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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Gantry Type 2000N  Liner Moto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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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의 산업 현장 에서는 공정간 물류이송은 

고속화와 크린룸 설비에서도 사용가능한 이송  

방식을 요구하며 일반 Gantry 타입 이송장치는 

Rack-Pinion의 접촉식 구동 방식이며 크린룸 설비 

및 고속 이송용 Gantry 에는 적용이 어렵고 기존의 

리니어 모터 타입은 이동축의 고정자가 영구자석

으로 되어 있어 일반 산업 현장 적용이 어려우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우 고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자를 

일반적인 강철을 적층하여 적용하고 이동자에  

영구자석 및 철심을  Roll 형태로 감은 코어를 

적용하여 2000N 리니어 모터를 연구 개발하였다.

개발 내용으로는 2000N 전동기의 이동자 및 고정자 
,2000N 리니어모터 시제품, 이동자 자석 부착  
지그, 2000N 리니어 모터 정추력 시험 장치를 개발
하였다.

2. 2000N 리니어 모터 설계 

모터의 설계 순서른 Fig. 1 과 같고, 주요 설계사

양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동자의 설계 도면은 

Fig.2와 같다.

Fig. 1 Block diagram of liner motor design

Table 1 Specification of liner motor

Fig. 2 Design of Motor movement shaft

3. CORE 형상 및 자석 부착 형상

  Core를 Roll 형태로 감아 모터 구동시 발생하는 

손실을 SMC CORE에서 보다 더 줄임과 동시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 이동자 한상의 길이도 손실이 줄었다.

<befor>                <after>     
Fig. 3 Processd motor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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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니어 모터 정추력 TEST

   정추력 TEST는 기자력에 맞는 전류를 입력하였을 

때, 위치변위에 따라 전동기가 발생시킬수  있는 
힘을 TEST하는 것이며 정추력 TEST 결과는 전동기
를 설계한 후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된다. 정추력 TEST 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로드셀이 장착된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정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동자가 실
제 고정자 트랙에 부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래 
방법으로 정추력 TEST를 실시하였다. 
- 다른 상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추력을 
측정하고자 하는상을 제외하고 다른상의 고정
자는 제거함 

- 각각의 기자력에 맞는 전류를 인가함 
- Gear Box에 설치된 핸들을 조절하여 이동자와 
연결되어 있는 로드셀을 진행방향으로 이동시킴 

- 로드셀의 출력값의 부호가 변하는 시점을 0점으
로 설정함 

- 1mm씩 이동하면서 정추력값을 측정함 

  Fig. 4 Picture of liner motor thrust test system

5. 2000N급 리니어 모터 정추력 해석결과

Fig. 5 Result of liner motor thrust test
 

 위의 결과에서 2000N의 한상의 정격 추력은 

987.39[N]이다. 전동기는 3상으로 구성되므로 
3상 합성 추력은 2962.17N으로 계산 되며 마찰력 
및 기타 손실들을 고려하면 설계된 2000N 리니어 

모터는 적절히 계산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0N 리니어 모터 대한 응답 특성은 Fig. 6에서 
나타 나고 이동자 무게는 400kg으로 2000N의 추력
을 발생하는 상황은 가속도를 5.0[m/s2]으로 운전
하는 경우 달성됨을 알수 있다. 
 Fig. 6에서는 속도 명령 3m/s, 가속도 명령 
5.0[m/s2]인 경우 측정된 속도와 전류를 도시한 
것이며 그림에서 보듯이 3m/s의 속도에 도달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약 0.6[sec]로 3m/s까지 운전하
는 동안의 평균 발생힘은 2000N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Fig. 6 Characteristic of liner motor thrust test

6. 결론

  
  리니어 모터의 Simulation과 실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0%에서 최대 5% 정도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처음 리니어 모터의 중요 
factor 결정 과정에서의 수식의 정확성 또한 본 
연구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
한 리니어 모터는 종래의 리니어 모터와는 다른 
전기적 구조를 가지며, 산업 현장 및 청정 크린룸등
에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주행 
장치의 구동부는 종래의 Rack-Pinion 의 접촉식 
구동 방식에서 비접촉식 구동 방식으로 변경되어 
속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동차 부품 가공라인에 설치되는 Gantry 
System의 주행부,  전자라인의 크린룸 설비, 고속 
이송용 생산 설비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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