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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도철도용 선형유도전동기의 공극 불균일 과도특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ransient Analysis of Linear Induction Motor with Ununiform Airgap for 
Shallow-depth Undergroun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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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parallel type Linear Induction Motor with ununiform airgap for a  shallow-depth 

underground train with 100‰ grade and 15 m curvature. This parallel type LIM has enough gradability but has 

inherently ununiform airgap between center and end parts. Consequently, performance when the train passes curved 

sec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transient analysis. Moreover, general parallel operation, 1C2M which is usually used for 

train operation, deteriorates LIM performance because of different line velocity between inner and outer LIMs. Transient 

analysis has many problems such as huge model, lots of meshes, very long calculation time, truncation error and so on. 

This paper has presented a novel technique using equivalent linear rotating mod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has analyzed parallel type LIM by using the proposed technique. Finally, LIM performance according to independent 

operating control has been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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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 발달  도시화로 인하여 도심지내 다양한 교통수

단이 발달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지하철을 피

해 후발로 건설되는 철도시스템은 고심도화 추세이다(서울 

지하철 1기 역사 평균심도 : 14.5 m, 2기 역사 평균심도 : 

22.1 m). 그러나 고심도화는 운 사의 건설비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하철과의 환승 거리  시간이 증가하

여 이용객의 불편  사회  비용이 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교통 상황과 수요에 부응하기 하여, 도심지내 도로 

하부 심도 지하공간에 용 가능한 철도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어 진다. 그림 1과 같이 심도 철도(shallow-depth 

underground train)는 도로를 따라 노선이 정해지므로 약 

100‰의 구배 등 능력  약 15 m의 도심내 곡선 주

행능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착구동방식(wheel-on-rail)은 

등  가능 최  구배가 약 40‰이므로 100‰의 구배 등

을 해서는 비 착 구동방식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1]. 

이를 하여 그림 2와 같이, 선형유도 동기(LIM)를 열차 

차의 측면에 취부하고 2차측 리액션 이트를 노선을 따

라 설치하는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 방식이 고려되어진다.

하지만,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는 충분한 구배 등 능

력에도 불구하고, 곡선부 주행시 1차측의 양 끝단부과 앙

부와의 공극 불균일로 추력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에 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반 인 선형유도 동

기와 달리, 공극이 불균일한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의 과도

특성을 분석하기 한 모델링과 해석기법을 제시하고, 제안

된 방법을 통하여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의 성능을 분석하

다. 

표 1은 설계된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의 사양을 나타낸

다. 연속 정격은 90kW, 정격슬립은 0.2이며, 기계  공극은 

11 mm이다. 선형 동기는 일반 회 형 동기에 비해 공극

이 히 크므로, 자속 설로 인하여 효율은 약 70%, 역

률은 약 60%이다.

그림 1 심도 철도시스템

Fig. 1 Concept of the shallow-depth undergroun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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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  차 취부

Fig. 2 Parallel type linear induction motor and installation on 

bogie

항목 단
주요 

사양
항목 단

주요 

사양

만차 

총 량
ton 34 정격슬립 - 0.2

가속도 km/h/s 3.5
매극매상

슬롯수
ea 4

연속정격 kW 90
기계  

공극
mm 11

DC_Link

압
V 750 정격추력 N 8325

상 압 V 337.75 효율 % 68.7

상 류 A 220 역률 % 59.45

정격 

주 수
Hz 30 요크두께 mm 35

표  1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 사양

Table 1 Main specification of the parallel type linear 

induction motor

2. 선형유도 동기의 유한요소해석 

최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선형유도 동기(Linear 

Induction Motor, LIM)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

한 형태로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해석결

과의 정확도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엔지니어에 

의해 세심하게 모델링된 것이 아니라면 결과의 신뢰성이 많

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유한요소해석법의 경우 일반

으로 정 인 모델의 자속분포나 정지력의 계산, 포화정도를 

알아보기 해 정자계해석을 실시할 수 있고, 정 으로 변

화하는 자계를 포함하는 모델의 경우는 복소수근사법을 이

용하여 간편하게 해석이 가능하며,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거나 모델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과도상태 해석을 

이용하게 된다[2-4]. LIM은 기본 으로 유도모터이기 때문

에 시간 으로 변화하는 입력 류를 가지며, 그 결과로서 만

들어진 이동자계와 그 이동자계에 의해 1차측과 2차측의 상

인 이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상태 해석을 용

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과도상태 해석은 시간간격에 

따라 매우 많은 해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차량용 LIM과 같

이 모델의 크기가 큰 경우는 한번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게 되어 과도상태 해석을 실시하게 되면 매우 긴 해석시

간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LIM 해석을 해서도 복소수근사

법을 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 실질 으로 단

부효과 등으로 인해 정 으로 변화한다고 보기 힘든 류 

 자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도를 신뢰하기 

힘들고, 이동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

다. 한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견인용과 같은 형의 

LIM을 해석하는 경우는 다극을 가지고 슬롯수와 권선이 매

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일반모터에 비해 매우 

어렵고, 매 해석마다 독특한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으로 형 인 모델링 방법을 용하기가 어려우며, 회

형 모터와 다르게 단부효과가 존재하는  한 모델링을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해서는 

유한요소해석법과 기기기, 리니어모터에 한 많은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해석상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해석을 실시해야 한다[5-8].

3. 곡선 주행시 선형유도 동기 유한요소해석 모델

선형유도 동기의 병렬식 추진에 있어서 곡선 주행 시 

2차측 리액션 이트와 모터의 1차측 이동자가 일정한 공

극을 이루지 못하고 곡선부 내측 모터에는 1차측의 양 끝단

부가 심부보다 공극이 커지는 공극의 불균일이 일어나며, 

반 로 곡선부 외측 모터에서는 1차측 심부가 양 끝단부

에 비해 공극이 작아지는 공극 불균일이 일어나게 된다. 

한 하나의 선형모터를 이용한 추진방식에 비해 병렬식 추진

의 경우는 곡선부에서 양측에 장착된 모터의 선속도가 달라

지기 때문에 하나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양측의 모터를 동

시에 구동하는 1C2M의 경우, 양 모터의 슬립이 달라져 추

력에 차이가 나게 되어 이런 문제 을 극복하기 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병렬식 선형유도 동기의 곡

선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을 고려

한 합한 해석모델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향을 분

석하 다.

3.1 곡선 추진시의 양측모터의 공극간격 변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직선주행구간에서는 양측의 모

터공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추력특성에 문제가 

없지만 곡선 주행시에는 양측의 공극이 달라지며 그뿐 아니

라 곡선부 외측과 곡선부 내측이 서로 다른 공극패턴을 가

지게 된다. 특히 곡선부 외측모터는 모터의 앙부에서 공

극길이가 길고 양 끝단부에서 공극길이가 짧아 자속쇄교량

이 비교  은 단부가 작은 공극을 유지하고 자속쇄교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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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앙부에서 공극이 커서 곡선부 내측모터에 비해 은 

추력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a) 직선부에서의 병렬식 LIM

(a) Parallel type LIM on straight section 

(b) 곡선부에서의 병렬식 LIM

(b) Parallel type LIM on curved section

그림 3 병렬식 LIM의 직선부와 곡선부에서의 공극변화

Fig. 3 Airgap distortion comparison in a straight section and 

curved section of the parallel type LIM

3.2 곡선부에서 양측 모터의 선속도 차이에 의한 슬립 변화

병렬식 LIM의 곡선부 외측모터는 내측모터에 비해 선속

도가 빠르게 되므로 하나의 인버터를 이용한 병렬운 을 할 

경우 내측모터의 슬립이 외측모터의 슬립보다 커지는 상

이 발생할 수 있고, 수하특성을 나타내는 제어용 LIM과 다

르게 주행용의 LIM에서는 운 구간에서의 토크변화가 크기 

때문에 외측모터의 추력은 더욱 작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곡선의 원심력 방향으로 어내는 힘이 커지는 효

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1개의 제어기로 양측의 모터를 동시에 제어하는 

1C2M방식의 경우 추력발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시뮬 이션 하기 해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한 LIM 해석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몇 가지 기술 인 

문제 이 있다. 우선 일반 인 유도모터의 경우는 복소수근

사법을 용할 수 있지만, 단부효과의 존재와 공극이 일정하

지 않은 본 해석모델의 특성상 정 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소수근사를 이용한 빠른 해석을 용

할 수 없고 과도해석법을 용해야 하므로 하나의 해석모델

의 결과를 얻는데 단히 많은 해석시간이 소모된다. 한 

다극 다슬롯 모델이므로 권선 용이 복잡하여 모델링에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일반 인 리니어모터의 해석과는 다

르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과도 상시 어

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해석해야 안정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계속 해석을 해야 하며, 한 그 과

정에서 매우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어 유한요소해석의 특성

상 회 기와 같은 주기조건의 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

작 치에서부터 안정상태에 이르는 거리를 모두 해석모델에 

넣어야 하므로 해석모델이 지나치게 길어져 실질 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등가 직선모델을 용해야 하는데, 이 한 

많은 기술 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회 의 심과 실

제 모터가 존재하는 지 간의 거리가 최소곡선구간인 15 m

인 경우, 유한요소를 한 요소의 크기가 일반 으로 1∼5 

mm정도로 설정될 때, 메쉬의 최소 크기와 최  크기간의 

비율이 10000배 가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석과정에

서 트 이션 에러(truncation error)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단히 커져서 해석결과의 불안정성을 가 시키게 되며, 이

는 곡선부를 완만하게 하면서 향을 살펴 볼 경우 곡선구

간의 반경이 더욱 커지므로 더 큰 에러를 발생시킬 가능성

이 커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과도상태해석에는 이외에도 다른 문제 이 존재하는데, 

상미분방정식과 편미분방정식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차분법을 용하게 되고 1차 근사되는 시간차분

의 특성상 유한요소 메쉬의 1개의 요소거리를 차분된 시간

동안 지나치면 안되는 제약조건이 발생한다. 를 들어 10 

m/s의 속도로 이동하는 모터를 모델링한다고 하면 1개의 공

극메쉬 길이가 슬롯폭의 1/2인 5 mm라고 하면 시간간격은 

0.0004 이상이 되어버리면 선형근사되고 있는 1개의 메쉬

거리를 넘어버리므로 해가 수렴하지 않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간격을 충

분히 작게 설정해야 하므로 해석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버

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 4 병렬식 LIM의 곡선부 내외측 모터 슬립에 의한 추

력차이

Fig. 4 Thrust force discrepancy between inner-part and 

outer-part motor in a curved section due to slip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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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 이션을 한 선형유도 동기 모델개발  

과도특성 해석

4.1 곡선 해석을 한 등가직선 회 모델

본 연구에서 용하려고 하는 90kW모델의 경우, 모델의 

복잡성이 지나치게 커서 2차원해석의 경우에도 약 백만개의 

요소수를 사용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실질 으로 3차원 해석

을 시도하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한 최소요

소수를 용한다 해도 거의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많은 

요소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과도상태 해석을 해 용해

야 할 반복시간을 고려하면 3차원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므

로 2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곡선 구간의 최소곡선반경 15 m에서 약 2 m 길이의 1

차측 모터를 해석하면, 실제의 공극변화가 에 띌 정도로 

크며 이런 곡률을 용했을 때의 추력 변화도 상당히 클 것

으로 상되므로 곡선 구간의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직선구간의 기본모델과 곡선 구간의 곡선 반경 별 모델을 

구성하여 비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4.1.1 직선구간 기본모델

직선구간의 기본모델을 해서는 유한요소해석 시에도 선

형으로 모델링하여 직선운동을 설정하는 리니어모델을 구성

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술한 바와 같이 정격속

도인 10 m/s에서 안정상태에 이르기까지 해석을 하기 해

서는 매우 긴 길이의 해석 역이 필요하게 되며 실질 으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직선운동구간의 리

니어 모터 해석에 있어서도 주기경계조건을 이용하여 등가

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유사한 경우의 모델

링일 뿐 실제의 경우를 반 한 것이 아니다[9].

그림 5 리니어 모델에서의 주기경계의 문제

Fig. 5 Periodic Boundary Condition in Linear Moving Model

그림 5에서 보듯이 리니어 모델에서 주기경계를 용하게 

되면 실질 으로 1차측이 경계의 외부에서 연달아 주행하고 

있는 경우의 모델이 되어버리므로 단부효과 등에 의해 그 

향이 진행방향의 2차측에 나타나게 되고 결과 으로 원래

의 모델과 단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커진다. 

한 리니어모델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회 모델

에 비해서 모델의 메쉬수가 단히 크게 증가하며, 회 형 

모델에서 용하는 것과 같은 moving surface 기법(모델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요소분할을 다시 할 필요 없이 회 부

와 고정부의 요소들을 재결합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해석 기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해석에 소모되는 시간이 회 형 모델에 비해 매우 

길어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해석 방법이 필요하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등가직선 회 모델을 제시하 다.

4.1.2 등가직선 회 모델

등가직선 회 모델은 모델상에서는 회 기처럼 회 운동

을 하도록 모델링하지만 1차측의 공극을 선형모델과 같이 

공극이 일정하도록 모델링하여 선형모델과 유사한 해석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6은 직선부에서의 LIM 모델을 나타

내며, 그림 7은 곡선부에서의 LIM 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8∼9와 같이 등가직선 회 모델을 이용하면 선형모델을 해

석하면서도 회 형모델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

법을 이용할 수 있고, 요소수의 감소로 인해 더욱 정 한 해

석을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6 원래의 직선모델

Fig. 6 Linear section model

그림 7 곡선부 실 모델

Fig. 7 curved section real model  

그림 8 등가직선 회 모델 Case1

Fig. 8 Equivalent linear rotating model: Case1

그림 9 등가직선 회 모델 Case2

Fig. 9 Equivalent linear rotating model: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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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의 해석 결과에서 보듯이, 두 가지 등가직선 

회 모델 모두 실제 직선모델과 유사한 약 30kNm정도를 나

타내어 등가직선 회 모델이 추력으로 환산하면 2kN정도의 

추력을 가지는 실제 직선모델을 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공극이 불균일한 실 모델에서도 의 해석 기법

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10 등가직선 회 모델 Case1의 해석결과 

Fig. 10 Analysis Result of Equivalent linear rotating model: 

Case1

그림 11 등가직선모델 Case2의 해석결과

Fig. 11 Analysis Result of Equivalent linear rotating model: 

Case2

4.2 제어방식에 따른 곡선 해석

곡선부 주행 시 공극 불균일에 의한 추력 변화뿐만 아니

라 내측모터와 외측모터의 슬립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력

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측 LIM

의 슬립을 고정한 경우와 양측 LIM의 슬립을 히 변경

한 경우로 분리하여 해석함으로써 곡선부 주행 시 곡선반경

에 의한 추력 하뿐만 아니라 양측 LIM의 선속도 차이에 

의한 추력 변화도 분석하 다.

4.2.1 양측 LIM의 슬립을 고정한 경우

곡선반경의 변화에 따른 리니어 모터의 추력변화를 알아

보기 해 곡선반경을 변화시켜 가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정하 고, 이때 모터의 주행을 보장하기 해 최소 

공극을 11 mm로 유지하되, 내측 모터의 경우는 최소공극이 

모터의 심에 있으므로 심의 최소공극을 11 mm로 두고 

양 단부의 공극이 곡선반경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가

지도록 모델링 하 다. 반면 외측 모터의 경우는 양 단부가 

최소공극이 되므로 이 양단부의 공극길이를 11 mm로 모델

링하고 모터 심의 공극을 곡선반경감소에 따라 증가하도

록 모델링 하 다. 

그림 12∼13은 곡선반경 15 m와 30 m에서의 내측 모터

의 과도특성 해석 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150 ms이후 

모터가 안정 역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 이후의 평균치가 모

터의 추력이 된다.

그림 14는 곡선반경에 따른 내외측 모터의 추력이다. 최소

곡선반경 15 m에서 최 곡선반경 80 m까지 5 m간격으로 

곡선반경을 증가시켰다. 해석 결과로부터, 곡선반경이 커질수

록 공극 불균일에 의해 발생하는 추력감소의 향력이 차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의 곡선반경 증가에 

따른 해석오차가 발생함을 감안해도 곡선반경 50 m 이후로

는 직선형 LIM과의 추력 차이가 상당히 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내외측 모터의 추력이 다른 이유는 같은 제어기

를 사용하여 동기주 수가 같은 상황에서 양측의 2차측이 

서로 다른 반경을 가지기 때문에 실제의 슬립은 설정슬립인 

0.2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측모터의 경우 실제 선속도가 

작고 슬립이 증가하여 더 큰 추력을 발생하고, 외측모터의 

경우 상 으로 슬립이 감소하여 작은 추력을 발생한다.

그림 12 곡선반경 15 m의 경우 내측모터의 추력

Fig. 12 Inner-motor thrust at radius of curvature : 15 m

그림 13 곡선반경 30 m의 경우 내측모터의 추력

Fig. 13 Inner-motor thrust at radius of curvature :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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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내외측 모터의 곡선반경에 따른 추력변화

Fig. 14 Thrust of inner and outer-motor transition 

according to radius of curvature

4.2.2 양측 LIM의 슬립을 변경한 경우

병렬식 LIM의 경우, 양측 모터의 추력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각 모터의 슬립을 일정하게 개별 제어하거

나 는 하나의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 두 모터의 추력이 비

슷해지도록 동기주 수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측 모터와 외측 모터는 각각 최악의 경

우와 최선의 경우로 나 어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제어

기를 이용하면 양측 모터를 둘 다 최 추력이 나오도록 슬

립을 조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제어기를 사용할 경우는 내

외측 LIM이 다른 추력을 발생함을 고려하여 히 슬립을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슬립을 어떻게 변경할 것

인지는 제어기의 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리니어 모터의 특성 악을 해서는 각각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두 가지로 가정하여 특성을 해

석하 다. 그림 15의 해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내측모터

와 외측모터는 선속도 차이에 의한 슬립변화에 의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곡률변화에 따른 추력변화의 양상은 슬립

을 개별 으로 제어해  경우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림 15 내외측모터의 슬립이 감소된 경우 곡선반경에 따

른 추력변화

Fig. 15 Thrust of inner and outer-motor transition 

according to radius of curvature in case of 

decreased slip

그림 16 내외측모터의 슬립이 증가된 경우 곡선반경에 따

른 추력변화

Fig. 16 Thrust of inner and outer-motor transition 

according to radius of curvature in case of 

increased slip

한, 양측 모터의 동시제어 경우에는 약 50 m 이상의 

곡선반경에서 직선구간과 비등한 추력을 얻을 수 있었으나, 

양측 모터의 슬립을 히 조정함으로써 그림 16과 같이, 

곡선반경 약 30 m 이상에서부터 직선구간과 비등한 추력을 

얻을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도 철도의 곡선 선로환경에서 병렬

식 선형유도 동기를 채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1차측과 

2차측간의 공극 불균일에 따른 추력 특성을 분석하기 해 

용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법에 한 조사와 여러 가지 

문제   그 해결방안에 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등가직선 회 모델을 이용한 과

도특성 해석 기법을 통하여 곡선 구간에서의 공극불균일

에 따른 추력감소에 하여 분석하 으며, 양측 모터사이의 

곡선부 선속도 차이에 따른 슬립 차이  이로 의한 추력감

소 등이 나타남을 확인하 고, 그 향력이 최소화 될 수 있

는 곡선반경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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