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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 요구 성능을 고려한 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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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formance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ler is affected from not only levitation control algorithm but 
also the interaction between compositing  system, so it is important to design maglev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magnetic levitation controller in order to get the required performance of Maglev.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itation controller of maglev are the dynamics of levitation magnet, the carrying 
weight of the overall system, the normal force and lateral force of traction motor and rail condition. In this 
paper the interaction between magnet and vehicle weight is analysed on side of stability of levitation 
controller in order to get the required performance of levitation controller.
------------------------------------------------------------------------------------

1.  서  론

  자기부상시스템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써 자기부상열차의 핵심기술인 부상제어기술은 기본적으로 고

속 운행을 지향하고 있지만 중저속의 차량에도 낮은 유지보수비와 저소음 그리고 높은 등반능력등과 

같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상제어기술이 안정화된다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1]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성능은 자기부상열차가 여러 가지 구성 품으로 이루어진 종합시스템임으로 

부상제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자기부상제어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설계가 중요하

다. 부상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부상마그네트의 동특성 및 시스템의 하중, 추진 장치의 

수직/수평힘 그리고 레일의 조건 등이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제어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차량측면에서 부상제어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과 마그네트 인덕턴스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 또는 마그네트 인덕턴스를 특정 값으로 변화시켰을 경

우 부상제어시스템의 극점이동과 보드선도의 상대안정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부상시스템의 보드선도와 실제 주행시에 나타나는 주행공극파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위해서 한국기

계연구원 자기부상열차(UTM-01)의 마그네트 드라이브를 대상으로 주파수 응답 실험하였고 그 실험결

과(보드선도)와 50[km/h] 주행시 얻어진 주행공극신호를 FFT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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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시스템 구성 및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시 특성변화

2.1 부상시스템 구성[4]

  그림 1은 부상제어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상제어를 위한 주요 구성품은 부상용 마그네트

와 레일, 레일과 마그네트의 상대공극을 측정할 수 있는 공극센서, 가상의 절대 기준 축을 기준으로 마

그네트의 상하변위를 나타내는 가속도 센서,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검출 받아 전류를 제어하는 마그네

트 드라이브 유닛 등이 있다.

그림 1 부상제어 시스템의 구성

  그림 1과 같은 부상제어 시스템은 마그네트의 여자전류 에 의해 발생되는 부상력을 제어하여 수

직방향으로의 동특성을 제어를 한다. 이러한 부상시스템을 수식적으로 모델링하여 상태공간방정식의 형

태로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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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은 마그네트의 권선수, 는 마

그네트 폴의 면적, 와 는 운전점에서의 부상전류 및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 단위마그네트

의 부담하중,  : 마그네트 저항,  :정격공극을 나타낸다. 이때 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

(UTM-01) 시스템 및 실용화 자기부상열차(C-Maglev)에 적용할 부상시스템의 각종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항목 UTM-01 C-Maglev 항목 UTM-01 C-Maglev
m 1000[kg] 600[kg]  0.01[m] 0.008[m]
S 0.04[] 0.04[]  20[A] 30[A]
R0 1.3[ohm] 0.57[ohm] L0 1.35[H] 0.43[H]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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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상제어기 구성 및 제어기 설계

2.2.1 부상제어기 구성

  그림 2는 자기부상시스템의 극배치 제어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상태변수를 모두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태변수를 추정하기위한 관측기 설계가 필요하

나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관측기의 극점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상태변수

는 EMS(Electro-Magnet System)으로부터 직접검출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2 이득을 포함한 상태 피드백 제어시스템
  

2.2.2 부상제어기 설계

  

  그림 2와 같은 극배치 제어를 하기위해서는 원하는 극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극점 설정을 위

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마그네트의 전류를 제어하기위한 백분율 오버슈트 P.O는 운전점

에서 마그네트의 인덕턴스 값이 매우 크므로 속응성을 위해 P.O. = 30%로 하였다. 따라서 감쇠비는 

  이 된다. 고유주파수는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 하였다. 따라서 제동인자 

  값이 되었다. 이러한 값을 기반으로 원하는 근위위치를 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극점 설정

  그림 3으로부터 두개의 제어기의 극점이 설정되었고 나머지 극점은 부상제어응답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실수축으로부터 먼 값인 -100으로 하면, 부상제어기의 극점은   ± ,   이 된

다. 그리고 그림 2의 제어기 지령 이득행렬 는 식(2)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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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위 마그네트의 부담 하중변화에 대한 특성 

  부상 시스템은 부상마그네트가 분담하는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부상특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그림 2와 같이 제어기를 구성하고 제어기의 극점을   ± ,   으로 

설정한 후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을 각각 1200[kg]⟶ 800[kg]⟶ 600[kg]으로 변화시켜 보았다. 

a. 각각에 대한 극점이동 b. 각각에 대한 Bode 선도
그림 4 단위부상 마그네트의 부담 하중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특성

  그림 4는 부상제어시스템에서 단위 마그네트의 부담 하중을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파형으로 4.a는 각

각의 부담하중변화에 대한 극점의 이동경로를 나타내었고 4.b는 각각에 대한 보드선도(Bode Plot)로써 

제어시스템의 대역폭(Bandwidth)과 위상여유(P.M.)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a 결과로부터 부상마그네

트의 부담하중이 줄어들수록 감쇠비 가 증가하며 극점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시스템의 응답특성이 개

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b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하중이 감소할수록 제어기 대역폭이 

증가하며 첨두치 값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마그네트의 전기적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특성 

  부상마그네트의 부상력은 식 (3)과 같이 권선 턴수비 및 부상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마그네트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우선 부상시스템의 요구 부상력을 산정한 후 부상전류와 마그네트의 동특성

을 고려하여 권선수를 정한다. 식 (3)은 부상마그네트의 부상력과 각종 파라미터와의 상관관계식을 나

타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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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부상마그네트의 권선수를 달리하여 두 개의 부상마그네트의 인덕턴스 및 저항 값을 변경시

켰을 경우 부상시스템의 동특성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a의 시험조건은 부상제어기의 이득을 일

정하게 유지하고 마그네트의 인덕턴스와 저항 값을    ,    에서   , 

   으로 변경 하였다. 

a. 인덕턴스 변화에 대한 극점이동 b.  G.M과 P.M을 비슷한 값으로 한 경우
그림 5  부상마그네트의 인덕턴스와 저항 값을 변경한 경우

  그림 5.a의 결과로부터 마그네트의 인덕턴스가 작은 경우에는 제어기의 대역폭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그네트의 인덕턴스가 큰 경우에 비하여 이득여유가 G.M. =9.2[dB]에서 G.M. = 

21[dB]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림 5.b의 시험조건은 그림 5.a와 같은 조건에서 제어기

의 이득을 조절하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비슷한 크기의 이득여유를 갖도록 조절하였다. 부상제어기

의 이득 여유를 서로 비슷한 값으로 조절한 경우의 결과는 그림 5.b와 같다. 그 결과로 부터 마그네트

의 인덕턴스가 작은 경우 이득여유 G.M.= 9.94[dB]와 위상여유 P.M.=39[deg]가 마그네트의 인덕턴

스가 큰 경우의 이득여유 G.M.= 8.84[dB]와 위상여유 P.M. =39[deg]에 비해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마그네트의 인덕턴스를 적정수준에서 값을 줄이면 상대안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어기의 대역폭도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 고찰

  이상과 같이 부상마그네트의 동특성변화는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과 인덕턴스의 변화에 대하여 변

화됨을 부상제어기의 보드선도를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부상제어시스템의 보드선

도로 예측한 성능과 실제 주행시 나타나는 공극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분석하

였다.

  그림 8은 표 1의 시스템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UTM-01과 C-Maglev의 MDU 동특성에 대한 보드선

도를 서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UTM-01의 제어기 대역폭은 대략 B.W.=5.1[Hz]이

며 이득여유 및 위상여유가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C-Maglev에 적용될 마그네트 드라이브는 제

어기의 특성을 최적화하였으며 이때의 제어기 대역폭은 대략 B.W. = 8.5[Hz]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Maglev의 부상제어 동특성이 UTM-01에 비하여 많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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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TM-01과 C-Maglev의 MDU 동특성 비교

  그림 9는 UTM-01의 MDU의 동특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Control System Analyzer(CSA)를 

이용하여 얻어진 실험한 결과를 보드선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10[Hz]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결과가 매우 유사하며 10[Hz]이상의 주파수영역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실험결과

가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부상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실제 시스템

에 존재하는 2차 서스펜션을 고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차이점과 실험 중 측정오차로 인한 차이인 것으

로 판단된다.

a. 시뮬레이션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9  UTM-01 마그네트 드라이브의 보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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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은 그림 9와 같은 MDU의 동특성을 갖는 자기부상열차(UTM-01)가 트랙위를 최고속도 

50[km/h]까지 주행하였을 경우 주행속도에 따른 공극신호변동(3번 대차)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

로부터 주행 최고속도는 대략 50[km/h]이며 부상공극은 10[mm]이고 공극 변동율은 ±2[mm]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 

부상공극신호
-------

Volt Div.
4[mm/div]

-------
Time Div.
2[sec/div]

주행속도
25[km/h/div.]

그림 10 UTM-01의 3번 대차 공극신호 및 주행속도
  그림 11은 CSA를 이용하여 얻어진 보드선도와 실제 주행시 나타나는 공극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서, MDU의 동특성에 대한 보드선도와 실제 주행시 얻어진 공극신호를 주파수도메인에 나

타낸 결과이다. 비교 결과로부터 CSA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실제 주행하여 얻어진 결과와 유사한 형태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자기부상열차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을 줄이고 부

상마그네트의 인덕턴스를 적절한 값으로 작게하여 부상력의 응답특성을 빠르게 할 경우 주행시에도 부

상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MDU의 동특성에 대한 보드선도 b.  주행공극신호의 FFT 분석결과
그림 11  0[km/h] → 50[km/h]로 주행시 공극신호에 대한 주파수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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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차량측면에서 가

장 주요한 영향을 주는 단위 부상마그네트의 부담하중과 마그네트 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시뮬레이션결과(보드선도)와 주행특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위해서 실험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자기부상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상마그네트가 부담하는 하중이 작으면 부상제어시스템

의 대역폭이 증가하고 제동비 도 증가하여 부상제어의 응답특성이 개선된다.

   2. 부상 마그네트의 인덕턴스 값이 감소하면 부상전류에 의한 부상력 변화율이 증가되어 부상

제어시스템의 속응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자기부상열차가 정상적인 궤도조건하에서 주행시 나타날 수 있는 부상제어성능은 CSA를 이

용한 시스템응답특성(보드선도)으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자기부상열차의 부상제어성능은 부상제어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는 부상시

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가 고려되어져야 하며 시스템의 경량화가 필수 요건인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MDU의 동특성을 얻기 위해서 부상마그네트의 운전범위 내에

서 자속 포화현상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상마그네트의 공극 자속밀도를 운전영역에서 

0.5[T]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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