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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용 선형전동기(LSRM) 위치검출 모델링

  Position Detecting Modeling of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LSRM) for Railway 

Vehicles

윤  용  호

(Yong-Ho Yoon)

Abstract - In fact, in order to obtain good performances and low torque ripple, a high-resolution sensor is needed, which is 

costly and usually needs a special construction for the machine. So researchers are becoming aware of their cost and ar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st reduction. Information of rotor position is necessary to drive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LSRM). Therefore, linear optical encoder is used to detect a mover position. Normally, since the price of encoder, which 

is used for linear mo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one used for rotory motor and the cost of additional equipment 

increases with the length of motor. This is not always appropriate, considering economical efficiency in case of using the 

linear optical encoder. As a results, LSRM has a great part for the total cos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LSRM 

position detecting modeling with reflective type photo-sensor. Additionally, we hav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the reduced 

position sensor for LSRM drives with advanced control technique. To certify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method, a simulation using PSIM software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informative results are dis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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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 리니어 모터를 이용한 철도차량의 수입이 늘어나

고 있는 실정이며 리니어 모터에 관한 연구 사례는 많이 있으나 

철도차량에 대한 적용 사례는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회전형 

모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휠과 레일사이의 마찰력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법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차체의 무게가 증가해야 하며 

무게 증가는 급가감속을 어렵게 하고, 열차운행의 운전시격을 증

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전자기력을 이용한 리니어 모터는 기계적인 벨트나 기

어, 축등이 필요하지 않아 구조가 간단하고 차량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여 재료비와 설

치비가 절감되며,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철도시스템에 적용하고

자 하는 연구사례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실례로 리니어 모터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용 추진 시스템의 개발단계로 LIM(Linear 

Induction Motor)에 대한 제작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내용들

이 있다[1,2].

그러나 LIM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에너지 효율이 회전형모터나 

LSM(Linear Synchronous Motor), LSRM(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보다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LIM 구동장치

에서는 차량부상에 의해 공극이 가변되기 때문에 10-15mm의 공

극을 이용해야 하나 회전형 유도모터의 고정자권선과 회전자사이

에 공극은 높은 효율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

에 선형기기에 비하여 훨씬 더 작게 설계되어져 있다. 

따라서 차상에 있는 LIM의 주권선은 공극에 자장을 발생시키

고 리액션 레일에 유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전력을 제공해야 하

므로 공극을 크게 하면 효율은 LSM, LSRM보다 훨씬 더 낮아지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LIM에서는 주행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차원의 힘이 발생한다. 이것은 1차측 고정자와 리액

션 레일사이에서 추진력과 흡입/반발력사이에 간섭과 이러한 두 

힘에 대하여 횡방향으로 발생되는 수평력(lateral force)사이에 간

섭 때문이다. 이러한 힘은 2차측에 발생되는 와전류(eddy 

current)때문에 차량움직임 방향으로 배치되어있는 LIM의 추진 

방향과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힘의 영향으로 인해 추진장치로써 

LIM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던스(guidance)와 부

상시스템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LIM의 1차측과 2차측 사이의 공극에서 이러한 힘의 변화와 수직

력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그리고 고속 추진시 수직력과 수평력의 

크기와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추진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LI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SRM (Linear 

Switched Reluctance Motor)을 이용하여 가동자의 위치검출 모

델링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LSRM은 SRM을 축방향으로 잘라 펼쳐놓은 형태로 직선 운동

이 필요한 곳에서 직접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고정자와 가동자 어느 곳에나 권선을 설치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형전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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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SRM 구조 및 권선연결

Fig. 1 Construction and winding connection of LSRM.

그림 2 LSRM 구동원리

Fig. 2 Driving principle of LSRM.

길이에 따라 위치센서의 부가장치 비용이 증가하며 구현가능 길

이에 제한이 있는 문제점도 있다. 선형전동기를 제어하는 경우에

는 가동자의 위치각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위치각 정보를 취

득하기 위해서는 레졸버나 절대 엔코더 등의 위치검출기를 부착

해야한다. 그러나 레졸버나 절대 엔코더 등은 이동하는 자극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검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다는 단점

이 있다[4, 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SRM의 가동자 위치에 따라 상권선의 

여자시점 결정 및 위치검출 특성을 고려하고 길이에 비례하여 가

격이 상승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Photo sensor를 이용한 위

치추정 알고리즘을 모델링하였다. 정밀 위치제어는 불가능하나 

고가의 선형 엔코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터의 길이에 관계없

이 저가의 위치검출이 가능하며 전체 시스템의 부피를 줄이고 경

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제안한 위치검출기법

2.1 LSRM 구동원리

LSRM의 인가전압에 의한 권선의 모델링은 저항성과 전류에 

의한 쇄교자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의해 표현되어지며, 쇄교자속

의 시간적 변화율은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강하와 속도 기전력으

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림 1은 LSRM의 구조 및 권선연결에 대한 형상으로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가동자를 최대 인덕턴스 값을 가지는 위치가 될 

때 까지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추력이 발

생되며 이와 관련 추력식 식 (1)은 식 (2)의 SRM 토크식과 동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식 (1)은 식 (2)의 가 로 바뀐 점만 다르

며 서론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LSRM은 SRM을 잘라서 펼친 형

태로 구동원리가 SRM과 동일하며 추력 역시 SRM의 토크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1)

 

 





                  (2)

SRM은 고정자 권선이 여자될 때 단일 자계가 발생하고릴럭턴

스 토크는 회전자가 최소 릴럭턴스 위치로 움직이도록 발생하는 

원리에 의해 동작하는 전동기이다. 전류가 고정자의 상권선에 흐

르면 상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자속을 발생시키고 생성된 자로에 

의해 회전자는 릴럭턴스가 최소인 방향과 인덕턴스가 최대인 방

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즉， 토크는 회전자가 여자된 고정자의 

극이 정렬하는 방향으로 발생되며 발생 토크의 방향은 고정자가 

여자된 상에 대한 회전자 위치에 의해 결정되고 전류 방향과는 

무관하다. 또한 연속적인 토크는 회전자 위치에 대해 고정자 각

상을 순차적으로 여자하면서 발생된다. 

인덕턴스파형에 의한 SRM의 동작원리는 회전자의 위치를 센

서가 검출하면 해당하는 상권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의 

위치는 비정렬 위치이고 인덕턴스가 가장 작은 위치이다.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계가 발생하고 회전자는 릴럭턴스가 최소，인덕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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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hoto sensor를 이용한 LSRM 위치검출

Fig. 3 LSRM position detecting method with photo-sensor

그림 4 C상 신호 추정원리

Fig. 4 Estimation of C-Phase

스가 최대인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고정자와 회전자가 정렬하게 

되면 인덕턴스는 최대가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덕턴스가 증가

하는 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상권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진행

방향에 대해 정토크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인덕턴스가 감소하

는 구간에 대해 권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진행방향에 대해 부

토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인덕턴스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토

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속적인 정토크를 발생시키려면 

회전자가 각상의 정토크 영역에 왔을 때만 각 상의 권선을 여자

시키면 된다[6, 7].

따라서 추력은 LSRM 상전류의 제곱 및 기울기에 비례하여 

그림 2와 같이 인덕턴스 증가 구간에서 정방향 추력이 발생이 

되며 반면에 인덕턴스 감소 구간에서는 역방향 추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2 제안한 LSRM 위치검출 기법의 기본원리

반사형 Photo sensor는 발광부에서 방출된 빛이 반사체의 위

치에 따라 수광부에 도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High 또는 Low신호를 검출하여 LSRM의 여자시점을 결정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LSRM의 고정자 돌극부에 명암 처

리를 함과 동시에 발광부와 수광부가 함께 있는 Photo-sa와 sb

를 가동자 슬롯 옆면에 취부 하여 가동자 A, B, C상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고정자 돌극부가 Photo sensor를 통과하는 시점에 High 신호

를 검출하여 모터 길이에 상관없이 여자 해야 할 상을 결정할 

수 있다. Photo sensor sa와 sb를 취부한 후 두 신호로부터 그

림 4와 같이 NOR 회로를 통해 sc를 검출할 수 있고 sa, sb, sc

가 각각 High 신호일 경우 A, B, C 상을 여자 한다면 가동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에 sa, sb, sc가 각각 High 신호일 

경우 C, A, B 상을 여자 한다면 가동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

다. 그러나 가동자의 초기위치가 정확히 sa와 sb의 사이에 위치

했을 경우 모든 상의 신호가 Low 레벨이 되어 초기기동이 불가

능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초기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NOR 회로를 사용하여 sa와 sb가 

Low 신호이어도 sc의 신호에 의해 C상이 여자되어 sa와 sb의 

동시 Low 레벨 위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 기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사례연구 

제안한 Photo-sensor를 이용한 LSRM 위치검출 알고리즘 모

델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PSIM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2.1절 LSRM의 구동원리에서 언급했듯이 

LSRM은 SRM을 잘라서 펼친 형태로 구동원리가 SRM과 동일하

며 추력 역시 SRM의 토크식과 동일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

는 3상 6/4 pole SRM 블록을 이용하여 LSRM Subcircuit Block

을 모델링 하였다.

그림 5는 제안된 LSRM 위치검출 알고리즘 모델링 블록도로 

LSRM, 비대칭 브릿지 컨버터, 이동거리 및 속도검출 블록 그리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Photo sensor를 이용한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동거리 및 속도검출 블록은 카운터 회로를 이용

하여 Photo-sensor 신호가 입력되면 가동자 극피치가 16[mm]

씩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동거리 측정 및 측정된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측정된 속도는 LSRM 블록으로 입력되어 블록 내부에서 속

도를 적분하여 이동거리 계산 및 16[mm]마다 리셋 하여 Photo 

sensor 신호를 발생하도록 모델링하였다.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hoto-sensor를 이용한 LSRM 

위치검출 모델링에 대한 결과 파형으로 상전류(A, B, C), 추력, 

가동자 위치에 따른 Photo-sensor 신호, 이동거리, 속도파형을 

보여주고 있다. 가동자 극피치가 16[mm]씩 이동하도록 설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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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한 LSRM 위치검출 모델링

Fig. 5 Proposed position detecting modeling of LSRM.

그림 6 위치검출 알고리즘 모델링 결과파형

Fig. 6 The resulting waveform of position detecting modeling.

그림 7 A, B 상전류, A상 Theta 값, A, B상 추력

Fig. 7 A, B phase current, A phase theta value and A, B 

phase force

내용과 동일하게 Photo-sensor 신호가 입력될 때마다 이동거리

가 16[mm]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LSRM의 자계 분포 특성 해석, 회로정수 도출, 

정특성 및 구동 특성 해석을 정밀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기의 

특성 해석에서 유한요소법 등의 수치해석 상용 프로그램이 일반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8, 9]. 그림 7과 8은 실제 4상 LSRM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law data의 lookup table을 

이용하여 MATLAB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어진 결과파형들로 그

림 7에서 상전류(A, B), A상의 Theta 값과 A, B상에 대한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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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상 인덕턴스 프로파일 및 가동자 Theta 값

Fig. 8 A phase inductance profile and theta value of mover

 

그림 9 A, B 상전류, A 상 Theta 값, 추력

Fig. 9 A, B phase current, A phase theta value and force 

그림 10 A상 인덕턴스 프로파일 및 가동자 Theta 값

Fig. 10 A phase inductance profile and theta value of mover

그림 11 상전류(A, B, C, D상) 및 속도

Fig. 11 Phase current and speed.그림 8에서는 A상 인덕턴스 프로파일에 따른 가동자 Theta 값의 

결과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7과 8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회로정수 도출 및 

설계 사양을 결정하고 속도 및 위치 프로파일과 제어 알고리즘인 

추력 분배 함수를 적용하여 지령조건을 추종하는 동특성에 대해 

LSRM관련 수행과제를 통해 얻어진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6의 시뮬레이션 결과 외에 

Photo-sensor를 이용한 LSRM 위치검출 모델링에 대한 알고리

즘 검증을 위해 과거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를 이

용 및 MATLAB 소프트웨어를 통해 얻어진 그림 7, 8의 결과들

과 비교하였다. 

그림 9, 10, 11의 결과들은 본 논문에서 제안 및 적용한 

PSI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어진 파형으로 MATLAB 소프트

웨어에서 적용한 동일조건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9는 그림 7에서 

나타낸 파형과 동일하게 상전류(A, B), A상의 Theta 값과 추력에 

대한 결과파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8에서 A상 인덕턴스 프

로파일에 따른 가동자 Theta 값의 결과와 동일한 파형을 그림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링 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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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덕턴스 프로파일에 따른 가동자의 Theta 값 비교에 의

해 가동자 위치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검출함으로써 스위칭 정보 

및 LSRM의 전류 및 속도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1은 검출된 가동자 위치정보에 의해 실행된 속도가변에 

따른 속도응답과 각상에 흐르는 상전류파형의 결과로 기준속도를 

잘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LSRM은 SRM과 마찬가지로 가동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

수적이므로 위치검출용 엔코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형전동기에 사용되는 엔코더의 가격은 회전형에 비해 고가이며 

전동기 길이에 따라 부가장치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거리 이송 시 길이에 비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광학식 리니어 엔코더보다 Photo-sensor를 이용한 위

치추정 알고리즘 모델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위치검출 모

델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LSRM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철도차량용 추진 시스템에 적용함과 동시에 모

터의 길이에 관계없이 저가의 위치검출이 가능하며 전체 시스템

의 부피를 줄이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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