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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uthors investigated an overhead shuttle (OHS) system for automatic transferring the liquid crystal display (LCD)
panels. The constructed tracks of OHS system include the linear and curve regions and have been installed on the ceiling
to transfer the cassette of LCD glass along the closed-loop and open-loop tracks. In this study, the OHS system was
implemented by a proposed linear motor to solve encoder installation and the system cost problems of the long distance
transfer system. In addition, we utilized a new algorithm of the position detection and a new control algorithm for driving
linear motor. The newly developed control algorithm was demonstrated from both a computer simulation and an
experimentation, indicating that the highly reliable and speedy transfer system can enhance the LCD panel productivity
of commercial OHS system. 

Key Words : OHS(Over Head Suttle), TFLM(Transverse Flux Linear Motor), Curve Region, Phase Difference,
MCS(Material Control System) 

1. 서 론

기존의 LCD 패널 자동화 물류 이송시스템은 구동원

으로 대부분 회전형 서보전동기를 사용한다. 회전형 서

보전동기 시스템은 감속기, 렉-피니언, 벨트, 체인 등을

사용함으로 기구 마찰에 의한 분진(particle) 발생과 잦

은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최근 선형전동기(linear motor, 이하 LM이라

칭함.)를 적용하여 이송시스템의 고속성, 신뢰성, 비접

촉성 등을 실현함으로 LCD 패널에 대한 생산수율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LCD 패널 물류 이송시스템 중 하나인 순환궤도차량

(이하OHS라 칭함.) 시스템은 주로 천장에 직선 및 곡

선구간 개루프 또는 폐루프 이송 트랙을 구성하여 이

송대차(vehicle)를 설치하고, LCD 글라스를 적재한 카

세트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화 이송시스

템이다. 이송 트랙이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이 혼용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OHS 이송대차의 구동원은 직선구간

은 물론 곡선구간에서도 이송대차의 구동력을 발생시

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동원으로 회전형 서보

전동기는 곡선구간 구동력 발생이 어렵고, 간접구동방

식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선형전동기를 주

로 OHS 시스템에 적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LM을 적용하여 공정간 연결 물류 자

동화 이송시스템에서 중요한 장비인 OHS시스템 개발

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LM을 장거리 이송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기구 설치, 인코더

설치 및 가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선구

간에서도 구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횡자속 선형전동

기(Transverse Flux Linear Motor, 이하 TFLM이라 칭

함.)를 제안하고 이를 OHS시스템에 적용한다. 또한,

TFLM 구동을 위한 이동자 위치검출 방법과 제어 알고†E-mail : wongonk@nate.com



12 김원곤·윤종보·박건우·황계호

반도체및디스플레이장비학회지 제7권 제3호, 2008

리즘을 제안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한 선형전동기를 실제

OHS 시스템에 적용하여 구동 성능을 실험결과를 통해

제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OHS용 횡자속 선형전동기

곡선구간 구동원으로 LM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 그 형상이 곡선구간에서 기구적으로 간섭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하고, 직선구간은 물론 곡선 전구간에 대하

여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OHS용 2상 TFLM은 직선구간 구동용 TFLM 설계

개념을 확장하여 곡선구간에서도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 고안된 선형전동기이다. Fig. 1과 Table 1

은 본 연구에 사용된 TFLM 형상과 설계사양을 보여

준다. Table.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동자 코일에 정

격전류가 인가되는 경우 TFLM이 발생시키는 합성 정

격추력은 256.84[N]이며, 전동기의 공극은 2[mm], 고

정자 극간격은 30[mm]이다. 곡선구간 고정자의 폭

(width)은 직선구간의 80[mm]보다 넓은 120[mm]로 확

장함으로써, 이동자와 고정자간의 자속 경로(flux path)

는 곡선구간에서도 충분히 확보된다. 

Fig. 2는 실험을 위한 TFLM 이동자와 고정자의 설

치형상을 도시하고 있다. TFLM 이동자는 Fig. 2에서

보듯이 이송대차의 하단에 설치하고, 곡선구간에서의

고정자 설치 트랙 회전반경은 750[mm]로 곡선구간에

서 실제 이동자의 이동거리는 2356[mm]가 된다. 또한

대차를 구동하기 위한 전체 트랙은 폐루프(closed

loop)로 구성한다.

Fig. 3, Fig. 4, Fig. 5는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TFLM에 대하여 이동자 위치별 이동자 코일에 인가되

는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 추력, 흡인력에 대한 3

차원 전자계 해석결과를 이동자 위치 30[mm]지점까지

도시한 것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TFLM이 정방

Fig. 1. Configuration of TFLM about 1-phase mover and
stator.

Table 1. TFLM design specifications for curve and linear
regions

Items Symbols Specifications

Rated
TFLM

MMF 3000[AT]

Thrust force 256.84[N]−2-phase

Air-gap δ 2[mm]

Mover
coil

Material Copper(1[mm]×3[mm])

Winding(wc) 96×2 turns

Width 16[mm]

Height(hc) 18[mm]

Mover
PM

Material NdFeB

Thickness(tpm) 6[mm]

Stator

Material SM-490A

Pole pitch(τ p) 15[mm]

Thickness(tst) 9[mm]

Width(wst)
Linear  region : 80[mm]
Curve  region : 120[mm]

Height(hst) 11[mm]

Mover

Material SM-490A

Width(wpe) 20[mm]

Height(hpe) 45[mm]

Fig. 2. TFLM setup block diagram of the linear and curve
regions.

Fig. 3. Flux linkage of TFLM according to the mover
position a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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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또는 역방향으로의 연속적인 추력을 발생시키기 위하

여 TFLM인가전류는 극간격(pole pitch) 15[mm]를 기준

으로 부호를 교번하여 인가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1].

3. 선형전동기 모델링

2상 TFLM의 j 상에 대한 전압 방정식은 식(1)과 같

이 정의되어 진다. 

,   j = 1,2 (1)

여기서 vj 는 j 상 이동자의 단자전압이고, Rj는 이동

자의 권선저항, ij 는 이동자의 상전류, λ j 는 j 상의 쇄

교자속이다. 식(1)에서 상의 쇄교자속을 인덕턴스 항으

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2)로 표현되어 진다.

(2)

여기서 Ljj는 j 상 평균 자기인덕턴스 (average self

inductance), λ jf는 영구자석에 의한 j 상의 쇄교자속, x

는 이동방향으로의 직선 이동거리, g0는 TFLM의 공극

이다. 

TFLM이 구동 전구간에 걸쳐 g0의 변화가 없다고 가

정하면 식(2)는 다음의 식(3)으로 표현되어 진다. 

,  j = 1, 2 (3)

식(3)에서 우변의 두번째 항의 계수는 증분인덕턴스

(incremental inductance) 성분이며, 세 번째 항은 속도

에 비례하는 전동기의 역기전력 성분이다. 인덕턴스와

자속 성분은 모두 전동기에 대한 인가전류와 위치에

대하여 변화된다. 는 전동기의 위치변화가 없

을 때 ij 의 변화에 따른 Ljj의 변화율을 나타내며,

는 ij가 일정할 경우의 전동기의 위치변화에

대한 Ljj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제어시스템에 대한 모의실험을 위해서는 이산화된

전동기 파라미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식(3)의 Ljj,

, ,  값에 대한 이산화식은

다음과 같다. 

, j=1,2 (4)

, j=1,2 (5)

, j=1,2 (6)

, j=1,2 (7)

또한, TFLM운동방정식은 식(8)과 같이 표현되어

진다.

(8)

여기서 Fx는 전동기 발생추력,  Floss는 전동기의 철

손과 동손 등에 의해 나타나는 전동기의 손실,  a는 이

동방향으로의 이동자의 가속도, M 은 이송대차의 전체

질량, Fl은 부하력, Cf는 대차의 마찰계수, Fn은 흡인

력, g는 중력가속도이다[2,3]. 

이상의 전동기 모델링을 이용함으로 4장에서 제시하

는 전동기의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검증이 가능하다. 

4. 제안한 제어 알고리즘

OHS용 TFLM은 곡선구간을 지날 때 상간 변화되는 위

상차 특성 실험결과를 보인다. Fig. 6은 TFLM이 트랙의

vj Rjij

dλi

dt
-------+=

vj Rjij Ljj

∂Ljj

∂ij
--------ij+⎝ ⎠

⎛ ⎞dij
dt
-----

∂Ljj

∂x
--------ij

∂λjf

∂x
--------+⎝ ⎠

⎛ ⎞dx
dt
-----

∂Ljj

∂g0

--------ij
∂λjf

∂g0

--------+⎝ ⎠
⎛ ⎞dg0

dt
-------+ + +=

vj Rjij Ljj

∂Ljj

∂ij
--------ij+⎝ ⎠

⎛ ⎞dij
dt
-----

∂Ljj

∂x
--------ij

∂λjf

∂x
--------+⎝ ⎠

⎛ ⎞dx
dt
-----+ +=

∂Ljj ∂ij⁄

∂Ljj ∂x⁄

∂Ljj ∂ij⁄ ∂Ljj ∂x⁄ dλjf dx⁄

Ljj x n[ ] ij n[ ],( )
λj x n[ ] ij n[ ],( ) λjf x n[ ]( )–( )

ij n[ ]
-------------------------------------------------------=

∂Ljj

∂ij
--------

Ljj x n 1–[ ]  ij n[ ],( ) Ljj x n 1–[ ]  ij n 1–[ ],( )–
ij n[ ] ij n 1–[ ]–

------------------------------------------------------------------------------------=

∂Ljj

∂x
--------

Ljj x n[ ]  ij n 1–[ ],( ) Ljj x n 1–[ ]  ij n 1–[ ],( )–
x n[ ] x n 1–[ ]–

------------------------------------------------------------------------------------=

∂λjf

∂x
--------

λjf x n[ ]( ) λjf x n 1–[ ]( )–
x n[ ] x n 1–[ ]–

------------------------------------------------=

Fx Floss– Ma Fl Cf Mg Fn+( )+ +=

Fig. 4. Thrust force of TFLM according to mover position
and current.

Fig. 5. Normal force of TFLM according to mover position
an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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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반경 750[mm]를 지나갈때 위상변화 특성을 위치검출

용 인코더를 이용하여 획득한 실험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Fig. 6의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동자가 곡선구

간을 진입하는 구간에서 상간 위상차는 최대142o, 종료 구

간에서 145o로 이동자가 곡선구간을 진입하는 경우와 빠

져나가는 경우에 위상차 변화가 가장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구간은 이동자 A 또는 B상이 각각 직선구간과 곡선구

간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또한 곡선구간으로 A상과 B상

이동자가 완전히 진입한 경우는 위상차가 75o에서 80o 사

이 값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동자가 곡선구간으

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면 TFLM의 추력특성이 곡선 진입

또는 진출 구간에 비해 많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곡선구간 TFLM 구동을 위해서는 변화되는 위

상차 특성을 반영된 이동자의 위치검출방법이 필요하다.

Fig. 7은 곡선구간에서 변화되는 상간 위상차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검출센서를 이용한 이동자의 위치검출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위치센서는 곡선구간 판정센서

와 인코더 등이 사용된다. TFLM 이동자의 역기전력

정보를 이용하여 인코더 위치값에 따른 이동자의 상대

적인 영 위치값의 스켄(scan)과정을 통해 메모리에 저

장한 후 실제 TFLM 구동 시 저장된 위치정보를 이용

하여 이동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직선구간에서 이동자 위치검출은 장거리 이동에 따

른 위치에러 누적 방지를 위하여 근접센서와 로터리

인코더를 이용하여 계산한다[4].

Fig. 8은 TFLM을 직선 및 곡선구간에서 구동을 위

해 제안한 제어알고리즘을 도시하고 있다. 

위치검출용 센서를 이용하여 TFLM이 직선 또는 곡

선구간에 위치함을 판정하고, 해당구간에서 이동자의

위치정보를 계산한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인가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TFLM 전류

량을 제어한다[4].

5. 컴퓨터 시뮬레이션

Fig. 9는 식 (4), (5), (6), (7)을 적용하여 구성한

TFLM 전압방정식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

며, Fig. 10은 전압방정식 모델과 식(3)의 운동방정식

모델, 그리고 제어에 필요한 디지털 제어기 모델을 첨

가하여 구성한 OHS용 TFLM의 전체 동특성 시뮬레이

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 에서 디지털 제어기

부분은 모션 발생기, 위치 제어기, 속도 제어기, 구간별

이동자 상대위치 계산기, 이동자의 상대위치에 따른 상

전류 지령치 발생기, 각 상에 대한 전류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곡선구간 위상차 변화특성은 실험결과를 적

용하였다. Fig. 11은 곡선 및 직선 구간 구동에 대한

TFLM의 시뮬레이션 특성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시뮬

레이션을 위해 TFLM 공극 및 상간격은 전구간에 걸

쳐 변화가 없으며, Cf는 0.006, Floss는 40[N]/[m/sec]으

로 가정하였다. 위치지령은 최대가속도0.5[m/sec2], 최

대속도 1[m/sec] 조건으로 직선구간0~3000[mm], 곡선

구간 3000~5356[mm] 지점을 왕복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직선구간 절대위치 0~3000

[mm]지점까지 TFLM이 가속할 때 보다 곡선구간에서

가속할 때 인가 전류량이 증대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곡선구간 발생추력이 전동기 상간 위상변화로 직선구

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또한 마찰력

Fig. 6. Experiment result of TFLM phase difference between
a-phase and b-phase in the entire path.

Fig. 7. Position detecting method of TFLM in the curve
region.

Fig. 8. Overal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ontrol
algorithm of TFLM for OH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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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동기 손실 등에 의한 영향으로 가속시 보다 감속

시 인가되는 상전류는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직선 및 곡선구간

TFLM 구동 시 출력 및 제어특성을 분석하였고, 제안

한 제어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6. 실 험

6.1. 실험장치 구성

OHS의 주 전원과 제어용 전원은 클린룸 환경을 고

려하여 비접촉 전원장치(HID:High-efficiency Inductive

power Distribution)를 사용한다. MCS는 OHS 시스템

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군에 대한 제어를 총괄하며,

OHS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하여 OHS-C(OHS Controller)

로 각종 명령들을 하달한다. OHS-C는 MCS로부터 하달

된 명령을 무선랜으로 연결된 이송대차 제어기로 전달

한다. 하달된 제어명령은 OHS 상태 판정 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OHS 제어기와 이송대차 제어기는 각

종 상태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위치명령에 대하여 정확

한 위치제어 및 위치판정을 위하여 광학식 바코드 리

더기, 인코더, 근접센서, 곡선구간 판정센서 등을 사용

하여 TFLM을 제어한다. 또한 사용자 파라미터 설정

및 유지보수 편의성을 고려한 GOT(Graphic Operation

Terminals)와 무선제어기능(Remote Controller) 을 구현

하여 OHS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2는 TFLM을 적

용한 OHS 제어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하고 있고, Fig.

13과 Fig. 14는 실제 제작된 OHS 시스템의 외관을 보

여주고 있다. 

Fig. 9. Simulation model of TFLM about voltage equation.

Fig. 10. Dynamic simulation model of TFLM.

(a) Starting flag of the curve region  (b) position  (c) speed
(d) current  (e)Phase difference (f) Thrust force
Fig. 11. Simulation waveform results in the linear and the

curve regions.

Fig. 12. Block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Fig. 13. Photo of the OH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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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결과

Fig. 15는 직선구간에서 대차 전체무게 220[Kg]를

적용하고, 최대가속도 0.25[m/sec2] 및 최대 속도

0.25[m/sec] 조건으로 정 방향으로 구동한 경우의 속도

및 전류 제어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15에서 보듯

이 속도는 지령치를 잘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등속구간에서 전체 손실분에 해당하는 5[A] 가량의 전

류가 인가되고 있다. 감속 시 전류는 마찰손 및 전동기

손실 등의 요인에 의해 가속 시보다 줄어들게 됨을 또

한 알 수 있다. 

Fig. 16는 대차를 최대가속도 0.25[m/sec2], 최대 속

도 0.25[m/sec] 조건으로 직선구간에서 가속을 시작하

여 곡선구간을 지나 직선구간을 구동한 경우의 속도

및 전류 제어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16에서 보듯

이 곡선구간 진입 또는 진출 시 TFLM 위상변화에 의

한 TFLM 발생 추력은 가장 작아지기 때문에 인가 상

전류도 곡선 진입구간에서 증가됨을 알 수 있고, 직선

및 곡선 전 구간에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린룸 내의 LCD 패널 자동화 물류

이송장비 중 직선 및 곡선구간 구동이 가능하며, 구동

원으로 선형전동기를 적용한 OHS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선형전동기에 대해

서는 추력, 자속, 흡인력 등에 대한 전자계 해석결과를

이용한 선형전동기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곡선구간 전

동기의 출력특성 실험결과를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선형전동기의 제어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또

한 곡선구간에서 위치에 따라 변화되는 이동자의 위상

차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위치검출 방법을 제안하였

고, 이를 적용함으로 전구간에서 OHS용 선형전동기가

안정적인 구동성능을 발휘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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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hoto of the OHS track (radius 180 degree).

Speed: 0.2[m/sec]/div, current:5[A]/div, time:2[sec]/div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peed and the current

in the linear region.

Speed: 0.2[m/sec]/div, current:5[A]/div, time:2[sec]/div
Fig. 16. Experimental results of the speed and the current

in the linear and the curve reg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