 적용하여 기존 제어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DSP기반의 제어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정격 공극 부상 실험을 통해 부상제어기법이 설계 목표를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추진제어기는 공간벡터 전압변조기법을 
사용하고, 레일의 전 구간에 부착된 바코드 정보로부터 절대위치를 감지하여 위치 및 속도 프로파일을 추종하도록 
설계하였다. 추진제어 왕복 이동 실험을 통해 위치 제어 결과가 만족할만한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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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per, we propose a levitation and a propulsion controller for the magnetic levitation logistic transportation system. The 
levitation controller is designed considering the mutual influence of the electromagnets to minimize roll and pitch m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disadvantages of the magnetic levitation transportation system, we improve the problem of the existing 
controller by applying the exponential filter to the reference input. DSP-based control hardware is developed and the levitation 
control method is verified by levitation experiments to the air gap goal. The propulsion controller uses the space vector voltage 
modulation method. The propulsion controller is designed to follow the position and velocity profile by detecting the absolute 
position from the bar code information attached to the rail. The position control result shows satisfactory performance through the 
propulsion control reciprocating mo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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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별도의 기계적 동력 전달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분진, 진동 및 소음 측면에서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속 및 제동 등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6].

자기부상시스템은 중력과 자기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제어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단순한 구조와 높은 신뢰성을 가진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제어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7-9]. 그러나 

자기부상시스템의 환경을 구축하여 검증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자기부상시스템의 부상 및 추진 

제어기의 성능에 대한 검증의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자석간의 상호영향이 고려된 부상제어기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식성, 확장성 및 안정성이 개선된 DSP기반의 

모듈형 하드웨어 제어기를 제작하였다. 제안한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기 공극 0mm에서 정격 공극 3mm로 

부상제어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이 

만족할만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자기부상 

이송시스템의 구성을 설명하고, 3장에 자기부상제어기 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성능을 실제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구성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전체 제어 구조는 다음의 그림 1

과 같으며, 부상제어기와 추진제어기로 구성된다. 4개의 전자석이 

흡인식 자기부상력을 얻기 위하여 레일 아래에 부착된 구조이며, 

와전류 형태의 공극 센서 4개를 사용하여 레일과 자기부상이송장치 

사이의 공극을 검출한다. 부상제어기는 공극값을 바탕으로 

전자석에 공급되는 전류를 제어하여 흡인력을 발생시킨다. 

자기부상을 한 상태에서 비접촉식 직선 추진력을 얻기 위하여 

종자속형 선형유도전동기를 사용하였다. 레일의 전 구간에 부착된 

바코드를 물류이송시스템 하단부에 위치한 바코드 리더를 통해 

절대위치를 감지하여 위치제어를 한다. 추진제어기는 PWM 신호를 

출력하며, 인버터는 6개의 스위칭 소자를 ON/OFF시켜 3상 전압을 

출력하여 선형유도전동기의 직선 추력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실제 모습은 그림 2와 같다. 500N

의 전자석을 적용하여 설계목표인 정격공극 3mm로 자기부상이 

가능한 구조를 갖도록 하였다.

그림 1.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전체 제어 구조
Fig. 1. Overall control architecture of magnetic levitated logistic 

transportation system

그림 2.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구조 사진
Fig. 2. Architecture photo of the magnetic levitated logistic 

transportation system

3. 자기부상제어기 및 추진제어기 설계

3.1 자기부상제어기 설계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부상할 때, 자기부상이송장치의 중심 

점에 대해서 y축과 x축의 롤과 피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부상이송장치는 레일과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보조바퀴가 

있어 롤과 피치 움직임의 폭은 크지 않지만 상호 간섭을 줄 수 있다. 

그림 3은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을 단순화 시킨 평면도를 나타내며, 

자기부상이송장치의 롤과 피치 움직임을 보여주고 4개의 전자석이 

부착된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 4는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전자석 채널 1을 기준으로 

한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나타낸다. 부상제어를 할 때, 인접한 

전자석간의 부상력이 조금씩 작용되어 공극 오차가 각각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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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부상시에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롤과 피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a) Front view

(b) Right side view

그림 4. 자기부상제어시스템의 제어 오차
Fig. 4. Control errors of magnetic levitated control system

본 논문에서는 롤과 피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인접한 

전자석간의 상호영향을 고려한 부상제어기의 구성을 제안하며, 

전체 제어시스템 구성은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한 개의 전자석을 

기준으로 y축과 x축 방향의 전자석과 결합한 형태로 상호간의 

작용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전자석 채널 1의 제어기는 채널 2와 

채널 4의 공극 오차를 피드백 받아 기준 전자석인 채널 1의 공극 

오차와 합산하여 상호간의 오차가 작은 전자석보다 큰 출력을 내고 

오차가 큰 전자석보다는 작은 출력을 내어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롤과 피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다.

자기부상시스템의 구조적 특징으로 제어 출력의 오버슈트는 

자기부상시에 레일과 부딪혀 기구 및 제어기의 파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자기부상이송장치의 구조적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어명령단에 지수형 필터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징상 오버슈트로 인하여 

이송장치, 하드웨어 제어기 등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버슈트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식 (1)과 같은 

지수형 필터를 자기부상제어기의 제어명령단에 적용했다. 여기서, 

은 입력, 는 목표 공극으로 단위는 mm, 는 샘플링 시간계수, 

는 제어 루프의 샘플링 시간으로 단위는 sec이다.

  (1)

실제 적용한 자기부상제어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초기 공극 0mm

에서 정격 공극 3mm인 설계목표를 만족하도록 에는 정격 공극 

3mm를 대입했고, 입력의 높은 응답성을 위해 샘플링 시간계수인 

를 계산하여 구했다. 샘플링 시간계수의 선정방법은 제안한 

제어기의 설계사양에 만족하도록 구한 후에 그 값을 기준으로 실험을 

통해 적절히 조절하여 자기부상제어시스템의 제어명령단에 지수형 

필터를 설계했다. 그림 6은 지수형 필터를 이용한 자기부상제어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6. 지수형 필터를 이용한 자기부상제어 구조
Fig. 6. Magnetic levitation controller structure using exponential 

filter

그림 3.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평면도
Fig. 3. Plane figure of the magnetic levitated transportation system

그림 5. 상호영향이 고려된 부상제어기의 제어 구성
Fig. 5. Control structure of levitation controller considered mutual 

influence



http://dx.doi.org/10.5391/JKIIS.2017.27.2.106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부상 및 추진제어기 설계 | 109

제안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부상제어기의 성능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 DSP기반의 자기부상제어기 하드웨어를 

제작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하드웨어 자기부상제어기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모듈형태의 구조로 안정성, 확장성, 

이식성을 개선하였다[10-11].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는 

자기부상제어시스템은 요구되는 설계 사양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전압을 사용한다. 오랫동안 고전압을 사용할 때 전자석에 전압을 

공급해주는 전원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설계 사양의 요구가 

변경되어 자기부상시스템의 부상력 증가를 필요로 할 때 제어기 

전체를 다시 제작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제어 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를 분리하여 

설계하였다[11]. 

그림 7. 자기부상제어기 하드웨어 구성도
Fig. 7. Hardware structure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ler

자기부상제어기의 제어 보드와 인터페이스 보드로 분리된 

구조로서 제어 보드의 DSP는 300MHz의 연산능력을 가진 

TMS320C28346을 사용하였다[11]. PC와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직렬 통신 모듈을 구성했고, 인터페이스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 

라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였다. 인터페이스 보드는 4개의 16bit 

ADC와 DAC를 포함하며, 24채널 아날로그 입력포트와 16개의 

아날로그 출력포트로 구성하였다. ADC단의 입력은 전류와 공극 

센서에서 신호를 입력받고, DAC단은 부상제어를 위한 지령을 받아 

드라이버에 입력되는 기준전압을 출력한다. 

3.2 추진제어기 설계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이 자기부상한 레일 위에서 비접촉식 직선 

추력을 얻기 위해 선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했다. 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형 유도전동기의 고정자에 해당하는 1차측 이동자와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 해당하는 2차측 고정자로 구성된다. 

선형 유도전동기의 추진 제어를 위해 3상전류 출력을 낼 수 있는 

인버터를 사용하며, 입력되는 직류전압의 스위칭 동작을 이용하여 

교류 전압으로 변조한다. 스위칭 동작을 위한 전압 변조 방식으로 

공간벡터 전압변조기법을 사용하였다. 공간벡터 전압변조기법은 3

상의 6개 스위치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를 미리 

계산된 순서와 지속 시간에 따라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 

스위칭 주기마다 수치 계산을 필요로 하므로 DSP 기반의 추진제어 

하드웨어를 개발하였다.  

추진제어기는 바코드 리더로부터 레일의 전 구간에 존재하는 

바코드를 통해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절대위치를 읽고 다음의 3차 

방정식의 위치와 속도 프로파일을 추종하도록 설계하였다. 

  (2)

여기서, S는 이동거리, 는 현재 구동시간, 는 전체 구동시간이다.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바코드 리더를 통해 실시간 위치를 

피드백 받으며, 프로파일을 통해 생성된 위치와 속도를 지속적으로 

추종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구성된 피드백 제어를 

적용하였다. 그림 8은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추진제어기의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8.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 추진제어기 구성도
Fig. 8.  Propulsion controller structure for magnetic levitated logistic 

transportation system

자기부상이송시스템 추진제어기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9

와 같고, 제어부와 인버터로 구성된다. 추진제어기 제어부의 DSP

는 150MHz 연산능력을 가진 TMS320F28335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절대위치를 읽기 위해 바코드 리더를 

적용했다. 레일의 전 구간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 실시간으로 

절대위치를 인지할 수 있다. 바코드 정보는 SPI 통신 모듈을 통해 

제어기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인버터에 흐르는 전류와 제어기 내의 

온도 값을 받기 위해 16bit ADC를 사용했다. 추진제어기의 인버터는 

직류 전원으로부터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의 교류 전원을 발생하는 

전력 변환 장치로 IGBT 스위칭 소자를 내장한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을 사용하여 전압형 PWM 인버터를 구성했다. 인버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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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되는 직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직류 링크측에 

3800uF 커패시터를 사용했다.

그림 9. 추진제어기 하드웨어 구성도
Fig. 9. Hardware structure of propulsion controller 

4. 자기부상 및 추진제어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부상 및 

추진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환경을 다음의 

그림 10과 같이 구축하였다. 제안한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적용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초기 공극 0mm에서 정격 공극 3mm 

부상제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오버슈트 15%, 정착시간 0.5sec 

이내를 목표로 하였다. 표 1은 각각의 전자석에 대한 시간응답 성능 

지표들의 결과를 나타낸다. 오버슈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정상상태 

도달 후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a) Electromagnet Ch 1

(b) Electromagnet Ch 2

(c) Electromagnet Ch 3

(d) Electromagnet Ch 4

그림 11. 자기부상제어 실험 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

그림 10.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실험환경
Fig. 10. Experimental environment of magnetic levitated 

transportation system

표 1. 자기부상제어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 of magnet levitation control

Overshoot
(%)

Steady state(mm)
Rise time

(sec)
Maximum 

value
Minimum 

value

Electro-
magnet 1

6.55 3.003 2.985 0.1127

Electro-
magnet 2

4.61 3.003 2.98 0.1222

Electro-
magnet 3

10.96 3.009 2.992 0.1167

Electro-
magnet 4

8.42 3.057 3.001 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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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자기부상시스템의 정격 공극 3mm로 자기부상제어의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기부상 실험의 결과로 

오버슈트는 최소값 4.6%, 최대값은 10.96%를 보였다. 상승시간은 

평균 0.1146sec로 빠른 응답을 보였으며 정상상태 도달 후 오차의 

최대값은 평균 0.0737mm, 최소값은 –0.0421mm의 성능을 보였다. 

정착시간은 평균 0.35초 이내에서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자기부상제어기의 동작 실험은 정격 공극 

3mm에서 목표 설계 사양을 충족하는 성능을 보였다.

오버슈트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상제어기의 입력단에 지수형 

필터를 적용한 자기부상 실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상승시간은 평균 0.819sec 증가하고, 오버슈트는 감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2. 지수형 필터를 사용한 자기부상제어기 실험 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 using 

exponential filter

선형유도전동기의 추진제어를 위해 공간벡터 전압변조기법을 

적용한 인버터의 출력파형은 다음 그림 13과 같다. 3상 출력 파형을 

보였고, 선간 전압이 120°의 위상차를 보임을 확인했다.

그림 13. 추진제어기의 3상 출력 파형
Fig. 13. 3-phase output waveform of propulsion controller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위치제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기 

위치에서 목표 위치 1200mm로 추진제어 실험을 했다. 속도와 위치 

추종 결과는 다음의 그림 14와 같다. 위치제어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구간을 10회 반복구동 실험하여 위치제어 오차를 

구했다.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위치제어 실험은 평균 2.58%의 

오차를 보였다. 

(a) Position

(b) Velocity

그림 14. 추진제어 실험 결과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f propulsion control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부상 및 추진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부상제어기는 롤과 피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자석간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자기부상이송시스템의 구조적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준입력단에 지수형 필터를 적용하여 오버슈트를 줄였고, 

DSP기반의 제어하드웨어를 제작하여 정격 공극 3mm로 부상 

실험을 통해 부상제어기가 설계 목표를 만족함을 검증하였다. 

추진제어기는 공간벡터 전압변조기법을 사용하고, 레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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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부착된 바코드 정보로부터 절대위치를 감지하여  구동 

프로파일을 추종하도록 제안하였다. 자기부상 물류이송시스템의 

왕복 이동 실험을 통해 추진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자기부상 이송시스템의 비선형성이 고려된 강인제어기법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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