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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ic Levitated(Maglev) Vehicle, which utilizes electromagnetic forces between dual-pole electromagnets 

and a steel rail, generally runs on guideway structures. A prototype of an Urban Maglev Vehicle has been 

developed and tested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cooperation research subject of the 3-1 

subject, performance improvement of maglev track structures, of the Center for Urban Maglev Program, 

statred in 2006.  As the Maglev load is distributed rather than concentrated, a field test was conducted on 

Simple Span PSC-BOX Girder Bridge(L=25.0m) of the Expo-Maglev test track in Daejeon to examine the 

dynamic effect of the Maglev load on the bridge. Numerical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up to the 

maximum passing speed of 110 km/h by 10 km/h increments of Maglev Vehicle using Finite Element model 

of bridge, and girder deflections, accelerations and Dynamic Amplification Factor (DAF) are analy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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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자기부상열차는 자석과 부상 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에 의하여 부상하여 가이드웨이 상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상 주행  열차 부상안정성  사용자의 승차감의 유지

를 한 교량의 동  설계 기술이 필수 으로 두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가 상용화되어 운행 인 일

본과 독일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차량의 동  설계에 한 연구가 꾸 히 수행되어 왔다[1-2].

  국내에서는 1989년부터 시제차량(UTM)이 개발되어 왔으며,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토

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주 으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진행 에 있으며, 차량  교량에 

한 연구로 유연한 가이드웨이 다물체 동력학 연성모델을 용한 차량의 동  해석에 한 연구[3], 

자기부상철도 교량의 동  해석  설계에 한 연구[4-6] 등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의 3-1세부과제 선로구축물 성능개선 과제의 동연구(선로구

축물 설계기  수립)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 앙과학 -Expo 과학공원간 자기부

상철도 노선(이하 “Expo-시험선”)  PSC-Box 거더교에서 열차 주행에 따른 교량의 동 거동 계측시

험을 시행하 다.  한, 상기 PSC-Box 거더교의 유한요소 모델링에 하여 최고속도 110km/h까지 

10km/h씩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며, 수치해와 계측시험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기부상철도 교량의 동  특성을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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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부상철 차 시스템  가 이드 웨 이 구 조 물

  자기부상열차는 그림 1과 같이 교량 거더상에 설치되는 침목에 의해 지지되는 F자형의 부상 일과 

차량의 부상 자석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에 의하여 부상하며, 선형유도 동기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주행하는 시스템이다. 부상을 한 자기력은 공극센서에 의해서 약 8mm(±3mm)의 공극을 유지

하도록 제어된다.

그림1.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은 자기부상열차 특성상 그림2와 같이 차가 부상/추진 일  침

목 등 궤도를 감싸는 구조로 갖도록 고가구조물의 형태를 가진다. 궤도를 지지해 주는 거더로는 다양

한 형태가 사용될 수 있으며,  Expo-시험선의 경우에는 일반 인 PSC-BOX 거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2.  Expo-시험선 가이드웨이 구조물

  동  거동이 교량의 장기거동에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7],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은 구조물 내하수명 동안에 상되는 최  동 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구조물 

설계시 동 인 향은 정 설계하 에 충격계수에 의한 증가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 이며, 일본 자

기부상철도의 경우 콘크리트 가이드웨이에서 충격계수를 1.10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 국내에서는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설계기  등이 부재한 상태이며, 재 3-1 동연

구(선로구축물 설계기  수립)의 설계기 (안)은 구조물 설계시 콘크리트 가이드웨이의 경우 충격계수 

1.10을 용하며 열차하 에 의한 구조물의 동 처짐이 L/2,000이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



3. PSC-Box 거더교의 동 성 능 평가  시험

3.1 PSC-Box 거더교의 설 계 황

  본 연구에서는 Expo-시험선 자기부상철도 교량  직선구간에 설치된 PSC-Box 거더교(L=25,0m)를 

상으로 하여 동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 다.

  상기 PSC-Box 거더교의 상부구조의 단면(도표 1)은 활하 (25.0 kN/m)에 한 설계처짐 제한치(입찰

안내서에 따라 L/3,000이하)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도표 1. PSC-Box 거더교 상부구조 단면 황

구  분 일 반 부

A(m
2
) 1.438

It(m
4
) 0.641

yt(m) 0.953

yb(m) 0.947

Zt 0.673

Zb 0.677

(a) 횡단면

(b) 종단면

3.2 계 측 시험  항목   계 측 기 설 치

  계측시험은 PSC-Box 거더에 계측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변 계는 

기 항식변 계(2ea)를 거더의 앙부에, 변형률계는 거더 앙하면과 궤도에 그리고 가속도계는 궤도

(2ea)  거더 상부(4ea)에 각각 설치한 후, 열차의 각 속도별 변 , 변형률  가속도를 계측하 다(그

림 3,4).

그림3. 계측기 센서 배치도



(a) 변 계 (b) 변형률계 (c) 가속도계

그림4. 계측센서 설치 모습

3.3 하 재 하 방법

  정 하  재하는 열차를 최  속도로 정 재하 치까지 4회 반복 이동시켜 재하하 고, 동 재하시

험은 열차의 주행속도를 5km/hr부터 10km/hr, 20km/hr, 30km/hr, 40km/hr, 최 주행가능속도의 경우로 각 

2회(왕복)씩 구분하여 실시하 다.

3.4 동 평가 시험  결 과

  PSC-Box 거더교의 연직방향 고유진동수는 여진이 충분히 발생한 30km/hr 주행시험에서 얻어진 데이

터에서 여진부분을 이용하여 연직방향 고유진동수를 2회 계측하 으며 그 값은 도표 2와 같다.

도표 2. 거더의 연직방향 고유진동수 계측결과

구분 ACC-2 ACC-3 평균

1회 6.494 6.494 6.494

2회 6.494 6.545 6.520

거더 연직 방향 1차 고유 진동수 6.50

  PSC-Box 거더교의 열차 주행속도별로 계측된 연직가속도과 처짐  이에 따라 산정된 충격계수는 

도표 3과 같다.

도표 3. 주행속도별 거더의 동  응답

LOAD CASE
연직가속도(g) 최 처짐 (mm)

D dyn (max )

충격계수
궤도 거더

속도 주행방향 ACC-1 ACC-6 ACC-2 ACC-3 4.51 0.013

5km/hr
과학 →엑스포 0.0562 0.0820 0.0139 0.0148 4.51 0.012

엑스포→과학 0.0422 0.0351 0.0119 0.0089 4.46 0.002

10km/hr
과학 →엑스포 0.0554 0.0397 0.0093 0.0119 4.46 0.002

엑스포→과학 0.0593 0.0348 0.0102 0.0125 4.46 0.001

20km/hr
과학 →엑스포 0.0683 0.0485 0.0168 0.0147 4.48 0.007

엑스포→과학 0.0570 0.0640 0.0116 0.0126 4.54 0.019

30km/hr
과학 →엑스포 0.0818 0.0728 0.0290 0.0281 4.50 0.011

엑스포→과학 0.0764 0.0630 0.0175 0.0196 4.56 0.024

40km/hr
과학 →엑스포 0.1581 0.1677 0.0313 0.0319 4.50 0.010

엑스포→과학 0.1534 0.1682 0.0303 0.0293 4.52 0.015

50km/hr 엑스포→과학 0.0624 0.0736 0.0254 0.0222 4.62 0.037

최  동 응답 0.1682 0.0319 4.62 0.037 

3. PSC-BOX 거더교의 동 해 석

  PSC-Box 거더교의 동 해석을 하여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MIDAS를 이용하여 PSC-Box 거더

와 일은 각각 SHELL요소와 BEAM 요소로 모델링하 고, 거더와 가로보의 연결은 강체연결로 고려



하 다.  유한요소 모델링한 교량 거더의 모드별 고유진동수는 도표 4와 같으며, 교량의 1차 연직방향 

고유진동수는 도표 5와 같이 계측시험 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고 있다.

도표 4. 교량 거더의 고유진동수

MODE 고유진동수(Hz) 비고

1 6.013 연직1차

2 6.881 수평1차

3 20.366 연직2차

4 20.944 수평2차

5 29.958

도표 5. 교량 거더의 고유진동수 비교

계측치(Hz) 해석치(Hz)

연직 1차 모드 7.23 6.01

  교량 거더에 재하되는 하 은 2량 1편성의 차량하 으로서 선하 (28.0 kN/m)으로 고려하 고 주행속

도별 동 해석을 수행한 후, 변 이력, 속도별 앙거더 최  처짐  충앙거더 최  가속도를 구하

다(그림 2, 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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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속도별 앙거더 시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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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속도별 앙거더의 최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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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속도별 앙거더의 최  가속도

  한, 교량 거더의 처짐에 한 계측치  해석치는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토목구조물 설계기 (안)에

서 설정한 처짐규정(활하  처짐 : L/2,000이하)에 만족하고 있다(도표 6).

도표 6. 교량 거더의 최  처짐 비교

계측치(mm) 해석치(mm)

처짐 4.51 8.69

처짐검토 4.51 < (12.5 = L/2,000) 8.69 < (12.5 = L/2,000)



  반면에, 충격계수의 경우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토목구조물 설계기 (안)에서 설정한 값(i = 10%, 콘크

리트교의 경우)에 비해 Expo-시험선에서 계측한 결과(i = 3.7%, 행 최고속도 50km/h 주행시)  상기 

교량에 한 동 해석 수행 결과(i = 1.2%, 최고속도 110km/h 주행시)는 4% 이하의 매우 작은 값을 보

이고 있다(표 7). 

표 7. 교량 거더의 충격계수 비교

계측치 해석치

충격계수 0.037 (50 km/h 주행) 0.012 (110 km/h 주행)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철도 Expo-노선의 PSC-BOX 거더교의 동 특성 악을 한 계측시험  상

기 교량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교량의 1차 연직방향 고유진동수의 경우 수치해석 결과와 계

측시험 결과가 비교  잘 일치하고 있다. 한, 교량의 최  처짐에 해서도 수치해석 결과  계측시

험 결과 모두 행 설계기 (안)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행 설계기 (안)에서는 콘크리트교에 한 

충격계수로 10%를 일 으로 용토록 하고 있으나, 계측시험  수치해석 결과는 모두 4% 이하의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교량에 미치는 자기부상열차 주행하 에 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한 합리 인 충격계수 산정를 산정하여 설계기 (안)에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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