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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자기회로 모델을 이용한 종자속형 자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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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levitation force characteristics of electromagnet for MAGLEV vehicle application. 

The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and levitation forc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magnet are investigated by means 

of equivalent magnetic circuit model. Firstly, we defined the aligned and 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 for the 

full-electromagnet, and magnetic flux paths are represented for each model including leakage and fringing flux paths. 

Because of the analysis model contains both the permanent magnet and electromagnet coil, we calculated the airgap 

magnetic flux density and levitation forces using flux superposition in electromagnetic circuit. The results are validated 

extensively by comparison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Moreover, the 1/4 scaled magnetic levitation and propulsion test 

vehicle has been manufactured and tested in order to verify these predict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confirms the 

validity of the analytical prediction with equivalent magnetic circuit model for the description of a electro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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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2011년 9월 재,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연구는 지난 

2006년 착수하여 2013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상용화 시범

노선 개통 정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연구와 시속 

550 km 이상  고속형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 확보를 

한 기술 개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심으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1]. 속형의 자기부상열차인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실용화 사업에서는 자기부상  추진을 포함하는 모든 

기술이 이미 상용화 최종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고속형 

자기부상열차 연구개발의 경우, 기술 선진국의 고속형 자

기부상열차 기술 황 조사  기술의 장단  검토가 수행된 

바 있으며, 시뮬 이션  기본 실험을 통한 고속형 자기

부상열차의 기본사양 결정과 개념설계안을 도출한 사례가 

있다 [2]. 재 국내에서는 약 1/4 스 일의 축소형 시험기

를 통해 기본 인 자기부상제어 특성  선형추진 특성 실

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에서 추진력을 담당하는 선형모터의 고정자

를 수백미터에서 수킬로미터로 용할 경우 고정자 권선은 

독일의 Transrapid에서 사용한 방법인 그림 1과 같이 단일

도체 권형태의 권선배치 구성이 가능하다[3][4]. 더불어, 

권선구조  작업의 형태가 단순하여, 실제 장에서의 작업

을 한 공정의 자동화가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자기부상 

열차 모델이 수미터 는 수십미터 이내의 축소형 자기부상

열차 시험을 목 으로 하는 경우에 단일도체 권형태의 권

선이 용되면, 선형 모터 고정자의 권선 항  인덕턴스

의 값이 무 작아 실제 구 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구간을 왕복운동하면서 자기부상제어 성능  

추진성능 기본시험을 한 축소형 자기부상열차 시험기에서

는 집 권형 리니어 모터 고정자가 합하며, 미국의 

MagneMotion Co. (MA, U.S.) 에서는 이미 집 권 형태의 

축소형 자기부상열차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여 다양

한 자기부상  추진제어 성능시험에 활용하고 있다[5]. 

그림 1  Transrapid의 3상 고정자 권선.

Fig. 1  Three phase stator winding of Transrapid.

국내에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용을 한 부상용 자

석의 형상에 의한 특성해석  설계에 한 연구는 주로 

속형 자기부상열차에 용되는 횡자속 방향의 ‘U’ 자형 

자석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6]-[11]. 특히, 자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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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gneMotion(U.S.)社의 자기부상  추진 모듈.

Fig. 2 Magnetic levitation and propulsion module of 

MagneMotion Co. Ltd. (U.S.). 

자석의 간단한 기계  형태나 자기회로 구조로 인하여 자

기  특성, 힘특성  설계에 한 내용보다는 안정화 된 제

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구 하는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

어진 것이 사실이다 [12]-[15]. 

한편, 종축 방향의 자속을 갖는 종자속형 자석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자속형 자

석은 자기부상열차의 추진시스템으로 용되는 선형동기

동기(LSM)의 직류 계자측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 자기부상열차의 연구 목표가 속형의 선형유도

동기(LIM) 형으로 집 되었기 때문이다[16][17]. 

  해외에서는 LSM을 기반으로하는 자기부상열차의 표  

시스템인 독일 TRANSRAPID 와 련된 학술연구 발표에

서 종자속형 자석에 한 연구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18]-[20]. 독일을 심으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최근 독일의 기술을 도입한 국에서도 련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간  륙간의 새로운 체 교

통수단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속형 자기부상열차에 

용 가능한 자기부상 자석 모델에 하여 다룬다. 특히, 

고속형 자기부상열차의 추진시스템으로 용되는 LSM의 

직류 계자측인 종축형 자기부상 자석의 특성해석을 수행

한다. 자기부상 자석은 연구실 수 에서 실험이 가능한 

크기인 실차의 약 1/4 스 일로 축소 설계하고 부상력 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특히, 상 으로 큰 공극에서 동작되는 

자기부상 자석의 특성과 지상측 선형 모터의 상세 구조를 

고려한 특성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등가자기회로 해석법을 

용하여 설자속  린징 자속을 포함하는 공극에서의 

자속 도를 계산하고 힘특성의 계산을 수행하 다. 

2 . 등가자기회로를 이용한 자기부상 자석의 수학  

모델링

2 .1  기본 개념  정 의

  LSM을 추진시스템으로 갖는 고속형 자기부상열차의 

자기부상 자석은 그림 3의 구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상측에 고정되어 있는 LSM의 고정자를 강자성체 항면

으로 하고 종방향형 자속경로를 갖는 형태가 표 이다. 

이러한 구조의 자기부상 자석 모델은 자기회로 구성에 있

어 반복  구조를 갖게 되므로 단  자석 모듈들의 조합

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으

로 정렬된 자기회로를 갖는 부분을 정렬 자석 모듈

(Aligned electromagnet Module), 비정렬된 자기회로를 갖는 

부분을 비정렬 자석 모듈(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로 정의하고 특성해석을 수행하 다. 한, 정렬  

비정렬 모듈에 한 자기회로 해석 결과를 먼  수행하고, 

이를 토 로 하여, 체 조합 모델로 자기회로 해석을 확장

하는 과정으로 기술하 다.

(a)

(b)

그림 3 선형 모터 코어  부상 자석의 구조 (a) 선형 모

터 코어와 자기부상 자석 (b) 자기부상 자석 구

조(부상제어 코일 + 자석 코어) 

Fig. 3 Configuration of linear motor core and levitation 

electromagnet (a) Linear motor core and levitation 

electromagnet (b) Levitation electromagnet(Control coil 

+ electromagnet core)

2 .2  정 렬  비정 렬 자석 모듈 의 정 의

  앞서 2.1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기부상 자석의 

체 조합 모델은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의 반복  조합

으로 표 될 수 있다. 그림 4(a)의 자석 자속경로 모델은 

정렬 자석 모듈을 나타내며, 각 설계 라미터들과 자속경

로에 한 자기 항의 수학  기호를 보여주고 있다. 단  

자석 모듈은 정렬  비정렬 모델에서 각각 구자석과 

자석을 개별 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린

징 자속이 고려된 공극에서의 자속경로와, 자석 하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설 자속을 상세히 모델링하 다. 그리고, 

구자석에 의한 자속외에 자석에 의한 자속의 계산을 수

행하기 하여, 정렬 자석 모듈의 자석 코일은 그림과 

같이 분포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b)는 자기부상 시스템의 진행방향 단면인 정면도를 나타내

며, 고정자(Stator)  이동자(Translator) 코어는 층 규소

강 이 용되어 철심 표면에서 발생하는 린징 자속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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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가정하 다. 

  그림 5는 비정렬 자석 모듈에서의 설계 라미터들과 

자속경로에 한 자기 항값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비정렬 

자석 모듈은 정렬 자석 모듈과 유사하게, 단독으로 구

자석과 자석에 의해 힘 발생이 가능한 단 모델이며, 자

석 하부에서 동일한 형태의 설자속 경로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극에서는 모든 자속경로가 린징 자속 경로임

을 알 수 있다. 정면도는 그림 4(b)와 동일하다. 

             (a)                        (b) 

그림 4 정렬 자석 모듈 - 설계 라미터  자기 항 (a) 

측면도 (b) 정면도

Fig. 4 Aligned electromagnet module - Parameters and 

reluctances (a) Side view (b) front view

그림 5 비정렬 자석 모듈 - 설계 라미터  자기 항

Fig. 5 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 - Parameters and 

reluctances

  표 1은 본 논문에서 정렬  비정렬 자석에 용된 기

계  사양에 한 기호  세부 인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2 .3  정 렬- 비정 렬 자석 모듈 에서의 등가 자기회로의 

구 성

  그림 4와 그림 5에 정의한 자속경로와 치수에 련된 기

호를 각각의 자기 항( 는 퍼미언스)으로 나타내고, 구자

석  자석 코일에 의한 자속 도  부상력 특성을 계산

하 다. 그림 6(a)는 정렬 자석 모듈에 한 등가자기회로 

모델을 나타내며, 그림 6(b)의 회로로 단순화 시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림 7(a)와 그림 7(b)는 구자석이 제거된 

자석 코일에 의한 등가자기회로를 나타낸다. 여기서, 구자

석이 취부되어 있던 자리는 비투자율이 1 인 공기 역으로 

치환되어 해석이 수행 되었으며, 자기회로의 첩을 이용하여 

구자석과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값을 계산하 다.

표 1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의 주요 사양  기호

Tab le 1 Symbols and specifications of aligned and 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

(a) 

(b)

그림 6  정렬 자석 모듈에서 구자석에 의한 자기회로

Fig. 6 Equivalent magnetic circuit of aligned electro 

-magnet module by permanent magne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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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정렬 자석 모듈에서 자석 코일에 의한 자기회로

Fig. 7 Equivalent magnetic circuit of aligned electro 

-magnet module by current coil source

  그림 8은 자기부상 자석의 힘의 크기에 직  향을 

미치는 부분인 공극에서의 린징 자속을 포함하는 등가자

기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공극에서의 자기 항 와 ~

  에 흐르는 각각의 자속을 계산하면, 공극에서의 자속

도인 와 ~   부상력에 련된 특성 계산이 가능

하다. 여기서,   는 자기부상 자석의 측면 자로를 통해 

공극을 형성하는 경로의 자기 항을 나타낸다. 

그림 8 공극에서의 자속계산을 한 린징 자속 경로의 자

기 회로

Fig. 8 Equivalent magnetic circuit of fringing flux path for 

airgap flux calculation.

  한편, 그림 6의 구자석에 의한 자기회로에서, 공극에서 

가장 큰 힘을 발생하는 공극 심부에서의 자속,  ,은 

공극으로 유입되는 자속인 를 이용하여 식(1)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고, 그림 8에서 은 공극의 자기 항을 

제외한 나머지 린징 자속경로에 한 자기 항의 총합을 

나타낸다. 은 식(2)와 같이 쓸 수 있다.

2
fgsum

pmag pm
fgsum ag

R
R R

Φ = ⋅Φ
+ (1)

1 2 3 4 5

1
1 1 1 1 12

fgsum

fg fg fg fg fg

R

R R R R R

=
+ + + + ⋅

(2)

여기서, 린징 자속경로에서의 자기 항( 는 퍼미언스) 

～는 이미 잘 알려진 자기회로 형상에 한 공극 퍼미

언스의 표 식에 의해 식(3)～(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21].

  


(3)

  ⋅ (4)

  ⋅  (5)

 


(6)

  한편, 그림 7에서 나타낸 자석 코일의 기자력에 의한 공

극 앙에서의 자속 는 구자석에 의한 경우와 유사

하게 식(7)과 같고, 설 자속이 제외되고 공극으로 유입되

는 총 자속인 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2
fgsum

emag em
fgsum ag

R
R R

Φ = ⋅Φ
+ (7)

  그림 9는 그림 5에서 나타낸 비정렬 자석 모듈의 등가

회로 모델을 나타내며, 구자석 기자력에 의한 등가회로를 

노튼 등가회로 형태로 표 하 다. 여기서, 는 고정자 

철심의 상부에 형성되는 자기회로의 항을 나타내며, 

는 고정자 철심 하부(그림 5에서 고정자의 앙 치)에 형성

되는 자기회로의 항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자석 코일

에 의한 기자력을 갖는 자기등가회로에서 이동자 측은 정렬 

자석의 구조와 동일하며, 공극 주변에서의 린징 자속  

고정자 철심에서의 자로 구성 형태만 변화한다. 

  그림 9의 자기회로에서, 철심으로부터 공극 역으로 유입

되는 자속을  ,   ( 구자석에 의한 공극자속 

성분)와  , ( 자석 코일에 의한 공극자속 성

분)로 정의하고, 가장 주효한 자속성분인  ,   를 갖

는 자속경로에서의 자속값  , 는 식(8), 식(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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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비정렬 자석 모듈에서 구자석에 의한 자기회로

Fig. 9  Equivalent magnetic circuit of 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 by permanent magnet source

11
11 11

11 1

fgsum
pmdiag pmsum

fgsum diag

R
R R

Φ = ⋅Φ
+ (8)

11
12 12

11 1

fgsum
pmdiag pmsum

fgsum diag

R
R R

Φ = ⋅Φ
+ (9)

여기서, 자속경로의 길이가 가장 짧고 가장 큰 자속 도를 

형성하게 되는 자기 항 성분,  ,   를 제외한 린

징 자속의 총합   , 는 식(10), 식(1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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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 1
fgsum

fg fg

R
R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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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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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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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렬 자석 모듈에서 자석에 의한 자속의 표 은 

구자석의 경우와 동일하며, 공극에서 발생하는 총자속의 크

기   는 구자석  자석 코일에 의한 공극 자속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12)와 같이 쓸 수 있다. 

ag pmag emagΦ = Φ +Φ (12)

  그리고, 식(12)에 의해 자속에 의해 발생된 자속에 의해 

계산되는 공극자속 도 는 식(13)과 같고, 부상력 는 

식(14)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ag
ag

ag

B
A
Φ

=
(13)

 




(14)

2 .4 체 조 합 자석 모듈 의 등가 자기회로의 구 성

  자기부상 자석의 체 조합모델은 그림 1에 한 설명에

서와 같이, 정렬 자석 모듈과 비정렬 자석 모듈이 반복

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림 10은 체 조합 자

석 모듈의 자속경로와 그에 해당되는 자기 항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이미 기술된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의 자속경로와 다른 은 최외곽 자기회로인 끝단 

자석 모듈(End-Pole Module)에서의 자속경로 형태와 

자석 내측에 치하게 되는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에

서 일부 린징 자속의 경로가 제거된다는 이다. 

  등가자기회로의 형태는 2.3 의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 자기회로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 끝단 자석 모듈,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에서의 자속의 계산을 통해 공

극 자속 도의 분포특성  힘특성을 분석하 다. 

3 . 해석결과  실험

3 .1  해석결과  유한요 소해석에 의한 검증

  먼 , 자기부상 자석의 등가자기회로 모델링에 의한 특

성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동일한 해석모델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해석에 이용된 상용 

소 트웨어는 Ansys Maxwell을 사용하 으며, 공극길이의 

변화와 입력 류의 크기에 따른 자속 도  힘특성에 

한 특성해석 결과를 도출하 다. 한편, 실험에 의한 특성 해

석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작된 자기부상 

자석이 설치된 시험용 차량의 자기부상제어 실험을 수행

하고, 특성해석 결과와 간  비교를 하 다. 

  그림 11(a)는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도출된 기기 내부 

자속 도의 3차원 분포 특성을 나타내며, 그림 11(b)는 자속

의 경로를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로 나 어 확인 할 

수 있는  등자속선의 2차원 분포 특성을 각각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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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0  체 조합 자석 모듈의 자속경로

Fig. 1 0  Magnetic flux paths of full-electromagnet module

(a)     

                    (b) 등자속선 분포

그림 1 1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자속 분포특성 (a) 자속 도 

벡터 분포 (b) 등자속선 분포

Fig. 1 1 Magnetic flux distribution by FEM (a) Flux density 

vector and (b) Equivalent potential line

  그림 12-14는 체 조합된 자기부상 자석의 자속 도 

특성해석 결과를 유한요소해석과 비교하여 나타낸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자기부상 자석은 ‘끝단 자석 모듈 + 

비정렬 자석 모듈 + 정렬 자석 모듈 + 비정렬 자석 

모듈 + 정렬 자석 모듈 + …’ 의 구성과 같이 반복  형

태로 조합되므로, 해석결과를 끝단 자석모듈, 비정렬 자

석모듈, 정렬 자석 모듈의 순서로 도시하 다. 

  그림 12(a)는 자석 코일의 입력 류가 0A일 경우 자속

경로 끝단 자석 모듈에서의 공극자속 도 분포 특성을 나

타낸다.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자속 도의 분포 특성을 통해 

설  린징 자속의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속 도 

분포특성이 유한요소해석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등가 

자기회로 해석에 의한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12(b)와 그림 12(c)는 자석 코일의 입력

류가 0A일 경우 비정렬 자석 모듈  정렬 자석 모듈

에서의 공극자속 도 특성을 보여 다.

  그림 13(a)-(c)는 자석 코일의 입력 류가 구자석의 

자속을 가 시키는 방향인 +5A일 경우 공극자속 도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류가 양(+)방향으로 인가된 후에도 유한

요소해석에 의한 자속 도의 분포 특성이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등가 자기회로 해석에 의한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a)-(c)는 자석 코일의 입력 류가 구자석의 

자속을 상쇄시키는 방향인 -5A일 경우 공극자속 도의 분

포 특성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1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등가자기회로 해석

에 의한 공극 앙에서의 자속 도 특성은 경향이나 분포 

의 평균치는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

나, 설 자속 이나 린징 자속 경로에서의 불연속 으로 

분포하는 다양한 가정들로 인하여 상당한 오차를 보이는 것

이 사실이다. 특히, 비정렬 자석 모듈은 공극에서의 모든 

자속 경로가 린징 자속에 해당되므로, 끝단 자석 모듈이

나 정렬 자석 모듈에 비하여 더 큰 오차를 갖는다. 

  그림 15는 12극 체 모델로 조합된 자석의 부상력 특

성을 나타낸다. 체 자석은 끝단 자석 2개, 정렬 자

석 4개  비정렬 자석 5개의 조합으로 표  될 수 있으

며, 각 모듈에서의 자속 도 특성치에 의한 부상력 계산으로 

체 자기부상 자석의 힘특성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림에

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 으로 공극의 크기가 작은 

g=1mm 에서의 힘특성 해석 결과에서 더 큰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  린징 자속 경로  경로의 길이

에 한 가정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단되며, 작은 길이

의 공극에서의 린징 자속 경로에 한 재정의가 이루어진

다면 등가자기회로 해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속 도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오차를 더 일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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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 2 체 조합 자석에서의 공극자속 도 특성 비교 (공극 3mm, 인가 류 0A) (a) 끝단 자석 모듈 (b) 비정렬 자석 

모듈 (c) 정렬 자석 모듈

Fig. 1 2 Comparison of airgap flux density distribution (Airgap 3mm, Input Current 0A) (a) End-Pole (b) unaligned and (b) 

aligned electromagnet module

  

                 (a)                                       (b)                                    (c) 

그림 1 3 체 조합 자석에서의 공극자속 도 특성 (공극 3mm, 인가 류 +5A) (a) 끝단 자석 모듈 (b) 비정렬 자석 모듈 

(c) 정렬 자석 모듈

Fig. 1 3 Comparison of airgap flux density distribution (Airgap 3mm, Input Current +5A) (a) End-Pole (b) unaligned and (b) 

aligned electromagnet module

    

                 (a)                                       (b)                                    (c)  

그림 1 4 체 조합 자석에서의 공극자속 도 특성 (공극 3mm, 인가 류 -5A) (a) 끝단 자석 모듈 (b) 비정렬 자석 모듈 

(c) 정렬 자석 모듈

Fig. 1 4 Comparison of airgap flux density distribution (Airgap 3mm, Input Current -5A) (a) End-Pole (b) unaligned and (b) 

aligned electromagnet module

3 .2  시험용 자기부상 자석 제 작  부상제 어  실험

  자기부상 차량에 용되는 부상용 자석의 힘특성 실험

은 로드셀 등의 힘측정 센서가 부착된 정지형 시험기를 별

도로 제작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그러나 실

제  연구환경에서 여분의 자석을 제작하고 측정만을 

한 주변 기계장치를 추가 으로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소모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자기부상열차의 1/4 스

일  시험용 자기부상 차량  차량에 직  조립된 자

석의 자기부상제어 특성 시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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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 12극 체 자석의 부상력 특성 (끝단 자석 2

개, 정렬 자석 4개, 비정렬 자석 5개)

Fig. 1 5 Levitation force characterisitics of 12-Poles full 

electromagnet (2-Poles of end-pole electromagnet 

module, 5-Pole of aligned and unaligned 

electromagnet module, respectively)

  (a)                 

                (b)                  (c) 

그림 1 6 1/4 스 일  시험용 자기부상 차량  제작된 

자석 형상 (a) 자기부상 차량 (b) 부상 자석 (c) 

선형동기 동기 고정자

Fig. 1 6 1/4 scaled maglev test vehicle and manufactured 

electromagnets (a) Maglev vehicle (b) levitation 

magnet (c) LSM stator

시된 특성해석결과를 간 으로 검증하 다.   

  그림 16(a)는 제작된 1/4 스 일  시험용 자기부상 차량

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작된 자기부

상 차량은 고정자에 선형모터 코일이 설치되어 있고, 이동 

가능한 차량에는 부상 자석  자석 코일, 공극 센서, 2

차 서스펜션, 비상 롤러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6(b)는 

제작된 자기부상 자석을 보여주고, 그림 16(c)는 추진용 

선형모터의 고정자측 코어를 보여 다. 

  그림 17(a)와 (b)는 제작된 1/4 스 일  자기부상차량에 

부착된 자석을 공극 5mm에서 공극4mm로 자기부상 동작

을 시행했을 경우, 공극 길이의 변화와 입력 류 크기의 변

화를 보여 다. 실험결과는 2개의 체 자석 모델이 부착

된 차량의 앞쪽 코 에 인가되는 류의 크기를 나타내며, 

자기부상이 되는 순간 2.5A 의 류가 입력되어 200kg의 

량을 갖는 시험 차량을 자기부상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한, 4mm 의 공극길이를 유지한 자기부상 완료상태에

서는 류가 다시 평균 0A 의 크기로 감소하여 구자석에 

의한 흡인력만으로 자기부상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류는 상하방향 량의 이동을 미소 제어하는 양만큼 입출

력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공극의 길이가 5mm 일 때 양

측 자석에 의해 발생하는 부상력과 4mm로 부상 완료시 

발생하는 부상력의 크기를 자석에 입력된 류의 크기를 

통해 특성해석 결과를 간 으로 검증할 수 있었으나, 상

으로 공극의 길이가 작은 2mm, 는 1mm 상태에서의 특

성은 류 드라이버의 순간 구동 류 한계로 인하여 수행

되지 못하 다. 

(a)

 

(b)

그림 1 7 자기부상 제어실험에 의한 공극  입력 류 특성 

(a) 앞-오른쪽 자석 (b) 앞-왼쪽 자석

Fig. 1 7 Airgap length and Input current characteristics by 

magnetic levitation control test. (a) Front-right 

corner magnet (b) Front-left corner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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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종자속형 자기부상 자석의 힘 특성을 해

석하기 해 설과 린징 자속이 고려된 등가자기회로 모

델링을 수행하 다. 체 자기부상 자석 모델을 정렬  

비정렬 자석 모듈로 정의하고 각각에 한 자속경로를 정

의하 다. 한, 구자석을 갖는 자기부상 자석의 자기회

로를 등가화하고, 자석 코일에 의한 자속의 결과값을 첩

하여 공극에서의 자속 도를 계산하 다. 본 연구를 통한 

힘특성 해석 결과에서는 설  린징 자속경로의 가정이 

비정렬 자석 모듈에서 상 으로 큰 오차를 유발하고, 특

히 작은 공극의 길이에서 자속경로의 길이가 자기 항의 크

기에 향을 미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힘특성 해석 결과보

다 작은 값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등가자기회로 모델링을 통한 자기부상 자석의 힘

특성은 실제 제작된 1/4 스 일  시험용 자기부상차량의 

자기부상제어 실험을 통해 착지공극(5mm)부터 부상공극

(4mm)까지의 입력 류 특성으로 간  검증을 수행하여 해

석의 타당성을 확인 하 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한 자기

부상 자석의 등가자기회로 모델링에 한 오차 요소를 제

거하기 한 특성해석과 더불어 힘특성 실험  안정화된 

자기부상 제어를 한 실험을 지속 으로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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