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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M(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 and ROTEM  have been leading development of the 
low to medium speed urban transit maglev for the past 20 years. The result of this long term national 
project is UTM-01 ( Urban Transit Maglev -01 ) in 1998 and UTM-02 in 2006 and the 6.1 km long double 
track maglev commercialization project in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from 2006 to 2012.  In this paper the 
status of the maglev development for the past 20 years is reported.  Design changes in key technologies - 
maglev bogies, secondary suspension system, levitation system, propulsion system, major power suppling 
equipments from UTM-01 system to that of commercialization project - are  described. 
-----------------------------------------------------------------------------------------------------------------------------------------------

1. 서 론

  한국기계연구원과 주식회사 현대로템은 지난 20 년간 국내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주도해 왔다.  

결과로서 1998년 UTM-01, 2006년 UTM-02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2006 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속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을 수행중이다. 본 실용화사업의 목표는 2012년 12

월까지 인천국제공항 --> 국제업무지역 --> 워터파크를 연결하는  복선 6.1 km 노선에 자기부상열차

를 실용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대차, 2 차 스프링계, 부상계, 추진계, 주요전장품 

, 분기기 설계 관점에서 지난 20 년 간 자기부상열차 주요 기술의 개발과정을 기술한다. 

2. 상전도흡인식 자기부상시스템 

  자기부상시스템은 (i) 부상에 차상에 설치된 강력한 초전도자석과 지상에 설치된 Null Flux 폐회로 간

에 Lenz 법칙에 의한 반발력을 이용한 부상방식과 추진에 선형동기전동기 ( LSM : Linear 

Synchronous Motor )를 이용하는 초전도반발식 ( EDS: Electro Dynamic System ) 과 (ii) 부상에 차

에 설치한 일반전자석과 지상에 설치된 도체 간의 흡인력을 이용한 부상방식과 추진에 선형유도전동기 

( LIM : Linear Induction Motor )를 이용하는 상전도흡인식 ( EMS: Electro Magnetic System ) 이 

있다.  초전도반발식은  수십 mm 이상의 부상 gap을 유지할 수 있으며 Null Flux 부상방식에 의하여 

열차속도가 한계 속도를 초과하면 부상이 되는 부상제어가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에 적합하다.  국내에서 개발해온 도시형자기부상열차는  상전도흡인식으로  정격 부상 gap은 10 mm 

이내이며 불안전한 시스템으로 제어가 필요하다.  상전도흡인식은  초전도반발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스템건설비가 저렴하며  최고운행속도 100 km/h 이내의 도시 내 승객수송용으로 적합하다.  그림 1.

에 상전도흡인식 자기부상열차의 부상계 구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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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상전도흡인식 자기부상열차 부상계 구성도 

상전도흡인식 부상시스템의 부상력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1) 

여기서 F 는 부상력,  는 공기의 permeability, N 는 전자석 코일 turn 수, A 는 전자석 pole 면적, 

는 전자석 전류, z(t) 는 부상 gap 이다.

3. 국내 자기부상열차 개발경과 

지난 20 년간 국내 자기부상열차 개발경과의 요약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자기부상열차 개발경과 요약 

 구분  주요사업내용  개발품

국책연구1단계사업 

(1989.12 ∼

 1993.5 ) 

-기계연주관, 전기연,학계 참여 

-전자석, magnet driver, dc/dc converter

 부상제어기, 대차등 자기부상열차 기본요소 기술개발

-100m 간이시험선로에서 대차수준 부상시험

국책연구2단계사업 

(1994.5 ∼

 1999.5 ) 

-기계연주관, 전기연, (주)현대로템 , 학계 참여 

-2량1편성 자기부상열차개발( UTM-01)

-기계연 1 km 자기부상열차시험선로에서 주행

 성능시험 및 평가 

국책연구3단계사업 

(2000.1 ∼

 2006.12 ) 

-기계연주관, 전기연, (주)현대로템 , 산업계 참여 

-2량1편성 자기부상열차개발( UTM-02)

-대전 국립과학관 <->93 Expo. 간 자기부상열차시험선

로에서 주행성능시험 및 평가 

국책연구4단계사업 

(2007.1 ∼

 2012.12 ) 

-기계연주관, (주)현대로템 , 산업계 참여 

-2량1편성 실용화모델 자기부상열차개발

 ( UTM-03)

-2013.1 월부터 인천국제공항 6.1 km 복선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서 실용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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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부상열차 주요기술 개발과정 

표 2에 표 1에서 보인 UTM-01, 02, 03 및 일본 Linimo 차량의 주요 사양을 보인다. 

                  

                  표 2. UTM - 01, 02, 03 및 일본 Linimo 차량의 주요 사양 

 주요 사양  UTM-01  UTM-02  UTM-03 일본 Linimo 차량

치수(m)
13.6(L)*3(w)*3.96

(h)

13.5(L)*2.85(w)*

3.45(h)

12(L)*2.7(w)*3.45(

h)

13.5(L)*2.6(w)*

3.45(h)

공차중량 23 ton 26 ton 19 ton 17 ton 

최대탑승인원 100 명 100 명 93 명 84 명

궤간 2 m 2 m 1.85 m 1.7 m

부상방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정격 부상공극 11mm 10 mm 8 mm 8 mm

량당전자석수 24 개 24 개 32 개 40 개

전자석 stagger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추진방식 LIM LIM LIM LIM

LIM 공극 11mm 10 mm 8 mm 8 mm

량당 LIM 수 6 개 6 개 8 개 10 개 

차량당 대차수 3 개 3 개 4 개 5 개 

대차길이 3.5 m 3.5 m 2.5 m 2.5 m 

운행최고속도 100 km/h 100 km/h 110 km/h 100 km/h

2차 공기스프링 

지지 방식 

module 가운데지지

공기스프링 6개/car

module 가운데지지

공기스프링 6개/car

module 끝단지지

공기스프링16개/car

module 끝단지지

공기스프링20개/car

자동운전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표 2에서 보면 UTM-01 과 UTM-02 간 사양에서의 큰 변화는 없다. UTM-02 과 인천공항노선에서

사용될 실용화차량 UTM-03 과는 많은 설계변경이 있다. 큰 변화는 (i) 궤간이 2 m에서 1.85 m 로

변했음 (ii) 부상공극이 10 mm에서 8 mm 로 2 mm 줄었음 (iii) 1 량당 대차수가 3 개에서 4 개로 증가

(iv) 공차중량이 26 ton에서 19 ton으로 감소 (v) 전자석수가 24개에서 32개로 증가 (vi) 대차길이가

3m에서 2.5 m 로 짧아졌음 (vii) 공기스프링 지지방식이 module 중앙지지에서 module 끝단지지로 변경

되었음 (viii) 차량당 LIM갯수가 6 개에서 8 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에 열거한 설계변경 항목 하

나하나가 차량의 주행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i) 궤간이 2m에서 1.85 m 로 변경

자기부상열차개발을 시작한 1989 년 이래 궤간을 2 m 로 유지하다가 실용화모델부터 궤간을 1.85 m로

150 mm 축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기부상열차는 승객 대량수송수단인 중전철과 달리 대도시와 대

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중.소 승객 수송을 목표인 경전철노선에 적합하다. 그러므로 자하철

차량과 같이 차량폭이 3 m 로 넓게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용화된 LINIMO 차량도 궤간

이 1.7 m 이다. 궤간이 줄어듬에 따라 차폭도 2.70 m 로 축소되었다. 차량폭을 300 mm 축소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는 많다. 차량의 주요 전장품 - vvvf inverter, dc/dc

converter, magnet driver , SIV - 의 폭을 줄이고 경량화 해야 한다. 또한 상하 기기배치를 위한 공간

이 줄어듬에 따라 부품의 크기를 줄이고 숫자를 줄여야 하는 등 Sub system 전반에 걸쳐 경량화/

compact 한 설계가 요구되었다. 그림 2 는 실용화차량 UTM-03 의 실내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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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용화차량 UTM-03 의 차내부 모습

(ii) 정격 부상공극을 10 mm에서 8 mm 로 변경

식 (1)에서 보듯이 부상력은 부상공극의 자승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정격부상공극이 8 mm 인 경우

부상공극이 10 mm 인 때와 같은 부상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자석에 동일한 전류를 흘릴 경우 전자석

turn 수 N 이 줄어들게 되고 전자석크기가 작아지고 이는 차량의 경량화에 기여한다. 정격부상공극이

10 mm에서 8 mm 로 줄어듬에 따라 주행중 허용 공극 변동폭이 ± 8mm에서 ± 6 mm 로 작아져 보다

정밀한 제어가 요구된다.

(iii) 차량당 대차수를 3 개에서 4 개로 변경

실용화차량에서는 대차길이가 3.5 m에서 2.5 m 로 짧아지고 량당 대차수도 3개에서 4 개로 변경되었다.

대차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작은 곡률반경을 갖는 곡선 통과시 전자석의 횡방향 편차가 작아진다.

또한 UTM-01, 02 와 달리 UTM-03 에서는 대차 module 과 차체와의 2차 스프링 지지방식이 직접 연

결방식에서 Linear Bearing을 통하여 지지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함으로서 차량이 짧

은 곡선을 운행할 때 차체가 횡방향으로 구속됨이 없이 곡률반경의 중심 방향으로 주어진 한계만큼 자

유롭게 이동하여 레일 대향면과 전자석 간의 횡방향으로 벗어남을 최소화 하였다. 결과는 짧은 곡

선 통과시 일정한 부상력을 유지할 수 있어- 횡 복원력으로 인한 부상력의 변동폭이 작아지게 되어 -

제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림 3 은 module과 차체사이에 Linear Bearing이 설치된 UTM-03의 2

차 suspension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UTM-03 의 2 차 sus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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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차중량의 감소

UTM-03의 공차중량은 19 ton으로 UTM-01 의 23 ton , UTM-02 의 26 ton 에 비하여 상당한 경량화

가 이루어 졌다. 자기부상열차는 떠서 가는 시스템이므로 철제차륜방식의 지하철과 달리 설계상 차

량중량의 상한선이 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많은 승객을 태울 경우 큰 전류를 흘려야 하고 BH

곡선의 선형제어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부상제어는 BH 곡선 선형-직선-구간에서 차량이 운행된다는

조건에서 수행되므로 BH 선형구간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부상제어가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제어가 발산할 수도 있다. 또한 차량이 무거울 경우 외란도 크게 작용하므로 이 또한 BH 선형제어구

간을 벗어날 수도 있다.

(v) 공기스프링 지지방식의 변경

UTM-03 에서는 UTM-01, UTM-02 와 달리 하중을 module 끝단에 설치된 공기스프링을 통하여 지지

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 그림 4에서 UTM-01, 02 에서는 차량당 대차수가 3개 이고 차량하중

이 module 중앙에 설치된 공기스프링을 통하여 지지되도록 설계한 반면 ( 차량당 필요한 공기스프링

은 6 개 ) UTM-03 에서는 차량당 대차수가 4개로 변경되고 module 끝단에서 공기스프링을 통하여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 ( 량당 공기스프링 수 16 개 ). 그림 4 , 5 참조.

f2f1 f3 f4 f5 f6

k2k2k2 c2 c2c2

V

q

1q 2q 3q

그림 4. UTM-01, UTM-02 2 차 suspension system model

q

k2k2 k2 k2 k2 k2 k2 k2

f1 f2 f3 f4 f5 f6 f7 f8

V

그림 5. UTM-03 2 차 suspension system model

차량당 대차수를 4 개로 함에 의하여 코너당 부담하중이 작아진다. 그림 4에서 차량하중이 module 중

앙에 작용하고 부상제어는 module 앞 뒤 끝단에서 수행될 경우 중앙점을 지지로 module 길이방향

pitching 이 증폭될 수도 있어 부상공극을 일정한 값에 맞추기 위한 제어에 불리한 반면, 그림 5에서처

럼 차량하중이 module 양 끝단에 작용하고 부상제어도 양 끝단에서 수행될 경우 일정한 부상공극을 유

지하기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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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상계 관련

부상제어 알고리즘은 UTM-01, 02 와 UTM-03 간에 변화가 없다. 단 부상제어에 필요한 전력공급장

치 - dc/dc converter, magnet driver - 및 부상제어기 등 hardware 의 신뢰성이 높아졌고 큰 전류변

화를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또한 만차 그리고 큰 하중변동폭에도 불구하고 BH 선형구

간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전자석용량을 넉넉하게 설계하였다.

부상계 관련하여 레일 이움매를 지날 때 부상공극 변화폭을 작게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부상제어에 사용되는 gap sensor 는 보통 직경 40 mm 인 유도전류형을 사용하는데 센서가 이웃하는

부상레일 간의 간극을 지날 때 무한대 값을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진행방향으로 이웃하는 일

정한 거리를 띄어 설치된 두 개의 gap sensor ( dual gap sensor )를 사용한다. UTM-01, 02 에서는

이웃하는 gap sensor 간의 중심거리가 160 mm 였으나 UTM-03 에서는 220 mm 로 60 mm 더 떨어지

게 하였다.

허용 레일간극:40 mm

Duel gap sensor 간극
 : 160 mm

V

허용 레일간극:40 mm

Duel gap sensor 간극
 : 220 mm

V

(a) UTM-01,02 (b) UTM-03

그림 6. 부상제어에 사용되는 duel gap sensor (a) UTM-01,02 (b) UTM-03

그림 7. UTM-01 주행중 대표적인 부상공극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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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레일연결부에서 duel gap sensor 중심간 설치간극을 이전보다 60 mm 더 떨어지게 설치함에

의하여 gap sensor 가 레일연결부를 통과할 때 앞 gap sensor 에서 읽는 값이 뒤에 따라오는 gap

sensor 읽는 값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레일연결부에서 공극의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7 은 UTM-01 의 대표적인 부상공극파형을, 그림 8 은 UTM-03 주행중 대표적인 부상공극변동

파형을 보이고 있다. UTM-01의 경우 부상공극 peak to peak 이 4 mm 인 반면 UTM-03 의 경우

1.5 mm 이내이다. UTM-03은 UTM-01, 02 에 비하여 부상제어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승차감이 좋

다.

(a)

(b)

그림 8. UTM-03 주행중 대표적인 부상공극파형. 주행속도 : 35 km/h

하중상태 : 만차 (a) PS 콘크리트 거더위 통과시 (b) 분기기 통과시

5. 결론

1989년 12월에 시작한 자기부상열차개발 국책연구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지 20 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전액 국비로 4500억원을 지원하여 개발된 실용화모델인

UTM-03이 2013년 1 월부터 6.1 km 인천국제공항 복선 자기부상열차 노선에서 실용화됨으로서 꽃을

피울 것이다. UTM-03 는 UTM-01, 02 에 비하여 부상제어도 훨씬 안정되어 있으며 승차감도 좋다.

UTM-03의 경우 부상제어방법 - 프로그램 - 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차 suspension 구조, duel gap 센

서간 중심거리, Roll Forming 에 의하여 제작된 guideway 등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졌다. 결과

UTM-03 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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