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기존의 절대위치 감지 방식은 초기위치를 알기 위하여 이동
자의 위치를 초기화해야 하고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MR 센서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선형모터 이
동자 절대위치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센서값을 이
용하여 절대위치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ADC 기능과 실시간
연산 기능이 필요하다. 때문에 8bit MCU(Atmega324PA)를 이
용했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MR 센서의 출력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Instrumentation Amplifier를 이용하여 증폭된 출력을
MCU로 읽어 사용했다. 제안 시스템의 회로 및 알고리즘을 구
현하였고 이를 이론적, 실험적 분석을 통해 동작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선형모터는 직선으로 직접 구동되는 모터로, 회전형 모터를
펼쳐놓은 구조이다. 선형모터는 이동자의 절대위치와 상대위치
를 알아야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이동자의 초기위치를 알고
있다면 상대위치 만으로도 모터 제어가 가능하나, 전원 공급시
이동자의 초기위치를 모른다면 상대위치만으로 선형모터의 정
밀한 제어는 불가능하다.[1]

기존에는 이동자 밑에 극성에 맞게 가공한 자석을 부착하여
Hall 센서를 이용해 절대위치를 판별하였다. 기존 방식은 절대
위치 판별을 위한 자석의 배열이 불규칙적이어서 양산시 조립
및 작업성에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동자와 비슷한 크기의
자석을 가공하여야 하므로 구현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초기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동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MCU와 MR 센서를 이용하여 이동자의 초기위치 및
절대위치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자석을 이
용한 기존 이동자 모형이다.

그림1. 자석을 이용한 기존 이동자 모형

2. MR 센서를 이용한 선형모터 절대위치 비접촉
판별 시스템

MR 센서는 감지부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자계의 변화
를 감지해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이다. 소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자계를 변화시켜 전압을 검출하고, 이에 따라 이동자
의 위치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안했다. 그림 2는 제안 시스템
에 사용한 MR 센서의 단면 구조를 나타냈다.

그림 2. MR 센서의 단면구조          그림 3. 판별 시스템 구성도

2.1 제안 위치판별 시스템의 구성
그림 3은 제안 위치판별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이

동자 밑부분의 양쪽 끝부분에 MR 센서가 각각 한 개씩 존재
하고, 센서와 이동자의 간격은 2mm이다. 그림 4는 제안 시스
템에서의 이동자 모형이다.
제안 시스템에서 MR 센서와 이동자 간의 간격으로 인해 출

력의 변동 폭이 너무 작아 센서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준전압인 2.5V를 기준으로 변화량을 증폭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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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할 수 있는 Instrumentation Amplifier를 설계하여 이용하
였다. Instrumentation Amplifier의 출력식은 아래와 같다.

  




   (1)

   ,    ,    ,

  로 설정하여 6배의 증폭률을 갖는 회로를 설계

하였다.
그림 5는 6배의 증폭률을 갖도록 설계한 Instrumentation

Amplifier의 모습이다.

그림 4. 이동자 모형을 위에서 아래로 볼 때 구성도

그림 5. 설계한 Instrumentation Amplifier 

2.2 제안 시스템의 Case 설정
제안 시스템에서 MR 센서의 전압 변동 모습과 특성을 고려

하여 총 5가지의 Case를 설정하였다.
표 1은 제안 시스템에서 Case 설정을 위한 Parameter 설명

이다.

Parameter 설명

G
시작점부터 MR센서 S1까지의 거리

설정값은 240

P
MR센서 S1과 S2간의 거리

설정값은 220

M
이동자 밑면 삼각형의 가로길이

설정값은 110

N
이동자 밑면 삼각형의 세로길이

설정값은 4
K 이동자 밑면 삼각형에서 감지중인 가로길이
L 이동자 밑면 삼각형에서 감지중인 세로길이
q MR 센서의 전압과 위치간 비례상수
X 시작점에서부터 이동자까지의 거리 = 좌표

V1, V2 MR 센서로부터 얻는 전압
G, P, M, N은 시스템 구성시에 알 수 있는 값이다.

표 1. Case 설정을 위한 Parameter 설명

Case 1은 MR2의 전압이 기준전압보다 낮은 경우, Case 2는
MR2의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 Case 3는 MR1의 전압

이 기준전압보다 낮은 경우, Case 4는 MR1의 전압이 기준전
압보다 높은 경우, 마지막으로 Case 5는 모든 센서에서 전압의
변화가 없는 경우이다.
그림 6은 제안 시스템의 Case 구분을 위한 도식이다. 그림

7은 제안 시스템의 알고리즘도이다. MR 센서로부터 MCU의
ADC단자로 전압값을 받아오고 각 Case에 적합한지 판단 후
수식을 계산하여 절대위치를 판별한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그림 6. 각 Case 구분을 위한 도식

2.2.1 Case 1
Case 1의 경우 V1 = S1 기준전압, V2 = (S2 기준전압–b)

로 읽힌다. L2 = q*b로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자 절대위
치 X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

2.2.2 Case 2
Case 2의 경우 V1 = S1 기준전압, V2 = (S2 기준전압+b)로

읽힌다. L2 = q*b로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자 절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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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3)
2.2.3 Case 3
Case 3의 경우 V1 = (S1 기준전압-a), V2 = S2 기준전압

으로 읽힌다. L1 = q*a로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자 절대
위치 X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4)

2.2.4 Case 4 & Case 5
Case 4의 경우 V1 = (S1 기준전압+a), V2 = S2 기준전압

으로 읽힌다. L1 = q*a로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이동자 절대
위치 X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5)
Case 5는 V1과 V2 모두 기준전압으로 읽히는 경우이다.

그림 7. 제안 시스템 알고리즘도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절대위치 판별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
해 판별시스템 구성도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MCU는 Atmega324PA이고, UART통신을 이
용하여 PC로 각 센서의 ADC값과 Case 판별 결과, 시작점으로
부터의 거리(절대위치)를 확인하였다. 오차는 목표치인 3cm 이
내를 만족시켰다.

그림 7. 제안 회로도 PBA 앞,뒷면

그림 8. 실제 이동자 모형을 밑면에서 찍은 모습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형모터 이동자 절대위치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감지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센서와 연산처리장치(MCU) 및 주변회로를 제안하였
다. 제안된 선형모터 이동자 절대위치 감지 시스템의 알고리즘
검증 및 회로 동작은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Case 판별
과 절대위치 판별은 3cm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서 잘 이루어졌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기존 방식에 비하여 구현 단
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기에 절대위치 판별을
위하여 이동자의 위치를 초기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져스텍의 연구비 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대학ICT연구센터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0-2018-0-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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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위치 결과

10mm

210mm

270mm

330mm

390mm

x

표 2 이동자의 절대위치에 따른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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