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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의 구조에서 영구자석(PMLSM :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 

이 레일에 고정되고 코일이 움직이는 기존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와 달리 영구자석 고정자 코일 이( = , = 

동자 코일이 고정되고 영구자석을 움직이는 영구자석 이동자 코일 고정자 구조의 위치제어시스템을 ), , ( = , = ) 

제안하고자 한다 위치 측정은 개의 홀센서를 사용한다 이 방식은 엔코더 출력 펄스 신호 대신에 개의 홀. 2 . 2

센서에서 발생되는 구형파 신호를 체배하여 이동자의 속도와 위치를 추정한다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개의 4 . 2

홀센서로 의 벡터제어를 구현하였을 때 정격속도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PMLSM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또 하드웨어 실험으로 시스템의 위치제어성능은 의 측정범위 내에. 30~50 mμ

서 의 정밀도로 기존시스템보다 배나 개선되며 경제적 효율성과 제안된 위치제어 개념의 실용적인 10~20 m 2 , μ

유용성도 확인하였다 개의 홀센서를 이용한 벡터제어는 협소한 공간에도 취부 할 수 있으므로 엔코더나 레. 2

졸버의 장착이 어려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Abstract: A position control system composed of the PMLSM(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unlike conventional linea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s fixed to the permanent magnet moving coil 

rails (permanent magnet = stator, coil = mover), the coil is fixed, moving the permanent magnet, we propose 

a position control system (permanent magnet = mover, coil = stator) structure. Position is measured not using 

conventional encoder or resolver but by adopting vector control method using 2 hall sensors generating 

rectangular signal. This method estimate the velocity and position of mover by using the quadruple of two 

hall sensor signal instead of encoder signal. Vector control of PMLSM using 2 hall sensor generating 

rectangular wave is proved to control the system stable and efficiently through simulation. Also hardware 

experiment reveals that the position control performance is measured within the range of 30~50 m in the μ

accuracy of 10~20 m, which is improved twice to the conventional method. The proposed method exhibits its μ

economical efficiency and practical usefulness. The vector control technique using two hall sensors can be 

installed in narrow place, accordingly it can be implemented on the system where the conventional encoder 

or resolver cannot operate.

V 속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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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현재 산업현장에서나 공장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이송시스템은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과 자

석플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 

구조가 간단하고 고속동작이 가능하며 전기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1)

영구자석형 리니어 동기식모터의 서보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석플레이트 의 속도와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고정자에 자기력이 발생. 

하는 시점을 결정하고 속도 및 토크제어를 위한 

시스템의 필수적 인 정보이다.(2,3)

기존의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의 속도와 위치 

측정을 위해서 엔코더 또는 레졸버와 같은 위치 

센서를 사용하고 방식 방식 또는 방식, M , T M/T 

을 사용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

법이다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 시스템에서 이동. 

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펄스를 

발생시켜주는 증분식 엔코더와 이동자의 절대 위

치를 판별하여 검출하는 절대식 엔코더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4,5)

그러나 엔코더 레졸버와 같은 광학식 위치센, 

서는 그 크기와 내구성 면에서의 문제로 조립 할 

때에 곤란한 점이 있다.(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서리스 서보제

어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 

기존연구 결과는 센서리스 방법을 사용하여 서보 

제어할 때 저속에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홀센서를 사용하여 왔다.(7~9)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속도에 따라서 홀센서를 

이용하는 방식과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별적으로 채택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 

이 있다.(10~13)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을 이용Fig. 1 PMLSM

한 자석이동자의 전체 제어 블록도이다. 

Fig. 1 Overall magnetic control block diagram of operation

에서 보았듯이 고정자 영구자석형 동기Fig. 1 , 

식모터가 축에 고정되어 있고 그 위로 이동자인 

자석플레이트가 움직이는 구조이다 이 시스템의 . 

양쪽에는 개의 홀센서로 구성된 센서보드가 위2

치하며 자석의 위치 및 속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영구자석의 자극 위치를 측정하기 위

해 홀 센서를 영구자석의 자속에 대해 도 간, 90

격으로 배치하여 이동자의 영구자석의 위치를 , ( ) 

측정하였다.

구형파 를 이용한 속도 2. 2-Hall Sensor

측정과 서보제어

서보제어를 위해서는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 

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측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속도 측정 방법인 방법 방법 그리M , T

고 방법은 고속 저속 그리고 고속과 저속에M/T , 

서 각각 장점을 갖는 속도 측정 방식이다.(1)

그러나 엔코더나 레졸버와 같은 속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가격이 상승되며 비효

율적으로 되므로 이를 대신하여 구형파를 발생시키

는 개의 저렴한 홀센서를 사용하여 속도와 위치를 2

추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보제어를 구현하였다. 

속도 측정 방법2.1 

개의 홀센서에서 간격으로 발생하는 구형2 90°

파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 

의 속도 측정 방법인 방법은 엔코더의 한 주기T

가  클럭 펄스를 계수할 주기가 된다.

그러나 제안하는 속도 측정방법은 과 같Fig. 1

이 홀센서의 신호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부분을 

검출하여 그 신호를 속도 측정주기로 결정한다. 

이 때 검출된 신호는 방법과 같이 엔코더 입력 T

ta 가속시간: (s)

td 감속시간: (s)

x 스트로크: (m)

 베어링계수: 

Fe 기타저항: (N)

tf 정속시간: (s)

tdwell 휴지 시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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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ection of rising/falling edge in the signal 
of Hall sensors A,B

Fig. 3 Detection of the rise/fall signal in the Hall sensor 
and speed measurement using counter signal

Fig. 4 Logic circuit for the detection of rising/falling 
time of the Hall sensor signal

신호의 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Rising edge . Fig. 

에서와 같이 각각의 검출 신호마다 구성된 회로에3

서 발생시킨 의 펄스 수는 개이므로 20[kHz] 32,767

이 펄스 수가 되면 초기화가 된다.

는 홀센서 와 홀센서 신호의 상승 또Fig. 4 A B 

는 하강하는 시점을 검출하는 내부의 논리 회로

를 나타낸다. 

홀센서 신호가 을 거쳐 논리연산자 D-Flipflop

에 의해 연산되면 홀센서 와 홀센서 의 상XOR A B

승 또는 하강시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속도 측정을 위한 카운터 신호는 논리회로를 이용

하여 로 분해하여 사용하였다20[KHz] .

홀센서 와 의 신호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A B

Fig. 5 Distance detection using the counter and the 
motor phase U

시점을 검출한 신호의 주기는 식 과 같이 나타(1)

낼 수 있다.  

  


                      (1)

여기서 은 속도 측정을 위한 홀센서의 상승m , 

하강신호 사이에 계수된 의 펄스 수를 20 [kHz]

나타낸다.  

주기에 관한 식을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바꾸

어 주면 식 와 같이 된다(2) .

         


 

                 (2)

식 에서 구한 주파수 로 리니어모터의 이동(2) (f)

속도를 구하면 식 이 된다(3) .

          ×

 ×
             (3)

 
본 논문에서는 식 을 사용하여 의 속(3) PMLSM

도를 구하고 이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자의 위치

를 구한다.

속도 측정에서의 보간법2.2 

구형파를 발생시키는 개의 홀센서를 사용하고 2

검출된 신호를 이용하여 자석플레이트의 단위 폴피

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단위 폴피치를 기준으로 . 

이동자를 움직일 수 있으며 영구자석의 가공오차, 

제작오차 그리고 구동오차를 보정할 수 있다. 

즉 가공오차 및 제작오차에 의해 영구자석 간, 

의 배치가 일반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고정밀

도를 갖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검출되는 단위 폴피치 

와 고정자의 상을 기준으로 자석을 구동함으로써 

이동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에서 이동자의 위치는 카운터를 이용하여Fig. 5

부터 까지 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0 3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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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rpolated signal from the magnetic track

 Fig. 7 Magnetic track from interpolated signal

모터의 상과 카운터의 시작점을 맞추어 모터의 U

거리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에서는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의 영구자Fig. 6

석 트랙에서 나오는 파형을 에서 Sin/Cos 2bit 

까지 보간한 신호를 나타낸다 이 신호를 이8bit . 

용하여 을 확보할 수 있다High Resolution . 

은 이동자의 의 위치를 도시한 Fig. 7 Pole pair

것으로 의 극이 로 구성된 마그네N-S-N-S 4 360°

틱 트랙을 나타낸다 이 주기는 홀센서. N-S-N-S 

를 위상 차로 배치하여 거리를 정밀하게 보간 90°

할 수 있다.

구형파 를 이용한 자석 이동자 2.3 2-Hall Sensor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자석플레이트가 이동하는 구조

로 자체 부하가 적어짐으로써 영구자석형 동기식

모터의 빠른 과도 응답을 갖는 토크제어가 가능

하다.

은 속도 계산과 위치 추정을 표현한 블록Fig. 8

도 이다 홀센서 신호와 근접센서의 신호를 받아 . 

이동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 , 

신호는 이 상위 제어기MICOM(DSP Controller)

로 전달하고 상위제어기가 이동자의 속(DRIVE)

도와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Fig. 8 Speed calculation and estimated position sensor 
system block diagram

 

 Fig. 9 Position correction block diagram for the magnet 
plate

 

Fig. 10 PMLSM Simulation

 

시뮬레이션3. 

본 논문에서는 과 같이 프Fig. 10 MAXWELL 

로그램을 이용하여 영구자석형동기식모터를 시뮬

레이션 하였다.

은 실험에 사용된 영구자석형 동기식모Table 1

터의 정격 및 파라 미터 등의 제원을 나타내는 

표이다.

에 나타나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Table 1

모터가 구동되는 시간을 구하면 식 가 된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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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PMLSM

 

                   

                  

Fig. 11 Speed and thrust versus time for a PMLSM

    t=ta+tf+td+tdwell                     (4)
                                              

 
구동되는 시간에 맞추어 영구자석형 동기식모

터의 추력을 계산하면 식 가 된다(5) .

  

××××
    (5)

이와 같은 식으로 모터의 정격추력과 최대추력을 

계산하고 모터를 선정하였다.(Nanomotion technology 

사의 FMD 110A 130S)

Fig. 12 Construction of the PMLSM

 
 

Fig. 13 Magnet motion system using a PMLSM

이상의 식 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1)~(5)

행한 결과 과 같이 모터의 속도와 추력에 Fig. 11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모터를 사용하여 영구자석형 동기식모

터의 자석이동자 시스템을 과 같이 구Fig. 12,13

축하였다.

실험 결과4. 

제안된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는 홀센서 와 홀센서 의 신호가 상승 Fig. 14 A B

또는 하강 시점을 검출한 파형이다.

항목 값 단위

속도(V) 0.4 m/s

가속도(ta) 0.8 m/s²

감속도(td) 0.8 m/s²

스트로크(x) 1.4 m

부하 30 kg

무버 10 kg

베어링계수() 0.05

기타저항(Fe) 10 N

정속도(tf) 0.4 m/s

모터무게 3 kg

휴지 시간 (tdwell) 0.5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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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all sensor waveform of the detected signal

Fig. 15 Magnet positioning

Fig. 16 Motion of the magnet plate according to 
the Hall sensor signal 

홀센서 와 홀센서 의 파형이 의 간격을 A B 90°

유지하고 홀센서 신호의 상승 및 하강 신호가 잘 

검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홀센서 와 홀센서 의 신호가 이동자의 위치A B

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보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속도를 적분하여 이동자의 위치를 구할 

Table 2 Compare with PMLSM system(Conventional 
Magnetic system & Proposed system)

 

Table 3 Specification of Driver
 

 

때 마다 입력된 홀센서 신호를 통해 이동자의 90°

위치를 보정해 주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리니어 모터가 이동자가 되어 움직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모터가 고정자가 되고 

자석플레이트가 이동자가 되므로 모터간의 신호

처리도 용이하다. 

에서 이동자는 고정자 에Fig. 15 i(Motor Coil i)

서 고정자 로 이동하면서 모터의 k(Motor Coil k)

상 신호를 발생시킨다UVW . 

동기화된 상 신호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UVW

터 같은 신호를 발생시키며 위치를 보정한다.

과 같이 이동자가 움직일 때 첫 번째 모Fig. 16

품 목 사양

Channel 1

Nominal Supply Voltage 3 220VΦ 

Continuous Current 

at Ta=25 , 20KHz PWM℃
15A

Max Current 35Arms

Peak Current 50 Apeak

PWM frequency 20kHz

Position Sensor Scale

(Analog Hall Sensor Scale)

100um

센서보드의 사양에 준함

Software

모터 파라메터 입력

기능Position Tunning

속도속도 모니터링, Error

위치위치 모니터링, Error

전류모니터링

Jogging Mode

가동자 위치 표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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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otor phase angle of rising phase U

Fig. 18 Sensor signal of motor operation(Stroke : 1.4m)

터의 홀센서 신호가 두 번째 모터의 홀센서 신호

와 동기화 됨으로써 이동자인 자석플레이트의 움

직임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석플레이트는 임의의 위치에 정지가 가능하

며 정지 하였을 경우 자석플레이트가 놓이게 되

는 위치에서 신호를 발생시킨다 본 실험은 Brake . 

자석플레이트의 피치를 로 하였으며 이를 30mm

를 이용하여 채배하여 보간 하였고 DSP Controller 4

이송속도는 최소 에서 최대 사100mm/sec 1~2m/sec 

이에서 구동할 수 있었다.

에서 보듯이 의 측정범위에서 Table 2 30~50µm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 정밀도나 가격 면에서 기

존의 시스템보다 훨씬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동기식모터를 고정자

로 하고 자석플레이트를 이동자로 구성하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홀센서를 이용하여 이동자의 위치를 . 

검출하는 엔코더리스방식을 사용하는바 기존개념의 

위치제어시스템보다 배의 정밀도를 갖는 효율적인2

시스템으로 확인하였다.

기존의 엔코더나 레졸버를 사용하여 속도 정보

를 얻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형파 홀센서 개로 2

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서보제어를 시뮬

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구현하였다.

센서리스 시스템의 구동시 부하토크가 큰 상태

에서 위치오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도 홀센서를 통해 추정위치를 보상하므로 서 엔

코더나 레졸버를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오차 범위

가 작은 것을 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엔코더나 레졸버를 장착하기 

어려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나 물류시스템의 구현이 가FA

능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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