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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lev vehicle has two parts a vehicle body and a series of bogies. The vehicle body is connected through a 

pneumatic suspension on the bogie frame operating loads, vehicle weight and passengers, repeatedly during the 

service life. The bogie frame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the weight of the vehicle body and controlling 

the magnets in the correct alignment to meet requirements of stable running on railway. It is also subjected to the 

levitation and guidance force and propulsion force generated by electromagnets and linear induction motor (LIM) 

respectively. To guarantee a vehicle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 load test method with proper loads that 

the vehicle is expected to experience while in service. In this paper, a test method was proposed to verify the 

structural safety of vehicle body and bogie frame that are applied to an EMS(electromagnetic suspension)-type 

urban Maglev vehicle considering in case of not only running on the ground but also levitated running.

1. 서론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는 상전도 흡인 방식을 적용한 중저속용 도시형 차량시스템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철도 용유역을 잇는 약 6 km 구간의 시범노선에 운행될 예정이며, 2013년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한국형은 2005년에 개통된 일본의 리니모(LINIMO) 자기부상열차에 비해 다소 늦지만, 국내기술로 세

계에서 두 번째로 실용화를 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논문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구조적 안

전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실험적으로 구현 가능한 하중시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승객의 승차공간인 차체와 동력을 전달하는 대차로 구성되

어 있다. 차체는 대차 상부에 놓여서 운행 중에 차체하중과 승객하중을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체로 진동, 

충격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대차는 차체의 무게를 지지하고, 안전주행

에 요구되는 부상간극 및 선로의 주행 선형성을 유지하도록 제어되는 부상력 및 안내력과 추진전동기에 

의한 추진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복잡하고 큰 하중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기간 동안에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차체와 대차에 대하여 충분한 구조강도를 확보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전통적인 바퀴식 열차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자기부상열차 차량은 다수의 전

자석으로 지지되고 전자석과 레일 사이의 간극을 수 밀리미터로 유지하면서 운행되기 때문에 바퀴식 열

차에 비해 차량진동에 의한 동적효과가 작다. 또한, 차량당 많은 대차의 사용과 대차간의 좁은 간격은 

대차 상부로부터 오는 차체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동일한 하중을 받더라도 상

대적으로 작은 변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운행 중 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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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지주행을 반복하며, 발생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주행 중에 제어시스템의 이상으로 전자석이 레일에 흡

착되거나 부상실패로 인하여 레일위로 낙하하는 경우 등의 예기치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및 검증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본선에 투입되기 전에 적절한 하중조건과 시험방법을 개

발하고 하중시험을 통하여 구조강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의 바퀴식 차량에 대한 구조강도

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코드나 규격[1-3]은 많지만,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찾기 힘들

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차체 및 대차프레임 적용 가능한 하

중조건을 검토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정하중 시험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형 자기부상열차 차량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는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전도 흡인 방식의 중저속용 도시형 차량시스템으

로 차량당 4 대차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 열차는 2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설계 최고속도는 110 

km/h이고, 최대 가속도는 상용시 4.0 km/h/s, 비상시 4.5 km/h/s이다. 차체의 길이는 12,000 mm, 폭은 

2,700 mm, 높이는 3,450 mm(레일상면 기준, 착지상태)이며, 연결기(coupler)의 높이는 774 mm이다. 

각 대차에는 갭센서, 착지 스키드, 선형유도전동기, 전자석 및 제동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대차의 사이

드 프레임 앞 뒤에 설치된 안티롤 바(anti-roll bar)는 직선 및 곡선주행시 자유롭게 변위가 일어나도록 

4절 링크 구조의 슬라이딩 메카니즘을 적용하였다. 차체 및 대차의 주요프레임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

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좌표계는 x축이 차량의 진행방향, z축이 상부방향, y축이 수평방향으로 한다. 

       Figure 1 Korean Maglev vehicle

3. 정하중시험

3.1 차체

차체에 전달되는 주요 하중경로는 그림 2와 같이 차체 바닥 하부 프레임이다. 하부 프레임은 대차당 

4개의 공기스프링이 장착된 연결부 위에 놓이며, 10개의 지지점에 의해 지지된다. 차체는 자체하중과 

승객하중에 의한 수직하중과 하부 프레임에 장착된 연결기에 가해지는 수평하중을 견뎌야 한다. 수평하

중은 차량의 조차조건, 20 km/h 속도에서 차량 충돌조건, 비상제동 및 활주조건, 제어기 고장에 의한 

전자석 흡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레일의 불규칙도, 수직틀림량, 캔트각에 의한 차체비

틀림과 공기스프링의 파손과 같은 가혹한 비틀림 조건에 대해서도 차체는 안전하여야 한다. 차체의 정

하중 시험은 수직하중, 수평압축하중 및 비틀림하중을 주요하중 조건으로 고려한다.  

                       (a) Side view                               (b) Bottom view

 Figure 2 Configuration of vehicle bod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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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하중시험 

수직하중시험(vertical load test)은 차체가 차체하중 및 승객하중 등에 의한 수직하중에 대하여 구조

적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하기 시험으로 승객중량을 포함한 차체하중과 주행중 수직진동에 의한 동

적하중의 합으로 정의하여 식(1)과 같이 나타낸다.  

                                                                         (1)

여기서,  는 수직 동적계수, 는 공차중량, 은 승객중량, 는 대차중량, 는 중력가속도, 는 

차체의 구체중량이다. 식(1)의  는 차량의 수직 동적거동을 나타내는 동적계수로서 차량과 레일시스

템의 동적특성을 고려한 동역학 해석 또는 실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얻을 수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실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 적용되는 값의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수평압축하중시험   

수평압축하중시험(longitudinal load test)은 차체가 차량의 연결 및 차량의 가속 또는 제동시 연결기

로부터 발생하는 수평압축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차체 양 끝단에 설치된 연결기

에 가해지는 반력인 345 kN으로 정의하였다. 이 하중은 EN 12668 규격에 규정된 경전철 및 중량 궤도

전차(tramway)의 수평 하중조건에 해당한다[6], 1량 3편성의 LINIMO의 경우 수평압축에 대한 설계하

중조건으로 375 kN을 제시하고 있다[7].

비틀림하중시험   

비틀림 하중시험(twist load test)은 운행 중 발생 가능한 비틀림 하중 또는 변위에 대한 시험이다. 

비틀림 하중은 차체 중심에서 횡단면으로 비틀림이 발생하도록 하며 그 크기는 39.2 kNm를 적용할 예

정이다. 이는 국내 도시철도법에서 바퀴식에 적용하고 있는 하중조건과 동일하며, LINIMO의 경우도 

45.1 kNm[6]로 거의 유사한 크기의 하중조건이다. 그러나, 자기부상열차는 그림 2와 같이 차량당 4대

차와 10개의 공기스프링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바퀴식 차량에 비해 비틀림의 정도가 작은 구조

이므로, 바퀴식에 적용하는 크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다소 과도한 하중이 적용될 수 있다. 

Table 1 Calculation of static load cases for vehicle body

Load case Symbol Load Calculation

Vertical load       

Longitudinal load  345 kN

Twist load  39.2 kNm

3 supporting points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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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ertical load test                                 (b) Longitudinal load test

Figure 3 Configuration of static load test for vehicle body

한편, 상기 정하중 시험 외에 3점 지지하중시험이 있다. 3점 지지하중은 국내 도시철도차량에 적용되

는 하중조건으로 차량운반시, 리프팅 패드(lifting pad) 4개소 중 3개소에 하중이 집중될 때 차체에 작

용하는 하중이다. 이 시험은 만차 대신 공차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1은 각 하중시험에 대한 

하중 계산식이다. 그림 3은 수직하중시험과 수평압축하중시험의 시험설치 개략도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시험방법은 통상적인 바퀴식과 동일하다. 고응력 지점 특히, 구조해석결과로부터 얻어

진 응력집중부를 중심으로 단축 및 3축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고 단계별로 시험하중을 부가한다. 마

지막으로 주행 중 차량진동에 의한 발생하는 진동주파수가 공진주파수 대역을 피해야 하므로 고유진동

수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차체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2 대차

대차프레임의 경우, 그림 4의 대차가 받는 외부하중을 고려하여 주요 운행하중을 수직하중(Fz), 좌우

하중(Fy), 전후하중(Fx)으로 나누며, 각각 부상주행과 착지주행조건을 구분한다. 각 하중은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Fz : W+최대 수직동하중

�Fy : W+최대 좌우동하중 +풍압 + 레일캔트에 의한 좌우하중

�Fx : W+최대 전후동하중 

여기서, W는 만차하중이다.

 

Figure 4  External loads for bogi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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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ion of static load cases for vehicle body

하중종류
자기부상열차 바퀴식 열차

도시형자기부상열차 LINIMO 도시철도법

수직하중 




   

 = 1.2~1.9

 부상주행 : 차체(1.15g), 대차(0.3g) 
 착지주행 : 차체(1.20g), 대차(1.0g)






   

 = 1.2~1.5

좌우하중 




   

 = 0.4~0.8

 부상주행 : 차체(0.1g), 대차(0.2g)
 착지주행 : 차체(0.2g), 대차(0.5g)






   

 = 0.2~0.3

전후하중 




   

 = 0.2~0.4

 부상주행 : 차체(0.3g)
 착지주행 : 차체(0.3g)






   

 = 0.2~0.4

Fz 및 Fx는 식(2)와 같이 차량 진동에 의한 동적계수 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는 부상주행 또는 

착지주행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며, 차량과 레일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동역학 해석 또는 실험적

으로 얻을 수 있다[4-5]. 참고로, 국내 도시철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퀴식에 대한 하중계산식과 일본 

LINIMO 자기부상열차의 설계기준[7]을 비교하여 하중시험별로 표 2에 나타내었다. 각 하중별로 적용

되는 동하중계수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부상열차와 바퀴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동하중계수 값이 도시철도법의 바퀴식 기준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좌

우방향의 Fy는 그림 4와 같이 횡방향 안내력 및 가속도에 의한 동하중, 레일 캔트 및 바람 압력에 의한 

횡방향 하중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대차 정하중시험은 부상주행조건과 착지주행조건에 따라 가력하중에 적합한 시험치구를 활용한다. 부

상주행조건 정하중시험의 경우, 대차 하부에 장착된 전자석의 부상력을 차량에 전달한다. 따라서, 그림 

5(a)와 같이 실제 대차에 장착된 전자석은 대차를 지지하면서 시험대 위에 고정할 수 있도록 가상 전자

석(dummy magnet) 치구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가상 전자석 치구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가능하

고 전후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착지주행조건 정하중시험의 경우는 그림 5(b)와 같이 착지주

행시 대차의 지지점이 되는 착지륜 브라켓을 시험대에 고정한다. 

하중가력점은 그림 6과 같이 대차프레임 상부의 4개의 공기스프링포켓(air suspension pocket)위치이

며, 하중은 수직방향(z축)과 좌우방향(y축)으로 부가한다. 단, 전후하중의 경우, 견인로드를 통해 차량

으로 추진력과 제동력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림 7과 같이 견인로드 브라켓(traction rod bracket)을 고정

하고 사이드 프레임에 설치된 추진모터 브라켓에 하중을 가력한다.  

             (a) Levitated running condition                    (b) Running on ground condition

Figure 5 Supporting position according to runn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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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vitated running condition                    (b) Running on ground condition

 Figure 6. Configuration of loading and supporting points of vertical and lateral load for bogie frame

      

        (a) Levitated running condition                (b) Running on ground condition   

 Figure 7. Configuration of loading and supporting points of longitudinal load for bogie frame

상기 주요하중 외에 자기부상열차의 대차시험에 대한 예외적인 하중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하중조건을 

들 수 있다. 

�안내스키드 하중(guidance skid load) : 곡선주행시, 대차의 안내스키드와 레일 접촉 및 풍력

등에 의해 대차프레임에 작용하는 좌우 방향 정하중과 동하중

�추진전동기하중(LIM reaction load) : 추진전동기에 의해 대차프레임에 작용하는 전후뱡향의 

최대추진력과 수직방향의 반력

�제동하중(braking load) : 제동시 대차의 제동브라켓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하중

�전자석 흡착하중(magnetic clinging load) : 주행중 제어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전자석 스

키드와 레일의 흡착에 의해 대차의 견인로드에 작용하는 전후방향 하중

�수직낙하하중(vertical drop load) : 부상력을 상실하여 차량이 낙하하는 경우, 대차프레임이 

받는 수직방향 정하중과 동하중

4. 결론

자기부상열차 차량의 구조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행 중 차량에서 발생 가능한 하중을 예상하여 

시험하중으로 적절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전도 흡인식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형 자

기부상열차를 대상으로 부상주행 및 착지주행을 고려한 차체 및 대차에 대한 정하중시험 방법을 제안하

였다. 차체의 정하중 시험은 차량주행시 발생 가능한 수직하중, 수평압축하중 및 비틀림 하중을 정의하

고 시험방법을 도출하였다. 대차 프레임의 경우, 수직하중, 좌우하중 및 전후하중을 주요하중으로 정의

하고, 부상주행 및 착지주행 운전조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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