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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형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개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Development for Small-scale Super-speed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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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overall measurement system for on-line test of super-speed maglev train. The super-speed 

maglev train is composed of vehicle, propulsion, power, and so on. In order to evaluate and diagnose for sub-system, we 

made overall measurement system. Just like the other measurement system, it is designed to distributed type. The hardware is 

consist of SCXI, PXI, Terminal, UPS, and so forth. It is installed on a train, control room, power room and track to collect lots 

of signals. The software controls hardware system, monitors main data such as inverter current, converter voltage. Using the 

measurement system, we evaluated a lot of performances for vehicle, track, and so forth. Through the developed system have 

improved reliability and safety for super-speed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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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대도시 및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고 생활 영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초고속열차와 같은 혁신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초고속열차는 초고속, 경량

화, 안정성 등 다양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1]. 또

한,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환경친화적이며, 대량 운송수단이어야 

한다. 최근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이러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

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2-4].

자기부상철도는 바퀴식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

퀴와 전차선에서 발생하는 마모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저렴

하고, 선로 구조상 탈선위험이 적다. 또한, 급경사 및 급곡선 주행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축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선

로공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선형전동기의 종류에는 선형동기전동기, 선형유도전동기, 선형

직류전동기 등이 있는데,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는 선형동기전동

기가 이용되고 있다[5-7]. 독일과 중국의 경우, 지상에 궤도를 따

라 선로 양쪽에 LSM을 취부하여 인버터로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 

LSM 2차측을 차상에 설치하여 차량을 추진하고 부상시키고 있다

[8-10].

한편,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와 고속철도 등에 대한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연구가 그동안 많이 수행되었다. 추진장치, 대차, 보조

전원장치 등과 같은 단품시험 뿐만 아니라 조합시험, 본선시운전 

시험 등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1-13]. 

그러나, 실규모 크기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으로 기술개발의 성공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소형 모델로 개발하면서, 각 단품에 대

한 설계, 제작 및 시험기술을 확보하고, 각 부품을 조합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독일, 중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축소형 모델을 개발하여 노하우를 축적한 후에 대형 시스템을 설

계하고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연구하기 위해 축소형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제작된 시스템의 

단품 및 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해 연구개발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

한, 선형동기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블록도와 추력시험의 

이론값과 실제 측정값의 비교, 성능평가를 위해 개발된 측정시스

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14]. 

측정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주행상태, 인버터 등 여러 부품의 

상태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분산 측정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운영프로그램도 실시간 제어 및 저장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기부상철도와 관련된 추진 및 제어기법에 대하여 언

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작된 축소형 자기부상철도를 

이용하여 최고가속도시험, 추력시험, 전력변환장치 온도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제작된 축소형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단

품성능과 종합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여 대형 초고속 자기부상철

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 제작 및 시험평가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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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소형 자기부상철도 및 측정시스템 개발

2.1 시스템 개요

축소형 자기부상철도는 실규모 시스템과 비교하여 중량이나 

크기가 작지만, 실제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축소형 차량에는 집전, 통신, 부상, 안내, 위치검지 

기능을 위한 부품이 취부되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지지해줄 수 

있는 궤도시스템과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인버터, 선형동기전동기 

등이 지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축소형 

자기부상철도는 지상에 설치되어있는 궤도시스템과 축소형 시험

장치로 이루어진다. 지상 시스템은 궤도, 인버터, 전차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궤도 위를 안정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궤도가 제작되었다. 차량중량 약 140kg, 가속도/감속도 1.0m/s2

이다. 선로길이 10m, 차량모니터링 및 제어방식은 무선지령방식

이다. 기타 자세한 시스템의 주요사양은 표 1과 같다[13,15].

그림 1 차량 및 가이드웨이 시스템 외관

Fig. 1 The picture of vehicle and guideway

표    1 시스템 주요사양

Table 1 The system main specifications

차량

일반 

중량  140kg 

가속도, 감속도  1.0m/s2, 1.0m/s2 이상

차량

시스템 

LSM추력  300[N] 이상

부상마그네트  Long Pole type, E-type core 

부상/안내용 제어기  2 Quadrant Chopper 

제어기 통합시스템  DSP based Controller 

궤도 

선로길이  10m 

위치검지장치 
 Contactless encoder

 (Resolution : ≦ 1mm) 

제어대 차량모니터링 및 제어  무선지령 방식

2.2 추진시스템

2.2.1 선형동기전동기 개발

실규모급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서는 단일도체 파권형태로 권

선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축소형의 경우에는 인덕턴스와 

권선 저항값이 너무 작게 나와 실제로 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들

기 때문에, 집중형 선형전동기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마그넷모션

사도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집중권 형태를 이용한 축소모델을 

개발하여 추진, 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SM은 E-타입 부상 전자석으로 제작하여 지상에서 설치된 

고정자와 차상에 취부된 이동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력과 부상

력을 얻도록 하였다. 그림 3은 독일 트랜스래피드의 고정자 권선

을 보여주는데, 고정자의 역할은 이동자계를 발생시켜 차량에 설

치된 이동자를 동기속도로 이동하게 한다[16]. 

그림 2 마그넷모션사의 추진 및 부상 모듈

Fig. 2 The propulsion and levitation module of Magnemotion 

corp.

그림 3 독일 트랜스래피드 전동기 고정자 권선

Fig. 3 The motor stator core of german transrapid

표    2 선형동기전동기 주요사양

Table 2 The main specifications of linear synchronous motor

Performances Unit Value

Peak Force
air-gap 

=3mm

N 462

Continuous Force N 154

Attraction Force N 900

Peak Force
air-gap

=5mm

N 360

Continuous Force N 120

Attraction Force N 390

시스템 사양을 만족하는 선형동기전동기를 제작하고, 협소한 

공간에 구동부를 배열하며, 대전류를 흘리기 위해 최적설계를 진

행하였다. 시스템을 경량화하면서도 흡인력과 진동에 강하고 빠

르게 온도를 냉각시킬 수 있는 전동기를 제작하기 위해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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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SM 코일 외형

Fig. 4 The coil picture of linear synchronous motor

그림 5 추진제어 블록도(GA사)

Fig. 5 The propulsion control block(GA Corp.)

같은 LSM 주요사양을 도출하였다. 그림 4는 실제로 제작한 후의 

코일의 외형을 나타낸다. 선간저항은 5.4Ω이며, 4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의 우열과 좌열에 각각 21개가 직렬로 설치

되었다[17].

2.2.2 추진제어기법

상전도 흡인식 차량은 선형전동기가 궤도 양쪽에 설치된다. 이 

경우 기계적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차량 

중량을 경량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 GA사, 독일 트랜

스래피드 등에서도 수행된 바 있다. GA사의 경우, 그림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LSM 전류를 피드백 받아 자속과 토크 성분으로 

나누어 제어에 이용하고 있다. D축 전류는 차량의 부상력, Q축 

전류는 차량의 추진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진제어를 위해 사용한 블록도를 그림 6에서 보여주고 

있다.

교류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대부분 d-q축 모델을 

적용한다[18].

3상 전기자에 대한 순시 입력전력은

      

                (1)

여기에서,     : 순시 상전압

그림 6 추진제어 블록도

Fig. 6 The propulsion control block 

   : 순시 상전류

  : d축 전압성분

  : q축 전압성분

 : d축 전류성분

  : q축 전류성분

따라서, 고정자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력방정식

을 도출할 수 있다. 

  
 


 

 


       (2)

단상 2극 동기전동기 전자기력을 마지막 항에서 보여주며, 3상 

전동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에서,  ,   : 전기자 인덕턴스

선형동기전동기 추력은 (1)에 선형속도를 전자기력으로 나누

고, 극수를 곱한 것이다. 따라서, 전동기 추력상수 k를 이용해서 

전자석 쇄교자석은 (4)처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부상차

량에 설치되어져 있는 전자석의 쇄교자석은 모터 추력상수 를 

이용하여 식 (8)처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은 전자

석을 통해 자속을 발생시키는 선형동기전동기에 해당한다. 

  











 








                    (4)

2.3 부상, 안내제어 및 측정시스템 개발

2.3.1 부상 및 안내제어기법

부상 및 안내제어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배치된 전자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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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czzzx ˆˆˆˆˆ=ˆ
[ ]Tczu =

그림 7 차상 측정장치 외형도

Fig. 7 The picture of vehicle measurement device 

그림 8 지상 측정장치 전면/후면 외형도

Fig. 8 The front/back picture of ground measurement device

표    3 지상 측정장치 채널

Table 3 The channel of ground measurement device

구분 채널이름 측정범위

인버터 

출력

위치 0∼10m

속도지령 -2∼2㎧

속도 -2∼2㎧

토크 0∼300Nm

가속도 -1.5∼1.5㎨

iq 지령치 전류 -40∼40A

iq 전류 -40∼40A

id 전류 -40∼40A

흡인력을 조절하여 주행 시 차량과 궤도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역

할을 하며, 부상제어에서 중력의 효과가 더해진다는 차이가 있다. 

제어에서 지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궤도를 충돌하지 않고 추종

함과 동시에 승차감을 위한 진동저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부상열차에서는 궤도와 상대적인 변위(c)를 측

정하는 공극센서와 지면에 대한 절대적인 진동( z̋ )을 측정하는 

가속도센서를 채택하고 있다. 부상 및 안내제어기는 동일한 구조

로 되어 있으며 관측기를 이용하여 상대변위와 절대변위와 관련

된 5가지 상태변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상태궤환제어를 하게 

된다. 관측기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선형관측기가 사용되었으

며 상태( x̂ )를 추정함과 동시에 외부 노이즈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다.

DuxCy
BuxAx

+ˆ=
+ˆ=ˆ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 상태를 궤환하며 전자석의 전압 

지령을 출력으로 내어준다.

biasvxkv +ˆ=

이 때, k는 제어이득이고 vbias는 중력을 보상해주거나 동작점

을 조정하여 제어시스템 반응속도를 높일 수 있는 bias 성분이다.

2.3.2 측정시스템 개발

측정시스템은 차상과 지상 측정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측정

시스템을 통해 가속도, 부상 공극, 안내 공극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차상 측정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상과 신호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터리를 

이용한 전원공급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시스템을 위

한 전원장치를 차상에 별도로 갖추지 않게 되어 축소차량을 더 

경량화해 제작하였다. 그림 7은 차상 측정시스템의 외형도를 보

여준다. 

차상 측정시스템은 데이터 무선 송신, 센서 데이터 측정, 전원 

on/off 기능을 갖고 있다. 지상 측정시스템은 무선을 통해 차상

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동기화하

여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저장한다. 그림 8은 지상 측정시스템

을, 표 3은 지상 측정 채널을 나타낸다[14-15]. 이와 같이, 속도

지령과 속도, iq지령치 전류와 iq지령치를 비교하여 인버터가 정

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였다. 

3. 시험결과

제작된 시스템은 300N 이상의 추력을 가져야 한다. 추력시험

은 차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LSM에 최대전류를 인가하며 시험

하였다. 그림 9는 궤도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LSM의 추력을 측

정한 결과이다. 좌측과 우측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추력을 합한 

전체 추력에 대한 시험결과이다. 최대전류 25A를 흘렸을 때, 최

대 토크가 좌측이 162.7N, 우측이 162.7N으로 동일하게 나타나 

전체 추력은 325.4N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험을 통해, 축소형 자

기부상철도의 최대추력을 위해 필요한 300N 이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5].

제작된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인버터에 대한 

온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정격용량으로 운행시 각부의 발열온도가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인버터 각 부위에 따라 

기준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Capacitor 45℃ 미만, Stack과 

SMPS Heat sink 50℃ 미만, 출력단자대 60℃ 미만, 그리고 

ACPT 110℃ 미만이다. 그림 10과 같이, Capacitor 27℃, Stack 

26℃, SMPS Heat sink 49℃, 출력단자대 22℃, 그리고 AC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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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추력시험

Fig. 9 The propulsion force test

그림 10 인버터 온도시험

Fig. 10 The inverter temperature test

그림 11 최고가속도 시험

Fig. 11 The maximum acceleration test

그림 12 부상 공극 변동시험

Fig. 12 The change test of levit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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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상 전류 변동시험

Fig. 13 The change test of levitation test

2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버터 각 부위의 온도 시험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은 최고 가속도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최대 추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순간에 차량에 가속도 센서를 취부한 후 최대가

속도를 측정하였다. 실제 측정한 값이 1.4m/s2로 기준값인 

1.0m/s2보다 높게 나타나 우수한 가속성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차량을 부상시킨 후, 이동하면서 부상공극과 부상전류

를 제작된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4개 공극센

서로부터 측정된 평균부상공극이 부상공극 변동범위 4mm 

±1.5mm 이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은 추진하면서 부상 전

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본 것으로 요구되는 전류값이 한 코너당 

평균전류 6A, 최대전류 10A임을 파악하였다[15].

4. 결  론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는 전기전자, 기계, 토목, 환경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종합시스템이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전력, 부상, 궤도 등과 같은 기반기술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

에서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기술개발을 오래 전부터 진행

하여 실용화하였거나, 이를 준비 중에 있다. 초고속 자기부상철도

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를 실규모가 아닌 

축소형으로 제작하여 추진, 부상 등과 같은 핵심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독

일 트랜스래피드, 미국 GA사 등의 기술자료를 검토한 후, 독자기

술로 개발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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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스템은 선형동기전동기와 전력변환장치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선형전동기는 궤도에 고정자를 설치하고, 

차량에 이동자를 취부한 형태이다. 전동기는 차량 최대추력이 

300N이상이 나오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는데, 시험결과 최대

전류를 흘렸을 때, 최대추력이 325.4N으로 나타나, 우수한 추진성

능을 가진 것으로 검토되었다. 전력변환장치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기준값 이내로 각 부위 온도를 낮추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차량을 운행하며 인버터 각 부위 온도를 측정한 결과, 

Capacitor 27℃, Stack 26℃, SMPS Heat sink 49℃, 출력단자대 

22℃, 그리고 ACPT 22℃로 나타나 모두 기준값 이내로 나타났다. 

차량의 최고가속도는 1.0m/s2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값이 

1.4m/s2로 기준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시스템을 이용하

여 차량을 부상시켜 왕복 이동하면서, 차량에 취부된 센서를 통

해 공극과 전류 변동 범위를 확인하였다. 4개 센서로부터 측정된 

평균부상공극이 3.91~4.29mm로, 공극변동범위 4mm ±1.5mm 이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상시의 전류값도 한 코너당 평균전

류 6A, 최대전류 10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요장치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제작된 축소형 자기부상철도가 시스템 요

구사양을 만족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의 위치검지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위치추정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추진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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