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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열차용 LSM 설계 검증을 위한 회전형 구조의 

LSM 및 시험기 설계 연구

Study on the Design of a Rotary-type LSM and Test Equipment for 

Design Verification of LSM for Ultra-high-speed Train

박찬배*

Chan-Bae Park

1. 서 론

최근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고속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으며 자기부상열차는 초고속 교통수단의 대

표적 후보 모델이다. 자기부상열차는 1960년대부터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이래,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실용화 수준에 도달하였

으며, 시험선로에서의 대부분의 시험이 완료되었다. 독일의 Transrapid는 2003년 12월, 중국 상하이에 430km/h급 상용노선을

건설하여 세계 유일의 상용시스템이 되었으며, 일본이 동경-오사카 라인에 500km/h급 이상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을 준

비하고 있지만, 막대한 건설비용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1].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500km/h급 이상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실용화가 늦어지면서 국내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의

휠-레일 방식과 자기부상 추진방식의 장점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철도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2013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2]. 하이브리드 철도시스템은 휠-레일 방식에 기초하지만, 추진시스템으로 기존의 회전형 전동기가 아

닌 선형전동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점착구동이 가능하여 기존의 휠-레일 추진방식에 의한 속도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초고속열차 추진용 선형동기전동기(Linear Synchronous Motor, 이하 LSM)는 이동자와 고정자 모두 직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

Abstract A very long test track is required for high-speed operation test of the real-scale Linear Synchronous Motor

(LSM) for ultra-high-speed trains. The required length results in huge construction cost and economic loss if any error

occurs during development. Therefore, validation study of the LSM design technology using a low-cost small-scale

model must be carried out in the early research stages. It is possible to deduce an optimal winding method for the arma-

ture and determin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LSM through a performance tester that applies a rotary-type small-

scale LSM model.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utilize previous research on LSM control systems. Therefore, a basic

design model, comprising a rotary-type LSM test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propulsion of 600km/h-class

ultra-high-speed trains, is derived in this study. Finally, an optimal model, which has a stable structure under the condi-

tion of 1500rpm or more high-speed rotation, is derived by electromagnetic and mechanical stiffness analysis.

Keywords : Linear Synchronous Motor, LSM, Ultra-high-speed train, Rotary-typed, Performance tester

초 록 초고속열차 추진용 실모델 선형동기전동기(Linear Synchronous Motor, LSM)의 고속운전시험을 위해서는

매우 긴 노선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며, 개발 도중 시행오차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 비용의 축소모델을 이용한 LSM 설계 기술의 타당성 검증 연구가 개발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전형 구조를 갖는 LSM 축소모델을 적용한 성능시험기를 통하여 LSM의 지상전기자 권선의 최적

방식 도출 및 기기적 특성 파악이 가능하며, 제어시스템의 선행연구 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600km/h급 초고속열차 추진용 LSM의 요구사양에 부합하는 회전형 시험기의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전자계 해석 및

기구적 강성 해석을 통하여 1500rpm 이상의 고속 회전 조건에서의 최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선형동기전동기, 초고속열차, 회전형 타입, 성능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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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상에 고정되는 고정자의 경우 운전 구간 전체에 걸쳐서 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제작비용이 요구된다. 또

한 발생된 추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동자의 경우, 이동하는 부분이므로 발생된 추력을 측정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는 일반 회전형 전동기의 토크 측정에서, 전동기와 측정 장비의 상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다르다. 이와 같은 제

작비용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LSM을 회전형 시험기 구조로 제작하면 보

다 쉽게 성능시험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최고속도가 600km/h급인 초고속철도 추진용 LSM의 성능시험을 위한 회전형 구조의 LSM 및 성능시험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초고속 LSM이 600km/h의 속도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행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공간과 설비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최고속도 600km/h를 달성하는 LSM 설

계 모델을 기반으로 이동자에 해당되는 전자석 부분을 회전형 타입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LSM의 정격운전 시 회전체 진

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추진력 리플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속도 600km/h에 상응

하는 고속 회전조건에서 진동이나 탈조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위한 축소 고속형 LSM 및 회전계자를 지지하는 회

전체 부분의 기구적 강성 해석을 통한 안정적인 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축소 LSM 적

용 회전형 시험기 개념을 보여준다.

2. 회전형 구조의 LSM 설계

2.1 회전형 구조의 LSM 설계 사양 도출

본 논문에서는 LSM의 성능평가를 위한 회전형 구조의 LSM 시험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LSM의 설계 사양을 도출하였

다.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의하면, 회전형 구조의 LSM 시험기의 직경과 극 수를 정한다면, 극 피치를 결정할 수 있다[3,4].

본 논문에서의 초고속 LSM은 최고 선속도가 600km/h 이므로 이를 회전속도로 환산하면 Fig. 2와 같이 회전형 구조의 LSM

회전 계자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형 구조의 LSM 회전 계자의 외경이 작아질수록 회전속도

가 커지므로 본 LSM 시험기에서는 고속 회전 시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SM 회전 계자의 외경을 2m로 선택

하였다. 이 경우, LSM이 600km/h의 선속도로 구동될 시 회전 계자의 회전속도는 1593rpm이 되며, 회전형 구조의 LSM의 전

체 극 수를 60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회전형 구조의 LSM 적용 초고속 철도차량의 주행저항 및

요구 견인력 특성을 보여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선속도인 600km/h 주행 시 차량의 주행저항은 100N이 된다.

따라서 설계 마진을 10% 고려하여 회전형 구조의 LSM의 요구 추력은 정격 선속도인 342km/h에서는 210N, 최고 선속도인

600km/h에서는 120N이며, 이때의 LSM의 출력은 20kW가 된다.

2.2 회전형 구조의 LSM 기본 설계

본 논문에서는 회전형 구조의 20kW급 LSM의 기초 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적용된LSM 설계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SM의 초기 설계 시 자기장하와 전기장하의 분배를 활용하여 전기자와 계자의 초기 사

Fig. 1. Structure of the rotary-type tester for evaluating of the performances of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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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권선 레이아웃, 턴 수 등을 결정하였으며, 이동자와 고정자의 형상 설계 후, 최적화를 통하여 추진력 리플의 최소화를 수

행하였다. Fig. 5는 상기의 설계 프로세스에 의해 도출된 20kW급 LSM 모델의 주요 치수 및 모듈화된 전기자 코일의 권선도

를 보여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된 LSM모델은 모듈형 코일을 적용한 집중권 방식으로써, 공극은 5mm이고, 극간

격은 150mm이다. 모듈형 코일은 매극매상수가 1인 모듈형 단위로 제작하여 각 상 모듈형 코일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모듈형

코일이 적용되는 집중권 모델의 경우, 모듈형 코일을 따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 시 쉽고 빠르게 시공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집중권 방식을 채택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기초 설계가 완료된 20kW급 LSM 모

델의 주요 설계 사양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설계된 LSM 모델을 상용 FEM-Tool을 활용하여 전자기적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20kW급 회전형 구조의 LSM의

부하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6(a)는 LSM의 정격속도(343km/h)에서의 전기자 전류의 위상각 변화에 따른 유기 기전

력, 추진력과 수직력 변화 특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유기 기전력은 전부하 운전 시의 유기 기전력 파형의 기본파 성분에 해당

하는 값이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류 위상각이 -20°일 때 최대 추진력이 발생하지만 정격속도에서의 전압 제한치

(292V)를 넘어가기 때문에, 정격속도에서의 요구 추진력(210N)과 전압 제한치(296.2V)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10°~0°근처에

서 LSM이 운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b)는 LSM의 최고속도(600km/h)에서의 추진력/수직력 특성을 보여준다.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설계 모델에서 추진력 대비 60% 이상의 큰 추진력 리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력 리플 저

감을 위한 상세 설계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Outer dia. and rotation speed of the rotating field magnet. Fig. 3. Required traction force and running resistance properties

of the rotary-type LSM.

Fig. 5. Module-type 3φ armature and main dimensions of the

rotary-type LSM.

Fig. 4. Design process of the rotary-type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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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회전형 구조의 LSM 추력 리플 저감 설계

본 논문에서는 회전형 구조를 갖는 LSM 기본 모델에 대한 이동자와 고정자의 기본 형상 설계를 진행한 후에 추진력 리플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LSM의 경우, 구동 시 큰 추진력 리플이 존재한다. 이러한 리플은 자기부

상열차의 경우에는 고속 주행 시 제어에 대해서 외란 성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휠-레일 방식의 초고속열차에서는 승차감

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진력 리플의 저감은 LSM의 설계 및 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5]. 이러한 큰

추진력 리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층 코어에 적용하는skew기법을 이용하였다.

Fig. 7은 선형전동기의 추진력 리플 저감에 효과적인 skew 기법에 대한 설명 이미지로써, Fig. 7(a)는 일반적인 직선형 선형전

동기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Step-skew 기법을 보여준다.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형 선형전동기 모델의 경우에는 적

층 코어를 Step unit으로 구분하여 Step unit의 수 만큼 LSM의 진행 방향으로 단 차를 두면서 적층을 하여 코어를 완성한다.

Fig. 7(b)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회전형 구조를 갖는 선형전동기에 적용이 가능한 Step-skew 기법을 보여준다. Fig. 7(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추진력 리플을 저감하기 위해 직선형 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step -skew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tep unit을 적층

할 때 회전축을 기준으로 θ(degree)단위로 회전 이동하여 적층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tep unit을 11로 설정하여

회전축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는 step unit으로부터 -5θ부터 5θ까지 θ(0.4°)단위로 이동하여 총 4°의 step-skew각도를 적용하였

다. Fig. 8은 skew 각도 변화에 따른 LSM 모델의 추진력 리플 변화를 보여주며, Fig. 9는 Skew 각도 별 평균 추진력과 리플

저감 비율을 보여준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kew 각도가 커질수록 추진력 리플은 저감되지만 동시에 평균 추진력도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 추진력이 210N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Skew 각도도 1.5° 이내로 제한되어야

Table 1. Main specifications of the basic design model of the rotary-type LSM.

Contents 343km/h (Rated) 600km/h (Max.) Unit

Output 20 kW

DC link voltage limit 296.2 Vpeak

Frequency 303.3 530.8 Hz

Thrust force 210 120 N

Phase current 40 23 A

Field magnet current 525 A

Effective airgap magnetic flux 0.022 Wb

Airgap magnetic flux density by field magnet 0.725 T

Airgap 5 mm

Poles/Phase series turns 10 / 68 -

Fig. 6.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20kW-class rotary-type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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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본 모델과 비교하여 최적화 모델의 Step-skew기법 적용에 따른 추진력 리플 감소 효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p-skew기법 적용에 의해 약 80%의 추진력 리플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3. 회전형 구조의 LSM 용 회전계자의 안정성 분석

일반적으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는 회전체가 회전하는 동안 여러 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회전체 설계 시 외부에

서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파손은 중요사항으로 고려된다[6,7]. 물체 내에 지속적인 응력이 발생할 경우 내부의 작은 결함만으로

도 구조물의 거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기계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회전체 변형 및 회전형 구조의 시험기

파손 방지를 위해 강도해석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회전형 구조의 LSM 성능 시험기는 회전계자의 직

경이 2m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속도가 최고 1,593rpm으로 고속회전을 하는 시스템이므로 회전계자의 안전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Fig. 10은 회전형 구조를 갖는 LSM용 회전계자의 취부를 위한 회전체 구조 설계도를 보여주며, 제작성을 위하여 회

전계자에 1/8 분할코어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회전계자를 구성하는 회전체의 1/8 분할 코어를 지지하는 Housing Boss-Plate의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주

어진 추진력과 수직력 등의 부하조건에 따른 응력 및 안전계수를 분석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안전계수 3이상)할 수 있

Fig. 7. Skew methods for reducing thrust force ripple of linear motor.

Fig. 9. Reduction properties of thrust force and thrust force ripple.Fig. 8. Thrust force properties by skew angle variation.

Table 2. Property comparison between the reference model and optimal designed model.

Contents
Thrust force 

[N]

Reduction rate of thrust 

force [%]

Thrust force ripple 

[N]

Reduction rate of ripple 

[%]

Basic model 216.5 - 141.5 -

Skew model 210.8 2.6 43.2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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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ousing과 Boss-plate의 두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11은 회전계자를 지지하는 Housing과 Boss-plate의 두께 변화에 따

른 회전체의 응력과 안전계수 특성 변화를 보여준다. Fig. 1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using의 두께는 15mm 이상부터 허용

안전계수 3 이상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1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ss-plate의 두께는 10mm 이상부터 허

용 안전계수 3 이상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체 제작 비용을 고려하여 Housing과 Boss-

Fig. 10. Structure drawing for mechanical support of the rotary-type field magnet.

Fig. 11. Stress and safety factor properties on supporting part of the rotating field magnet.

Table 3. Modal analysis results of the assembly design model.

Modal frequency [Hz] Mode shape Mode Modal frequency [Hz] Mode shape Mode

33.66 Pitching 37.99 Yawing

54.05 Rolling 161.51 Tw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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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의 두께를 각각 15mm, 10mm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회전체 조립 설계 모델의 Mode해석을 수행하였다. 회전체에 대한

Mode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회전체의 고유진동수 파악 및 위험 회전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Table 3은 회전체 조립 설계 모델의

Mode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체의 Modal 진동수(고유진동수)와 Mode형상이 파악되었으며,

회전체의 위험 회전속도는 에너지 레벨이 가장 큰 1차 Mode(Pitching mode)를 기준으로 2019 rpm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 논

문에서 설계된 회전형 구조를 갖는 LSM성능시험기용 회전계자 적용 회전체의 최고 회전속도인 1593rpm을 벗어난 영역에 위

험 회전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진에 의한 과도진동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고속도가 600km/h급인 초고속열차 추진용 LSM의 성능시험을 위한 회전형 구조의 LSM 및 성능시험기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LSM 모델은 모듈형 코일을 적용한 집중권 방식으로써, 최고 선속도 600km/h를 달성하는 LSM 설계 모델

을 기반으로 이동자에 해당되는 전자석 부분을 회전계자 타입으로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LSM의 정격운전 시 회전체 진

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추진력 리플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LSM의 추진력 리플 저감을 위하여 Step-

skew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기본 모델 대비 80% 정도의 추진력 리플을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속도 600km/h에 상응하

는 고속 회전조건에서 진동이나 탈조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회전하기 위한 축소 고속형 LSM 및 회전계자를 지지하는 회전

체 부분의 기구적 강성 해석을 통한 안정적인 구조를 도출하였다. 최종 설계된 회전형 구조의 LSM 성능 시험기는 회전계자의

직경이 2m이며, 회전속도가 최고 1,593rpm으로써, 회전체의 1/8 분할 코어를 지지하는 Housing과 Boss-Plate의 응력해석 및 조

립 회전체의 Mode 해석을 통하여 설계된 LSM 성능시험기용 회전계자 적용 회전체의 최고 회전속도 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설계된 시스템의 실 제작을 통하여 유효성 검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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