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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lev vehicles levitated and propelled by electromagnet as non-contact between vehicle and guide rail is
environmentally friendly transport system which have many advantages like ride comfort and guide way
construction costs. As a goal of commercial operation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2012, development of
vehicle is underway and proto-vehicle is test running at KIMM.
The maglev bogie system of proto-vehicle, like railway vehicle, has functions to support weight of vehicle, transfer
force of brake and propulsion and improve ride comfort through insulation of vibration and improve curve
negotiation capability. The main components of a bogie are two modules consisted of electromagnetic, frame and
linear motor, two tie beams to connect two modules and steering system to improve curve negotiation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general specification, structure, manufacturing process, performance
testing, ride comfort of proto-vehicle and bogie system.

서론1.

자기 부상 열차는 전자력에 의해 비 접촉식으로 부상 및 추진이 이루어지는 환경 친화적 운송 시스템

으로 년 인천신공항에 상업운행을 목표로 실용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초도 개발 차량이 한국기계2012

연구원에서 시험 운행중이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주행장치 시스템은 일반 철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하중지지 견인력 및 제동력 전달 궤도와의 진동의 절연을 통한 승차감 향상 곡선 추종성 등의, , ,

기능을 담당 하게 된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전자석과 프레임 및 리니어 모터로 구성된 모듈 두 모듈을. ,

연결하며 곡선 추종성을 향상시킨 타이빔 승차감 향샹과 곡선 추종성 위한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주행 장치 시스템의 일반사양 및 구조 초도 개발 차량의 제작 과,

정 및 성능시험과 승차감에 대해 서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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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일반 사양 및 구성품2.

자기부상열차는 회전체가 없이 레일과 비접촉으로 주행하므로 소음레벨과 진동이 적으며 고무 쇳가, ,

루등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 운송시스템이다 바퀴의 점착력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공전 및.

활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등판능력과 최소 반경 에서도 곡선통과 능력이 우수하다 또한 대차가50mR .

궤도를 감싸고 있는 구조이므로 탈선 전복 등의 우려가 없고 주행 시 펑크 등의 염려가 없다 도시형 자/ .

기부상열차는 설계 최고 속도 로 고속 자기부상열차 보다 비록 최고 속도는 낮지만 위에 설명110km/h ,

된 장점을 바탕으로 도심에서도 운행 가능토록 제작 되었다.

자기부상 열차 초도차량은 량 편성으로 구성되며 주요 제원은 아래 표 그림 과 같다2 1 , 1, 1 .

구 분   주 요 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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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및 조향 장치 시스템 제원 및 구성품 소개3.

초도 자기부상은 량당 개의 대차로 구성 되어 있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한 대차당 두 개의 모듈 양4 . ,

모듈을 연결하는 곡선반경 에서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토록 한 와 조향 시스Tie beam, 50mR LM guide

템 개의 공기 스프링이 적용되어 하중 분포를 확대 하였으며 점지지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 되었다, 4 3 .

궤도와 전자석간 횡 방향 스토퍼와 비상시 궤도를 활주 할 수 있도록 비상롤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3.1 Module

모듈은 일반 철도차량의 대차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하중지지 추진력과 제동력을 전달한다 모듈은 크, .

게 부상력과 를 발생하는 전자석 견인력을 발생하는 리니어 모터 견인로드와 사이드 프Guiding force , ,

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구성품 기 능

대차
Module

프레임
케스팅 블럭 지지- Air spring, magnet

사이드 프레임 취부- LIM

LIM 추진장치-

전자석

ass’y

전자석 부상용 전자석 대차당 개- / 8

Lateral skid 궤도기준 횡변위 제한-  
제동 실린더 유압실린더 유공압변환기- /

현가장치
공기스프링 대차당 개 보조공기통- 4 ,

레벨링 시스템 최소화- 3 leveling system / unloading

랜딩장치
Landing skid 전자석 부상 고장 시 궤도에 착지-

비상롤러 유압으로 작동-

Tie Beam 의 지지 횡변위 가능- Module roll motion ,

조향장치

슬라이딩

테이블

Table block 상부 취부 기능- Air spring (bolster )

LM guide 대차 차체간 변위 확보- /

견인로드 제동 추진력 전달- /

스티어링 시스템 곡선 직선 통과성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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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프레임은 사이드빔과 캐스팅 블록으로 구분되며 사이드빔에는 리니어 모터와 견인로드가 연결

되어 있어 리니어 모터의 하중을 지지 하며 견인 로드를 통해 차량으로 추진력과 제동력을 전달한다, .

캐스팅 블록은 알루미늄 압출재 양 끝단에 연결 되어 있다 이 캐스팅 블록은 비상롤러. , landing skid,

배장기 리프팅 와이어와 공기 스프링을 취부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하부에는 전자석이 연결되어, .

부상력을 차량에 전달하며 공기 스프링으로 전달된 차량의 하중을 지지 하고 이 하중을 랜딩스키드와,

비상롤러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전자석에는 모듈의 횡방향 구속을 위해 횡방향 스토퍼를 취부 하였다 제동장치와 도 이. , gap sensor

전자석에 설치된다.

3.2 Tie Beam

은 양 모듈을 연결하며 절 링크 구조로 되어 있어 각 모듈이 독립적인 운동이 가능토록Tie Beam 4

하여 원활한 곡선 주행을 도모 하고 있으며 각 모듈의 롤 방향 모션을 지지 하도록 연결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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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 장치3.3

조향장치 시스템으로는 차체와의 변위가 없는 테이블과 횡 방향 변위가 자유로운 슬라이딩 테fixed

이블 그리고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테이블은 차체와 단단히 고정되고 견인로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견인력과 제동력을 전달하Fixed

게 된다 리니어 베어링과 함께 구성된 슬라이딩 테이블은 곡선 주행시 차체 대차간 횡변위를 흡수하게. /

된다 또한 스티어링 시스템은 대차와 차체간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 하고 곡선 통과 성능을 향상을 도. ,

모하게 된다.

3.4 Suspension System, Leveling System

자기부상 차량의 서스펜션은 차 현가장치와 차 현가장치로 구분된다 차 현가장치는 전자석과 궤1 2 . 1

도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자기력에 의한 자기현수장치이다 차 현가장치는 량당 개의 공기 스프링과. 2 16

개의 레벨링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대차당 네 개의 공기 스프링이 적용되며 대차의 각 모서리에 취부3 .

되어 사이드 프레임으로 하중전달을 최소화 하였다 각 공기 스프링에는 하중 재 분포용 가. vent valve

설치되어있어 부상 시스템의 부분적 고장시 차량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기부상 초도 차량의 대차는 기존 대차와는 다른 주요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다 각 개선은 자기.

부상차량의 주행 및 부상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는 크기로 제작된 부상용 차량에서도 입1/2

증되었다 초도 차량의 대차는 입증된 개선사항과 새로이 건설된 시험 선로에 적합하도록 대차가 제작.

되었다 아래 그림 은 주요 대차 제작 과정과 초도차량 테스트 운행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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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목표 승차감은 지수 이하이다 승차감 시험은 주행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를 측정하UIC 2.0 .

여 차량의 승차감을 평가를 하였다 차체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상하 좌우 진동가속도를 측정하였으며. ,

에 의거하여 승차감 지수를 산출하였다UIC513R .

가속도 측정 위치 및 방법5.1

차량의 전두 후미 바닥면에 각각 진동가속도계를 설치하여 만차와 공차시 동일한 속도 조건으로MC2 /

의 시험 선로위를 주행시 발생하는 차체의 상하 좌우 방향으로 발생되는 진동가속도 데이터를KIMM ,

수집하였다.

측정 결과5.2

측정된 진동 가속도를 주파수 분석 실시 후 기준에 의거 승차감 지수를 산출한 결, ISO2631/1:1985

과 기준 이하로 사업 목표인 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 시험 선로가 짧아 운행UIC 1.4 2.0 . KIMM

최고 속도의 조건으로는 측정되지 못한 값이라 참고 치수 일 뿐이다.

다음 그림은 승차감 측정한 결과의 일부로 측정된 전두부 차체 바닥의 좌우 방향 가속도 및 승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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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이다.

도표 승차감 측정결과3.

그림 좌우 방향 가속도그림 그림 좌우 방향 승차감 지수10. 11.

결론6.

실용화 도시형 자기부상 초도 차량을 제작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선로에서 차량 테스트 운행과,

성능시험을 계속 수행 중에 있다 초도 차량의 시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대차 시스템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되고 신뢰도 높은 상용화 자기부상열차의 대차 설계 제작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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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차시 공차시

전두부 후미 전두부 후미

UIC Ride Index 1.2 1.3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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