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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의 부상안정성을 고려한 3방향 분기기의 

설계 파라미터 연구

Parametric Study on 3-way Switch Design Considering 

Levitation Stability of Maglev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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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부상열차용 분기기는 열차가 탈선하지 않고 진행 노선을 변경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분기기 설계단계에서의 거더 경량

화는 제작비 감소 및 제작의 용이함을 위해 필수적이다. 경량화를 위한 분기기 설계 파라미터는 부상안정성과 관련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1]. 실제 테스트 베드를 통한 반복 주행시험을 통해 안정

Abstract It is essential to lighten the weight of switch girders in order to reduce their costs of manufacturing and

make it easier to use them in construction. Lightening the weight of switch is also important to the Maglev 3-way

switches system, however, the design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if lightening is to be applied to the

system, because these variables are vitally related to the levitation stability. Because Urban Maglev trains have a struc-

ture in which train bogie wraps around the guiderail, the adjustment of a girder’s height is a possible way to reduce the

weight. The safety of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is ensured by repeated experiments in a test bed, however, due to

a lack of space and budget limits, the design parametric study for the system model can substitute for actual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esign parameters that are concerned with levitation stability while a Maglev

train is running on the Maglev 3-way system depending on the weight of the switch girders. In this study, switch girder

weight is reduced by adjustment of girder height and girders are and modeled as a flexible body.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of girder height on the levitation stability can be analyzed by comparing the velocity of the train when it

passes the switch girders, with the lateral gap, and the levitation gap which are obtained from the co-simulation of the

Maglev train’s dynamics model and flexible switching syst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to design a Mag-

lev switch.

Keywords : Maglev train, 3-way switch track, Modal superposition method, Levitation stability, Weight lightening

초 록 분기기 거더 경량화는 제작비 감소 및 제작의 용이함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기부상열차용 3방향 분기기 경

량화를 위한 설계변수는 부상안정성과 관련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대차가 레

일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더 높이 변경을 통해서 경량화가 가능하다. 실제 테스트베드에서 반복 주행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간적, 비용적 제한에 의해 여러 거더 높이의 테스트베드 제작은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계 파라미터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주행 시 3방향 분기기 경량화에

따른 부상안정성을 고려한 설계 파라미터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기기 거더 높이 변경을 통해 경량화하

였고 모달 중첩법을 이용하여 유연체로 모델링 하였다. 유연체 분기기와 자기부상열차 동역학 모델과의 연동해석을 통

해 차량의 통과속도, 횡 공극, 부상 공극을 비교하고 부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더높이와

부상안정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자기부상열차용 분기기 설계에 활용 가능할 것

이다.

주요어 : 자기부상열차, 3방향 분기기, 모달중첩법, 부상안정성,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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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간적, 비용적 제한에 의해 여러 거더 높이의 테스트 베드 제작은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석

모델 개발 및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국내의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열차는 Fig. 1과 같이 대차가 레일을 감싸는 구조로 차폭

이 일정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분기기 거더 높이 변경을 통해서 경량화가 가능하며 이때 거더 높이 변경이 부상 제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봐야 한다[2]. 자기부상 제어시스템은 대차에 설치된 U-형 전자석이 발생시키는 부상력 및 안내력에

의해 구조물과 일정 공극을 유지하며 주행하는데 구조물의 진동이 열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차량과 구조물의 상호 연동

해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3,4]. Fig. 2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된 3방향 분기기로 직선 거더 사이의 설치 공백이 차

량 주행 시 변곡점이 발생하여 부상제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부상열차의 곡선 가이드웨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부상열차 가이드웨이 진동특성이 차량 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5]. 또한 곡선 가이드웨이의 반경을 매개변수로 하여 차량 동특성을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6]. 자기부상열차용 분기기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관절식 분기기 곡선구간에서 거더 길이, 굴절각 등의 설계 변수

가 주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7]. 또한 직선 구간에서 강재 분기기 진동과 자기부상열차 부상안정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8]. 하지만 곡선 및 직선 주행 시 경량화된 분기기에서의 부상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

파라미터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주행 시 3방향 분기기 경량화에 따른 부상안정성을 고려한 설계 파라미터 연구에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와 유사한 차량 모델을 개발하였고, 모달 중첩법을 통해 분기기를 유연체로 모델링 하였다.

거더 높이와 통과 속도를 설계 변수로 차량 주행 해석을 통해 곡선 및 직선 분기 시 차량의 횡 공극 및 부상 공극을 비교하였

다. 이를 통해 거더 높이 변경이 부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더 높이 구간을 예측한다.

2. 3방향 분기기

2.1 구조

3방향으로 분기할 수 있는 관절식 분기기는 Fig. 3과 같이 장경간 거더 1개, 단경간 거더 2개, 양쪽 끝단 거더 2개로 구성되

어 있다. 단경간 거더의 길이는 4.3m, 장경간 거더는 18m로 회전 모터에 의해 이동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분

Fig. 1. Structure of vehicle and guiderail. Fig. 2. 3-way segmented switch.

Fig. 3. 3D model of 3-way segmented switch. Fig. 4. Switching operation of 3-way segmented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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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켜 준다. 각 거더는 이전 거더에 대하여 최대 2.3o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상부레일에는 각도완화장치가 적용되어

부상레일은 최대 1.15o씩 거더 굴절각의 절반만 회전이 되도록 하여 차량 통과시 급격한 횡 방향 변형을 줄여주도록 한다[9].

분기기 분기시 Fig. 4와 같이 3개의 변곡점이 존재하며 차량 주행 시 열차 동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2.2 설계 변수

본 연구는 Fig. 5와 같이 분기기 거더 높이를 설계 변수로 한 해석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거더

높이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더의 경량화를 위해서는 대차가 가이드레일을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은 고

정하고 높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거더 높이를 200mm 간격으로 800mm, 1000mm, 1200mm, 1400mm로 설계하여 각

각의 경우를 해석하였다. Fig. 6과 같이 대차 스키드와 가이드레일은 횡방향으로 약 13mm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고 있는데 차

량의 곡선 분기기 주행 시 레일과 대차의 접촉없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를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직선 분기 시 차량 횡

공극, 부상 공극 비교를 통해 거더 높이 변경이 차량 부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3. 해석 모델

3.1 부상력 및 제어기 모델

전자석에 전류를 인가하면 자속으로 인한 자속밀도가 발생하고, 공극과 전류에 의해 흡인력이 발생한다. 이 흡인력에 의해

Fig. 7과 같이 부상 전자석과 가이드레일 사이에 부상력이 발생한다. 부상력은 식 (1)과 같이 표현 가능하며 공극의 제곱에 반

비례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10]. 또한 저항에 의해 전자석 코일에 흐르는 전압 방정식은 식 (2)와 같다.

(1)

여기서, N: 코일 권선 수, μ0: 공기 투자율, A: 전자석 단면적, i(t): 코일에 인가된 전류, z(t): 부상 공극

(2)

Fig. 5. Design variable of girder for analysis.

Fig. 6. Contact relation of bogie and guide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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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제어 방식은 식 (3), (4), (5)와 같이 상태궤한 제어를 사용한다. 상태 관측기(observer)를 통해 가속도 센서와 공극 센서

에서 계측한 신호를 제어 이득을 통해 전압의 변화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상태 관측기는 실시간으로 계측한 센서 정보를 이

용하여 실질적으로 차량을 움직이는 대차의 절대 가속도, 속도, 위치, 공극, 공극 속도를 계산하여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상태

관측기 피라미터(T1~T5, V1~V3)에 의해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와 댐핑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상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

다[11,12].

(3)

여기서, : 관측기를 통해 계산된 부상공극, : 절대좌표계상의 전자석 위치, k1~k5: 제어 이득

(4)

(5)

3.2 차량 모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Fig. 8과 같이 1량에 4대차로, 1편성이 2량 8대차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 모델은 동역학 기반 해석 프

로그램(Virtual Lab. Motion)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개발모델은 실제 차량치수를 적용하여 해석 시 실제 차량의 특성 결과

ẑ t( )Δ ĝ t( )Δ

Fig. 7. Configuration of electromagnet with guide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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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도록 설계하였다[13]. 대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1대차당 50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요소는 실제 차량

과 유사하게 기구적 구속 조건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해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구성품의 구속조건을 간략히 열거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대차와 공기 스프링(air-spring)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힘 요소(bushing force element)로 구속하였

다. 공기 스프링과 슬라이딩 테이블(sliding table)은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허용하는 병진 조인트(translational joint)로 구속

하였고, 차체와 연결되는 슬라이딩 테이블은 위치에 따라 실제 차체와의 연결 및 움직임을 고려하여 횡방향 병진조인트와 고정

조인트(bracket joint)를 혼합하여 구속하였다. 또한 대차 프레임과 연결된 견인바(traction rod)는 슬라이딩 테이블과 연결되어

차체와 대차를 연결해 준다. 견인바는 각각의 슬라이딩 테이블과 대차 프레임을 회전 조인트(revolute joint)로 구속하였다. 각

안티롤바 사이는 볼 조인트(spherical joint)로 구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석은 고정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속하였다. 최종적으

로 1대차당 50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져있고 약 57자유도를 갖는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7].

3.3 분기기 거더 모델

유연체 분기기는 유한요소법에 의한 모달 중첩법(modal-super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조화 진동계의 감

쇠 개념을 도입한 거더 운동방정식에서 모달 좌표계를 이용해 식 (6)와 같은 형태를 유도하였다.

(6)

여기서, M, C, K: N × N: 질량 및 감쇠, 강성행렬, x0: Modal coordinate vector, Ψ : Mode shape matrix

식 (6)에 모드 직교성을 적용시키기 위해 Ψ T를 곱해주면 식 (7)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8].

(7)

여기서, , , , 

식 (7)에서 , , , 는 각각 모달 질량, 모달 댐핑, 모달 강성, 전자석 힘이다. 여기서 모달 댐핑은 비례 댐핑으로 정의

하였다. 식 (7)을 3.1절의 부상제어 식 (4), (5)와 연동시키기 위해 1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면 아래 식과 같다.

(8)

여기서 , , , 

y0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값이 출력되고 식 (7)의 모드 직교성을 적용하면 분기기 거더의 횡 방향 및 수직 방향의 위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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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figuration of maglev vehic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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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위치가 거더의 변형을 의미하고 이는 부상 제어기에 외란으로 인가되어 차량 모델에 영향을 미

치며 해석과정에서 이를 반영한다.

모달 중첩법을 이용하여 유연체 분기기로 모델링 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 진동수, 유효 질량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ANSYS) 모달 해석을 통해 Fig. 9 및 Table 1과 같이 도출하였다. 각 거더의 1차 모드를 중첩하여 거더의 연속성을 주었다.

4. 해 석

현재 개발된 해석 모델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된 분기기 시스템에서의 차량 주행 실험을 통해 실제 시스템과 유사함을 입

증하였다[7,8].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계 기준에 따른 거더 높이별 응력 및 처짐 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을 판단하였다[14]. 본 논문은 거더 경량화를 위한 설계 파라미터 중 거더 높이 변경이 자기부상 제어시스템과 연계된 설계기

Fig. 9. Analysis results for lateral bending of girder.

Table 1. Result of modal analysis.

Height Mode Properties Short girder type A Short girder type B Long girder

800mm

1st lateral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55.236 63.90 20.84

Modal mass(kg) 5760 4520 17000

1st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88.15 89.09 43.91

Modal mass(kg) 4452 5370 19046

1000mm

1st lateral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53.92 61.26 18.15

Modal mass(kg) 5924 5120 19039

1st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93.44 97.12 47.29

Modal mass(kg) 5042 5710 21132

1200mm

1st lateral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52.23 53.63 17.69

Modal mass(kg) 6124 5800 21993

1st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100.16 98.18 53.71

Modal mass(kg) 5726 6260 23493

1400mm

1st lateral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50.33 51.24 16.83

Modal mass(kg) 6650 7028 22483

1st bending mode
Natural frequency(Hz) 104.87 103.24 59.42

Modal mass(kg) 6328 6988 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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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곡선 주행 시 거더 높이 변화에 따른 분기기의 처짐과 통과속도에 따른 횡 공

극 비교를 통해 레일과 대차의 접촉없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를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직선 주행 시 거더 높이 변경에

따른 부상 공극 변동을 통과속도별로 비교하여 경량화를 위한 거더 높이 변경이 부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곡선 분기 시 동일 속도(20km/h)에서의 거더 높이 변경에 따른 횡 방향 처짐 해석결과이다. 기존 연구[14] 처짐 결

과와 유사한 값으로 나타났고 단경간 및 장경간 거더 처짐이 해석 모델에 반영됨을 확인하였다. 횡 방향 처짐은 거더의 높이가

높아 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거더 높이가 횡 방향 변위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곡선분

기 시 차량이 15km/h로 통과하였을 때 거더 높이 변경에 따른 횡 공극 해석 그래프이다. 거더 높이가 800mm일 경우 최대 횡

공극은 약 10mm로 발생하였고 1000mm일 경우는 약 9.4mm로 발생하였다. 또한 거더 높이가 1200mm일 경우 약 8.8mm,

1400mm일 경우 약 8.3mm의 횡 공극 변동이 발생하였다. 횡 공극은 거더 높이가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거더

높이 변경의 영향은 미미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Fig. 12는 동일한 통과속도(20km/h)에서 거더 높이별 부상 공극 해석결과이

다. 거더 높이가 800mm의 경우 부상 공극은 약 0.7mm의 변동 폭을 보였고 1000mm인 경우 약 0.5mm의 변동 폭을 보였다.

또한 1200mm인 경우 약 0.3mm, 1400mm의 경우 약 0.2mm의 변동 폭을 보였다. 부상 공극은 거더 높이가 낮아질수록 공극

변동 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은 분기기 통과속도에 따른 횡 공극 해석결과이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횡

공극이 커지고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차량이 25km/h로 주행 시 횡 공극은 약 19mm으로 발생하였으며 20km/h

로 주행 시 약 14mm, 15km/h로 주행 시 약 10mm의 횡 공극이 발생하였다. 대차와 가이드 레일 사이의 최대 변위 거리는 최

대 13.5mm이기 때문에 약 18km/h 이하로 주행하여야 레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곡선 주행 시 해석결

과를 종합해 보면 분기기 거더 높이 변경이 횡 방향 변위 및 공극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며 통과속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분기기 통과속도 증가 시 부상안정성 저하 및 레일과의 접촉의 원인이 되며 20km/h 이하로 곡선 주행 시

Fig. 10. Result of lateral deflection at 20km/h. Fig. 11. Result of lateral gap at 15km/h.

Fig. 12. Result of levitation gap at 20km/h. Fig. 13. Result of lateral gap for pass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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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은 직선 분기 시 통과 속도별 부상 공극 해석결과이다. Fig. 14는 동일 속도(40km/h)에서의 거더 높이 변경에 따른 수직

방향 처짐 해석결과이다. 횡 방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의 구조해석 처짐결과와 유사하였고 각 거더의 처짐이 해석

모델에 반영됨을 확인하였다[14]. Fig. 15는 동일 분기기 높이(1200mm)에서의 통과속도에 따른 부상 공극 해석결과이다. 차량

통과 속도가 증가할수록 부상 공극 변동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16~19은 직선 분기 시 거더 높이 별 통과 속도에 따른

Fig. 14. Result of vertical deflection at 40km/h. Fig. 15. Result of levitation gap for passing speed.

Fig. 16. Result of levitation gap at 40km/h. Fig. 17. Result of levitation gap at 60km/h.

Fig. 18. Result of levitation gap at 80km/h. Fig. 19. Result of levitation gap at 11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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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공극 해석결과이다. 통과속도를 40km/h에서부터 20km/h 간격으로 증가 시키면서 해석하였고 분기기 최고 통과 속도인

110km/h까지 해석하였다. 40km/h로 통과 시 최대 부상 공극은 약 8.16mm 발생하였고 60km/h 통과 시 약 8.30mm 발생하였

다. 또한 통과속도가 80km/h일때의 최대 부상 공극은 약 8.35mm 발생하였고 110km/h로 통과 시 약 8.45mm 발생하였다. 해

석결과를 정리해보면 통과속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거더 높이가 낮을수록 부상 공극의 변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차

량의 통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공극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부상안정성은 자기부상 제어시스템과 연계된 설계 기준

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주행 시 3방향 분기기 거더 경량화에 따른 부상안정성을 부상 공극, 횡 공극, 통과속도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실제 차량과 유사한 해석 모델 개발을 위해 다물체동역학 기법을 적용하였고 유연체 분기기 모델링을 통해

구조물의 처짐을 해석에 반영하였다.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기하학적 모델의 질량 확인 결과 거더 높이가 200mm 감소할 경

우 단경간 거더는 약 600kg, 장경간 거더는 약 2000kg의 경량화 효과를 보였다. 거더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직 방향, 횡 방향

처짐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해석결과 곡선 주행 시 거더 높이 증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며 18km/h 이하로 주행 시 대차와

가이드레일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선 주행 시 통과 속도 증감과 상관없이 거더 높이가 낮을수록 부상 공극

변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량의 통과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 공극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해석

한 거더 높이에서의 부상안정성은 자기부상 제어시스템과 연계된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시공 시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 공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보조부 설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1000mm 이상의 거더 높이로 설계 시 차량시스

템의 안정성과 시공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이용하여 추후 중고속 및 5방향 자기부상열차용 분기기 설계

기준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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