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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lean non-contact type conveyor system for vertical transfer of large size FPD(Flat Panel Display) glasses has been
installed at FPD production line just since a few years ago.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conveyor is the 3 axis permanent
magnet rollers faced orthogonally in pairs. However, the systematic design method about it has not been proposed yet.
In this paper, we studied a design analysis for determining geometrical parameters of the magnetic roller by using a
commercial FEM tool of the 3D Maxwell. Through a series of simulation, we obtained the relationship of several
geometrical parameters affecting the torque of the conveyor.

Key Words : FEM, Permanent, Magnet, Roller, Torque, Vertical, Transfer, Clean

1. 서 론

최근 FPD(Flat Panel Display)에 있어 화면의 크기가

급속하게 대형화하고 있으며, 품질향상과 생산성,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환경과 설비의 청정화가 매우 중

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등의 반송설비를 고청

정화, 컴팩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클린 룸

내의 생산 설비와 반송 장치가 차지하는 공장 면적이

과다하여, 공장의 증설과 확장으로 운용비용과 유지비

용이 상승하여 제품 생산 원가의 상승에 주원인이 되

고 있어서, 차세대 공정 설비는 소형화와 집적형 구조

로 전향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본의 IHI, JTE사 등 2~3군

데 기업에서 개발하여 공급 중에 있는 수직 이송형 컨

베이어 장비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시장을 독점

하고 있으며, 장비의 구입비용이 매우 고가이며, 장비

의 구입이 디스플레이 제조회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비 내부의 메커니즘과 구동 방식에 대한 정보 입수

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장비의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

되기 때문에 동일 성능을 낼 수 있는 대체품의 국산화

개발만이 시장 독점 양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최근 국내의 물류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에서 대면적

FPD용 글래스 수직이송형 클린 컨베이어 개발을 착수

한 바 있으나 제품 개발과정에서 3축 동시 구동 경사

부 롤러에 동일한 구동력을 전달 해야하는 성능을 만

족시키지 못해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면적 FPD 글래스용 3축 동시구동

이 가능한 수직이송형 클린 컨베이어를 국산화 개발하

기 위해 컨베이어의 핵심부인 영구자석을 이용한 비접

촉식 구동부에 대한 설계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직

까지 비접촉식 구동부에 대한 이론적 설계방법이 제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FEM)을 이용하여 시스템 설계 최적화에 대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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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1-3].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자화시킨

영구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과 토크를 이용하는 운

송 장비 시스템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설계해석

툴인 3D Maxwell 를 이용,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 구

동부 형태에 따른 컨베이어의 성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비접촉식 구동 컨베이어 구동원리

비접촉 영구자석형 클린 컨베이어는 Fig. 1과 같이

구동축과 종동축의 동력전달에 특수구조의 극성으로

자화된 영구자석을 사용하며, 영구자석의 특성인 극성

간 흡인, 반발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접촉하지 않

은 공간상태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동력 전달

을 위한 마찰이 없기 때문에 분진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전달 토오크를 얻기 위해서는 자석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자석의 원주 접면에

중심축의 45o 방향으로 N, S극을 번갈아가면서 착자하

여 2개의 영구자석 중심축을 90o 방향으로 교차시켜

조합하면 2개의 영구자석이 마주보는 원주면의 N,S극

은 각각 45o 방향으로 기운면이 같은 방향으로 마주보

게 되므로 2개의 영구자석N, S극은 서로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므로 1개의 영구자석을 회

전하면 나머지 1개의 영구자석도 따라서 회전하는 힘

이 발생한다. 이때, 안정정적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흡인을 하고 있는(겹치는) 극수가 2개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영구자석 1개당 극수는 8극 이상이어야

하고 맥동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 극수가 6극보다 작으면 흡인하는 극수

가 1개이기 때문에 회전할 때 밀림현상, 맥동현상이 발

생되고 순간적으로 상대의 영구자석이 회전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Fig. 3에 3 개의 영구자석 롤러에 의해 3축 동시구동

형 클린 컨베이어 구조가 나타나 있다. Fig. 1과 같이

기존의 2개의 롤러로 구성된 수평형 클린 컨베이어에

서는 구동축과 종동축의 단순한 구성만으로도 동력전

달의 비율에 상관없이 FPD용 대형 글래스를 이송함으

로 보편적인 구동 장치의 구성이 가능한 반면, 수직형

경사 컨베이어에서는 동력 발생부에서는 구동축의 방

향과 연동, 종동축의 회전 방향이 동일한 방향을 형성

하고 구동부를 제외한 연동, 종동축의 동력비가 항상

1:1이 되도록 설계하여 이송제품을 스크래치나 미세한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본 동기형

구동장치의 핵심은 실린더 형상으로 영구자석을 개발

하여 동력전달요소로 사용하되 X, Y, Z축이 각각 수직

으로 일정하고 정확하게 배열된 상태로 동기 구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Fig. 1. Schematic of two permanent magnetic rollers of the
clean non-contact conveyor.

Fig. 2. Sectional structure of the permanent magnetic
rollers.

Fig. 3. Schematic of the 3-axis motion mechanism of the
clean non-contact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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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계생성 원리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영구자석에 의해 생

성된 자계(H)가 존재하는 정자계(Static Magnetic Field)

내에 특정 물질을 매질로 삽입함으로 이에 의해 증가

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한 실린더

형상의 영구자석 사이에 발생하는 힘과 토크이다. 따라

서 자계(H)와 자속 밀도 B의 관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B와 H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4-5].

(1)

여기서, µ(Permeability, 투자율, 매질의 고유 특성),

µ0(Vacuum Permeability, 진공상태에서 투자율), µr

(Relative Permeability, 비투자율), H(Magnetic Susceptibility,

자화율).

식(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µ와 H의 곱으로 표

현된다. µ는 투자율을 말하며, 이는 각각의 매질 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µ는 일반적으로 비투자율 ìr과 진

공의 투자율 µ0(4π×10−7 [H/m])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

하다. 실제로 µr 값이 물질마다 다르며 이에 따라 µ 값

또한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된다. 위에 관계식

에서 예상할 수 있는 특이 사항으로는 자계가 생성된

자기장 내에 비 투자율 µr 인 매질을 삽입할 경우 이에

따른 B의 값이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

서 사용하는 상용 설계해석 툴(Tool)인3D Maxwell에

는 이러한 B와 H의 특성을 물질 특성 입력 부분에 변

수 값으로 입력해 줄 수 있으며, Maxwell은 이 변수

값을 이용하여 설계한 모델을 구한다. 

Table 1에 본 논문의 설계해석에 사용한 영구자석의

특성값이 나타나 있다. 

4. 모델링

4.1. 영구자석 롤러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구자석 롤러의 영구자석과 내

부 매질은 실린더 형상으로 일체형 45o 기울기로 N극

과 S극을 자화시켰다. 3D Maxwell 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을 위한 모델링 과정에서 생성하고자 하는 실린더

의 반지름(20 mm)에 맞게 45o 기울기의 직선을 먼저

생성한다. 이는 각 반지름에 따른 45o 기울기의 직선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영구자석과 매질의 자화

방향 설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체형의 실린

더 모양의 영구자석, 매질을 각각 10 조각으로 나누어

자화시켰다. Fig. 4는 각각 10 등분된 영구자석을 조합

하고, 그 내부에 특정 매질(본 논문에서는 SM45C)을

삽입한 최종적인 영구자석의 모양이다. N극이라고 표

현된 영구자석 조각의 경우 영구자석 중앙을 기준으로

바깥 방향이 N이고 내부 방향이 S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장에 N에서 나와서 S방향으로 들어가는 모

양을 생각하면 되면, S극이라 표현된 영구자석의 경우,

이와 반대이다.

4.2. 자화방향

두 영구자석의 주위의 생성된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

는 힘을 이용하여 비접촉식 컨베이어 장비에 적용하고

자 한다. 이에 영구자석에 대한 자화 방향 설정은 필연

적이다. 자화 방향 설정은 전자기장에서 사용하는 좌표

계를 이용한다. 

 먼저 Phi 방향에 대한 자화 방향은 전자기장의 원통

좌표계에서의 중심각의 증가 방향에 대한 설정을 의미

한다. 즉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이 돌아 나가는 방

향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자화 방향의 설정은

연속적인 영구자석에서 하나의 영구자석 N에서 발생

하는 자속 밀도가 다음 영구자석의 S로 바로 수렴해버

린다. 물론 두 영구자석 사이의 누설 자속은 존재하지

만, 이는 극히 작은 양으로 무시 할 수 있다. Fig. 5는

3D Maxwell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이며, 생성된 자속

B µH µrµ0H= =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ermanent magnetic used in
this study

Br
(잔류 자석 밀도)

BHC
(보자력)

BHmax
(최대 에너지 적)

11.5 [KGs] 10.6[KOe] 이상 31 [MGOe]

Fig. 4. Model of the permanent magnetic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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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B)가 다음 영구자석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확인

가능하며, 이에 따라 두 실린더 영구자석 사이에서 발

생하는 힘은 0에 가깝다. 

r 방향은 전자기장의 원통 좌표계에서 원통의 바깥

(radial) 방향을 의미한다. phi방향 자화에 의해 생성되

는 힘이 0에 가까운 것과 달리 r 방향 자화의 경우,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속 밀도가 생성된다. 실제

로 본문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모두 이와 같은 자

화 방향을 이용하였다. 

5. 해석결과

5.1. 자속밀도(B)
2장에서 언급한 자계(H)와 자속 밀도(B)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론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 7(a)은 매질(Medium)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구자석의 자속 밀도(B)이

며, Fig. 7(b)는 영구자석 내부에 매질을 삽입한 것으

로 두 자속 밀도(B) 생성을 비교해 보면,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비 매질 상태에서 내부에 매질을 삽입

할 경우 매질의 값 µ0에 따른 보다 큰 B값을 기대할

수 있었다.

5.2. 자계밀도(H)
Fig. 8은 지금까지의 B와 H의 내용을 정리하여 완성

된 모델링에 내부 매질의 유무에 따른 자속 밀도(B)와

마찬가지로 내부 매질 삽입 여부에 따른 H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매질을 넣은 Fig.8 (b)의 경우 매질이 없는

Fig. 8(a)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큰 B와 H가 생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3. 토오크 
본 논문에서는 모델링된 두 개의 실린더 롤러를 자

화시켜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토오크를 확인 하였

다. 3D Maxwell에서는 두 실린더가 실질적으로 돌아

가는 동적 시뮬레이션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정적 토

오크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석 조건을 영구자석의 크기, 매질의 크기, 간극에

따른 토오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먼저 Fig. 9와 같

이 두 개의 실린더 롤러를 구성하고 있는 영구자석간

의 간극값의 변화에 따른 토오크 발생변화를 살펴보

았다.

해석결과 Fig. 10과 같이 간극 증가에 따라 토오크의

값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간극이 1mm 일 경우

가장 발생 토크가 크며, 4mm 이상 간격이 증가 하였

을 경우 토오크 발생 감소 폭은 거의 일정하다.

Fig. 5. Magnetization of the roller model in phi direction.

Fig. 6. Magnetization of the roller model in r direction.

Fig. 7. Simulation result of magnetic flux density
according to material component of the roller.

Fig. 8. Simulation result of magnetic field according to
material component of the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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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과 같이 두 개의 실린더 롤러를 구성하고 있

는 영구자석의 두께 값의 변화에 따른 토오크 발생변

화를 살펴보았다. 

해석결과 Fig. 12와 같이 영구자석 두께 증가에 따라

발생 토오크가 감소하다 5 mm 이상 증가 하였을 경우

반대 방향으로 토오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과 같이 영구자석 내부의 매질 두께값의 변화

에 따른 토오크 발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시뮬레이션

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질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틸

(SM45C)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Fig. 14의 해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구자석 내

부 매질의 두께 변화는 토오크 발생에 크게 영향을 끼

치지 않다고 보여 진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면적 FPD 글래스용 클린 비접촉식

수직반송 시스템 설계 최적화를 위해 상용툴인

Maxwell 3D를 이용하여 핵심부품인 영구자석과 매질

로 이루어진 롤러의 형상에 대한 설계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은 생성된 자계(H)에 특정 매질을 삽입하여 자

Fig. 9. Gap distance between two magnetic rollers.

Fig. 10. Torque by Gap distance.

Fig. 11. Thickness of a magnetic roller.

Fig. 12. Torque by thickness of the magnetic roller.

Fig. 13. Thickness of a medium material.

Fig. 14. Torque by thickness of the medium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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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H)와 자속 밀도(B)를 증가 시켜 이에 의한 힘와 토

오크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경 가능한 3가지 조건, 즉,

영구자석의 두께, 매질의 두께, 영구자석 간격에 따른

토오크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영구자

석 간극 증가에 따라서 토오크의 감소 추이와 영구자

석 두께 변화에 따라서 토오크의 방향 변화, 그리고 매

질의 두께는 토오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설계 해석상의 문제점으로는 매질로 사용한 SM45C

의 비선형 B-H 특성 곡선의 미 확보로 인해 정확한 해

석결과 도출이 어려웠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본 해석

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한계인데, 두 실린

더 영구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에 따른 동적인 회

전 시뮬레이션이 지원 되지 않은 관계로 정적 상태만

의 결과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의 운동 특성 파

악이 난해하다. 따라서 향후 설계해석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매질의 정확한 물성치 확보 및 동적 시뮬

레이션 기법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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