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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정밀 공장자동화 설비용 750W 이하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
제어용 중소형 서보모터를 제어기와 함께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저가이고 고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전자 위치 제어용
센서를 내장하여 공간적인 효율을 극대화한 고밀도 설비 및 정밀 서버로봇용 소형 고출력 서보 보터를 4년간의 연구 기간을
가지고 주관회사 1개사가 위탁기관 2개사와 수행한다.

1. 서론

해석을 통한 컴팩트한 크기로 전체 구동 시스템 최소화
고안, 성능측정 및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절차 확립, 신뢰성

고정밀 공장자동화 설비용 750W 이하급 서보모터 및 제어
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
제어용 중소형 서보모터를 제어기와 함께 공급하는 것을 목
표로 저가이고 고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전자 위치 제어
용 센서를 내장하여 공간적인 효율을 극대화한 고밀도 설비
및 정밀 서버로봇용 소형 고출력 서보보터를 4년간의 연구기

확보를 위한 소형화 설계 및 제조 기술의 확립, 서지, 노이
즈, 전류의 급격한 변화 등 전기적 충격 시험, 컴팩트한
드라이브가 내장된 스마트 타입의 하우징 개발, 기존 상위
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구현, 수요처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응용설계
기술의 확보 등이다.

간을 가지고 주관회사 1개사가 위탁기관 2개사와 수행하고자

3. 연차별 연구계획

한다. 주관기관에서는 2000W/750W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위탁연구기관 1인 연구소에서는 고출력 정밀 모터
2종 (200W/750W) 개발과 전동기 인버터 성능평가를 실시한
다. 위탁기관 2인 대학에서는 서보모터 및 제어기 열/구조해
석을 실시하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기로 한다.

1. 1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200W급 서보모터 설계 및 제작/제어기 설계(주관
사)
-선진사제품 성능평가 및 분석, 200W급 서보모터
전기설계(연구소)

2. 기술개발 최종목표

-200W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 하우징 열/구조 설계
기술 개발(대학)

고정밀 공장자동화 설비용 750W 이하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 개발, 200[W], 750[W]급 2종 모델 시리즈 개발,
저관성 및 고출력 확보를 위한 회전자의 최적 설계, 기구적
인 설계 고안을 통한 생산성 확보 방안의 확립, 저가, 고신
뢰성 내장형 영구자석형 회전자 위치제어용 센서의 개발,
선형 홀센서를 적용한 고출력 정밀 서보모터 개발, 열/구조

2. 2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750W급 서보모터 설계 및 제작/제어기 설계 및 1
차년도 200W 서보모터 및 제어기 2차 시작품 제작
(주관사)
-750W급 서보모터 전기설계 및 1차 년도 200W 서
보모터 설계보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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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W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 하우징 열/구조 설계
기술 개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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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temperature

-750W 서보모터 및 제어기 2차 시작품 제작(주관

temperature

사)
-2차년도 750W 서보모터 설계보완 및 열 등가회로
설계기술 개발(연구소)
-750W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 하우징 열/구조설계기
술 개발(대학)
4. 4차년도 기술개발 내용


뢰성

-최종개발품 성능 및 시
적용 및 검증(주관사)

평가/스마트 팩토리

-최종개발품 성능 및 신뢰성 평가/해외인증 시험 수
행(연구소)
-최종개발품 기계적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대학)

4. 결론
1. 200W급 서보모터 하우징 입체[3차원]설계를 수행
한다.
2. 200W급 제어기 하우징 개념디자인을 실시한다.
3. 제어기 CAE 최적 설계 및 기존 설계의 설계개선
을 실시한다.
4. 최종개발품 기계적 개선 사항 도출 및 보완을 완
성한다.

후기
본 논문은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고정밀 공장자동화 설비용 750W 이하
급 서보모터 및 제어기 개발”연구에서 외부수탁연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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