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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optimal design of a high-speed (200[km/h]) Linear Synchronous Motor 

which will be used as a propulsion system of a dynamic tester for catenary-current collection used 

in railways. Motor performance, especially detent force minimization on various design schemes  

has been investigated in detail by using FEM (Finite Element Method). Simulation-based DOE 

(Design of Experiments) method is also applied in order to reduce the large number of analysis 

according to each design variable and consider the effect among variables. The optimal design in all 

aspects is proposed by an optimization algorithm using a regression equation derived from the 

simulation-based DOE and the performance is verified by FEM.

-----------------------------------------------------------------------------

 1. 서론

철도의 전철화가 나날이 증가되는 현재, 전차선로-집전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철

도기술연구원(KRRI)은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보다 나은 전류 집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꾸

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속 열차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고속 운행 시 전차선로 집전계의 성

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일 운전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짧은 시험선로(1[km])에

서 200[km/h]의 고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시스템은 급가속과 급감속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백년 

넘게 사용되어온 점착구동방식은 대차의 바퀴와 지면의 레일사이의 마찰력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으므로 

낮은 가속력과 속도 한계의 태생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더 많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서는 차량의 무게를 늘려야 하고 이는 다시 가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게다가 열차의 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레일위의 바퀴가 미끄러져 둘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하므로 추진력이 더욱 떨어진다.

많은 추진시스템 중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 중 하나가 선형전동기이다. 선

형전동기는 그림 1에 보여 진 바와 같이 통상의 회전형 전동기와는 다르다. 선형전동기는 그 고정자와 

회전자 및 권선을 반으로 자른 후, 펼쳐서 선로위에 놓은 전동기이다. 동작원리는 회전형 전동기와 동일

하지만, 선형전동기는 1차 측 또는 2차 측이 제한된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부효과를 야기한다. 

게다가 커다란 공극은 시스템 효율을 낮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선형전동기는 직선운동

에 있어서 회전형 전동기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선형전동기는 스크류, 체인, 기어박스와 같은 부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품들의 기계적 접촉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의 양이 현저히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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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가속과 급감속이 용이하며, 바퀴의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계적 커플링의 부재로 좀 더 견고

하고 내구성이 강하며 유지보수가 쉽다 [1]-[3].

깊은 심사숙고 후 여러 선형전동기 중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 높은 출력밀도 및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PMLSM, Permanent Magnet Linear Synchronous Motor)를 선택하

였다.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는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계원을 기기 내에 가지고 있다. 자계와 

전기자 전류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추진력을 발생하며, 기기의 속도는 제어기의 주파수에 의해 제어

된다. 계자의 위치에 따라 고정자 코일이 차량에 있고 영구자석이 선로에 있는 단계자형(SP, Short 

Primary)과 고정자 권선이 선로에 있고, 영구자석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장계자형(LP, Long 

Primary)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계자형인 가동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를 선정하였다.

선형동기전동기의 기본설계는 단부효과, 횡방향효과 및 누설 등 선형전동기 특유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성능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자기적으로 분석하였다[1].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성능을 최적화(동일 또는 더 나은 추진력에서의 디텐트력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

법, 유한요소법 및 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계변수는 영구자석의 두께, 영구자석

과 고정자 치의 모따기,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이다.

그림 1. 회전형 전동기로부터 선형전동기로의 개념도

그림 2. 가동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

 2. 기본설계 및 해석 모델

 2.1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기본설계

그림 3은 철도에 사용되어지는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시험기의 양쪽은 위

치정보를 위한 센서부로 이루어졌으며, 주행시험기 상단에 전차선로-집전계의 측정 장비가 놓여진다. 제

한된 시험선로에서 200[km/h]의 고속을 내기위해서 추진시스템은 최소 3.858[m/s2]의 가속도 및 다른 

여러 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3.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의 개념도



표 I 에 전차선로-집전계의 시험을 위한 추진시스템의 요구사양을 나타내었다. 표 I 을 바탕으로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기본설계가 이루어졌으며 표 II와 그림 4에 기본설계 사양 및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정격출력은 93[kW], 극 간격은 141[mm], 동작 주파수는 197[Hz]이다. 시스템의 속도가 높으므로 공

극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10[mm]로 정하였다. 각각의 영구자석은 Nd-Fe-B이며 이동자의 바닥 면에 수

직하게 접착하였고 고정자 코어로서 적층강판이 사용되었다. 본 적층강판은 이동자의 영구자석과 흡인작

용을 통하여 강한 마찰력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나, 공심형보다 높은 출력 밀도를 만들어 낸다. 그림 4에 

보듯이, 공정의 편리성 및 커다란 공극으로 인하여 고정자 슬롯은 완전개방형이다. 이러한 완전개방형 

슬롯은 영구자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디텐트력을 발생시키며 이 힘은 시스템 성능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 디텐트력은 추력리플을 만들어 내고 이는 시험장비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시험결

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고속 주행시험기에서 간과 되어질 수 없다. 예전부터 

디텐트력 또는 회전기에서의 코깅토크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4]-[10]. 

그러나 본 연구에서처럼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에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연

구는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설계변수들을 다음 절에 제시하였다.

         표 I 추진시스템의 요구사양                표 II 기본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설계사양

그림 4. 기본설계된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단면도

 2.2 유한요소 정식화

변위전류와 고정자 적층강판에서의 와전류를 무시한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의 지배방정식은 다음 식 (1)

과 같이 자기벡터포텐셜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ν(∇×A)]= J o+ J m, ν=
1

μ o(1+χ m)
                         (1)

여기서 Jo는 권선의 전류밀도; Jm은 등가자화 전류밀도이며, 다음 식 (2)와 같이 나타낸다.

J o=∇×ν( B-μ oM) , J m=∇×(νμ oM)                          (2)

여기서 M은 영구자석의 자화밀도이다.

항  목 값

시험선로의 길이 1,000 [m]

가속 구간 400 [m]

감속 구간 300 [m]

일정속도 구간 300 [m]

가속도 3.858 [m/s2]

감속도 -5.144 [m/s2]

일정속도 200 [km/h]

제동장치 와전류제동 및 회생제동

중량
주행체

1,000 [kg]
600 [kg]

부하 400 [kg]

구 간 항 목 값
시스템 정격 출력 93 [kW]

기동 추력 6,000 [N]

동작 주파수 197 [Hz]

공극 10 [mm]

고정자 상 수 3 [ea]

정격 전류 254 [A]

권선당 턴수 3 [ea]

극 간격 141 [mm]

치 폭 23 [mm]

적층 길이 390 [mm]

이동자 영구자석의 재질 Nd-Fe-B

영구자석의 갯수 8 [ea]

잔류자속밀도 1.23 [T]

영구자석의 크기 94×390×12 [mm]



해석영역을 1차 삼각형 요소로 분할하고 근사해로 가정한 후, 식 (1)에 가중잔차법중의 하나인 갤러킨 방법 

(Galerkin Method)을 적용하면 다음 식 (3)을 유도할 수 있다.

dint Ω∇×(ν∇× A-νμ o M)∙ Ndxdy-dint Ω J o∙ Ndxdy=0                  (3)

따라서 유한요소법을 위한 최종 계방정식은 식 (4)에 유도되어진다. 

∑
n

e=1
[ [S

e
]{A

e
}-{f

e
}]=0                                     (4)

여기서 Se는 시스템 행렬이고, Ae는 자기벡터포텐셜 항목이며, f e는 구동행렬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식 

(5)와 같이 맥스웰 응력법을 이용하여 흡인력(법선방향)과 추진력(접선방향)을 구하였다 [11]-[14].

 

f n=
1
2μ o
(B2n-B

2
t) , f t=

1
μ o
(B nB t)                              (4)

여기서 Bn은 적분면에 대하여 법선방향의 자속밀도이며, Bt는 적분면에 대하여 접선방향의 자속밀도이다.

 2.3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

근래의 수치해석기법의 빠른 발달과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험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실험

을 구현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더 많은 설계변수를 가질수록, 더 정확한 분석을 이룰 수 있다. 선형동기전동기에서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는 

디텐트력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설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설계변수가 고려되어져야 한

다. 시스템의 가능한 설계변수는 영구자석의 두께, 영구자석과 고정자 치의 모따기,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이다. 설계변수의 수(n)와 각각의 가능한 값(m)들이 증가

함에 따라 해석해야 경우의 수(mn)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각각의 설계변수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설계사양에 대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분석하기

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해석 경우의 수를 줄이고 설계변수들이 어떻게 다른 설계변수들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을 적용한다[15].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은 우선 몇 가지 논리적 가정들(첫째, 각 설계변수 사이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둘째, 설계목적과 설계변수는 선형성을 갖는다.)을 가지고 제한된 설계범위 안에서 적절한 설계 값

을 결정하고, 2수준 또는 3수준의 부분요인설계(PFD, Partial Factorial Design)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의 경우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변수는 5가지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각 변

수의 요구되어지는 수준 수를 5가지로 정하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 3,125가지( 55)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설계변수가 설계목적에 지배적이며 민감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분

요인설계인 오직 72가지( 2 3×3 2)의 시뮬레이션이면 충분하다.

표 III은 첫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72가지 시뮬레이션을 나타낸다. 72가지 시뮬레이션의 해석

결과로부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완전요인설계(FFD, Full Factorial Design)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 가

지 지배적인 설계변수를 선택하였다.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체과정을 통

하여 최적설계에 필요한 회귀방정식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유도한 회귀방정식으로부터 최적설계변수를 

구해 낼 수 있다. 그림 5는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설계최적화 과정의 흐

름도를 나타낸다.



 표 III 부분요인설계용 72가지 다구치표

(1) 영구자석의 두께   

(2) 영구자석의 모따기 ( 0.5 :    1.0 :  )

(3) 고정자 치의 모따기 ( 0.5 :    1.0 :  )

(4) 극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5) 슬롯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그림 5.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과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설계최적화 과정의 흐름도

영구자석

의 두께

영구자석의 

모따기

고정자 치의 

모따기

극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슬롯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영구자석의 

두께

영구자석의 

모따기

고정자 치의 

모따기

극간격 대 

영구자석 길

이의 비

슬롯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8 0.5 0.5 0.5 0.3 14 0.5 0.5 0.5 0.3

8 0.5 0.5 0.5 0.425 14 0.5 0.5 0.5 0.425

8 0.5 0.5 0.5 0.55 14 0.5 0.5 0.5 0.55

8 0.5 1 0.5 0.3 14 0.5 1 0.5 0.3

8 0.5 1 0.5 0.425 14 0.5 1 0.5 0.425

8 0.5 1 0.5 0.55 14 0.5 1 0.5 0.55

8 1 0.5 0.5 0.3 14 1 0.5 0.5 0.3

8 1 0.5 0.5 0.425 14 1 0.5 0.5 0.425

8 1 0.5 0.5 0.55 14 1 0.5 0.5 0.55

8 1 1 0.5 0.3 14 1 1 0.5 0.3

8 1 1 0.5 0.425 14 1 1 0.5 0.425

8 1 1 0.5 0.55 14 1 1 0.5 0.55

8 0.5 0.5 0.65 0.3 14 0.5 0.5 0.65 0.3

8 0.5 0.5 0.65 0.425 14 0.5 0.5 0.65 0.425

8 0.5 0.5 0.65 0.55 14 0.5 0.5 0.65 0.55

8 0.5 1 0.65 0.3 14 0.5 1 0.65 0.3

8 0.5 1 0.65 0.425 14 0.5 1 0.65 0.425

8 0.5 1 0.65 0.55 14 0.5 1 0.65 0.55

8 1 0.5 0.65 0.3 14 1 0.5 0.65 0.3

8 1 0.5 0.65 0.425 14 1 0.5 0.65 0.425

8 1 0.5 0.65 0.55 14 1 0.5 0.65 0.55

8 1 1 0.65 0.3 14 1 1 0.65 0.3

8 1 1 0.65 0.425 14 1 1 0.65 0.425

8 1 1 0.65 0.55 14 1 1 0.65 0.55

8 0.5 0.5 0.8 0.3 14 0.5 0.5 0.8 0.3

8 0.5 0.5 0.8 0.425 14 0.5 0.5 0.8 0.425

8 0.5 0.5 0.8 0.55 14 0.5 0.5 0.8 0.55

8 0.5 1 0.8 0.3 14 0.5 1 0.8 0.3

8 0.5 1 0.8 0.425 14 0.5 1 0.8 0.425

8 0.5 1 0.8 0.55 14 0.5 1 0.8 0.55

8 1 0.5 0.8 0.3 14 1 0.5 0.8 0.3

8 1 0.5 0.8 0.425 14 1 0.5 0.8 0.425

8 1 0.5 0.8 0.55 14 1 0.5 0.8 0.55

8 1 1 0.8 0.3 14 1 1 0.8 0.3

8 1 1 0.8 0.425 14 1 1 0.8 0.425

8 1 1 0.8 0.55 14 1 1 0.8 0.55



 3. 해석결과

 3.1 기본설계의 해석결과

그림 6은 기본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자속분포도이다. 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는 8극이나 해석모델은 

오직 한 극쌍만을 사용하여 해석모델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이고 요소수를 증가시

켜서 보다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림에서처럼 쇄교자속은 영구자석과 그에 상응하는 여자

코일에서만 나타나며 다른 여자 코일은 추력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 누설자속만을 발생한다. 따라서 

가동 영구자석형 선형동기전동기는 부분여자기법(또는, 섹션전환기법)으로 제어한다.

그림 7에 보여 진 바와 같이 기본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평균 추력과 흡인력은 각각 1,466[N], 

7,878[N]이다. 흡인력은 추력의 약 5배정도이며, 이는 자기부상열차와 같이 흡인력을 부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시스템의 경우 마찰력으로 작용하므로 초기 설계과정에

서 미리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완전 개방형 슬롯 구조로 인하여 추력 리플 

(peak-to-peak)은 약 522[N]이며 추력의 35.64[%]에 해당하는 본 리플은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속운전의 경우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림 6. 기본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자속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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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한주기 동안의 추력 및 흡인력

 3.2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의 해석결과

(3)

(1)

(2)(4)

(5)

(1) 영구자석의 두께 (2)영구자석의 모따기, (3) 고정자 치의 모따기

(4)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5)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그림 8. 최적설계용 설계변수 (한 극쌍 모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추력 리플(소위, 디텐트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다섯 

가지의 설계사양이 고려되어졌다. 이러한 설계변수들은 이미 표 III에서 언급하였다. 다섯 가지 설계변수

들은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였고, 설계목적(디텐트력 최소화 및 추력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그 영향들을 그림 9에 나타냈다. 여러 설계변수 중에서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4)

와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5)는 두 가지 설계목적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영구

자석의 두께(1)는 두 가지 설계목적에 상반되는 영향을 보였으므로 조율이 요구되어지며, 영구자석과 고

정자 치의 모따기(2),(3)는 그 영향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해석결과로부터 (1),(4),(5)가 가장 중요한 설계

인자임을 알았으므로 완전요인설계(FFD)에서는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IV는 완전요인설계를 위한 세 가지 설계변수의 값들을 나타낸다. 변수 값들은 제작공정 등을 고려하

여 논리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요한 세 가지 설계변수는 3수준의 완전요인설계를 가지고, 다른 설계변

수들은 기본설계와 동일한 값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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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추력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향          (b) 디텐트력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향

그림 9. 설계 목적에 대한 설계변수의 영향

 표 IV 완전요인설계(FFD)용 설계변수

완전요인설계와 유한요소법의 해석결과로부터, 최적설계에 사용되는 회귀방정식을 다음 식 (6), (7)과 같

이 유도하였다. 여기서 [1],[4],[5]는 각각 영구자석의 두께(1),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4)와 슬

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5)를 나타낸다.

추진력=1651.41+131.97[1]+123.43[4]+24.79[5]
-10.17[1] 2-30.15[4] 2-21.29[5] 2

+1.33[1]×[4]-3.54[1]×[5]-2.92[4]×[5]

                              (6)

디텐트력=142.535+37.639[1]+28.6[4]-63.49 [5]
+42.375[1] 2+238.089[4] 2+44.34[5] 2

-5.811[1]×[4]-15.499[1]×[5]-11.275[4]×[5]

                         (7)

설계 변수 값 비고

영구자석의 두께          10    -    12    -    14 [mm] 3 수준

영구자석의 모따기 기본설계와 동일

고정자 치의 모따기 기본설계와 동일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 0.65   -   0.75   -   0.85 3 수준

슬롯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0.4875   -   0.55   -   0.6125 3 수준



   위의 회귀방정식과 최적알고리즘으로서 반응표면법(RSM, Response Surface Method)을 이용하여 

최적 설계변수값에 대한 설계목적에의 영향을 그림 10과 같이 구하였다. 그림으로부터, 1)영구자석의 두

께가 두꺼울수록 더 많은 추력이 발생한다; 2)영구자석의 비와 고정자 치의 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추

력이 발생한다; 3)약 0.75의 영구자석비와 약 12[mm]의 영구자석 두께가 중간 값의 추력과 최소의 디

텐트력을 나타낸다; 4)고정자 치의 비율은 영구자석에 비하여 작은 영향을 나타내지만 약 0.6정도에서 

최소의 디텐트력과 중간 값의 추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밀한 평가를 통하여, 0.7455의 영구자석 비, 

11.9997의 영구자석 두께, 0.595의 고정자 치 비율을 최적 설계변수로 선정하였다.

          

                (a)                          (b)                          (c)

                

                        (d)                                        (e)                                       (f)

그림 10. 선정된 설계변수의 설계목적에의 영향     

 

 3.3 최적설계의 해석결과

표 V는 선형동기전동기의 추력을 증가시키고 디텐트력을 최소화하는 최적설계 사양을 나타내며 그림 11

은 그 단면도를 보여준다. 제작의 용이성을 위하여 영구자석의 길이는 105[mm], 고정자 치의 길이는 

28[mm]로 정하였다. 기본설계된 시스템과 비교하면, 극 간격 대 영구자석 길이의 비는 0.67에서 0.75

로,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의 길이는 0.49에서 0.6으로 증가하였다. 고정자 치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권선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슬롯의 깊이 또한 증가하였다. 영구자석의 두께는 기본설계와 마찬가지로 

12[mm]이다.

 표 V 선형동기전동기의 최적설계사양

구 간 항 목 값

고정자 상 수 3 [ea]

정격전류 254 [A]

권선당 턴수 3 [ea]

극 간격 141 [mm]

고정차 치 폭 28 [mm]

적층 길이 390 [mm]

이동자 영구자석의 재질 Nd-Fe-B

영구자석의 갯수 8 [ea]

잔류자속밀도 1.23 [T]

영구자석의 크기 105×390×12 [mm]



그림 11. 최적설계된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단면도  

그림 12. 최적설계된 고속 선형동기전동기의 한주기 동안의 추력, 디텐트력 및 흡인력 

최적설계된 선형동기전동기의 평균 추력, 디텐트력, 흡인력을 그림 12에 도시하였다. 평균 추력은 

1,465.51[N]에서 1,687.68[N]으로 약 15.16[%] 증가하였으며, 디텐트력은 522.28[N]에서 110.28[N]

으로 약 78.85[%]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곧 35.64[%]의 추력리플이 6.53[%]로 감소한 것임을 나

타낸다. 흡인력 또한 최적설계 이후 7,877.9[N]에서 10,442.5[N]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한 흡인력은 추

력에 반하는 마찰력으로서 작용하지만, 증가된 흡인력 2,564.6[N]은 약 102.584[N]의 마찰력을 발생하

므로(마찰계수 0.04 시) 결과적으로 222.17[N]의 추력 향상을 얻은 본 시스템의 경우 전혀 문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철도응용에 있어서 전차선로-집전계 주행시험기의 추진시스템으로 사용되어질 고속 선형동기전동기를 

제시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자 치와 영구자석 사이의 상호작용

으로 발생하는 디텐트력은 시스템의 성능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특히 고속운전의 경우 매우 위험한 상

황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과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추력에 있어서 디텐트력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설계변수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조사

연구 되어졌다. 설계변수로 사용된 영구자석의 두께, 영구자석과 고정자 치의 모따기, 극 간격 대 영구자

석 길이의 비, 슬롯 간격 대 고정자 치 길이의 비, 중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인자를 분석하였으

며, 시뮬레이션-기반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의 경우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모든 해석결과로부터, 유도된 회귀방정식과 최적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추력에 있어

서 디텐트력을 최소화하는 최적설계를 도출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최적설계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결과로부터, 추진력은 15.16[%] 증가하였으며, 디텐트력은 78.85[%]로 대폭 감소하였다. 동일 

RMS 정격전류와 동일 시스템 사이즈라는 제약조건에서 최적설계변수를 제안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며 이는 전차선로-집전계의 시험에 있어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

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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