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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해석법에 의한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의 회로정수 도출  동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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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Dynamic Characteristic and Circuit Parameter of Linear Swi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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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analysis on dynamic characteristic and circuit parameter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 by electromagnetic analytical method. Above all, using space harmonic method, which is electromagnetic method, 

the air-gap flux density is analyzed in the both align and unaign positions, and the inductance profile, force characteristic 

and resistance per phase are calculated by means of the process. The validity of the analyzed results are demonstrated 

by the finite element method(FEM) and manufacture of the prototype machine. Second, the dynamic simulation is 

analyzed by the use of circuit parameters derived from analytical method,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rototype 

machine is manufactured to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simulation analysis.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characteristic equation suggested in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design, analysis and application of L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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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직선형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 : 이하 LSRM)는 회 형 스 치드 릴럭턴

스 동기(Switched Reluctance Motor : 이하 SRM)를 축방

향으로 잘라 펼쳐놓은 형태로 직선 운동이 필요한 시스템에

서 직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반도체 이송장치  

물류 수송 시스템의 구동 장치로 응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회 형 기기에서 기어, 크랭크 등과 같은 직선 운동 변환 장

치를 통한 추진력 발생에 비해 기계  변환 손실이 없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단  체 당 토크, 효율  컨버

터의 정격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른 기기에 비해 우수한 특성

을 갖는다.[1],[2],[3] 그러나 LSRM은 펄스 형태의 구동 방

식에 의하여 추진력 리 이 필연 으로 발생하여 소음, 진동

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리  감을 한 연구가 필

요하다. LSRM의 경우 회 기인 SRM과는 달리 추진력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수직력이 법선 방향으로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직력 특성에 한 정  악이 필수 이다. 한, 

LSRM은 SRM과 달리 직선형 기기의 특징으로 공극이 매

우 크므로 설 자속이 크고, 인덕턴스의 값이 공극이 작은 

SRM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성능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LSRM의 산업 분야 활용을 하여 정확한 해석  설계가 

필수 이지만 지 까지 제한 인 범 에서 연구가 이루어졌

다. 

즉, R.Krishnan[3]과 Lee[4]는 SRM의 설계 특성식을 등

가 변환하여 LSRM의 기  자기회로를 설계하고, 정렬시

와 비정렬시의 인덕턴스를 퍼미언스법을 용하여 계산한 

후 에 지 평형식에 의해 수직력  추진력을 구하여 유한

요소법과 실험에 의해 해석법을 검증하 다. 이 경우 정렬

에서 비정렬 구간에 해당하는 해석 역에서 인덕턴스 로

일과 수직력  추진력 특성을 각 치마다 일일이 구하

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극이 큰 

LSRM의 경우 설 자속이 크기 때문에 특성 해석의 오차

가 커진다. 한 U.S.Deshpande[5]와 Uday Deshpande[6]는 

자기회로를 고려한 2차원  3차원 퍼미언스법으로 LSRM

의 인덕턴스와 힘을 해석하 으나, 해석 모델의 구조  사

양이 변하면 처음부터 다시 반복 계산해야 하므로 다양한 

구조의 해석 모델에 용하기에는 부 합하며, 공극이 큰 경

우에는 설 자속이 많아져 오차가 크다. 한, Lim[7][8]과 

N.S.Lobo[9]는 LSRM의 동특성 해석  실험에 한 연구

로 엘리베이터에 용하기 하여, 등가 변환법[3][4]과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회로정수 도출  설계 사양을 결정하고 

속도  치 로 일과 제어 알고리즘인 추력 분배 함수

를 용하여 지령 조건을 추종하는 동특성 시뮬 이션을 수

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LSRM을 이용한 엘리베이터는 기존

에 연구된 회 형 유도기나 직선형 유도기 등보다 수직력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고정 치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

는데 유리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상 으로 큰 수직력에 의

해 설계 구조물의 강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극은 시

스템을 고려한 한 크기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

성 해석시 공극에 따른 힘 특성과 구조 해석을 동시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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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LSRM의 정 한 해석에는 특성방

정식에 반드시 공극의 크기 변화를 고려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석 모델에 공극을 고려하지 않은 특성식  동

특성 해석과 실험이 수행되고 있고, 스 칭 력 변환 장치

와 제어를 통한 구동 성능 개선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그러나 LSRM의 응용 시스템에 따라 한 공극의 크기로 

결정해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정  해석이 어

려운 실정이다. 재 국내외 으로 LSRM의 자계 분포 특성 

해석, 회로정수 도출, 정특성  구동 특성 해석을 정 하게 

하기 하여 기기기의 특성 해석에서 유한요소법 등의 수

치해석 상용 로그램이 일반 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상의 3차원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 시간이 

커지므로 여러 개의 설계 변수를 고려한 특성을 다양하게 

분석하기에는 합하지 않고, 동특성 시뮬 이션  제어 정

수 도출 한 매우 어렵다. 즉, LSRM과 같은 직선형 기기

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동 거리만큼의 해석 이 필요하

게 되어 회 형 기기에 비해 소요되는 계산시간이 매우 커

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설계 변수는 물론 공극 효과, 카터계

수 등을 특성방정식에 반 하여 특성 해석과 제어를 한 

회로정수 도출에 자장 이론을 용한 해석 인 방법인 공

간고조 법을 용한 해석법을 확립하 다.

즉, 공간고조 법은 해석 모델에 한 가동자 한 상의 입

력 류를 면 류 분포[10][11]로 취 하여 가동자의 치를 

변수로 하는 특성식을 세워 정렬로부터 비정렬 치로의 가

동자의 연속 인 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악할 수 있도

록 하 다. 한 공극의 크기 변화에 따른 설 자속을 고

려하기 하여 고정자의 치에 따라 카터계수[12]를 용하

여 공극 자속 도 특성식을 유도하 고, 가동자와 고정자간 

상  치 변화를 고려한 유효 면  로 일, 그리고 상당 

턴 수를 고려하여 LSRM의 공극 자속 도, 인덕턴스 로

일[13]을 도출하 다. LSRM의 힘 특성은 공간고조 법으로 

도출된 선과 법선방향의 자계특성식을 1차측과 2차측에 

한 자기력을 해석하는 맥스웰 응력법에 용하여 해석

하 고, 한, 자계특성식으로 계산된 공극 자속 도와 면

의 곱으로 에 지 평형식[14][15]으로 힘을 계산하여 해석된 

결과를 비교하 다.

시작기에 의한 실험 특성을 얻기 하여 LSRM의 제작 

 실험 설비와 물론 스 칭  센서부를 포함한 구동 제어 

시스템을 제작하여 구성하 다. 즉, DSP2406A 제어부, 비

칭 컨버터 력 변환 회로[2],[3],[16],[17]를 이용한 인버터 

 센서부 등으로 구성된 구동시스템을 제작하 다. 한, 

압원 제어방식  류 제한 쵸핑 방법을 용하여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 으며, 류 제한에 의해 평활 류가 

입력되기 때문에 리 이 감된 추진력 특성을 측하 다. 

즉, 구동 특성을 실험하기  단계로 LSRM의 압방정식을 

이용한 동특성 시뮬 이션을 압원 제어방식[2]  단일 펄

스 구동을 매트랩 시뮬링크를 통하여 구 하 다. 단일 펄

스 구동 해석의 경우 LSRM의 인덕턴스와 항  입력 

압에 따라 류의 수렴을 확인할 수 있어 스 칭 구간  

류의 크기에 따른 추진력 특성과 리 을 해석할 수 있다. 

시뮬 이션과 동일한 기  입력에 하여 측정된 류 

형과 시뮬 이션 해석 결과는 잘 부합되므로 동특성 시뮬

이션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즉, 유한요소법이 직선형 기기를 해석하는데 있어 가동자

의 이동에 따라 해석 을 가변하여 다수의 설계 변수를 

고려한 특성 해석에 과다한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제

어 정수 도출에도 어려움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자장 이론을 용하여 공간고조 법에 의한 해석 으로 도

출한 특성식은 1차측 고정자와 2차측 가동자의 상  치를 

고려하기 하여 정렬 면 의 로 일을 설정하여 치 변

화를 변수로 하는 특성식을 세웠고 이를 하여 1차측의 여

자 류를 면 류로 가상하기 하여 카터계수를 용하

다. 이로써 LSRM의 특성을 해석하여 기존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 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하여 시작기 제작을 통한 실험  유한요소법, 에 지 평

형법, 맥스웰 응력법과 비교 검토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는 기계  변환 손실 없이 직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스

템에 설계 변수를 고려하여 요구 사양을 만족하는 LSRM의 

설계  특성 해석, 응용에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2 . 공간고조 를 이용한 LSRM의 특성식 도출  

동특성 모델링

2 .1  해석 모델과 등가 류

그림 1  (a) LSRM의 모델, (b) 해석을 한 간이화 모델

F ig. 1 (a) Model of LSRM, (b) Simple model for analysis

그림 2  LSRM의 1차측 류 분포 모델링

F ig. 2  Current distribution modeling of primary

그림 1(a)는 LSRM의 특성 해석을 한 모델이다. LSRM

은 그림 1(a)와 같이 1차측 가동자가 6극, 2차측 고정자가 4

극이 되도록 구성하 으며, 2차측 극 비는  , 1차측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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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이며, 2차측 높이를  , 공극 길이를 포함한 1차

측 까지의 높이를 이라 한다. 그림 1(b)는 Maxwell 방정

식을 용한 자기 특성 해석을 하여 그림 1(a)를 간이

화한  모델로 1차측의 면에 등가 면 류가 즉, 그림 1(a)

의 1차측 류 코일과 등가 인 면 류가 분포한다고 가정

한다.[10][11] 이때 면 류는 그림 2와 같은 분포를 하는데, 

여기서 는 슬롯 개구간, 은 상당 턴수, 는 입력 류이

다. 한, 그림 2의 류 도 분포를 푸리에 수를 이용하

여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

여기서 은 이며, 은 차 고조  차수, 는 극 간

격이다. 한, 은 한 상 류 도에 한 차 고조  최

치이며, 푸리에 수로 개하면 식(2)이고, 는 류 도

의 크기로 식(3)과 같다.

 






 

  




  

  






(2)

 




(3)

2 .2  공극 자속 도 특성식

LSRM의 간이화 모델인 그림 1(b)에서 공극 자속 도 특

성을 구하기 하여 자계의 세기 와 류 도 , 자속 도 

와 벡터 퍼텐셜 의 계식인 Maxwell 방정식 식(4)와 

식(5)가 용된다. 

∇× (4)

∇× (5)

한, 자속 도 와 자계의 세기 는 와 같은 

계이므로 식(5)와 식(4)에 용하면 벡터 퍼텐셜에 한 식

(6)을 구한다.

∇×∇×  (6)

따라서 식(6)을 벡터 연산 후, Coulomb gauge 조건 

∇∙을 용하여 정리하면 식(7)이 된다.

∇  (7)

그런데 식(7)은 그림 1(b)의 간이화 모델에서의 지배방정

식으로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공극인 역 I에서는 류가 

0이므로 식(7)은 식(8)과 같이 개된다. 











   (8)

여기서 자기 벡터 퍼텐셜 은 류가 식(1)과 같이 방

향으로 분포를 하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식(9)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9)

따라서 식(8)의 일반해는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자기 벡터 퍼텐셜인 식(9)를 식(5)에 용하면, 축, 축 

방향의 공극 자속 도 특성을 식(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1.a)

   

 

  
   (11.b)

여기서  , 은 역 I에서의 분 상수이다.

그런데 식(11)의 분 상수  , 을 구하기 하여 자계

의 연속 조건을 이용하여 식(12)와 같은 경계조건 등식을 

용한다. 

     (12.a)

      (12.b)

식(11)을 경계조건 등식 식(12)에 입하여 분상수 

와 를 도출할 수 있고 식(13)과 같다.

 


 


 


 

(13.a)






 


 (13.b)

식(13)의 분상수를 식(11)에 입하면 식(14)와 같은 공

극 자속 도의 , 성분을 구할 수 있다.

 










 


 

 
  





   (14.a)

 










 


 

 
  





   (14.b)

LSRM의 공극 자속 도는 정렬과 비정렬 치일 때 해석

하며, 비정렬 치일 때 1차측 치와 2차측 슬롯 구조에 의한 

공극 길이를 보완하기 하여 식(15)의 카터계수를 사용하

여 자속 도를 해석하 다.[12]

 ′

 (15)

여기서 는 극 간격, ′는 유효 공극 길이이고, 는 식
(16)으로 나타낸다.

 

 ′

  ′


 

′


  (16)

식(15)와 식(16)으로부터 카터 계수를 이용한 식(17)의 비

정렬 치 공극 길이 가 계산된다. 

   ′  (17)

식(14)를 이용하여 LSRM의 공극 자속 도는 정렬 치

에서 를 입하여 공극 자속 도가 해석되며, 비정렬 

치에 공극 자속 도는 1차측 치와 2차측 슬롯 형상에 의

한 비정렬 공극 길이인 식(17)에 의하여  로 보정

을 한다.

2 .3  회로정수  힘 특성 해석

2 .3 .1  회로정수 해석

(1) 인덕턴스 로 일

LSRM의 정렬과 비정렬 치에 따른 인덕턴스 로 일

을 계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식(14.b)를 식(18)에 입

하여 자속을 계산하 다.

  (18)

여기서 는 1차측과 2차측이 겹쳐지는 면 이다. 식(18)

과 류, 인덕턴스와 쇄교자속의 계인 로부터 

식(19)를 도출할 수 있다.




 (19)

식(19)의 인덕턴스는 한 지 에서의 값을 계산할 수 있지

만 1차측이 비정렬 치에서 정렬 치로 이동하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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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석에는 당하지 않다. 따라서 1차측 이동에 의한 면

의 변화를 수식화하여 식(19)에 입하 으며, 이것으로부

터 2차측 극 간격에 한 인덕턴스 로 일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LSRM 1차측의 이동 치를 고려한 2차측과의 

상 인 면  변화이다. 고정자인 2차측으로부터 가동자인 

1차측이 Position 1에서 Position 4로 이동할 때 1차측 치와 

2차측 치 간의 면  로 일은 식(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인덕턴스 식(19)의 로 일은 식(20)과 같은 

면  로 일로 결정된다.

  

 







 

 

 
 


  

 
 




 

 
  




 









 (20)

여기서 와 는 정렬과 비정렬일 때의 면 이다. 

(2) 상 항

그림 4는 LSRM의 상 항을 계산하기 한 모델이다. 

집 권으로 감겨진 LSRM의 한 극의 권선 형태로 한 극의 

치 폭과 층 길이 그리고 이웃하는 극 간격을 이용하여 한 

상의 항을 계산한다. 즉, 식(21)의 수식으로 정의된다.




 

 
 (21)

여기서 은 상당 턴수,  ,  , 는 각각 치 폭, 슬롯 

폭, 층길이이다.

2 .3 .2  추진력  수직력 특성

본 논문에서는 공간고조 법에 의한 공극 자속 도 특성

식인 식(14)를 이용하여 맥스웰 응력법과 에 지 평형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힘 특성을 계산하 다. 

(1) 맥스웰 응력법에 의한 힘 특성

식(14)의 공극 자속 도 특성식과 맥스웰 응력법에 의해 

1차측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Lorenze  

Ampere 법칙과 의 계로부터 식(22)를 얻을 수 있

다.

 ∇×
 ×  (22)

벡터 연산을 통해 식(22)의 방향 힘 도 성분은 식(23)

과 같다.

  

 









   (23)

여기서  ,  , 는 각각 자속 도의 , ,   성분이다. 

식(23)은 ∇∙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24)가 된다.

그림 3  1차측의 이동에 의한 2차측과의 면  변화

F ig. 3 Area changing of secondary according to moving of 

primary

그림 4 항 계산 모델

F ig. 4 Resistance model

  

 

 


 


  (24)

여기서  ,  , 는 각각 식(25)와 같다.

  

   

  (25.a)

  


  (25.b)

  


  (25.c)

체 당 힘 도 는 발산정리에 의하여 면 분으로 나

타낼 수 있으며,    방향 성분은 식(26)과 같다.

 

   (26.a)

 

    (26.b)

여기서 는 축방향 길이이고, 은 분 경로이다. 

(2) 에 지 평형식에 의한 힘 특성

에 지 평형식을 이용하여 힘 특성을 구할 수 있다. 즉, 

에 지와 힘과의 계는 방향 미소 변  에 하여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에 지 는 기  

입력 에 지, 손실 에 지, 자기 에 지 그리고 기계  에

지에 의한 평형식으로 식(27)과 같이 표 된다.

     (27)

여기서 는 기  입력 에 지, 은 손실 에 지, 

는 장되는 자기  에 지, 은 기계  에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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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의 이동방향을 축, 수직방향을 축, 층방향을 축, 

층길이를  , 치 피치를  , 공극길이를 로 정의하면, 

축 방향 미소 변  에 하여 기계  에 지는 식(28)로 

정의된다.[3][4]

    (28)

여기서 는 수직력이다.

공극 자속 는 식(29)로 표 된다. 

 ∙ ∙

∙  (29)

여기서 와 는 1차측과 2차측에 하여 정렬되어 겹쳐

지는 구간의 길이이며, 식(30)과 같이 쓸 수 있다.



 (30)

기  입력 에 지   ∙이고, 쇄교 자속 

이므로 자속 에 한 식(30)을   ∙에 입하면 식

(31)이 된다. 

  ∙ ∙ ∙


∙  (31)

한, 식(27)의 장 에 지 는 식(32)로 표 된

다.[11][15]

 


∙

 
 



∙





 (32)

장 에 지 를 축 방향 미소 변  에 하여 식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3)

식(31)과 식(33)을 이용하여 식(27)에 입하면 식(34)가 

된다.

   




∙


∙


∙




∙

 (34)

식(34)와 식(28)을 이용하여 식(35.a)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동일한 과정으로 식(35.b)와 같이 추진력을 계산할 수 있다.

 















∙  (35.a)

 







∙




∙  (35.b)

식(35)의 힘 특성식에 공극 자속 도 특성식을 입하여 

정리하면 식(36)과 같다.

 




∙


















 


 

 
  





 






∙

 (36.a)

 




∙


















 


 

 
  





 






∙

 (36.b)

식(36)을 통하여 LSRM의 힘은 공극 자속 도 와 면  

,   각각의 곱으로 해석되지만, LSRM의 한 지 에 

한 힘만이 계산된다. 따라서 LSRM의 1차측의 이동에 따

른 연속 인 힘은 식(19)의 인덕턴스와 식(20)의 면  로

일을 계산에 의한 인덕턴스 로 일과 같이 식(20)의 면

 로 일을 식(36)에 입하여 계산한다.

2 .4 동특성 방정식

LSRM의 압방정식은 식(37)과 같다.






  (37)

여기서 는 압, 은 상 항, 는 입력 류, 은 인덕

턴스 그리고 는 동기속도이다. LSRM의 추진력은 

Coenergy로 계산되며 식(38)과 같다.

  

 ∙  (38)

식(38)을 편미분하면 한 상에 한 LSRM의 추진력을 계

산할 수 있고 식(39)와 같다.

 


 





 (39)

한, LSRM의 운동방정식은 식(40)과 같다.

   

  (40)

여기서 은 마찰력, 은 가동자의 질량이다. 식(40)을 

이용하여 힘과 속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분

하여 속도 를 구할 수 있다. 

2 .5  구동 스 칭 모델

식(36)에서 LSRM의 추진력은 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치에 한 인덕턴스의 기울기에 비례하므로 상 류의 방

향과 무 하며, 인덕턴스의 기울기에 의해서만 힘의 부호가 

결정된다. 따라서 진행방향에 하여 인덕턴스의 기울기가 

負인 곳에서 역방향의 힘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역방향 힘의 

억제를 해 1차측 치에 맞추어 스 칭 류를 인가하여 

여자를 해야 한다. 그림 5는 이  돌극 구조인 LSRM의 이

상 인 인덕턴스 로 일의 한 상에 하여 스 칭 압과 

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1차측 치에 하여 상승구간, 

하강구간, 일정구간이 존재하며, 상승구간에서 류를 인가

하여 진행방향에 하여 정방향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3

상의 LSRM 각 상에 인덕턴스 상승구간에서 류를 흐르게 

하여 이상 인 추진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식(39)를 통하여 

인덕턴스의 기울기와 류 제곱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 특성 해석 결과  시작기 제작을  통한 특성식 검토

3 .1  해석 모델의 사양  시작기 제작

3 .1 .1  해석 모델의 사양  시스템 구성

본 에서는 2.2 에서 도출한 자속 도 특성식과 2.3.2

의 힘 특성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표 1과 같은 사

양으로 시작기를 제작하 다. 그림 6은 제작된 LSRM으로 6

극의 1차측과 4극의 2차측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상에 300

턴의 권선이 감겨져 있다. 한 LSRM의 1차측은 25[kg ]

의 무게이며, 공극 길이는 5[mm]이다. 그림 7과 그림 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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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을 측정하기 한 시스템 구성도와 실제 추진력 실험 

세트로 힘 측정을 한 로드셀과 인디 이터를 설치하 고, 

정 한 치 이동을 하여 버니어캘리퍼스와 조  나사를 장

치하고, LSRM의 한 상에 원을 입력하여 힘을 측정하 다.

항    목 사    양

가동자

치 폭(wtp) 25[mm]

치 높이(htp) 50[mm]

슬롯 폭(wts) 25[mm]

슬롯 높이(hts) 50[mm]

고정자

치 폭(wsp) 32[mm]

치 높이(hsp) 25[mm]

슬롯 폭(wss) 43[mm]

슬롯 높이(hss) 25[mm]

스택 길이(Lw) 100[mm]

공극 길이(g) 5[mm]

표   1  시작기 모델 사양

T able 1  Initial model specification

3 .1 .2  스 칭 구동 시스템

LSRM은 구동을 해 그림 9와 같은 스 칭 구동 시스템

을 갖는다. LSRM의 이동에 의해 치 신호가 DSP 제어부

로 입력되면 FET로 구성된 비 칭 인버터로 게이트 신호를 

출력하여 이동에 따른 원을 입력한다. 그림 10은 그림 9

의 개요도에서 LSRM의 각 상에 원 입력을 한 력변

환부와 게이트 신호부  DC-DC 컨버터로 구성된 스 칭 

구동 시스템의 인버터이다. LSRM의 1차측 치가 센싱되어 

제어부에 입력되면 턴-온 구간을 별하여 력 소자인 

FET의 게이트 단에 신호가 입력되고 LSRM의 상에 원이 

인가되어 구동하게 된다. 이때 제어부와 력변화부는 단락

시 역 압에 의해 소손이 발생하며, FET의 게이트 동작 

압을 출력하기 해 제어부에서 출력된 게이트 신호는 승압

되어야 한다. 즉, 스 칭 구동 시스템의 소손을 방지하기 

해 포토 커 러를 통한 게이트 회로가 용되었으며, 

DC-DC 컨버터를 통해 승압된 게이트 신호가 FET에 입력

된다.

그림 5 1차측 치에 따른 인덕턴스와 스 칭에 따른 류

F ig. 5 Inductance according to primary position, and current 

according to switching

그림 6 LSRM의 제작된 모습

F ig. 6 Manufactured LSRM

그림 7 추진력 특성 측정을 한 시스템 구성도

F ig. 7 System configuration for propulsion measuring

그림 8  추진력 특성 측정 시스템

F ig. 8  Propulsion measuring system

그림 9  스 칭 구동 시스템 개요도

F ig. 9  Switching drive system overview

그림 1 0  제작된 구동 스 칭 시스템 인버터

F ig. 1 0  Manufactured switching system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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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정렬 치에서의 자속 도 특성

F ig. 1 1  Flux density of aligned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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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비정렬 치에서의 자속 도 특성

F ig. 1 2  Flux density of unaligned position

0 25 50 75
0.00

0.01

0.02

0.03

0.04

0.05

In
du

ct
an

ce
 (H

)

Position (mm)

 Analytical Result
 FEM Result
 Experiment Result

그림 1 3  인덕턴스 로 일 특성

F ig. 1 3  Inductance profile

3 .2  공극 자속 도,  인 덕 턴스 로 일   추진력,  수직

력

LSRM의 1차측 류 분포에 의하여 정렬 치와 비정렬 

치에서 공극 자속 도 특성식(14)와 이로부터 식(20)의 면

 로 일을 고려한 인덕턴스 로 일과 힘 특성을 계산

하 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해석 모델의 사양에 하여 

공간고조 법에 의한 공극 자속 도 특성식(14)의 해석법에 

의한 결과와 유한요소법에 의해 1차측과 2차측의 치에 따

른 결과이며, 1차측과 2차측이 정렬 치인 경우 그림 11과 

같이 두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나, 비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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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  추진력 특성 측정치

F ig. 1 5  Propulsion force measured value

치인 경우 그림 12와 같이 해석 결과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비정렬 치인 경우 1차측과 2차측의 

공극 길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설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은 LSRM의 인덕턴스 로 일이며, 정렬

과 비정렬 치에서 공간고조 법에 의한 인덕턴스 로

일 특성식(19)에 의한 결과와 유한요소법  측정 결과가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해서는 

설  손실 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4는 LSRM의 수직력 특성을 공간고조 법  맥스

웰 응력법에 의한 특성식(26)과 에 지 평형식에 의한 특성

식(36)과 유한요소법에 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잘 부합됨

을 보여 특성식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정렬 치에서 최

값은 맥스웰 응력법 273.54[N], 에 지법 283.15[N], 유한

요소법 284.67[N]이고, 비정렬 치에서 최소값은 각각 

36.92[N], 23.69[N], 23.50[N]이 해석되었다. 

LSRM의 수직력의 경우 비정렬 치에서 최소이며, 정렬 

치에서 최 임을 측하여 그림 14와 같은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추진력의 경우 수직력과 기 으로 90도  

치에서 최 로 발생하며, 식(36.b)로부터 공극의 변화에 

따라 추진력이 변화됨을 알 수가 있다. 즉, 최소 공극과 최

 공극의 크기에 따른 공극 변화 형태인 구형 로 추진력

이 계산된다. 그러나 실제 추진력은 비선형 특성이므로 정

확한 값을 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특성식으로부터 

최  추진력을 계산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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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측의 치에 따른 추진력을 측정한 결과로 반복 실험

을 통한 평균값을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다. 최 값은 

59.39[N]이고, 특성식에 의한 추진력의 최 값은 식(36.b)에 

공극 길이 5[mm], 층 방향 길이 100[mm]  공극 자속

도를 용하여 57.59[N]이 계산되어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3 .3  LSRM의 동특성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도출한 LSRM의 인덕턴스 로

일 식(19), 상 항 식(21)을 기반으로 식(37)부터 식(40)까

지의 동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LSRM의 동특성 시뮬 이

션을 수행하 다. 그림 16은 LSRM의 동특성 시뮬 이션 개

요도이다. 압방정식(37)과 인덕턴스 로 일 식(19)  2

차측 극 간격에 따른 치, 상 항을 이용하여 스 칭 구간

에 따른 상 류가 출력되며, 이것은 그림 5의 스 칭 모델과 

같다. 출력된 류는 식(39)에 의해 추진력으로 계산되며 운

동방정식(40)에 입력되어 속도로 출력되고 피드백 과정이 

반복되어 시간에 따른 LSRM의 동특성이 해석된다.

LSRM의 실제 구동을 한 그림 9와 그림 10과 같이 구

성한 시스템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입력 압과 입력 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치를 별할 수 있지만, 추진력은 1차측

의 진행 방향과 반  방향에 하여 로드셀을 통하여 측정

하는 것이 부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2차측에 

로드셀을 장치하여 1차측의 이동에 한 반작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용하 다. 즉, 1차측에 의한 힘이 로드셀에 달되

는 구조이고 2차측 무게에 의한 마찰력 손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2차측은 체 길이가 4[m]이기 때문에 마

찰력에 의한 손실을 없애기 한 구조로 제작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어 센서에 의해 측정된 류로 추진력을 측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동특성은 그림 16의 시뮬 이션 개요도

를 매트랩 시뮬링크를 통하여 추진력을 치와 입력 류에 

따라 계산을 한다. 따라서 실험과 시뮬 이션 해석의 입력 

류를 비교하여 실제 모델의 추진력을 측할 수 있다.

그림 17은 동특성 시뮬 이션 해석 결과  한 상에 한 

2차측 극 간격에 따른 치, 원 입력을 한 스 칭 구간, 

특성식과 측정을 통하여 확인된 인덕턴스 로 일  추진

력 해석을 한 인덕턴스 기울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

림 18(a)는 그림 17의 스 칭 구간과 인덕턴스 로 일  

DC link 압을 압방정식에 용하여 해석된 3상의 입력 

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상 항과 인덕턴스 값에 의하여 

상승과 수렴의 특성을 알 수 있며, 수렴시 류의 크기는 약 

11[A]이다. 그림 18(b)는 시뮬 이션과 동일 조건으로 실험

된 LSRM의 구동시 측정된 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정된 

값은 20[A/div]의 비율을 갖으며, 이로부터 실험에 의한 측

정 결과와 동특성 시뮬 이션의 입력 류는 11[A]로 크기

가 같다. 그림 19는 LSRM의 추진력을 해석한 결과이며 약 

33[N]이고, 시뮬 이션의 추진력이 실제 구동에서의 추진력

이라 측가능하며 추진력의 리 이 발생함을 알 수 있어 

감을 한 제어방법이 요구된다.

추진력의 크기  형은 입력 류의 형과 형상에 의

해 결정되므로 그림 20과 같이 평활한 입력 류를 인가하

면 그림 21과 같이 평활한 추진력이 발생함을 측할 수 있

다. 따라서 압 변조 방식  류 제한 쵸핑을 용하여 

그림 1 6 동특성 시뮬 이션 개요도

F ig. 1 6 Dynamic simulation overview

그림 1 7 (a) 치, (b) 스 칭 구간, (c) 인덕턴스 로 일, 

(d) 인덕턴스 기울기

F ig. 1 7 (a) Position, (b) switching, (c) inductance profile, (d) 

inductance slope

그림 1 8 (a) 시뮬 이션 상 류, (b) 실험에 의한 상 류

F ig. 1 8 (a) Phase current by simulation, (b) phase current 

by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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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감을 한 평활한 입력 류에 따른 동특성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즉, 그림 20는 입력 류를 15[A]로 

제한한 평활한 입력 류이고, 그림 21은 류 제한에 의한 

리 이 감된 최 값 약 56[N]의 크기를 갖는 추진력이다. 

공간고조 법을 이용한 특성식으로부터 LSRM의 공극 자

속 도를 해석하 고 인덕턴스 로 일과 힘을 해석하여 

실험과 비교하여 특성식의 타당성을 확인하 고, 이를 실제 

구동시 특성을 측하기 한 동특성 시뮬 이션에 용하

여 동특성을 구하여 검토하 다. 따라서 특성식으로부터 동

특성 시뮬 이션을 한 회로정수 도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설계 요소에 따른 특성 해석뿐만 아니라 구동 특성 측에

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9  추진력

F ig. 1 9  Propulsion force

그림 2 0  평활 입력 류

F ig. 2 0  Flat input current

그림 2 1  리 이 감된 추진력

F ig. 2 1  Propulsion force with reduction ripple

4. 결  론

LSRM은 기계  변환에 의해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회

형 SRM보다 변환 손실 없이 용이 가능한 장 을 가지므

로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단  체 당 추진력이 다른 

기기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송장치  물류 수

송 시스템과 같이 직  추진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유리

하다. 따라서 LSRM의 정확한 해석  설계를 한 연구가 

필수 이다. 그런데 SRM의 설계 특성식을 등가 변환한 

LSRM의 설계법과 설계 요소에 따른 유한요소법  퍼미언

스법을 이용한 특성 해석 등이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해석을 

한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극이 큰 해석 모델의 경

우 설 자속이 크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단 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간고조 법을 이용하여 1차측과 2차측의 정렬 

치와 비정렬 치에서 연속 인 변화를 고려하는 자계 특

성식을 제안하여, 인덕턴스와 힘을 해석하 다. 유한요소법 

 시작기를 제작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하여 해석 으로 제안한 특성식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특성식을 통한 회로정수를 해석하여 동특성 시뮬

이션에 용하 으며, 이것은 시작기의 구동 특성을 측

하는데 주요하다. 한 시작기의 구동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을 통한 측정 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 고, 측

정에 어려움이 있는 추진력을 측하 으며, 추진력 리 을 

감하기 한 시뮬 이션 해석을 통하여 실제 구동시 입력 

류와 스 칭 구간 등을 제시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특성식을 이용하면 LSRM의 설계, 해석, 응용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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