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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 new linear motor which is able to levitate as well as move its mover without any 
linear bearing or even additive windings. Its structure is very similar to a well-known both-sided linear motor 
which consists of two stators and a common mover. And the movement principle is the same with that of 
conventional linear motor. But unlike the conventional one, the amplitudes of phase currents are controlled to 
levitate the mover. In this paper, the structure and principle of the suggested bearingless linear motor are 
introduced in detail and its feasibility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Using the prototype and a very simple 
controller, we succeeded in the levitation and linear movement of the mover at a time. 

 

1. 서 론 

1990 년대 중반 이후 인버터 성능과 디지털 신

호처리 속도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리니어 모터

의 성능 개선과 저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반도체 산업, 평판 디스플레이 산

업, 자동차 산업, 정밀 측정기를 비롯한 정밀기계

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리니어 

모터에 필수적인 리니어 베어링이나 리니어 가이

드와 같은 이동자를 지지하기 위한 요소 기술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형편이다. 현재 채용되고 
있는 지지 방법으로는 롤러 또는 리니어 슬라이드

(linear slide)를 쓰는 기계식 리니어 가이드(linear 
guide) 방식,(1) 정압 슬라이드를 쓰는 공기 베어링 
방식,(2) 그리고 리니어 자기 베어링(linear magnetic 

bearing)을 이용한 방식(3)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계식은 다양한 사양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마찰과 윤활 문제로 인해 고청정 또는 진공 환경

을 요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 사용이 제한되

는 문제가 있고, 공기 베어링 방식은 비접촉 구동

이 가능하지만, 지지 강성이 다소 떨어지며 소음

이 크고 별도의 공압 장비가 필요하여 진공이나 
청정실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자기 부상 
방식은 무마찰 구동이 가능하고 고온, 진공, 청정 
등의 환경에서 사용이 용이하며 구동 성능을 실시

간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기존의 자기부상 방식 리니어 모터는 
별도의 리니어 자기 베어링을 장착해야 하므로 모

터의 크기와 무게가 크게 증가하고 모터 코어와 
영구자석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정한 강성을 극복

하고 부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베어링 
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량이 매우 커져서 
실용화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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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자체 자기 부상이 가능한, 
소위, 베어링리스 리니어 모터(bearingless linear 
motor; BLLM)는 90 년대 이후 인공심장(5)에 적용

하기 위하여 활발히 개발되어 오고 있는 회전형 
베어링리스 모터 또는 셀프-베어링 모터(self-
bearing motor)(6,7)의 개념을 리니어 모터에 확장 적

용한 것이다. 회전형 베어링리스 모터가 그렇듯이 
별도의 베어링 요소 또는 추가 권선 없이도 대칭

적으로 작용하는 이동자와 고정자 사이의 흡인력

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동 제어와 부상 제어가 동시

에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자기부상 방식의 장점

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고 
전력 소모량, 효율 및 제작비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장에서는 제안된 영구자석형 BLLM 의 구조와 

특징, 동작 원리를 소개하고, 3 장에서는 FEM 해석을 
통하여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시스템 매개변수를 추출

하여 가장 간단하게 정립된 이론 모델을 바탕으로 
비례-미분(PD) 제어기법을 사용하여 부상력/추력 독

립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4 장에서는 영구자석형 
BLLM 시작품을 제작하여 수행한 구동시험을 통하

여 자기 부상 및 이동 제어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안된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보였다.  

2. 구조 및 구동 원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구자석형 BLLM 은 Fig. 
1 에 보이는 것과 같이 기존의 양측식 리니어 모

터의 구조와 유사하다. 즉, 자석의 극이 교번되면

서 상하 대칭되도록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있는 고

정자가 가운데 위치하고, 다수의 권선이 감긴 상

하 코어가 역시 대칭을 이루며 고정자와 일정한 
공극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이다. 물론 상하 코어

는 고정자의 측면을 우회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종단면은 □자 형태를 갖는다. 기존 양측식 리

니어 모터는 단순히 추력을 2 배로 키우고, 고정자

와 이동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상쇄시켜 리니

어 베어링에 작용하는 마찰 또는 하중을 최소화하

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상하 코일에 인가되는 구동 
전류를 동일하게 공급한다 . 반면에 영구자석형 
BLLM 은 이동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극 변화에 따

라 각각 두 그룹으로 된 코일부에 공급되는 전류

가 제어된다. 즉, 추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하 코

일에 흐르는 3 상 전류의 위상은 동일하게 주어지

지만, 부상을 위해 전류의 진폭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BLLM 의 부상원리

 
 

Fig. 1 Configuration of a PM-type BLLM 
 

는 공극에 영구자석이 삽입된 능동 자기 베어링 
(active magnetic bearing; AMB)의 부상 원리와 거의 
같다. 위상이 변하지 않을 경우(즉, 이동자가 좌우

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상하의 공극이 동일하다

면 상하 권선에 공급되는 전류의 진폭도 동일하게 
되는데, 이것이 AMB 에서의 바이어스 전류(bias 
current)에 해당 한다. 이후, 중력 또는 외력에 의 
해서 상하 공극이 달라지면 상하 코일의 상전류 
진폭을 가감하여 원래의 부상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어가 이루어진다. Fig.1 과 같이 제안된 BLLM 의 
부상 제어는 상하 방향(z 방향) 병진운동과 y 축 
중심으로의 회전운동 등, 2 자유도에 대해 이루어

지는데, 이를 위해 Fig. 1 에서 권선들을 상하좌우

로 4 그룹(그룹 1 - U1, U2, U3; 그룹 2 - U4, U5, 
U6; 그룹 3- L1, L2, L3; 그룹 4 - L4, L5, L6)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속한 3 개의 권선에는 3 상 전

류가 독립적으로 인가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먼

저 이동자에 z 축 방향 변위가 발생하면 공극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두 그룹에 흐르는 상전류의 진

폭을 감소시키고, 공극이 커진 두 그룹의 진폭을 

증가시켜 상하 공극이 동일해지도록 제어한다. 유

사한 방법으로, 이동자가 y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

는 경우, 공극이 줄어든 두 그룹(y 축에 반시계 

방향 회전인 경우 그룹 1 과 4)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을 줄이고, 나머지 두 그룹에 흐르는 전류의 

진폭을 증가시킨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과정에

서 각 그룹 내의 3 개 코어에 흐르는 상전류의 상

대 위상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위상은 이
동자의 x 방향 위치 제어와 관계가 있으며, 그 제
어 방법은 기존의 리니어 모터와 대동소이하다. 
한편, Fig. 1 에서 y 방향 병진운동 및 z 축 중심의 
회전은 위의 부상 제어가 안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수동적으로(passively) 안정하고, x 축 중심의 회전 
거동이 수동적으로 안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
계 조건, 예를 들어 영구자석 폭 대비 고정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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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크거나 이동자의 무게중심이 최대한 아래쪽

에 위치시키는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상제어를 위하여 비접촉 변위계와 

실시간 디지털 제어기, 다채널 전력 증폭기가 필

요하지만, 제어기와 증폭기는 기존의 인버터와 파

워모듈을 대체하는 것이고 모터 자체에는 추가적

인 자기 베어링이 없어도 되므로, 전체 시스템은 
오히려 콤팩트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3.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기 설계 

3.1 추력 및 부상력 모델링 
이동자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을 모델링하기 위해, 

Fig. 2 에서 Bp와 Bc 로 각각 표시한 바와 같이, 영
구자석과 전자석에 의해 생성된 공극 자속밀도들

이 이동자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정현 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한다. 자속 밀도는 식 (1)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공극에서의 총 자속밀도 Bg 는 그
들의 합으로써 얻어진다.  

p pmB B sin x
π
τ

= ⎛ ⎞
⎜ ⎟
⎝ ⎠

    (1) 

c cm dB B sin (x x )
π
τ

= −⎛ ⎞
⎜ ⎟
⎝ ⎠

   (2) 

g c pB B B= +     (3) 

여기서 Bpm 과 Bcm 은 각각 공극에서 영구자석과 
전자석에 의한 자속밀도의 최대값이고, xd 는 Bp 와 
Bc 의 위상차, τ 는 영구자석의 극 간격(pole pitch)을 
의미한다. 공극에서의 자속밀도는 정현 분포로 가

정되었지만, 실제로 자기 에너지가 축적되는 부분

은 폭이 좁은 코어와 고정자 사이의 공극에 한정

되므로 이 부분에 축적된 자기 에너지 Wg 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g

g
v 0

102
22 2 20 33
4 8g g g0
30 3

2 20
pm cm pm cm d

0

B
W dv

2

wg
B dx B dx B dx

2

wg
B B 2B B cos x

2

ττ τ

τ τ

μ

μ

τ π
μ τ

=

= + +

= + +⎡ ⎤⎛ ⎞
⎜ ⎟⎢ ⎥⎝ ⎠⎣ ⎦

∫

∫ ∫ ∫  (4) 

여기서 v 는 공극의 체적, μ0 는 진공에서 투자율, 
w 는 영구자석 및 전자석의 폭(y 방향), g0 는 정상 
공극의 크기이다. 식 (4)의 자기 에너지 Wg 를 xd

와 g0 에 대해 편미분을 취하면 각각 추력과 수직

방향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 

 
 

Fig. 2 Distribution of flux density in the air gap 
 

g 0
x pm cm d

d 0

W wg
F B B si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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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π
μ 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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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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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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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 −

∂
                          (6) 

식 (5)는 기존 리니어 모터의 추력식과 동일하다. 
즉, 최대 추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동자와 고정자

의 상대위치를 고려하여 xd가 τ/2 가 되도록 제어

한다. 다만, BLLM 에서의 최대 추력 값은 xd 뿐만 
아니라 공극 g0 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음에 주의해

야 한다. 한편, 식 (6)으로부터 유도되는 수직방향 
힘 Fz 는 훨씬 복잡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는 식 
(4)에서 Bcm 와 Bpm 도 공극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Bcm 은 공극에 반비례하고 상전류 진폭에 비례하

며, Bpm 은 전류와 관계없지만, 공극의 1 차식에 반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힘 Fz 는 상전류 진폭의 
2 차식에 비례하고 공극의 2 차식에 반비례함을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xd 의 함수이기도 하다. 정밀한 
부상 제어를 위해서는 수직방향 전자기력을 정확

히 모형화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BLLM 에 대한 단순 모델로서 식 (7)과 같은 선형 
식을 가정한다. 

( )= + +z z pm iz zF K K z K i                  (7) 

여기서 z 와 iz 는 각각 수직 방향 미소 변위(즉, 공

극의 미소 변화)와 상전류 진폭의 미소 변화이고, 
Kz 와 Kpm 은 각각 전자석 및 영구자석에 의한 위

치강성계수들이며, Kiz 는 전류강성계수이다. 상기 
계수들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AMB 시스템의 전

자기력 모델링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식 (7)은 일

반적인 AMB 의 전자기력 선형화 식에 영구자석에 
의한 흡인력 항이 추가된 형태이다. 
 

3.2 추력 FEM 해석 

식  (5)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력을 
FEM 으로 해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EM 해석은 
상용소프트웨어 Maxwell(Ver.11)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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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M-type BLLM specifications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PM thickness 1mm PM residual flux 
density (Br) 0.6 T 

PM area 360mm2 pole pitch 12mm

core area 60mm2 nominal air gap 0.6mm

No. coil turns 200turns nominal current 
amplitude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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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culated thrust forces 

 
Table 1 은 해석에 사용된 변수들로서, 제작한 영구자

석형 BLLM 의 실제 사양이다. Fig. 3 에서는, 마주보

는 각각 6 개의 코어(4 개의 그룹)에 모두 동일하게 
2A 의 진폭을 갖는 3 상전류가 인가될 때 최대추력

이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수평(x)방향 이동에 
따른 추력의 변화를 식(5)에 의한 추력( )과 FEM 으

로 해석한 결과( )를 비교하였다. FEM 결과도 식(5)
의 정현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극 간격 τ 의 반

에 해당하는 6 mm 지점에서 0 이 됨을 알 수 있다. 
두 결과의 최대 추력이 약 10% 차이가 나는 것은, 
식(5)는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밀도 분포를 완전한 
정현 분포로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코어부에 자속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BLLM 의 추

력 계산에 있어서도 기존의 접근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강성계수 FEM 해석 

제어기 설계에 필요한 식(7)의 각 강성계수들은 
FEM 해석으로 구하였고, 해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Table 1 과 같다. 보다 정확한 시스템 모델을 위해

서는 실험을 통한 변수 규명이 바람직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제어기를 이용하여 BLLM 원
리의 실험적 검증을 목표로 하므로 FEM 해석 결
과로 충분하다. 

Fig. 4(a) 와 (b)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자의 변위 

 
(a) Position stiffness by only PMs 

 
   (b) Position stiffness by only electromagnets 

 
(c) Current stiffness 

Fig. 4 Results of FEM analyses 
 

가 발생했을 때 전자기력의 변화를 해석한 결과로

서 각 그래프의 선형 기울기가 위치강성계수에 해
당한다. (a)는 전류가 인가되지 않고 영구자석만 
있는 경우이고, (b)는 영구자석이 없이 상하 모두 
2A 의 진폭을 갖는 3 상전류에 의한 전자기력이 
발행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 위치강성계수는 
Kpm 은 2.09ⅹ105 N/m 이고, Kz 는 0.72ⅹ105 N/m 이

다. 주목할 점은 Kpm 이 이동자의 수평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Fig. 4(a)는 Kpm 이 가장 클 때의 결과

로서 이를 기초로 제어기를 설계하면 Kpm 이 작아

지는 위치에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 Fig. 
4(c)는 영구자석이 없고 이동자가 상하 공극이

0.6mm 로 동일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을 때, 전류 
변화에 대한 전자기력의 변화, 즉, 전류강성계수를 
보여 준다. 변화 특성은 예상한대로 매우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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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며 전류강성계수 Kiz는 약 59.7 N/A 로 
계산되었다. 위에서 얻어진 Kz 와 Kiz 가 일반적인 
AMB 시스템의 강성계수들에 비해 1/10 이하로 
작은 이유는 영구자석의 두께가 자기회로의 자기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Kpm 까지 존
재하므로 Kiz 로써 Kz 와 Kpm 를 극복하는 양의 강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제어 전류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3.4 PD 제어기 설계 및 구성 
Fig. 5 는 BLLM 의 부상 및 이동 제어를 위한 신호 

흐름도이다. 고정자에 부착된 리니어 스케일(linear 
scale)로부터 얻은 이동자의 수평방향 위치정보와, 이
동자에 부착된 비접촉 변위계로 측정된 수직방향 변
위는 A/D 변환기(미도시)를 거쳐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된 비례미분 제어기로 전달된다. 부상 제어기 
출력 전압 vc 는 정상상태 상전압 진폭 V 에 가감된 
후, 이송 제어기의 출력인 위상각이 반영된 방향 코

사인들과 곱해져 제어기 출력 전압을 생성한다. 이 
제어기 출력 전압들은 PWM 신호로 변환되어 다채

널 전력증폭기에서 전류로 변환된 후, BLLM 의 각 
코일에 인가된다. 제어기는 DSP (TMS320VC33)를 사

용하였으며, 전력증폭기는 600V/30A 사양의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을 이용한 IPM 
(intelligent power module)으로 직접 제작, 구성하였다.  

이송제어를 위한 비례-미분 제어 이득들은 실험

을 통해 조절하는 방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부상제어는 원래 불안정한 시스템이므로 간단하나

마 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제어기 설계가 필요하다. 
부상 상태의 이동자에는 자기력과 중력 외에는 힘

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식 (7)을 이용하면 다음 식

이 얻어지고, 

( )
z

z pm iz

mz F mg

K K z K i mg

= −

= + + −

&&
   (8) 

 

 
Fig. 5 Block diagram of the system 

여기서 z gi i i= + 라 하고 ig 는 중력을 상쇄하기 

위해 인가되는 양쪽 바이어스 전류의 차이라고 하
면, 1 자유도 운동방정식은 식 (9)와 같이 된다. 
 

( )z pm iz zmz K K z K i− + =&&    (9) 
 

이 시스템은 감쇠도 없고 음의 강성이 존재하는 불

안정한 시스템이지만, 기존 AMB 의 개회로 운 동방

정식에 Kpm 만 추가된 형태로서 간단한 PD 제어기만

으로도 안정적으로 부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5) 

4. 실험 및 결과 

Fig. 6 은 구동 검증을 위해 제작한 시작품의 모

습이다. 제작된 BLLM 을 이용하여 안정된 부상 
제어와 이동 제어를 성공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고,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부상 제어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이동자가 부

상하는 시간 응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Fig. 7(a)
에 보는 바와 같이 약 0.05sec 의 정착시간을 보이며 
0.2 mm 만큼 이동자가 부상한다. 이 거리는 이동자와 

비상 가이드 사이의 간격이다. 즉, 부상하지 않은 상

태에서 이동자는 고정자의 PM 표면과 0.4 mm 간격

을 이루며 비상 가이드에 얹혀져 있다. 일반적인 
AMB 는 비상 베어링 간극을 정상상태 공극의 1/2 로 
설계하는 데 비해, BLLM 에서 비상 가이드까지의 거
리를 좁게(1/3) 한 것은 Kpm 으로 인하여 공극에서의 

비선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Fig. 7(b)는 충격시

험(impact test) 결과인데 충격망치로 충격력을 가했을 

때 역시 약 0.05 sec 내에 진동이 감쇠되어 안정화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과로부터 대략적인 고

유진동수와 강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고유진동수는 
약 50 Hz (314 rad/s)이고, 이동자의 무게는 약 4.5 Kg
이므로 강성이 약 4.44ⅹ105  N/m 이다.  

마지막으로 영구자석형 BLLM 의 구동 중 진동

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동자가 일정한 속도로 이

동하는 동안의 변위를 관찰하였다. Fig. 7(c)에서 
0.05 m/s 의 속도로 이동자가 수평이동을 할 때 수

직방향 진동량은 대략 20~30 μm (peak to peak)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동속도에 따라 다르고 
가감속 시에도 달라진다. 한편, Fig. 7(c)의 센서 신

호는 Fig. 6 에서 보이듯 이동자 위쪽에 장착 된 4
개의 비접촉 변위계 중 왼쪽 2 개의 신호를 평균 
낸 것으로서 실제 이동자는 x 축을 중심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 있다. 속도를 0.05 m/s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Fig. 7(c)의 진동량이 증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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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BLLM prototype 

 

 
(a) Starting test 

 
(b) Impact test 

 
(c) Moving test  

Fig. 7 Results of the experiment  
 

그보다는 위의 이동자가 기울어진 각도가 증가하여 
이동자와 비상 가이드와의 접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수동 안정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 수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실제 현

장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느린 속도이고 큰 진동이지

만, 각 자유도 사이의 연성과 비선형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제어기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제안된 
BLLM 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바 없는, 
리니어 가이드나 별도의 장치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기 부상이 가능한 영구자석형 BLLM 을 제안하

였다. FEM 해석 결과를 토대로 수직 방향의 전자

기력을 선형화시켜 간단한 비례-미분 제어기를 설

계하였다. 원리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충격 
및 이동 시험을 수행하여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0.05 m/s 의 저속이지만, 이동 중에도 이송 제어와 
부상 제어가 동시에 구현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각 자유도 간 연성효과를 포함한 시스

템 동특성 규명, 영구자석의 극 간격에 해당하는 
주기적 진동 문제 해결, 이송 제어와 부상 제어 
사이의 연성효과를 고려한 제어 알고리즘 개발 등

의 연구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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