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2호 ■ pp. 87-93 (2015년 4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18, NO.2 ■  pp.87-93 (April 2015)

ISSN 1738-6225(Print)

ISSN 2288-2235(Online)

대차 피치운동을 반영한 흡인식 자기부상제어

Magnetic Levitation Contro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Bogie Pitch Motion into a Control Law

하창완·김창현·조정민·임재원·한형석*

Chang-Wan Ha·Chang-Hyun Kim·Jeong-Min Jo·JaeWon Lim·Hyung-Suk Han

1. 서 론

부상전자석과 가이드웨이 사이의 공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주행하는 Fig. 1과 같은 흡인식 자기부상열차에 있어서 부상

전자석 대응면의 형상은 부상제어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LSM 기반의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부상전자석 대응면이 LSM 고

정자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Fig. 1과 같은 요철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대응면의 요철 형상 때문에 주행 시 부상력이 변동

하여 대차가 피치방향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레일은 약 7m 간격으로 개별 제작한 후 조립하게 되는데 조립 시 가공오차 및 설치오차로 인해 이

음매 부분에 매우 큰 단차가 발생하곤 한다. Fig. 2는 자기부상열차 시험선의 LSM 고정자 높이를 150m 시험선로 구간에

대해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몇 군데에서 급변하는 단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음매 부분의 단차이다. 이 단차로 인

해 이음매 구간을 지날 때 대차는 피치방향의 큰 요동이 유발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2005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상용화된 일본 자기부상열차 Linimo는 대차의 피치운동을 부상제어

에 반영하지 않았고[1], 한국의 EcoBee 역시 부상제어에 대차의 피치 운동을 고려하지 않았다[2]. 그 외에도 지금까지 발

표된 선형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개별 부상전자석을 독립제어하고 있다[3-11].

본 논문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전자석들간의 상대운동을 저감하기 위해 대차의 피치운동을 부상제어에 반

영하는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제어기법은 LSM 기반의 자기부상 시험차량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후 그 효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The uneven reaction surface profile facing the lift magnets in attractive Maglev vehicles naturally brings about

pitch motion of the bogie. In particular, in the placement configuration of the long stator of the linear synchronous motor

(LSM) on the track for high-speed propulsion, surface irregularities and the offsets between the stator packs create measur-

able airgaps, i.e., the clearance between the magnet and the stator, with discontinuously extreme values, resulting in bogie

pitch motion. This occurs because the airgap velocities and accelerations derived by the differentiations of the measured air-

gaps are used to determine the voltages applied to the magnets. This paper incorporates bogie pitch motion into a control

law for each magnet controller to reduce the variations in both the airgap and the pitch angl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

posed method is analyzed using a full-scale Maglev vehicle running over a test track.

Keywords : Maglev, Levitation control, Pitch motion, Control law, Linear synchronous motor

초 록 선형동기전동기(이하 LSM)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부상전자석의 대응면이 LSM의 고정

자로 요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시 부상력이 급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LSM을 이용하는 초고

속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고속주행을 위해 부상전자석을 대차에 직접 채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체결

방식 때문에 인접한 부상전자석들간의 운동 간섭이 심하여 대차에 피치운동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

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피치운동을 반영한 자기부상제어를 소개한다. 제안하는 부상제어는 개별 부상

전자석의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접한 부상전자석들간의 상대운동을 저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제안한 개념을 시험용 자기부상열차에 적용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다.

주요어 : 자기부상, 부상제어, 피치운동, 제어법칙, 선형동기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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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부상 시험차량

2.1 구조

LSM 기반의 자기부상 시험차량의 외관은 Fig. 1과 같으며, 주요 규격은 Table 1과 같다. 시험차량의 크기는 상용차량에

가깝다. 시험차량에는 Fig. 3과 같은 대차 2개가 길이방향으로 직렬로 배치되어 있다. 대차에는 Fig. 3와 같이 부상전자석

들이 대차 프레임에 직접적으로 체결되어 있다. 이런 직접체결방식 때문에 인접한 부상전자석들간의 운동간섭이 심한 것이

기존 자기부상열차와 달리 본 시험차량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상전자석과 대차간의 직접체결방식을 택한 이

Fig. 1. Maglev test vehicle based on a linear synchronous motor and its uneven reaction surface profile facing the lift magnet.

Fig. 2. Experimentally measured reaction surface profile facing the lift magnet of the test vehicle.

Table 1. Vehicle specifications.

Parameters Values

Max. design speed 550km/h

Carbody mass 12,576kg

Bogie mass 4,200kg/unit

Suspension airgap 10mm(levitating), 20mm(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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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고속 주행을 위해 기계적인 강성을 높이고자 한 측면과 부상전자석들 중 일부가 기계적 혹은 전기적 결함으로 적절

한 동작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인접한 부상전자석이 부상력을 보안해 줌으로써 열차의 부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

함이다. 하지만 이런 기계적 연성효과는 여러 순기능도 있지만 인접한 부상전자석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상제어를 더 어

렵게 하는 단점도 있다. 특히,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상전자석 대응면의 요철 형상과 가이드레일의 이음매 부분의 단

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차의 피치운동을 잡기 위해서는 개별 부상전자석의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존이 제어기

법 외에도 인접한 부상전자석들간의 상대운동을 보완해줄 새로운 제어이론이 접목되어야 한다.

부상전자석은 Fig. 3과 같이 한 대차에 총 44개가 설치되어 있다. 한 대차에는 네 모서리에 센서모듈이 있으며, 이 4개

의 센서모듈을 이용하여 부상전자석들을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부상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2 부상전자석

부상력은 Fig. 4에서와 같이 부상전자석과 대응면 사이의 흡인력으로 얻게 된다. 부상력은 식 (1)과 같이 공극의 제곱에

반비례, 부상전자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자석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식 (2)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

적으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상전자석의 입력전압을 제어하게 된다. 

(1)

(2)

R은 부상전자석의 저항이며, µ0는 진공의 투자율, N은 코일에 감긴 권선 수, A는 전자석의 단면적, g(t)는 부상공극, i(t)

는 부상전자석에 흐르는 전류, v(t)는 부상전자석의 입력전압, f(t)는 부상력이다. 부상전자석은 차량의 중량을 고려하여 Table

2와 같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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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figuration of a bogie with electromagnets for levitation.

Fig. 4. Levitation force.

Table 2. Design of the lift electromagnet.

Parameters Values

Pole pitch 240mm

Number of poles 12

Required lift force per unit length 17kN/m

Magnet width 220mm

Magnet height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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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제어

3.1 상태추정

부상제어는 상태궤환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부상제어에 쓰이는 상태들을 계산하기 위해 상태관측기를 사용하였다. 상태

관측기는 갭센서와 가속도센서로부터 계측한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으로 부상제어에서 쓰이는 5가지 상태정보를 계산한

다. 갭센서신호 g(t)는 부상전자석과 대응면 사이의 공극 정보를 나타내며, 가속도센서신호 는 절대좌표계 상에서 부상

전자석의 가속도 정보를 나타낸다. 이 센서신호들을 이용하여 대차의 절대가속도, 절대속도, 절대위치, 공극속도, 공극

을 식 (3)-(4)과 같은 상태관측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3)

(4)

상태관측기 파라미터(T1−T5, V1−V3)는 상태관측기의 대역폭과 노이즈 차단주파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부상제어기의 대역

폭과 자기부상열차의 선로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태관측기 파라미터를 선정하는데 본 시험차량에서는 Table 3과 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3.2 제어알고리즘

부상제어는 식 (5)과 같이 크게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부상전자석의 입력전압을 결정하였다.

(3)

첫째는 식 (6)과 같은 개별 부상제어기로 상태관측기에서 계산된 5개 상태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부상전자석과 대응면 사

이의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6)

Vbias은 자중에 해당하는 부상력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어성능 측면에서는 정상상태오차를 개선하는 특

Table 3. Observer parameters.

Parameters Values Parameters Values

T1 0.1 V1 2

T2 0.01 V2 0.09425

T3 0.1126 V3 0.1061

T4 0.0001126

T5 0.01

z·· t( )

z·· z· ẑ g· ĝ, , , ,( )

Vout Vlev V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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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다. 개별 부상제어기는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부상안정도와 외란에 대한 강인성을 확보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둘째는 식 (7)와 같은 피치제어기로 해당 부상전자석과 인접한 부상전자석간의 상대움직임 정보를 활용하여 부상전자석

들간의 상대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7)

상대움직임 정보 는 Fig. 5와 같이 해당 부상전자석의 거동 정보 에서 인접한 부상전자석의

거동 정보 차이를 이용해 계산된다. 예로, 전부의 경우 전부의 거동 정보에서 후부의 거동 정보 차이로 계산된다.

Fig. 5는 부상제어 블록다이어그램으로 센서로부터 계측한 신호를 이용하여 부상전자석에 인가되는 입력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부상전자석에 인가되는 입력전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개별 부상

제어기와 인접한 부상전자석간의 상대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피치제어기를 통해 계산된 값이 합산되어 결정되게 된다. 피

치제어기를 위해 전부와 후부간의 거동정보 교환이 이루어진다.

4. 적 용

제안한 부상제어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부상 시험차량에 적용하여 보았다. 피치제어기의 효과를 검증

하기에 앞서 개별 부상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피치제어기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부상제어기만을 사용한 채 스탭응

답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개별 부상제어기를 Table 4와 같이 튜닝한 이후 스탭응답 실험을 한 결과로 설계한 개별

부상제어기가 빠른 응답특성(상승시간: 178msec)과 높은 감쇠(최대오버슈트: 3%)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피치제어기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상전자석들을 10mm 부상시킨 후 전부에 위치한 부상전자석들의 기

준입력을 가상의 이음매 단차 통과 상황을 가정하여 1Hz의 사각파형으로 가진시켜 대차의 인위적인 피치운동을 유도하였

다. 기준입력의 진폭과 주파수는 현 시험 선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가상의 이음매 단차 통과 상황 속에서 피치

제어기 유무에 따른 부상전자석들의 상대거동을 확인해 보았다. 피치제어가 없을 때에는 Fig. 7의 좌측 그림들과 같이 개

별 부상전자석들이 해당 기준입력만을 추종하여 인접한 부상전자석간의 상대운동 감소효과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기구적인 틀어짐으로 인해 대차가 심하게 떨리는 형상도 확인되었다. 반면, 피치제어가 있을 때에는 Fig. 7

의 우측 그림들과 같이 전부와 후부의 상대거동을 줄이는 쪽으로 부상전자석에 인가되는 입력전압이 재조정되어 부상전자

석들간의 상대움직임이 77% 정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대차의 진동 또한 크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다.

z··rel z
·
rel ẑrel g

·
rel ĝrel, , , ,( ) z·· z· ẑ g· ĝ, , , ,( )

Fig. 5. Block diagram of the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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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제어기를 추가한 후 Fig. 6과 같이 스탭응답 실험을 수행한 결과 피치제어기에 의해 개별 부상제어시스템의 주파수

응답특성은 크게 바뀌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피치제어기를 이용할 경우 부상전자석들간의 상대운동이 효과적으로 줄

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부상전자석들간의 간섭이 심한 LSM식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열차의 부상안정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

여하리라 기대된다.

Table 4. Control parameters.

Levitation control Pitch control

Parameters Values Parameters Values

Kza 5 Kpa 2

Kzv 100 Kpv 40

Kz 0 Kpz 0

Kgv 100 Kpgv 40

Kg 15 Kpg 6

Fig. 7. Effect of the pitch control (left figures: w/o pitch control, right figures: w/pitch control).

Fig. 6. Step response of the levi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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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LSM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부상전자석의 대응면이 LSM의 고정자로 요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행 시 부상력이 급변동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LSM을 이용한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고속주행을 위해 부상전자석

을 대차에 직접 채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부상전자석들간의 운동 간섭이 심하여 대차의 피치운동이 심하게 발

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대차의 피치운동을 저감하기 위한 피치제어기를 부상제어 알

고리즘에 반영하였다. 피치제어기를 포함한 부상제어는 개별 부상전자석의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부

상전자석들간의 상대움직임을 저감시켜 대차의 피치움직임을 77% 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차량을 이용하여 실험

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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