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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부상열차에 있어서 분기기는 차량이 가이드

Key Words: Maglev Vehicle(자기부상열차), Multibody Dynamics(다물체동역학), Switch Guideway(분기기선로) 

Levitation Safety (부상안전성), Lateral Air Gap(횡공극) 

초록: 자기부상열차에 있어서 분기기는 차량이 가이드레일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

도록 설계돼야 한다. 특히, 별도의 안내 전자석이 없이 하나의 U-형 전자석으로 부상력과 안내력을 동시

에 얻는 중저속 상전도흡인식 자기부상열차에 있어서는 분기기 통과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방식에서는 안내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곡률 반경이면서도 다수의 직선을 연결

하여 곡선을 형성하는 관절형 분기기 통과시 전자석의 횡공극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가이드레일과 기계

적 접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중인 관절식 분기기에서 차량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관절식 분기기의 주 설계 변수의 안전성에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를 통하

여 분기기에서의 주행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2 량 1 편성으로 구성된 3 차원 

전체차량 다물체 동역학 모델의 적용이 제안된다.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기기 통과시의 주행안전성 

척도 중의 하나의 횡공극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 분석되는 설계 변수들은 단경간 거더의 길이와 굴

절각, 끝단 고정궤도 중심 사이의 거리, 거더의 수량이다. 이러한 설계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여 안전

성 향상을 위한 분기기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switch for a maglev vehicle should be designed such that the vehicle safely changes its track without 

touching the guiderail. In particular, a medium-to-low-speed EMS -type maglev train relies heavily on a U-type 

electromagnet where it generates levitation force and guidance force simultane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vehicle whenever it passes the switch, as it lacks active control of the guidance force. 

Furthermore, when the vehicle passes a segmented switch, which is a group of curves made up of connected lines with 

a small radius of curvature, it may come into mechanical contact with the guiderail owing to the excessive lateral 

displacement of the electromagne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 segmented switch on the 

safety of major design-related variables for achieving improved running safety. We propose a three-dimensional 

multibody dynamics model composed of two cars with one body. Using the proposed model, we perform a simulation 

of the lateral air gap, which is one of the measurements of the running safety of the vehicle when it passes the switch. 

The analyzed design variables are the length between short span girder , the articulation angle, the length between two 

centers of a fixed girder at its ends , and the number of girders. On the basis of the effects of the considered design 

variables , we establish an optimized design of a switch with improved safety. 

† Corresponding Author, lee_jm@kimm.re.kr,ready2go@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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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과 접촉 없이 안전하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U-형 전자석을 이

용하여 부상력과 안내력을 동시에 생성 하는 도시

형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열차에 있어서는 분기

기 주행 시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방식에서는 안내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곡률 반경을 갖는 분기기 통과시 전

자석의 횡공극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가이드레일과 

기계적 접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관절형 

분기기의 경우 Fig. 1 과 같이 곡선선형을 생성할 

때 3∼4 개의 직선거더가 인접한 상대거더와 일정

한 각도를 이루어 굴절되며 선형을 생성한다. 그

렇기 때문에 거더 길이, 굴절각의 각도, 각도완화

조절장치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전자석의 횡공극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계변수에 대한 

주행안전성의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안

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분기기 통과시 차량의 주행안전성 해석에 대

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사례가 발견되지 않

는다.  

본 논문에서는 Fig. 2 와 같이 개발 중인 관절식 

분기기의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주 설계 변수

의 주행안전성에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

다. 기존 연구와 달리 전체차량 다물체 동역학 해

석모델의 적용이 제안된다.  

 

 

Fig. 1 3 way segmented switch aligned at turn out 

 

 

Fig. 2 Segmented switch under construction 

특히, 전체차량 해석 모델은 3 차원 해석 모델로 

개발되어 상세한 동 특성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장

점을 갖는다.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기기 통

과시의 주행안전성 척도 중의 하나의 횡공극 시뮬

레이션이 이루어진다. 거더 길이, 굴절각의 각도, 

각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길이의 영향 분석이 이루

어진다. 이러한 매개변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

기기 통과시 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기기 

설계 방향이 제시된다. 

2. 모델링  

2.1 차량 모델 

상전도 흡인식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Fig 3 과

같이 2량 1편성으로 2개의 차량과 8개의 대차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 및 대차 모델은 다물체 동역

학 기반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Virtual Lab. Mo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체 차량

과 유사하도록 하여 해석의 결과가 현실성 있도록 

하였다.
(2) 

하나의 대차 모듈은 Fig. 4처럼 2개의 대차 사이드 

프레임(bogie frame)과 8개의 전자석(electromagnet), 안

티롤바(anti-roll bar)로 구성되어 있고 전차량 모델은 

약 200 개의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차량과 

연결된 슬라이딩 테이블(sliding table)은 위치에 따라  

 

 
Fig. 3 Configuration of Maglev vehicle 

 

 
Fig. 4 Configuration of bogi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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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조인트(translational joint)와 고정조인트(bracket 

joint)로 구속되었고, 공기 스프링(air spring)과 슬라이

딩 테이블은 수직방향의 병진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대차와 연결된 견인바(traction rod)는 슬라

이딩 테이블과 연결되어 차체와 대차를 연결시켜

준다.
(3,4)

 여기서 견인바는 각각 슬라이딩 테이블과 

대차 프래임과의 회전조인트(revolute joint) 관계로 

정의 되었다. 또한 전자석은 고정조인트를 사용하

였다. 안티롤바와 안티롤바 사이는 볼 조인트

(spherical joint)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조인트 관계

를 통해서 1 개의 대차 시스템은 32 자유도를 갖

고, 자기부상열차 동역학 모델은 약 270 자유도로 

정의 되었다.
(4)
 

 

2.2 전자석 모델 

Fig. 5 의 (a) 처럼 전자석에서 전자석에 의한 부

상력 은 ( 0F (i, c) ) 전류가 증가하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값 이후에 포화되는 비선형성을 

갖는다. 해석에서는 시스템의 평형상태가 되는 공

칭 점 0 0( i , c )  에서 Tylor series 를 이용하여 2 차 

항까지만 선형화를 수행하였다. 선형화에 따른 부

상력과 전류의 변화량은 식 (1), 식 (2)와 같이 정

의된다.
(5)
 

 
(a) Ideal curve of electromagnet force 

 

 
(b) Sectional view of the electromagnet 

Fig. 5 Model of electromagnet 

0 static( ( ), ( )) ( ) ( )c iF c t i t k c t k i t F∆ ∆ ∆ ∆= − +      (1) 
 

0 0

1
( ) ( ) ( ) ( )c

i

k R
i t c t i t v t

k L L
∆ ∆ ∆ ∆= − +ɺ ɺ          (2) 

 

여기서, 

,  ,  , 

 : Static force (N), 

 : Idle levitation force (N), 

 : Section area of magnet (m2), 

 : Permeability factor, 

 : Number of turn of magnet coil (turn), 

 : Nominal current (A), 

 : Nominal air gap (m), 

 : Air gap (m), 

 : Voltage (V), 

 : Resistance (  ). 

 

식 (1)에서 계산된 전자석의 힘은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석의 횡공극이 d( t ) 0≠ 일 때

의 부상력 및 안내력은 식 (3), 식 (4)와 같이 정

의 된다.
(6)
  

0
12 ( ) ( )

tan
( )

y

m

c t c t
F F

d tπω
−  

= × −  
   

          (3) 

 

0
12 ( ) 2 ( ) ( )

1 tan
( )

z

m m

c t d t c t
F F

d tπω πω
−  

= × + +  
   

   (4) 

 

여기서, 

 : Guidance force (N), 

 : Levitation force (N), 

 : Lateral air gap (m), 

 : Air gap (m), 

 : Magnet width (m). 

 
2.3 분기기 설계변수  

관절식 분기기를 설계하는데 있어 구동모터의 

용량이나 감속기의 용량, 잠금장치에 적용되는 파

워실린더의 용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기기 

자체 자중의 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분기기 자

체의 자중은 분기기의 길이에 종속되므로 본 연구

는 분기기의 길이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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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결정하는데

있다. 또한 각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따라 분기구간 통과시 차량의 횡공극이

부상안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석을 하고자 한다. 

분기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설계변수로는

거더의 길이와 굴절각, 끝단 고정궤도

의 거리, 거더의 수량 등이 있다. 

고정궤도 중심 사이의 거리는 차량

궤도와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2,700mm 로 고정하고 거더의 수량은

하여 단경간 거더의 길이와 굴절각

영향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7)
  

단경간거더의 길이는 최소 대차 

상이 되어야 하고 최소곡률반경이

구하는 곡률반경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경간

최소 4m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해석변수로서

경간 거더의 길이(L1)를 4.2m, 4.4m, 4.6

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굴절각은

커질수록 거더의 길이가 감소하여

는 효과가 있지만 차량의 주행안전

게 되므로 굴절각의 크기 역시 시스템에서

는 최소 부상용 전자석과 부상레일과의

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 크기는 작아질수록 차량의 주행안

되겠지만 더불어 제작비가 증가하여

하게 되므로 굴절각(A)의 크기는 1.0°, 1.15

을 해석에서 고려하였다. 각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차량이 분기구간

극을 감소시켜 주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지만

도완화조절장치구간이 인접한 부상레일과

이 발생해야 하는 구조로 완전한 고정구조가

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질수록 각도완화조절장치구

 

Fig. 6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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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목적이 

각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길이 변화에 

횡공극이 변화하여 

 대한 영향도 분

설계변수로는 단경간

고정궤도 중심 사이

. 이중에서 끝단 

차량 통과시 대차와 

있는 최소간격인 

수량은 3 개로 고정

굴절각 변화에 대한 

 1 량의 길이 이

최소곡률반경이 시스템에서 요

한다. 이러한 조

단경간 거더의 길이는 

해석변수로서 단

4.2m, 4.4m, 4.6m 으로 선

굴절각은 크기가 

감소하여 자중이 감소되

전성을 악화시키

시스템에서 요구하

부상레일과의 공유면적

하였으며, 굴절각

주행안전성이 증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약

1.0°, 1.15°, 1.2°만

각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분기구간 통과시 횡공

향상시키지만 각

부상레일과 미끄럼

고정구조가 아니

각도완화조절장치구 

 
Design variables 

간에서 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도완화조절장치구간의 길이(L2)

만을 해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기기에 대한 설계 변수를 

변수에 따라 위에 언급한대로

27조건의 조합으로 주행 시뮬레이션을

Table1은 27가지 경우 중

의 설계 변수를 가진 분기기

3. 해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구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는 대차의

슈와 가이드레일 사이의 물리적

촉이 발생하여 충격에 의한

저하가 발생하고, 나아가 부상실패의

있다. 따라서 해석을 통해서 

로 분석하였다. Fig. 7의 브레이크

트로 정하고 레일과의 간격(횡공극
 

Table 1 Example of design variable for L1=4.2, L2=0.6, 
A=1.15° 

Number Length(m) Angle(deg)

1 40 

2 0.6 

3 4.2 

4 0.6 

5 4.2 

6 0.6 

7 17.5 

where, 

L1: 단경간 거더 길이: (3), (5), (7)

L2: 각도완화조절장치 길이

A: 각도  
 

Fig. 7 Location of brake shoe and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각

(L2)는 0.6m, 0.9m, 1.2m

선정하였다. Fig. 6은 앞서 설명한 

 나타내고 있다. 이 설계 

언급한대로 각각의 3 개의 변수를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중 L1=4.2, L2=0.6, A=1.15°

분기기 모델의 한 예이다. 

 석 

분기기구간 주행시 주행 안전성을 

대차의 횡 방향 브레이크 

물리적 접촉이다. 물리적 접

의한 가속도영향으로 승차감 

부상실패의 원인이 될 수 

 물리적 접촉을 우선적으

브레이크 슈 위치를 센싱포인

횡공극, d(t))을 측정하였다.  

Example of design variable for L1=4.2, L2=0.6, 

Angle(deg) Remark 

0 직선 

1.15 L2 

2.3 L1 

3.45 L2 

4.6 L1 

5.75 L2 

6.9 직선 

: (3), (5), (7) 

길이: (2), (4), (6) 

 

brake shoe and sensor 



상전도 흡인식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 주행안전성 연구 

   

 

1313 

 
(a) Lateral air gap history with varying A (L1=4.2m, 

L2=0.9m) 

 
(b) Lateral air gap history with varying L2 (L1=4.2m, 

A=1.15) 

 
(c) Lateral air gap history with varying L1 (L2=0.9m, 

A=1.15°) 
 

Fig. 8 Lateral air gap history 

 

Fig. 8 은 10km/h 속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한 결

과에 의한 횡공극 시간이력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a) L1=4.2 

 

(b) L1=4.4 

 

(c) L1=4.6 

Fig. 9 Peak lateral air gap with various L1 

 

각 설계변수의 횡공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a)는 L1=4.2m, L2=0.9m 일 때 A 변화에 따른 횡공극 



한종부 · 이종민 · 한형석 · 김성수 · 양석조 · 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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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easured lateral air gap with 10km/h 
 

의 영향을 분석한 그래프이며, 각도가 클수록 횡공극

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b)는 L1=4.2m, A=1.15일 

때 L2 에 의한 횡공극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L2

가 작을수록 횡공극에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L2=0.9m, A=1.15°일 때, L1의 영향을 볼 수 있는 (c)

에서는 L1 이 횡공극에 대한 영향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하게 각 설계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설계변수 값 변경에 따른 전자석 횡공극 시간이

력에서 최대값을 취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8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L1 의 횡공극에 영향이 미비

하므로, L1 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Fig. 9 에 3 가지 

결과로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분기기 설계 시 자

기부상열차의 횡공극에 대한 영향성은 L2 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0.6m 의 경우 레일과의 물리

적 접촉 기준인 10mm를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변수의 경우 레일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값을 보이고 있다. A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횡공극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

탕으로 제한된 횡공극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인 분기 

 
(a) Bogie 1 

 
(b) Bogie 2 

Fig. 11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measured and 
analysis 

 
기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4. 실 험 

이상과 같이 분기기 통과시의 주행안전성과 관

련된 전자석의 횡공극 변화를 설계변수 변경에 따

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시험을 통하여 그 결

과의 적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기계연구원 

시험선에 설치된 분기기를 주행하였을 때 차량의 

횡공극 변화를 측정하여 Fig. 10에 제시하였다. 아

쉽게도 대차의 중앙부에 센서 설치가 불가능하여 

Fig. 7 에 보이는 것처럼 설치가 가능한 대차의 맨 

앞과 뒤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횡공극 변동을 산술적으로 대차의 중앙

부(break shoe)위치로 환산하였고, 환산된 대차 중

앙의 횡공극 변동과 해석 결과를 Fig. 11에 비교하

였다. Fig. 11과 같이 해석과 시험결과의 횡공극 값

이 크기와 주기 측면에서 모두 유사함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해석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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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 설계를 위하

여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 통과 시 차량의 주행안전

성을 분석하였다. 분기기의 설계변수는 단경간거더 

길이(L1), 각도완화조절장치 길이(L2), 거더 사이의 굴

절각(A) 으로 설정하였다. 차량의 안전성은 분기기 설

계변수에 따른 횡공극 값을 분석하여, 대차에 설치된 

횡 방향 브레이크 슈와 가이드레일 사이의 물리적 접

촉을 확인하였다. 실제와 유사한 해석을 위하여 

Virtual Lab. Motion 기반의 3차원 다물체 동역학 모델

을 개발하였고, 분기기 설계조건에 따른 주행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서 분기기의 설계변수 L1

은 횡공극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가 작았지만, L2 는 

횡공극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

었다. A 의 증가 또한 전반적으로 횡공극을 증가시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석 결과의 적합성을 입증하

고자 실제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 주행 시 횡공극 값

을 실측하였고, 실측값과 해석값의 비교를 통해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이용

하여 제한된 횡공극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인 분기기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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