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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 이후로 철도는 인적, 물적 자원 수송을 위한 주

요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철도는 제한된 궤

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교통 체증의 영향을 받

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인적, 물적 자원의 운

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가 산업 발전에 필수 불

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최근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녹

색 성장이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 배

출량을 극소화한 철도야말로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

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전세

계적으로 다양한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시스템이 개

발되어 곳곳에서 운행되고 있다.

철도 시스템은 궤도 방식에 따라 크게 바퀴식 철도와 자

기부상식 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수레바퀴가 발명된 이후

로 대부분의 육상 교통수단은 바퀴를 이용하여 운행되어 왔

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기력을 이용한 자

기부상철도는 미래 지향적인 신교통 수단으로서의 상징적인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자기부상철도는 대차가 궤도를

감싼 구조적인 특징으로 탈선염려가 없으며, 비접촉 추진방

식으로 인해 바퀴로 인한 소음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선형 전동기를 이용하여 구배가 급한 곳에서도 추진력을 유

지할 수 있고, 비상 시 급제동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자기부상철도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고[1], 중국, 일본 등에서 실용화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공

항 자기부상철도’가 시험 운행 중에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대차에 설치된 부상전자석에서 발생한 전

자기력에 의해 부상을 하게 된다. 이 전자기력은 계측된 부

상공극의 크기에 따라 제어되고, 이를 통하여 차량의 부상

을 유지하고 운동 상태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부상력은 가

이드웨이에도 작용하여 가이드웨이의 변형을 발생시킨다. 부

Abstract In this study, an analysis method for maglev train-guideway interaction is verified using field measurement

data. The cabin and bogies of the maglev train are modeled as rigid bodies that are allowed to have heave and pitch motions.

Levitation forces from the electromagnetic suspensions on the bogies are controlled using an active control algorithm. The

guideway is represented using the Euler-Bernoulli beam. Considering rigorously the changes in air-gaps and material points

at which the levitation forces are applied due to the pitch motions of the bogies, dynamic analysis of maglev train-guideway

interaction is performed. Using field measurement data, obtained from the Incheon Airport Maglev Railway, the analysis

method is verified. Accuracy of the analysis method is investigated. It is determined that the structures in the railway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safely according to the design code for maglev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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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해석기법을 현장에서 계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

한다. 자기부상열차의 차체와 대차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하는 강체 질량으로 모사한다. 대차의 부상전자석

에서 발생하는 부상력은 능동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된다. 가이드웨이는 Euler-Bernoulli beam을 사용하여

수치 모형을 구성한다. 대차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부상공극의 변화와 가이드웨이에 작용하는 위치의 변화를 엄

밀히 고려하여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거동 해석을 수행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선

에서 계측된 실측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기법을 검증한다. 해석 결과와 현장 계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 기법

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대상 구조물이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차량-구조물 상호작용,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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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극은 가이드웨이와 차량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결정

되므로, 가이드웨이의 변형은 결국 부상력을 변화시키게 된

다. 즉,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의 거동은 서로 영향을 주

고 받게 되고, 이 시스템의 동적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

하여 다양한 해석기법이 개발되어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시스템의 동적 거동 해석에 적용되었다. Han 등

[2]은 차량과 궤도 구조물의 단순화를 최소화한 상세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자기부상열차의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다물체동역학을 이용하여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동역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는데, 가이드웨이의

동적거동은 진동모드의 중첩을 통하여 표현하거나[3,4] 단순

Euler-Bernoulii beam 모델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5]. Han

등[6]은 관측 상태변수 궤환제어기를 사용한 자기부상열차

의 주행 안정성을 평가하고, Han 등[7]은 가이드웨이 진동

특성이 자기부상열차의 동적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Lee 등[8]은 Linear Quadratic Gaussian 능동 제어기를

이용하는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 교량의 동적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여 그 거동특성을 분석하였다. Yau는 지진하

중과 풍하중이 작용하는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시스템의 동해석을 수행하였다[9, 10]. 이외의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Zhou 등[11]에 자세히 소

개되어 있다.

Fig. 1(a)는 자기부상열차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부상열차의 차체와 대차는 간단히 2차 현가장치에 의해 연

결된 강체 질량으로 근사한다. 대차에는 부상전자석이 부착

되어 부상을 위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는데, 부상력은 부상

공극 제어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된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유

연한 가이드웨이를 운행하여,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

작용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부상력은 차량과 구조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그 크기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에 작

용하는 질점(material point)까지도 변하게 되므로, 전체 시

스템은 선형 재료를 가정하더라도 비선형 거동을 보이게 된

다. 즉,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엄밀한 해석

을 위해서는 이러한 비선형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강체 대차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부상공극

의 변화와 가이드웨이에 작용하는 위치의 변화를 엄밀히 고

려한 비선형 해석기법을 현장에서 계측된 실측 자료와 비교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을 위한 계측 자료로는 인천공

항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교량 구조물에서 계측된 자료

를 활용한다. 이를 위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해석기법

에 대하여 상술하고, 3장에서는 검증을 위한 가이드웨이 교

량 구조물의 수치모형 구성과 현장 계측치와의 비교 결과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4장에서 논의하였다.

Fig. 1 Maglev train-guideway inte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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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해석기법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해석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할 자기부상철도 시

스템의 주요 변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의 변수

에 대하여 정지 부상상태에서의 값은 변수에 위첨자 0를 붙

여서 나타내고, 정지 부상상태에 대한 변동량은 변수 앞에

∆를 붙여 나타낸다. 예를 들면 차체 변위의 변동량 ∆zc(t)=

zc(t)−zc
0이다.

Fig. 1(a)의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지배방정식을 얻기 위

하여, Fig. 1(b), (c), (d)의 각 부구조계에 대한 운동방정식

을 유도한다. 이를 부상공극 제어를 위한 능동제어기법과 결

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동적 지배방정식을 유도하는데,

그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최종적으로 유도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

의 동적 지배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1 Continued

차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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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운동방정식을 연계하여 풀면 자기부상 열차와 가

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은 강체 대차의 회전 운동 θb,j(t)에 좌

우되고, 식 (A14)와 (A13)에 따라서 부상공극과 가이드웨이

에 작용하는 질점이 변하게 되어 전체 시스템은 비선형이다

. 그러므로, 이 시스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한 자

기부상열차 시스템의 지배방정식과 가이드웨이의 운동방정

식을 교대로 만족시키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전체 시스템

의 지배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즉, 우선 가이드웨이의

변위를 가정한 후, 자기부상열차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이 해를 자기부상열차의 상태로 가정한 후, 가이드웨이의 운

ẽx jl, t( ) ex l, ez l, θb j,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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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식을 푼다. 이후에는 이 과정을 전체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까지 반복한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1) 시간 t−∆t에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수렴해를 얻었다고 가정한다. 이 수렴해는 다음 시간 t에서

초기 예측치로 사용된다.

(2) 시간 t에서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한 자기부상열차의 지

배방정식, 식 (1)~(4)를 반복계산하여 해를 구한다. 차체의

변위 ∆zc, ∆θc, 대차의 변위 ∆zb,j, ∆θb,j, 부상전자석 전류

, 상태변수 를 반복계산을 통

하여 얻는다. 이 반복계산 동안, 가이드웨이 모드좌표 는

미지수로 간주하지 않고 기지의 값으로 가정한다. 시간 t에

서 단계 (2)를 처음 수행할 때는 를 시간 t−∆t에서 구

한 값으로 가정하고, 다음 수행부터는 단계 (4)에서 갱신한

값을 사용한다.

(3) 단계 (2)에서 수렴해를 얻으면, 부상 전자기력 을

계산한다.

(4) 단계 (3)에서 계산한 부상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식 (5)

를 풀어서, 모드좌표 을 갱신한다.

(5) 갱신된 모드좌표를 사용하여 단계 (2)~(4)의 계산을 다

시 수행한다. 이 과정을 전체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

호작용계의 평형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6)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수렴해를 얻으면, 다음 시간 t+∆t

로 진행한다.

Fig. 2는 이상의 반복계산 과정을 정리하여 나타낸 흐름

도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반복계산을 통하여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거동을 각 시간에서 얻을 수

있다.

ijl
ems

∆ x̂
1 jl,

ems
x̂
2 jl,

ems
x̂
3 jl,

ems
x̂
4 jl,

ems
x̂
5 jl,

ems
, , , ,

qn
w

∆

qn
w

∆

Fz jl,

ems

qn
w

∆

Table 1 Physical properties for maglev train-guideway system

V : Velocity of a maglev train

xc(t) : Position of a cabin

Nb : Number of bogies per cabin

Mc, Ic : Mass and rotational inertia of a cabin

Mb, Ib : Mass and rotational inertia of a bogie

2Hc, 2Hb : Heights of a cabin and a bogie

zc(t),  θc(t) : Displacement and rotation of a cabin

zb,j(t),  θb,j(t) : Displacement and rotation of the j th b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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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계측치와의 비교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교량 구조물의 현장 계

측 결과와 비교하여, 2장에서 상술한 자기부상열차-가이드

웨이 상호작용계의 해석기법을 검증한다. 현장 계측 자료 중

직선교 구간에서 계측된 PSC U girder교와 연속 PSC box

girder교의 계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Table 2에 주어진 바와

같이, PSC U girder교는 교량연장 30m의 단순 직선교이고,

PSC box girder교는 교량연장 105m의 3경간 연속 직선교이

다. 각 구조물의 개념도와 횡단면도가 각각 Fig. 3, 4에 주

어져 있다. 계측이 이루어진 구간은 복선 구간으로, 각 구

조물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가로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

로, 엄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가로보로 연결되어 있는 상행

선과 하행선의 영향을 고려한 3차원 모형을 구성하여 구조

물의 3차원 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는 구조물의 거동을 평면내에서의 휨 거동에만 국한시켜, 그

거동을 근사적으로 모사하였다. 복선으로 구성된 구조물 중

상행선 또는 하행선만 수치 모형에 포함시키고, 가로보와 나

머지 구조물의 영향은 구조물의 강성을 조정하여 근사적으

로 고려하였다.

각 구조물의 단위 길이당 질량 m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공사 구조계산서(노반분야)[12]의

설계 내용을 토대로 결정하였다. 각 교량 구조물의 자중, 가

로보의 자중, 궤도 및 케이블 하중 등을 모두 합하여 산정

한 값을 Table 2에 수록하였다. Table 2에 현장 계측을 통

하여 얻은 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주어져있다. 계측된 고

유진동수가 각 구조형식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도록 구조물
Fig. 2 Flowchart for solution of Maglev train-guideway interaction

system

Fig. 3 PSC U girder bridge [12]

Fig. 4 Continuous PSC box girder brid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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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휨강성 EI를 결정하였다. 단, 계측된 고유진동수는 차량

의 주행으로 인한 진동 계측 결과에서 얻은 것이므로, 구조

물의 휨 강성도 차량의 중량을 경간 중앙부에 추가 분포시

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한 휨 강성이 Table 2에 수

록되어 있다. 구조물의 감쇠비는 1%를 가정하였다. 실제 구

조물의 감쇠비는 동특성 계측과 모드 분석(modal analysis)

을 통하여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철도설계기준

(노반편)[13]에서 제안한 PSC 구조의 감쇠비 1%를 적용하

였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차량은 Fig. 5와 같이 2량 1편

성 차량으로 만차 중량이 556.4kN이다. 계측 시 차량의 운

행속도는 Table 2에 주어진 바와 같다.

2장에서 상술한 해석 기법에 의하여 자기부상열차-가이드

웨이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각

운행속도에 따른 교량 구조물 중앙경간에서의 처짐을 계산

하였다. 가이드웨이의 거동은 1~5차 고유모드를 사용하여 표

현하였다. 단순보의 고유모드와 고유진동수는 참고문헌 14

에 주어져 있고, 연속보의 고유모드와 고유진동수는 참고문

헌 15의 결과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Fig. 6에서 각각의 교

량 구조물의 고유모드 형상과 고유진동수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해석 시 시간 간격 ∆t는 식별 가능한 최대 진동수와 관련

되므로 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PSC U

girder교와 연속 PSC box girder교 해석 시 각각 ∆t=0.0025sec

와 0.01sec로 하였다. 각각의 ∆t에 대하여 최대 가진 진동수

는 1/(2∆t)=200Hz와 50Hz이다. 해석에 포함시킨 고유모드의

최대 고유진동수(Fig. 6)와 비교하였을 때 식별 가능 최대 진

동수는 충분히 크므로, 결정된 시간 간격 ∆t는 적정하다.

동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각 운행속도에 따른 교량 구조물

중앙경간에서의 처짐을 실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현장에

서 계측한 결과와 Table 3에 비교하였고, 일부 운행속도에

대한 결과를 Fig. 7과 8에 도시하였다. 우선, 단순교인 PSC

U girder교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a)와 Fig. 7에서 해

석 결과와 현장 계측 결과는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Fig. 7의 현장 계측 결과에서 차량이 해당 교량 구간

에 접근하기 전과 후에 변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해석 결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오차는 가이드웨이 궤도 구조와 계측 방법에 의

해 발생한 오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 대상이 되는 교량

구조물은 단경간이지만, 궤도를 비롯한 기타 부대시설은 연

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해당 교

Fig. 5 Maglev train

Table 2 Properties of a guideway

Structure type PSC U girder bridge Continuous PSC box girder bridge

Span 1 span 30m 3 spans 105m = 3@35m

Mass per unit length m 6064.06kg/m 5784.14kg/m

Natural frequency 4.700Hz 4.089Hz

Flexural rigidity EI 60.68×109N·m2 67.07×109N·m2

Damping ratio 1%

Weight of a maglev train 556.4kN (maximum weight)

Velocity of a maglev train

5km/h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60km/h

67km/h

5km/h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60km/h

70km/h

80km/h

90km/h

100km/h

11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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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구간에 접근하기 전과 후에도 연속된 궤도 구조로 인해

계측이 이루어지는 경간에서는 일정량의 상향 처짐이 발생

할 수 있고, 변위 계측 시 이 때를 영점으로 설정하여 변위

를 계측하였기 때문에 Fig. 7과 같은 계측 결과가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된다.

연속교인 PSC box girder교의 경우에는, Table 3(b)와 Fig.

8에서 전체적인 거동 경향은 유사하지만 최대값은 오차가 존

재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오차의 원인은 교량 구조물의 실

Fig. 6 Natural modes and natural frequencies

Fig. 7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with field measurement data: PSC U girder bridge



현장 계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해석기법 검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7권 제4호(2014년 8월) 241

제 고유모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정확한 거

동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고유모드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

다. 교량 구조물의 정확한 고유모드 반영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연구에서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가로보로 연결된 교량 구조물의 수치 모

형 구성 시에 상행선 또는 하행선의 절반만 포함시켜 전체

구조물의 3차원 거동을 근사하였다. 그러므로, 3차원 뼈대

(frame) 모형이나 유한 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가로보의 강

성과 전체 구조물의 3차원 거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도

록 하여 현재의 수치 모형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

Fig. 8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with field measurement data: continuous PSC box girder bridge

Table 3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with field measurement data

(a) PSC U girder bridge

Velocity of maglev train Measured deflection Calculated deflection Relative error

5km/h 3.84mm 3.86mm 0.521%

10km/h 3.69mm 3.86mm 4.607%

20km/h 3.79mm 3.86mm 1.847%

30km/h 3.77mm 3.87mm 2.653%

40km/h 3.76mm 3.88mm 3.191%

50km/h 3.77mm 3.89mm 3.183%

60km/h 3.76mm 3.91mm 3.989%

67km/h 3.76mm 3.89mm 3.457%

(b) Continuous PSC box girder bridge

Velocity of maglev train Measured deflection Calculated deflection Relative error

5km/h 2.53mm 3.17mm 25.296%

10km/h 2.61mm 3.17mm 21.456%

20km/h 2.61mm 3.17mm 21.456%

30km/h 2.55mm 3.18mm 24.706%

40km/h 2.58mm 3.18mm 23.256%

50km/h 2.56mm 3.18mm 24.219%

60km/h 2.57mm 3.19mm 24.125%

70km/h 2.55mm 3.20mm 25.490%

80km/h 2.61mm 3.20mm 22.605%

90km/h 2.56mm 3.19mm 24.609%

100km/h 2.56mm 3.21mm 25.391%

110km/h 2.62mm 3.25mm 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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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 교량 구조물의 진동모드를 정밀 3차원 동특성 계

측과 모드 분석을 통하여 얻은 후, 이를 수치 모형의 결과

와 비교하여 수치 모형을 갱신하거나 측정된 진동모드를 직

접 사용하여 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교량구조물의 설계 기

준은 최대 처짐이 단순교에서는 L/2000, 연속교에서는 L/

300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12]. 이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고 있는 PSC U girder교와 PSC box girder교의 경

우에는 각각 15.00mm와 11.67mm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었

다. Table 2에 제시된 운행속도에 대한 해석과 현장 계측 결

과를 살펴보면, 모두 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3경간 연속

교의 측경간에서 발생하는 최대 처짐도 설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Fig. 7과 8에 보인 결과는 상행선 또는 하

행선에만 차량이 운행할 때의 결과이다. 만약 복선 구간에

동시에 차량이 교행하게 되면 최대 처짐은 더 증가할 수 있

지만, 보수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두배 증가시켜도 설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 이상으로부터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 가이드웨이 교량구조물은 설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도

록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차의 회전 운동으로 인한 부상공극의 변

화 뿐만이 아니라 가이드웨이에 작용하는 부상 전자기력의

위치 변화를 엄밀히 고려한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

작용 해석기법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노선의 가이드웨이

교량 구조물에서 계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해석

결과와 현장 계측 결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대상 구조물은 설계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안

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이드웨이의 변형을 평면내 휨 변형에만

국한하였다. 하지만, 현장 계측이 이루어진 구조물은 상행선

과 하행선이 가로보로 연결된 구조이므로 3차원 거동을 무

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수치 모형을

발전시켜 구조물의 3차원 거동을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해

석기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교량 구조물에

대하여 정밀 3차원 동특성 계측과 모드 분석을 수행하여 수

치 모형의 정확성을 향상시킴이 필요할 것이다. 구조물의 3

차원 거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으면 직선교 구간뿐만이 아

니라 곡선교 구간에 대한 동적 거동 분석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현장 계측 결과는 구조물의 변형만 포

함하고 있다. 자기부상철도의 안정적인 운행과 차량 승차감

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변형뿐만이 아니라 부상공극

과 차체의 가속도 또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이다. 그러므로, 현장 계측 시 구조물의 변형과 함께 부상

공극과 차체의 가속도도 실측을 하여 개발된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 상호작용 해석기법의 검증에 같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의 내용 중 ‘2.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계의 동적 해석기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초고속 자

기부상철도 핵심기술개발” 과제로 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11PRTD-B061485).

본 연구의 내용 중 ‘3. 현장 계측치와의 비교’는 국토교통

부에서 시행하는 “도시형자기부상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기

술개발” 과제로 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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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해석기법에

대해 상술한다. 각 부구조계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유도한 후,

부상공극 제어를 위한 능동제어기법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

템에 대한 동적 지배방정식을 유도한다.

A1. 자기부상열차의 운동방정식

이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1량으로 구성된 단순화된 자

기부상열차의 2차원 거동을 고려하였다. 차체와 각 대차의

자유도는 병진 자유도(heave)와 회전 자유도(pitch)만 고려한

다. 각 대차에는 Fig. 1과 같이 부상을 위한 전자석이 별도

의 프레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은 강체로 가정하

고 질량과 회전관성은 무시한다. 각 대차는 2차 현가장치로

차체와 연결되어 있다. 부상공극 및 가속도 측정을 위한 센

서가 각 대차에 부착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기부상

열차 모델에 센서를 포함하지 않고 수치적으로 계산한 값으

로 계측치를 대신한다. Fig. 1은 1량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은 다량으로 편성된 자기부상열차에도

확장하여 적용 가능하다.

차체의 운동방정식은 Fig. 1(b)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heave motion) (A1a)

 (pitch motion)

(A1b)

여기에서 g는 중력가속도이다. 식 (A1)에서 2차 현가장치의

힘 와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2a)

(A2b)

식 (A1), (A2)에서 동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차체

의 정적 평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A3a)

(A3b)

(A4a)

(A4b)

식 (A1)과 (A3)으로부터, 차체의 동적 운동방정식을 정지

부상상태에 대한 변동량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다.

 (heave motion) (A5a)

(pitch motion) (A5b)

유사한 방법으로 Fig. 1(c)에 보인 j 번째 대차의 동적 운

동방정식을 정지 부상상태에 대한 변동량에 관해서 얻을 수

있다.

 (heave motion)

(A6a)

(pitch motion) (A6b)

식 (A6)의 전자기력은 다음과 같이 선형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A1].

(A7)

여기서 , 

이다.

A2. 부상전자석의 지배방정식과 부상공극 제어 알고

리즘

j 번째 대차 l 번째 부상전자석의 전류에 대한 지배방정식

은 다음과 같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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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여기서 이다. 식 (A8)에 포함된 부상전

자석의 인가 전압 는 부상공극을 일정하게 유지하

기 위한 능동 제어 알고리즘[2-7]에 의해 결정된다. j 번째

대차의 l 번째 부상전자석에 대하여,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A9)

식 (A9)의 우측에서 가속도와 부상공극은 가속도계와 공

극센서를 사용하여 계측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치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측정치를 대신할 것이다. 식 (A9)

의 상태변수를 이용하여 부상전자석의 인가전압을 결정할 수

있다.

(A10)

A3. 가이드웨이의 운동방정식

가이드웨이는 Euler-Bernoulli beam으로 모델링한다. 이 연

구에서는 x−z 평면에서의 휨만 고려한다. 균일한 가이드웨

이를 가정하여 단위 길이당 질량 m, 휨 강성 EI가 일정하

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Fig. 1(d)에 보인 가이드웨이의 운

동방정식을 정지 부상상태에 대한 변동량에 의해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14].

(A11)

여기서 a0와 a1은 각각 질량비례 감쇠와 강성비례 감쇠를 나

타내는 계수이고, 은 대차의 회전을

고려한 부상전자석의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 식 (A11)에서

δ(x)는 Dirac delta function이다.

모드중첩법을 사용하여 식 (A11)을 이산화한다. 처짐의 변

동량 ∆w(x,t)을 가이드웨이의 고유모드 와 모드좌표의

변동량 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A12)

이 표현법을 사용하여, 식 (A11)의 운동방정식을 모드좌

표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A13)

여기서 이다.

가이드웨이의 변형을 고려하여 앞의 지배방정식에서 사용

한 부상 공극의 변동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A14a)

(A14b)

이상의 각 부분구조계의 운동방정식과 제어 알고리즘을 결

합하여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지배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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