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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형 이동자와 고정자의 형상에 따른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자기력 특성 비교 및 피칭 모멘트 실험

Comparison of Electromagnetic Force Characteristics and Experiment of Pitching 

Moment in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According to 

the Moving Iron Core and Stator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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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experiment of force characteristics in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for accuracy prediction of linear motion machine tools. In particular, the pitching moment resulting from 

attraction force ripple has been analysed and tested. Firstly,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detent force, attraction force, 

and pitching moment in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according to the design techniques such as auxiliary 

teeth, chamfering, and permanent magnet skewing. In addition, we suggested the experimental set for measurement of pitching 

moment. Finally, the results from measurement shows the good agreement with those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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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속 운전과 정밀 위치 제어가 가

능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 : PMLSM)의 적용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는 가동부(이동자)와 고정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소음 및 마찰이 적고 빠른 가감속 특성을 가지며, 

높은 위치 정확도 및 낮은 주행 오차를 가지고 있어 공작기계, 

자기부상열차, 반도체 생산설비, 반송 장치, 공장 자동화 설비 등

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4].

직선운동 공작기계는 주로 볼스크류나 리니어 모터(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 의해 구동된다. 볼스크류는 스크류축을 회전

시키는 힘을 대부분 너트를 이송시키는 데 이용하므로, 마찰에 

의한 손실과 마모가 적고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으로 사용가능

하며,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공작기계의 고속화에 의한 볼스크류 부하관성의 증가와 강

성 증가를 위한 이송계 직경의 확대로 인한 발열, 백래쉬

(backlash) 등은 볼스크류 이송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에 해당되

며, 이들은 공작기계 정밀도의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한편,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는 비접촉 구동시 발열, 관성, 

강성저하의 원인이 되는 기계부품이 없고, 직접구동이 가능한 특

징을 갖는다. 또한, 백래쉬가 없으므로 정밀 위치 제어가 가능하

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고속/고정도 구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

지므로, 볼스크류로 구성된 공작기계를 대체하는 대표적 직선운

동 이송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

기는 최대추력의 3배에서 5배에 이르는 큰 수직력(또는 흡인력 : 

Attraction force)에 의한 이송계의 변형, 치-슬롯 형상에 의한 

추력 및 수직력의 불균형 또는 맥동을 가지게 되며, 추력 맥동의 

경우 등속구동 및 정밀 위치제어를 어렵게 하고, 수직력의 맥동

은 이동자에서 주기적인 각 운동오차의 원인이 되는 피칭 모멘트

(Pitching moment)를 발생시켜 초정밀 가공에서 표면의 불규칙 

가공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대형 초정밀 가공기에서는 큰 부하

에 높은 운동정밀도가 요구되므로 앞서 언급한 피칭 모멘트에 의

한 각 운동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본 논문에서는 초정밀 공작기계에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

기를 이용한 직선 이송계의 수직력 맥동에 의한 피칭 모멘트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디텐트

력(Detent force) 저감을 위해 적용되는 설계법인 보조치(auxiliary 

teeth), 단부 치 챔퍼링(chamfering), 스큐(skew) 등이 피칭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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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의 종류

Fig. 1 Electromagnetic forces in PMLSM

그림 2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피칭모멘트의 정의

Fig. 2 Definition of pitching moment in PMLSM

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피칭 모멘트는 수직

력의 맥동성분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의 피칭 모멘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직력 성분의 정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동안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연구에 있어서 등속 구동 및 정밀 위치 제어 성능에 방해가 되

는 디텐트력 저감을 위한 선행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수직

력의 맥동 특성에 대한 연구 수행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영구자

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무부하시 불평형 추력의 맥동인 디텐트력

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다양한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6-15]. 그러나, 수직력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한 연구 또는 수직력의 맥동인 피칭 모멘트를 다룬 

연구결과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16, 17]. 

본 논문의 해석 모델은 철심형 이동자를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로서 이동자 철심에 보조치가 적용된 모델, 단부 치 

챔퍼링이 적용된 모델, 고정자 영구자석에 스큐가 적용된 모델을 

각각 선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각각의 특수한 형상이 영구

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수직력 맥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또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수직력 맥동 및 피칭 모멘

트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수행된 다양한 해석결과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

증하였다. 

2.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의 종류

일반적으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력

은 그림 1과 같이 6개의 힘으로 구분된다. 그림에서 FD , FN , FL
은 각각 디텐트력, 수직력, 횡방향력(Lateral force)을 나타내며, 

MR , MY , MP는 각각 롤링 모멘트(Rolling moment), 요잉 모멘

트(Yawing moment), 피칭 모멘트를 나타낸다. 디텐트력 FD는 

이동자의 이동 방향(x-axis)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동자의 치와 

영구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치 디텐트력과 영구자석 전동기의 

구조상 제한된 길이로 인한 단부에서 자속 흐름의 불평형으로 인

해 발생하는 단부 디텐트력으로 나뉘어진다. 디텐트력과 흡인력

은 공극에서의 수평방향 자속밀도, 수직방향 자속밀도로부터 맥

스웰 응력법(Maxwell stress tensor method)이 적용되어 계산될 

수 있다. 

그림 2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피칭 모멘

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피칭 모멘트는 철심형 이동자

의 진행 방향(Forward) 성분과 진행 반대 방향(Backward) 성분

에 의해 계산되며, 이는 이동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진행 방향

과 진행 반대 방향 영역의 수직력 맥동성분에 해당한다. 영구자

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이동자의 임의의 분할된 영역에서 발생

하는 수직력을 Ffb kn,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dfb kn으로 

정의할 때, 피칭 모멘트 성분인 Mpf  및 Mpb는 거리와 힘의 

벡터곱(vector-cross product)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pfpb∆dfb kn×∆Ffb kn [N·m] (1)

따라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이동자의 전 영역에 대한 

피칭 모멘트 Mp는 식 (5)와 같다. 

M  
  



Mpf  
  



Mpb [N·m]  (2)

여기서, 는 진행 방향 영역과 진행 반대 방향 영역 이동자

의 영역 분할 개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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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형상 PMLSM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PMLSM with basic topology

Item Value Item Value

Mover Height 34 mm Mover Length 216 mm

Slot Height 20.5 mm Stack Length 35 mm

Slot Width 5 mm Teeth Width 7 mm

Slot Pitch 12 mm Air-Gap 0.8 mm

Pole Pitch 18 mm
Magnet 

Thickness
4 mm

Magnet Length 15 mm Magnet Width 35 mm

그림 3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기본 형상

Fig. 3 PMLSM with basic topology

그림 4 기본 형상을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자기력 

특성

Fig. 4 Electromagnetic force characteristic of PMLSM with 

basic topology

그림 5 보조치를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Fig. 5 PMLSM with auxiliary teeth

(a) 보조치가 없는 경우

(b) 보조치가 있는 경우

그림 6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보조치에 의한 자속 분포 

특성

Fig. 6 Magnetic flux distribution of PMLSM with or without 

auxiliary teeth

3.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이동자 및 고정자 

형상에 따른 전자기력 특성

그림 3은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기본 모델 형상을 나타

낸다. 기본 모델은 설계 형상에 따른 해석을 위한 기준 모델이다. 

표 1은 해석 모델의 기계적 치수 데이터를 나타내며, 그림 4는 

기본 형상을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 전동기의 전자기력(디텐트

력)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영구자석 선

형 동기전동기의 디텐트력은 치 디텐트력과 단부 디텐트력의 중

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회전형 전기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단부 디텐트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직력과 모멘트는 설계 형상에 따른 해석 결과와 함께 비

교하였다. 

3.1 보조치의 영향

그림 5는 보조치가 적용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3차원 

형상을 나타낸다.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는 이동자 철심의 제

한된 길이와 치-슬롯 형상에 의하여 힘의 불평형이 일어나게 되

는데, 보조치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단부에서의 자속 경로 

적절히 변화시켜 디텐트력을 저감시킨다. 그림 6(a)와 (b)는 보조

치의 적용에 따른 자속의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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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조치에 의한 디텐트력(Fx ) 특성

(b) 보조치에 의한 흡인력(Fy) 특성

(c) 보조치에 의한 피칭 모멘트(Mp) 특성

그림 7 보조치에 의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자기력 특

성 비교

Fig. 7 Electromagnetic force characteristic of PMLSM with 

or without auxiliary teeth

그림 7은 표 1에 나타낸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 보조치

를 적용하였을 때 전자기력 특성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해석모델이 보조치를 

갖는 전체 모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기력 특성의 비

교 결과를 통해 보조치 적용 시 Peak-to-Peak 기준의 디텐트력

은 23.3% 감소, 흡인력의 맥동은 18.4% 증가, 피칭 모멘트는 

55.2%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 

보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디텐트력 저감에 효과를 보이며, 피칭 

모멘트 크기의 감소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단부 치의 챔퍼링 영향

그림 8은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단부 치에 챔퍼링을 적

용한 해석모델의 3차원 형상을 나타낸다. 보조치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단부 치 챔퍼링은 자속 경

로를 적절히 변화시켜 이를 통해 디텐트력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설계법이다. 그림 9(a)와 (b)는 단부 치 챔퍼링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른 자속의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8  챔퍼링된 단부 치를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Fig. 8  PMLSM with chamfered end teeth

(a) 단부 치 챔퍼링이 없는 경우

(b) 단부 치 챔퍼링이 있는 경우

그림 9  단부 치 챔퍼링 적용에 따른 자속분포

Fig. 9 PMLSM with chamfered end teeth



Trans. KIEE. Vol. 64, No. 12, DEC, 2015

철심형 이동자와 고정자의 형상에 따른 구자석 선형 동기 동기의 자기력 특성 비교  피칭 모멘트 실험              1699

(a) 단부 치 챔퍼링에 의한 디텐트력(Fx ) 특성

(b) 단부 치 챔퍼링에 의한 흡인력(Fy) 특성

(c) 단부 치 챔퍼링에 의한 피칭 모멘트(Mp) 특성 

그림 10 단부 치 챔퍼링에 의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

자기력 특성 비교

Fig. 10 Electromagnetic force characteristic of PMLSM with 

or without chamfered end teeth

그림 10은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단부 치의 챔퍼링 적

용에 따른 전자기력 특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디텐트력은 단부 치의 챔퍼링을 적용함으로써 

5.6%정도 저감되었고, 흡인력의 맥동은 8.7% 증가, 피칭모멘트는 

41% 감소하였다.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단부 치의 챔퍼

링은 디텐트력 및 흡인력 맥동의 크기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피칭 모멘트 저감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스큐(Skew)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디텐트력을 저감하는 가장 유효

한 방법은 영구자석 또는 적층 규소강판의 스큐인 것으로 잘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철심형 이동자를 갖는 영구자

석 동기 전동기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영구자석의 스큐 배치가 제

작이 용이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고정자 영구자석의 스큐만을 고

려하였다. 그림 11은 스큐가 적용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3차원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11 스큐된 영구자석을 갖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Fig. 11  PMLSM with skewed permanent magnet

그림 12는 스큐 적용에 따른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

자기력 특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

이, 디텐트력은 스큐를 적용함으로써 71.3% 저감되었고, 흡인력

의 맥동은 62.3% 감소, 피칭 모멘트는 30.4%가 감소하였다. 즉,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에서 스큐를 적용하는 경우, 디텐트력

의 저감에는 큰 효과를 갖지만, 흡인력의 크기와 피칭모멘트 크

기의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피칭 모멘트 실험 및 결과

4.1 실험 장치

앞서 제시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자기력 특성에 관

한 해석 및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피칭 모멘트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림 13은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피칭 모멘트 

측정 실험장비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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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큐에 의한 디텐트력(Fx ) 특성 

(b) 스큐에 의한 흡인력(Fy) 특성 

(c) 스큐에 의한 피칭 모멘트(Mp) 특성 

그림 12 스큐에 의한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전자기력 특성

Fig. 12 Electromagnetic force characteristic of PMLSM with 

skewed permanent magnet

그림 13 피칭 모멘트 측정 실험장비

Fig. 13 xperimental equipment for Pitchiing Moment of 

PMLSM 

의 이동자를 로드셀을 이용하여 실험 바닥면에 고정하고, 영구자

석이 취부되어 있는 고정자를 LM가이드를 이용하여 직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힘의 측정은 영구자석이 취부되어 있는 고정

자를 LM가이드를 통해 이동하면서 로드셀 측정값을 기록하여 시

행되었으며, 이동 가능거리는 영구자석 극 간격(pole-pitch)의 3

배로 설계 되었다. 측정된 수직력에 대한 피칭 모멘트 환산을 위

하여 철심형 이동자를 2-등분하여 힘 측정을 수행하였다. 

4.2 실험 결과

그림 14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의 영구자석 고정자를 2-

피치만큼 이동하였을 때, 양단(Module-1과 Module-2)에서 동시

에 측정된 수직력의 값을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계산된 결과가 매우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는 그림 14의 흡인력 실험결과와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의해 얻어진 피칭 모멘트 특성을 나타낸다.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얻어진 피칭 모멘트는 약 2.38N·m(Peak to Peak)이고, 실험에 

의해 얻어진 피칭 모멘트는 약 3.06N·m(Peak to Peak)으로 오

차는 약 25% 정도이다. 그림 14에서 나타낸 흡인력 특성에 비해 

유한요소해석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갖는 이유는 피칭 

모멘트의 크기가 Module-1과 Module-2 사이의 아주 미세한 흡

인력의 차이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동기가 적용되는 직선 이

송계의 전자기력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구자석 선형 동기전

동기의 철심형 이동자 형상 및 고정자 형상에 따른 힘 특성해석

을 수행하였다. 특히, 수직력 맥동에 의한 피칭 모멘트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피칭 모멘트 측정 실험 장치를 제안하고, 실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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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듈-1(진행 방향 부분)에서의 흡인력

(b) 모듈-2(진행 반대 방향 부분)에서의 흡인력

그림 14 흡인력 실험 결과 및 비교

Fig. 14 Experimental results and comparisons of attraction 

forces

그림 15 피칭 모멘트 실험 결과 및 비교

Fig. 15 Experimental result and comparison of pitching 

moment

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보조치, 단부치의 챔퍼링, 스큐가 적용되

었을 때, 디텐트력, 수직력 특성을 분석하고, 피칭 모멘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철심형 이동자의 형상설계 법 및 고정자 

설계법이 전동기의 전자기력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하여, 제안된 피칭 모멘트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자기력 특성 해석 결과들

에 대한 검증을 하고, 피칭 모멘트의 계산 및 실험적 검증에 대

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는 향

후 기계 장비 정밀도 향상을 위한 통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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