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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uxiliary Pole and Teeth Combinations for Edge Effect Reduction of 
Stationary Discontinuous Armature PM-LSM with Concentrated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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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the stationary discontinuous armature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PM-LSM) was 

suggested as a driving source for long-distance transportation system. However, as these motors arrange armatures 

discontinuously, there occurs an edge which causes the cogging force. This works as a factor that bothers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that takes place when movers enter into and eject from the armatures. Therefore, installation of 

auxiliary teeth on the edge of armature of PM-LSM is suggested in order to reduce cogging force caused by the edge 

when the armature is placed in a discontinuous arrangement. But length of auxiliary teeth can be changed if install it 

with auxiliary pole in order to decrease more and more edge cogging force. On this, in the study, decided on a design 

variable of auxiliary teeth and used 2-D FEA, and examined edge cogging force characteristic along this in order to 

grasp length of auxiliary teeth changed according to installation positions of an auxiliary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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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기기를 이용한 직선 운동 

구동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과거에는 회 기를 

구동시켜 이를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기계장치를 사용하

여 직선운동을 구 해 왔으나, 차 으로 기계  변환 장치 

없이 선형 동기로 직  구동하는 방식이 증가되고 있다. 

기계  변환 장치는 구조 으로 복잡하고 소음, 마찰, 진동

으로 인해 시스템 효율의 하는 물론 정  치제어  고

속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선형 동기는 직선 추력을 

발생시키므로 동력변환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근본 인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어 리니어 시스템의 체 인 효율  성

능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재 선형 동기는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그 응용분야가 산업 반에 확 되고 있다. 이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 PMLSM)는 기존의 회 기를 이용하

여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시스템보다 정  제어성  높은 

에 지 도, 고효율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철도, 공

장 자동화 반송시스템, 반도체 제조장비등과 같은 FA분야에

서 리 이용되고 있다[1-3]. 일반 인 반송장치에서는 기

자를 반송경로 장에 배치하는 지상 1차측 시스템이 용

되고 있지만 이를 장거리 반송장치에 용하면 재료비용의 

상승, 제작시간 증가 등의 문제 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기자 분산배치 방식이 제시되고 있

다. 그림 1에 기자 분산배치 PMLSM을 나타내었다. 하지

만, 분산배치 방식의 기자는 구조상 반드시 단부가 존재한

다. 이러한 단부에 의해 가동자가 기자에 진입 는 반출

시에 코깅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코깅력은 추력 맥동의 

원인이 되어 기기의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 성능을 감

시키는 요소이다[4]. 이러한 코깅력을 감하기 한 방법으

로 구자석의 스큐, 보조극  보조치 설치 등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7].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

여 코깅력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단부효과에 의한 코깅력을 감하기 해 먼  보조

치 설계를 수행하고 가동자에 추가 으로 보조극을 설치함

으로써 변화되는 보조치의 길이를 다시 도출하 다. 한 

이때 발생하는 단부 코깅력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분석하 다.  

DeceleratorRe-acceleratorAccelerator

Armature Mover with PM
200

Freewheeling

Units: (m)

Freewheeling

Re-accelerator
/ Decelerator

그림 1 기자 분산배치 PMLSM

Fig. 1 PMLSM with stationary discontinuous ar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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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

2.1 집 권 PMLSM의 사양

집 권 PMLSM의 가동자 총길이는 264[mm]로, 

Nd-Fe-B타입 구자석 8극을 자로강 에 배치하 다. 구

자석 길이는 26[mm], 높이는 3[mm], 극 간격은 30[mm]이

다. 한, 기자의 길이는 360[mm]이고, 권선법은 집 권으

로서 한상 당 턴수는 75[turns]이다. 슬롯 간격은 40[mm]이

며 9슬롯으로 구성하 고, 기자와 가동자의 공극은 5[mm]

이다. 표 1에 집 권 PMLSM의 사양을 나타낸다. 

Items Value

Mover

(Permanent Magnet)

Number of Poles 8 [Pole]

Height of PM 3 [mm]

Length of PM 26 [mm]

Pole pitch 30 [mm]

Back iron height 6 [mm]

Back iron length 264 [mm]

Armature

Number of slots 9 [slots]

Turns per Phase 75 [turns]

Slot pitch 40 [mm]

Slot width 24 [mm]

Width of teeth 16 [mm]

Height of teeth 20 [mm]

Armature length 360 [mm]

Mechanical air-gap 5 [mm]

표   1  해석 동기의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tor 

2.2 단부 코깅력

그림 1과 같이 기자를 분산배치 하는 경우 구조상 반드

시 단부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부에 의해 가동자가 기자

에 진입  반출 할 때 코깅력이 크게 발생한다. 기자 불

연속 배치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는 가동자가 기자 

설치부와 비설치부의 경계를 통과할 때에, 기자 측 철심과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흡인력이 크게 변동한

다. 그림 2에 단부에서 발생하는 힘이 가동자에 미치는 

향에 하여 나타낸다. 

그림 2 기자의 단부가 가동자에 미치는 향

Fig. 2 Forces exerted in the mover at the outlet edge 

가동자가 기자에 진입하는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흡인력

은 가동자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힘으로서, 즉 가동자

를 기자 측으로 끌어 들이는 힘으로 작용하여 가동자를 

가속시킨다. 한, 가동자가 기자를 벗어나는 반출부에서 

발생하는 흡인력은 가동자의 진행 방향과 역방향의 힘으로

서, 즉 가동자를 기자 측에 되돌리는 힘으로 작용하여 가

동자를 감속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부 코깅력을 감소시

켜야 한다.

3.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의 단부 효과 

감을 한 보조극과 보조치 조합

3.1 기본 모델

(a) 기본 모델 형상

(b) 2-D 수치해석을 한 기본 모델의 요소 분할 

그림 3 기본 모델

Fig. 3 Basic model 

그림 4 기본 모델 코깅력

Fig. 4 Cogging force waveform of basic model

그림 3(a)에 집 권 방식 PMLSM의 기본 모델 형상을 

나타내었고, 그림 3(b)에 2-D 수치해석을 한 기본 모델의 

요소 분할을 나타내었다. 이 때의 Node 수는 13745, 

Element 수는 28180이며, 1Step당 1[mm] 이동하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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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4에 기본 모델의 발생 코깅력 형을 나타낸다. 

가동자가 기자에서 반출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최  단

부 코깅력은 ±27.73[N]이고, 가동자와 기자가 완 하게 

항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최  코깅력은 ±0.8[N]이다. 

3.2 보조치 설계

단부 효과에 의한 코깅력 감을 해 기자 끝단에 설

치된 보조치의 설계 변수에 해 유한 요소 해석을 진행하

다. 그림 5에 보조치를 설치한 모델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치의 설계 변수는 3가지로 

선정하여 단부 코깅력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 

그림 5 보조치 설치 모델

Fig. 5 Side view of proposed model with auxiliary teeth

X[mm] Y[mm] D[mm]
Maximum edge 

cogging force [N]

Basic model - 27.73

Model

1 2 20 16 27.18

2 2 17 16 19.51

3 2 14 16 16.96

4 2 11 16 20.68

5 2 14 14 17.49

6 2 14 18 17.49

7 1 14 16 16.96

8 3 14 16 17.12

9 4 14 16 17.52

표   2  보조치 설계 변수에 따른 최  단부 코깅력 비교

Table 2 Maximum edge cogging force according to the 

design parameter of auxiliary teeth 

X는 기자로부터의 이격거리, D는 보조치의 폭, Y는 보

조치의 높이를 의미한다. 한 나머지 사양은 기본 모델과 

동일하다. 표 2에 보조치 설계 변수에 따른 최  단부 코깅

력을 나타내었다. 먼  Y 길이를 선정하기 해 X는 기

자의 슬롯 개구폭인 2[mm]로, D는 기자 치 폭과 동일한 

16[mm]로 고정하 다. 표 2로부터, Y 길이 선정을 한 모

델은 Model 1-4이며, Y는 기자 캡을 포함한 치의 높이인 

20[mm]에서 3[mm]간격으로 이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Y가 감소함에 따라 최  단부 코깅력은 감소하

지만 Model 3인 14[mm]이하로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Y는 Model 3의 14[mm]에서 기

본 모델보다 10.77[N]이 감소한 16.96[N]이 발생되어 가장 

감된 양상을 보 다. 다음으로 D 길이를 도출하기 해 

Y는 Model 1-4의 결과에 의해 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

소하는 14[mm]로 선정하고 나머지 변수는 동일하게 선정하

다. D를 조 한 모델은 Model 3, 5, 6이다. 그 결과, 

Model 3을 기 으로 Model 5와 6은 증가하 다. 따라서 D

는 기자 치 폭과 동일한 16[mm]로 설계하 을 때 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X의 길이를 도출하기 해 상기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Y=14[mm], D=16[mm]로 고정하 다. 한 표 2로

부터, X는 1∼4[mm]까지 조 하 고, X를 조 한 모델은 

Model 3, 7-9이다. 그 결과, Model 3과 7에서 동일하게 

16.96[N]이 발생되었고, X가 증가함에 따라 최  단부 코깅력

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X는 슬롯 개구폭과 

동일하게 2[mm]로 설계하여도 무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써 기자 끝단에 보조치의 설치로 인해 최  단부 코깅력이 

기본 모델에 비해 38.84[%] 감되는 것을 확인하 다. 

3.3 가동자 구자석 사이의 보조극과 보조치 조합

구동 특성에 향을 주는 단부 코깅력을 더욱 감하기 

해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하 다. 하지만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극 자속의 흐름이 변화하기 때문에 최  단

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는 보조치의 길이를 다시 도출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극을 구자석 사이에 설치하고 

보조치의 설계 변수 X, Y, D를 선정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

법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6에 가동자의 구자석 사

이에 보조극을 설치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그림 6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 설치 모델

Fig. 6 The model with auxiliary poles installed between 

mover's PMs  

가동자의 구자석 사이에 설치한 보조극 높이는 구자

석과 동일한 높이인 3[mm], 폭은 구자석과 구자석 사이

의 길이인 4[mm]로 선정하 을 때 최  단부 코깅력이 가

장 감됨을 확인하 다[8,9]. 이에 우리는 보조극과 보조치

를 조합하여 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는 보조치의 

형상을 검토하 다. 표 3에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 

설치 후 보조치 설계에 따른 최  단부 코깅력을 나타내었

다. 표 3으로부터, Y의 길이 선정을 한 모델은 Model 

10-12이며, Y는 기자 캡을 포함한 치의 높이인 20[mm]에

서 5[mm]간격으로 이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Y

가 감소함에 따라 최  단부 코깅력은 감소하 지만 Model 

11인 15[mm]이하로 감소하면 오히려 증가함을 확인 할 수 



기학회논문지 61권 11호 2012년 11월

1614

있었다. 따라서 Y는 기본 모델보다 11.45[N]이 감소된 

Model 11의 15[mm]로 선정하 다. 다음으로 D의 길이를 도

출하기 해 Y는 Model 10-12의 결과에 의해 최  단부 코

깅력이 가장 감소하는 15[mm]로 선정하고 나머지 변수는 

동일하게 선정하 다. D를 조 한 모델은 Model 11, 13, 14

이다. 그 결과 Model 13을 기 으로 Model 11과 14는 증가

하 다. 

마지막으로 X의 길이를 도출하기 해 상기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Y=15[mm], D=14[mm]로 고정하 다. 한 표 3로

부터, X를 조 한 모델은 Model 13, 15, 16이며, 1∼3[mm]

까지 조 하 다. 그 결과, Model 13을 기 으로 Model 15

와 16은 증가하 다. 이로써 구자석 사이의 보조극과 보

조치를 조합할 경우 최  단부 코깅력은 기본 모델에 비해 

45.61[%]가 감되었다. 한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설

치한 후 설계한 보조치는 X=2[mm], Y=15[mm], D=14[mm]

로 선정되었지만 보조치만 설치하 을 때는 X=2[mm], 

Y=14[mm], D=16[mm]로 선정되어 보조치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보조치만 설치한 경

우보다 최  단부 코깅력도 1.88[N] 더 감되는 것을 확인

하 다. 

X[mm] Y[mm] D[mm]
Maximum edge 

cogging force [N]

Basic model - 27.73

Model 3 2 14 16 16.96

Model

10 2 17 16 25.79

11 2 14 16 16.28

12 2 11 16 20.64

13 2 14 14 15.08

14 2 14 18 16.25

15 1 14 16 15.75

16 3 14 16 15.57

표   3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 설치 후 보조치 

설계에 따른 최  단부 코깅력 비교

Table 3 Maximum edge cogging force according to the 

design of auxiliary teeth after the auxiliary poles 

installation between mover's PMs 

3.4 가동자 Back iron 끝단의 보조극과 보조치 조합

그림 7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 설치 모델

Fig. 7 The model with auxiliary poles installed at both ends 

of the mover's back iron   

X[mm] Y[mm] D[mm]
Maximum edge 

cogging force [N]

Basic model - 27.73

Model 3 2 14 16 16.96

Model

17 2 20 16 23.41

18 2 15 16 15.52

19 2 10 16 19.37

20 2 15 14 14.42

21 2 15 12 15.04

22 1 15 14 15.04

23 3 15 14 14.49

표   4 가동자 Back iron 끝단의 보조극 설치 후 보조치 

설계에 따른 최  단부 코깅력 비교

Table 4 Maximum edge cogging force according to the 

design of auxiliary teeth after the auxiliary poles 

installation at both ends of the mover's back iron 

다음은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도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하 다. 그림 7에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

을 추가로 설치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추가로 설치된 보조

극의 높이는 구자석과 동일한 높이인 3[mm], 폭은 가동자 

Back iron 끝단에서 구자석까지의 길이인 14[mm]일 때 

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었다[8,9].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극과 조합하여 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는 보조

치의 길이를 도출하기 해 설계 변수는 상기와 동일하게 

X, Y, D로 선정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표 4에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 설치 후 보조치 설계에 따른 

최  단부 코깅력 비교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한 모델에서는 가동자 

구자석 사이에 보조극을 설치하 을 때와 동일한 보조치

로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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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모델의 단부 코깅력 형

Fig. 8 Edge cogging force waveform of each model  

그림 8에 각 모델의 단부 코깅력 형을, 그림 9에 각 모

델의 최  단부 코깅력 비교를 나타내었다. 그림 8로부터, 

가동자 Back iron 양 끝단에 보조극을 추가로 설치한 모델

에서 최  단부 코깅력은 기본 모델에 비해 48[%] 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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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자석 사이에만 보조극을 설치하 을 때 보다 

0.66[N]이 더 감소한 14.42[N]이 발생되었다. 그림 10에 각 

모델의 고조  분석을 나타내었다. 그림 10로부터, 제안된 

보조극과 보조치 조합 모델이 기본모델에 비해 5고조  성

분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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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모델의 최  단부 코깅력 비교

Fig. 9 Maximum edge cogging force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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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모델의 고조  분석

Fig. 10 Harmonic analysis of each model 

4.  결  론

본 논문은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의 운 특성

을 향상시키기 해 추력리 로 작용하는 단부 효과에 의한 

코깅력을 감하기 해 먼  보조치를 설계한 후 가동자에 

설치한 보조극과 조합하여 단부 코깅력을 악하 다. 하지

만 보조치와 보조극을 조합할 경우 먼  설계한 보조치의 

설계 값은 변화될 수 있다. 이에 보조극 치에 따른 보조

치의 길이를 다시 도출하 다. 설계변수 X, Y, D를 정하고 

그 변수를 조 하여 발생되는 단부 코깅력의 값을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2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하 다. 그 결과, 

보조극과 조합하여 설치한 보조치의 설계 값이 변화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부 코깅력 역시 보조치만 설치할 경

우보다 보조극과 조합하여 설치할 경우가 더욱 더 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의 

단부코깅력 감을 해 보조치만 설치할 경우, 보조치의 피

치는 2[mm], 높이는 14[mm], 폭은 16[mm]의 형상이 합

하며, 기본모델보다 10.77[N]이 감소된 16.96[N]이 발생되어 

38.84[%] 감소됨이 확인 되었다. 한, 보조극과 보조치를 

조합할 경우, 보조치의 피치는 2[mm], 높이는 15[mm], 폭은 

14[mm]의 형상에서 단부 코깅력이 가장 감되었으며, 이는 

기본모델보다 13.31[N]이 감소된 14.42[N]이 발생되어 48[%]

의 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자 

분산배치 집 권 PMLSM의 단부코깅력 감을 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조극과 보조치의 조합이 단부 효과 

감 방법에 유용함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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