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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용에 있어서, 직선구동 시스템은 유압  공기압 실

린더, 는 회 형 동기의 회  운동을 볼스크류 등의 기

계  결합에 의하여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것이 주류이었

다. 회 형 동기를 이용한 선형 운동 장치의 결합은 정

성의 하와 고속 이송에 따른 진동  소음문제를 수반한

다. 이에 반해 리니어모터(Linear Motor)는 직선 구동을 직

 구 시킨 동 기구로써, 1980년 부터 물류시스템이나 

공장 내 반송 장치로써 이용하여 왔으며, 추력화 설계 기

술과 력 자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센서  제어기술의 진

보에 따라 종래의 직선구동 시스템을 직 구동(Direct 

Drive)시스템으로 바꿔 놓고 있다. 재에서는 공작기계의 

선형운동계나 고속 왕복 운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 등에 리

니어모터가 리 채용되고 있다[1-8].

최근  산업 반에 걸쳐 정  운  제어 시스템에 

한 요구가 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반도

체 산업  새로운 디스 이 장치, 학 부품 제조 분야, 

항공 우주산업 분야 등에서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 도는 서  미크론 

에서 나노 단 의 정 도까지 확 되고 있다[9-11]. 가공 

시스템  제어 시스템의 운  정 도는 한 국가의 기술력

의 척도로까지 표 되고 있는 실정으로 리니어모터 개발의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을 심으로 리니어모터를 활용한 고

성능  정  제어 시스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5-10].

본 논문에서는 긴 스트로크를 가지는 정  XY 스테이지

를 한 새로운 원통형 리니어모터를 제안한다. 긴 스트로

크를 가지는 XY 스테이지의 경우, 스트로크의 이동에서 공

극의 변화가 발생하며, 스트로크의 휨 상 등에 의하여 정

한 제어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스트로크의 휨 

상을 방지하기 한 별도의 베어링 구조 등은 원통형 리

니어 모터에서 채택하기가 매우 어렵고, 회  롤러와 같은 

가이드에서는 마찰에 의한 외란 등으로 인하여 정 한 XY 

스테이지의 구성이 어려운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긴 스트로크를 가지는 구조

에서 스트로크 체의 균일한 공극을 유지하면서 가동자를 

운 시키기 한 방안으로서, 모터의 계자부를 오  구조로 

설계하고, 가동자가 리지 가이드에 의해 지지되는 새로운 

원통형 리니어모터를 제안한다. 제안된 원통형 리니어모터

에서 가동자의 하부가 계자의 오 구조에서 리지 가이드

에 의해 지지되므로, 가동자의 운 에서 일정한 공극이 유지

될 수 있으며, 긴 스트로크에서의 휨 상 등으로 인한 치

제어 오차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제안된 원통

형 리니어모터의 구체 인 설계와 해석을 논문에서 설명하

고 있으며, 제안된 모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3D 해석 

기법과 실제 제작된 XY 스테이지에 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 다.



기학회논문지 60권 1호 2011년 1월

64

2.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구조

  그림 1은 일반 인 회 형 동기와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원통형 리니어 동기 모터는 기자

의 돌극의 수와 계자 측의 구자석의 수를 동일하게 하면 

이상 인 이론으로는 회  토크가 제거되어 부상(浮上)시키

는 구조이며, 기자와 구자석의 계자 사이에 작용하는 흡

인력을 상쇄할 수 있다[5-9].

   

      (a) Rotary motor       (b) Cylindrical linear motor

그림 1 회 형  원통형 리니어 모터의 구조와 자속분포

Fig. 1 Flux status of rotating and cylindrical linear motor

 

(a) Configurations of 3-phase CLSM

(b) Configurations of magnet pole

그림 2 원통형 리니어 동기모터의 3상 기자 기본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three phase armature units of 

Cylindrical Linear Synchronous Motor

그림 2는 3상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기자 구성은 회 형 모터의 구조와 다르지 않지만, 

기본 인 돌극의 수가 4극 이상이며, 인  되어 있는 극끼리

는 서로 다른 극이 되게 코일을 감아서 하나의 기자 코어 

유닛(Unit)을 구성한다. 한, 응용되는 시스템의 용도에 따

라 각 상의 기자 코어 유닛은 진행 자계를 얻을 수 있도

록 병렬 는 직렬 배치가 용이하여 장치에의 탑재 제약이 

은 것도 큰 이   하나이기도 하다. 구자석 유닛은 

기자 코어 유닛의 돌극수와 같은 수의 구자석 계자의 

인 한 자극이 서로 다른 극이 되도록 구자석을 원주상에 

배치한 링(Ring)형상의 구자석 유닛을 진행방향에 일정 

간격(Pole Pitch τ）이 되도록 비자성체의 스페이서(Spacer)

와 조합시켜서 배치한다. 단, 링 형상의 구자석 계자 유닛

을 진행방향에 배치할 경우에도 인 한 자극은 서로 다른 

극이 되게 한다. 이러한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기본특성은 3

상 구자석 동기 동기와 동일하며, 벡터제어를 통하여 최

소 류에 의한 최  추력특성의 제어가 가능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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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구자석 피치를 의미하며,  ,    는 각 

상의 류를 나타낸다. 한, 는 상호자속이며, 는 류

와 자속간의 추력각도를 의미한다. 벡터제어를 수행하는 경

우에는 추력각도가 항상 90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므로, 최

소 류에 의한 최  추력 제어가 가능하다.

3. 용량 XY 스테이지용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설계

3.1 XY 스테이지의 구조  요구성능

그림 3 XY 스테이지의 구성

Fig. 3 Configurations of XY stage

그림 3과 표 1은 본 논문에서 설계 상이 되는 용량 

XY 스테이지의 구조와 주요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시스템은  1 의 X축 리니어모터와 2 의 Y

축 리니어모터, X축과 Y축의 치를 검출하는 치 검출기

( 이  리니어 스 일), X축과 Y축의 이동을 가능  하는 

지지 가이드로 구성된다. 정 한 치 결정과 일정속도로의 

이송을 실 하기 해서는 치계측 정 도를 향상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이를 해서는 고정 도의 치 검출기

와 열화방지  열팽창 특성의 고려가 매우 요하며, 안내 

가이드  모터의 특성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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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X축(1축) Y축(2축) 비고

1 Stage Size 2170*1664

3
구동 Motor
(X,Y축)

Linear Motor
(X,Y축)

MotorSize 
제한: 

120x105x260

4
Table지지 
방식

LM Rail

6 제진 Isolator Passive Type

7
Max. 
Pay load

150kg
200

(KG/축)

8 유효Stroke 830mm 1380mm

9
추력
(Thrust)

600N

10
Velocity
(Max.)

1600mm/s
상용사용:
1000mm/s

11 Acceleration 0.25G
상용사용:
0.2G

12 Accuracy
±2.0/X,Y 
Full stroke

After 
Mapping

13 Repeatability
±1.5/X,Y 
Full stroke

After 
Mapping

14 Resolution 0.1

15
Velocity 
Ripple

±0.3%@100mm/s 이하

16
In-Position 
Stability

±0.1이하

17 Setting Time 0.2sec@100mm/s이하

18 orthogonality 3arc-sec이하

19
구동 Drive & 
Controller

ACS-MC4U
(20/40A), 4Axis 

정 제어용

20 Linear scale Renishaw 제품 Linear scale

표 1 XY 스테이지의 주요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XY stage

3.2 원통형 리니어 모터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 상이 되는 XY 스테이지는 스트로크

가 1380mm로 매우 길며, 이로 인하여 2차 측 구자석 계

자부의 처짐으로 인한 공극 유지의 불균일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원통형 리니어모터

의 표 모델의 기본 구조만으로는 구자석 2차측 양끝만의 

1380mm의 유효 스트로크를 만족하는 구조설계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르며, 휨(처짐) 상이 발생하면 유효 스트로크 체

를 균일한 공극을 유지하면서 가동자( 기자)를 운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자코어의 출입구에 회  롤러 등을 

달아서 안내 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클래

스의 정  치결정 제어에 용하기 해서는 회  롤러

와 같은 마찰 부품을 배제하여 마찰에 의한 외란을 해소 하

는 것이 좋다. 본 논문에서는 구자석 계자의 원통형 하부

에 리지를 고려하는 방안을 채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계자부에서 폐루 형의 계자에서 오

루 형 계자구조를 제안하고, 오 루 형 계자의 하단부에 

지지 가이드를 통하여 스트로크가 안내 가이드에 의해 일정

한 공극을 유지하며 휨 상에 한 특성을 방지되도록 설계

하 다. 제안된 오 루 형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크기는 표 

1에서 제시된 120w x 105h x 260d 이며, 자기회로의 크기

는 라켓  엔드와인딩 등을 고려하여 100w x 95h x 

240d 이내로 하여야 한다.

3.2.1 계자부 유닛의 원통형상의 고안  극수 선정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 루 형 계자구조를 가

지는 4극, 6극  8극의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4에서 계자부는 스트로크를 지지하기 한 

리지 가이드가 치하기 한 공간을 오  시킨 형태로 

되며, 리지 가이드는 스트로크의 이동에서 공극을 일정하

게 유지시키며 스트로크의 휨이나 처짐 상을 방지하게 된

다. 공극부의 단면 이 동일한 경우에 그에 따른 기자의 

크기는 극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극수가 

으면 돌극(코일)에 의하여 쇄교 되는 자속의 양이 커지므로 

포화를 방지하기 해서는 극수가 많은 경우보다 기자 코

어 유닛의 단면 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동자인 기자는 

상 으로 그 부피가 커져서 소형화  경량화에 불리하

다. 그런 이유에 더하여 제한 치수에 제약을 받으므로 그 

제한 치수 범 를 만족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그림 4의 극수에 한 체  비교를 통하여 소형화에 유

리한 8극 구조를 선택하 다.

그림 4 동일한 공극부의 단면 에 따른 극수별 체 비교

Fig. 4 Comparing of volume according to Pole numbers

3.2.2 축방향의 길이에 합한 슬롯 컴비네이션 결정

 정 제어를 해서는 코어리스형 리니어모터에 상응하

도록 체 인 디텐트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디텐트

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자기회로 설계상 슬롯 컴비네이

션을 구성할 때 최소공배수를 한도 내에서 가장 크게 함으

로서 코깅력를 작게 할 수 있으므로 요구된 축방향의 제한 

치수가 240mm인 을 감안하여 15 : 16으로 결정하 다. 

즉, 1차 측 기자 코어 유닛의 수는 15개이며 2차 측 계자

부의 유닛의 수는 16개가 되는 구조로 결정한다. 따라서, 계

자부 유닛의 1개당의 축방향의 길이는 스페이서를 포함하여 

15mm(240/16)이 된다. 여기서 15mm는 구자석의 피치이

고, 스페이서를 4mm로 할 때 구자석이 취부 되는 요크의 

폭은 11mm가 된다. 같은 방법으로 기자 유닛의 폭은 스

페이서를 포함하여 16mm(240/15)가 되고, 기자 코어는 스

페이서를 6mm로 할 때 실질 코어 폭은 10mm로 된다.

3.2.3 공극부의 구자석 표면 (Sg)의 최  산정

표 1에서와 같이 요구 추력은 600N 이다. 이 추력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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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공극의 표면 자속을 구하여야 한다. 모터의 추력

은 구자석 주 를 둘러싼 공극부의 단면 (Sg)에 비례하

므로 이 공극부의 단면 을 요구되는 스테이지의 여러 요구

사양을 고려하여 만족하는 범  내에서 우선 정하여야 한

다. 공극부의 단면 을 최 한 용할 수 있는 범 를 고려

하여 정함에 있어서, 통상 으로 계자를 네오디늄

(Nd-Fe-B)계의 구자석을 이용한 구자석형 계자 리니어

모터의 공극부의 단 면 당 개략 인 추력은 설자속이 

없는 이상 인 모델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실험 인 결과로 

약 5~10[N/cm²] 정도 된다
[12]
. 본 논문에서는 변 (Long 

Stroke)에 응하는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조건상 공극을 

1mm로 설계함을 고려할 때 공극부의 단 면 당 추력은 

5[N/cm²]을 용하면 필요한 단면 은 약 120cm² 이상 확

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권선계수 K를 0.85로 하

고, 설자속 계수 kl은 리지부착으로 인한 오  구조상의 

설이 추가로 고려되어 0.65정도로 용하면 필요단면 은 

120/0.55로 되어 약 220cm²이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여

기에 구자석 유닛의 총수 16의 배수로 용하여 최소 

240cm²를 설계 기  단면 으로 정한다.

3.2.4 계자부 유닛용 구자석의 크기  실제 설계

계자부 유닛 당 단면 은 체단면 (240cm²)/유닛의 수

(16)이므로 15cm²가 된다. 구자석 1개당 단면 은 유닛 당 

단면 (15cm²)/극수(8극)이므로 약 187.5mm²이며, 구자석

의 폭을 가로로 정하고 세로의 값을 구하기 해서는 1개당 

단면 (187.5mm²)/가로(폭11mm)하면 17.05mm가 되는데, 이 

값을 라운딩하여 18mm를 세로길이 값으로 하 다. 결과

으로 공극부의 구자석 단면 은 구자석 1개당의 단면

에 유닛 당 극수를 곱하고 그것에 유닛의 수를 곱한 결과가 

된다. 즉,  공극부의 구자석 단면 은 구자석 1개당의 

단면 (198mm²=1.98cm²) * 유닛 당 극수(8극) * 유닛의 수

(16)이므로 253.44cm²가 공극부의 구자석 단면 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작상의 견고성 등을 고려 할 

때 매입자석형 방식의 계자부를 설계하 으며, 구자석 8개

를 원통상에 끼워 배치하는 조건에서 원통상의 지름은 

60mm로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구자석의 

두께는 작업의 용이성  제한된 치수를 만족하는 범  등

을 고려하고, 구자석의 감자특성과 희토류 자석의 특성상 

손 험 등을 고려하여 2.8mm로 정하 다.

3.2.5 1차 측 기자(가동자)부 유닛의 설계

계자부 유닛의 설계를 바탕으로 자기포화를 만족하며 제

한된 치수를 만족하는 코어형의 가동부의 유닛을 설계한다. 

이때 공극은 1mm로 유지하고 무게 심을 최 한 가동자의 

심으로 낮추어 지지 안내기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설계 기

법을 용했다. 

그림 5와 표 2는 본 논문에서 설계된 원통형 리니어모터

의 외형  설계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설계된 새로운 리니어모터의 외형도

Fig. 5 Layout diagram for designed new motor

 설계된 새로운 원통형 리니어모터는 기존의 코어형 구

자석형 리니어 동기모터의 단 인 자기흡인력을 상쇄하는 

구조를 채택하면서 슬롯 컴비네이션을 최소공배수가 최 로 

되도록 15 : 16으로 하여 디텐트력을 최소화하는데 역 을 

두고 설계하 으며, 한 코어형의 이 을 활용하여 냉각방

식은 자냉식을 채택하 다.

정격 압 3상 220V 추력 600[N]

류
정격 10[A]
최  16[A]

속도 1600[mm/s]

극당 권선수 60[turn] 가속도 0.25G

슬롯 
콤비네이션

15 : 16 공극 1.0[mm]

구자석 
피치

15[mm] 극 피치 30[mm]

구자석
(Nd-Fe-B)

11x18x2.8t
[mm]

유닛당극수 8극

1차측 
코어부

100w x 90h x 
240d

2차측 계자부
지름 60[mm]
매입자석형

동기
치수

1차 기자(기동부) 커버 마무리후의 치수
120w x 103h x 260d [mm]

표    2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설계표

Table 2 Table 2. Designed data of the prototype motor

표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정격 압은 PWM방식의 3상 

220[V]이고, 류에 있어서, 정격 류 10[A]는 리니어모터의 

상용사용 조건시의 사용 류를 의미하며, 이 때 얻을 수 있

는 추력은 600[N]이상을 목표로 설계하 고, 최 류는 자

냉식의 냉각방식에 따른 온도상승과 자기포화에 의한 직선

성의 변형 등을 고려하여 16[A]로 설정하며 이때의 상 최

추력은 750[N]이다. 한, 돌극 1개당 권선 수는 60[Turn]

이다. 공극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유효 스트로크가 긴 

계로 공극부 자속 도의 하가 다소 상되지만 공극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하여 1mm로 하고, 2차 측 구자석 

계자부의 휨(처짐)을 방지하기 하여 계자부 하단에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리지를 채택하 다. 자기회로부의 

치수는 1차 측 기자 코어부는 100w x 90h x 240d이며, 2

차 측 구자석 계자부는 리지를 제외한 지름이 60mm이

며 축방향의 총 길이는 유효 스트로크를 감안하여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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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자석 계자부에 매입되는 구자석 1개당 치수는 11 

x 18 x 2.8t 이다. 최종 으로 외부 커버를 마무리한 기자

의 체 치수는 120w x 103h x 260d [mm]로 설계 되었다.

3. 특성 해석

설계된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합성을 검증하기 하여 

JMAG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해석하 다. 해석은 공극  

코어에서의 자속 도와 디텐트력  정격추력을 해석하여 

설계 요구를 만족하는지를 검증하 다. 

 

(a) Flux density at air gap

(b) Flux density at core part

그림 6 설계된 모터의 공극  코어부의 자속 도

Fig. 6 Analyzed flux density at air gap and core part

그림 6은 공극  코어부에서의 자속 도 해석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공극부  코어부의 자속 도는 2D시뮬 이션

을 통해서 해석하 고, 공극부 자속 도는 0.75~0.76[T]이고, 

로 나타났다. 자속 도의 해석결과에서 모터의 오 된 구

간에서의 공극부 자속 도는 다른 구간 보다 그 값이 작고, 

분포도 불규칙 으로 나타났으며, 코어부의 자속 도 역시 

공극부의 자속 도와 같이 오 된 구간에서는 그 값이 작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설계 동기의 U상 디텐트력 해석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U상의 최  디텐트력은 약 29[N]이 발생할 것으

로 상되며, 그 주기는 구자석 피치인 15mm를 주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의 디텐트력을 측하면, 각 

상은 5개의 기자 코어 유닛이 1조를 이루므로 U상의 좌

단부와 W상의 우단부에서만 단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므로 실제 상 디텐트력은 그림 7에 나타난 것보다 감

소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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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계된 모터의 U상의 디텐트력에 한 해석 결과

Fig. 7 Detent force for U phase of the designed motor by 

3D analysis

디텐트력은 정  제어를 실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

한 해 요인이며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리니어모터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따라서 코어형의 원통형 리니어모

터를 새롭게 개발함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 하 듯이 슬롯 

콤비네이션의 최소공배수를 허용하는 범 에서 최 로 크게 

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본 설계에서는 슬롯 콤비네이

션을 15:16으로 하여 디텐트력을 최 한 감소시키는데 주력

하 으며, 기존의 코어형 리니어 모터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수치로 나타나서 새로운 원통형 리니어모터의 개발 목 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은 설계된 동기의 3D 기자력 해석결과  설계

된 동기의 정격 류에 한 추력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b)와 그림 7(c)는 3D 해석 결과에서 5[A]의 류와 

정격 류 10[A]에서 측추력은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며, 정격 류 10[A]에서의 측 추력은 613[N]으로 설계 요

구를 만족함을 보이고 있다.

 

(a) 3D FEM analysis

(b) Thrust forc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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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rust force(10[A])

그림 8 설계된 모터의 추력에 한 해석결과

Fig. 8 Thrust force of designed motor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용량 XY 스테이지용 원통형 리니

어모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9는 로토타입의 원통형 리니어모터와 실험환경을 나타내

고 있다. 동기의 추력  디텐트력은 로드셀을 통하여 측

정하 으며, 이  인터페로미터를 통하여 치 정 도를 

측정하 다.

(a) XY스테이지에 장착된 원통형 리니어모터 

)

(b) 실험환경

그림 9 프로토타입의 원통형 리니어모터 및 실험환경

Fig. 9 Prototype of cylindrical linear motor and experimental 

setup

따라서 리니어모터의 정  제어용의 컨트롤러와 드라이

버는 이번 개발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 한 ACS사의 MC4U모델로 

실험한다.

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설계된 원통형 리니어모터를 구동

하기 한 ACS사의 모션 컨터롤러인 MC4U 구성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 1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MC4U는 모션 컨트

롤러와 모터 드라이 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장치이다.

MC-4U
Interface

Dom3U Motor
Drives

PSM3U Power
Supply

SPiiPlus Motion
Controller

그림 10 리니어모터 모션 구동시스템 (ACS사 MC4U모델)

Fig. 10 MC4U for motion control system

그림 11은 측정된 디텐트력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

정된 디텐트력의 값을 보여 다. 그림에서와 같이 구자석

의 피치에 응하여 τ(15mm)당 1주기로 그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해석보다 약간 낮은 결

과인 약 23.5[N]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해석결과로부터 측

하 듯이 단부효과의 감에 따른 감소로 여겨진다. 

그림 11 디텐트력 측정

Fig. 11 Measured detent force

그림 12는 부하 류가 5[A]인 경우에서의 측정된 추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로(X)축은 축방향의 진행 변 (mm)이

고, 세로(Y)축은 추력[N]을 나타낸다.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각 상별 추력 곡선은 120도의 상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상은 극 피치(Pole Pitch) 2τ

주기로 반복 진행됨을 보여주며, 형 한 정 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추력은 한 주기당의 최고치와 최 치에서 평균값을 환

산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12에서 나타난 각 상의 추력

은 략 U-V상의 추력은 261[N]이고, V-W상의 추력은 

271[N]이며, U-W상의 추력은 273N]이 되어 이 게 얻어진 

값을 3상으로 평균하면 약 268[N]이 됨을 알 수 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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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추력은 부하 류 5[A]의 해석 결과인 그림 7(b)에 

비하여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자석의 착자가 

설계치보다 다소 낮게 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2 측정된 추력

Fig. 12 Measured thrust

그림 13은 설계된 시스템의 XY축 정 도  반복 정 도

의 3회 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험에서 리니어모터 

속도는 100[m/s]로 Full-Stroke를 3회 왕복 운 하 다. 실

험결과에서, x축은 운  정 도가 3.1um로 요구된 정 도인 

±2.0um를 겨우 만족하고, 반복 정도는 2.3um로, 요구된 반

복 정도(Repeatability) ±1.5um를 만족하 다. y축은 운  

정 도가 0.9um와 반복정도 0.5um로 요구사양을 충분히 만

족하 다.

(a) X-axis 

(b) Y-axis

그림 13 운  정 도  반복 정도 실험결과

Fig. 13 Accuracy and repeat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그림 14는 치결정 안정도의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두 축 모두 ±50~60nm로 최고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치결정 안정성의 확보는 리니어모터의 성능과 

제어기 우수성  이져 리니어 엔코더의 고분해능, 그리고 

기구 구조물의 정  치결정에 부합된 제작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 이다. 

  

(a) In position stability of X-Axis

  

(b) In position stability of Y-Axis

그림 14 치결정 안정도

Fig. 14 In position stability of X-axis and Y-axis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니어 모터에 한 고정 념을 바꾸어 회

형 모터의 기자 코어구조를 이용한 새로운 원리의 원통

형 리니어 모터가 제안되었고, 이를 형 XY 스테이지에 

특성에 맞추어 정  치제어를 한 새로운 원통형 리니

어모터의 개발하 다. 구자석 계자의 원통형 하부에 리

지를 고려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구 자석 계자부의 휨을 

방지하고, 원통형 리니어 모터의 계자부에서 폐루 형의 계

자에서 오 루 형 계자구조를 채택하 으며, 오 루 형 계

자의 하단부에 지지 가이드를 통하여 스트로크가 안내 가이

드에 의해 일정한 공극을 유지하며 휨 상에 한 특성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극수에 한 체  비교를 통해 소

형화에 유리한 8극 구조를 선택하 으며, 견고성을 고려하여 

매입자석형 방식의 계자부를 설계하 다. 공극은 1mm를 유

지하고 무게 심을 최 한 가동자의 심으로 낮추어 지지 

안내기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설계 기법을 용했다. 제안된 

용량 XY 스테이지용 원통형 리니어 모터는 공극부의 자

속 도가 다른 구간보다 값이 작고, 분포도 불규칙 으로 나

타났으며, 코어부의 자속 도 역시 공극부의 자속 도와 같

이 오 된 구간에서는 그 값이 작음을 확인하 다. 한 

정  제어를 실 하기 하여 디텐트력의 감소로 새로운 원

통형 리니어 모터로 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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