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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status of the low-to-medium speed Urban MagLev Systems were studied, for Korean UTM(Urban 
Transit Maglev), Japanese HSST(High Speed Surface Transport) and Chinese CMS(Chinese Maglev System). 
Mainly, process of development, testing facilities, specifications of maglev systems and public service program 
were compared respectively.

1. 서론

자기부상열차는 종래의 수송수단 개념을 뛰어넘는 바퀴가 없는 교통수단으로서 1970년대 초 이래로

독일과 일본이 중저속 및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선진개발국인 독일과 일본에서

도 개발 후 실용화 착수 과정에서 오랜 검증기간과 여론 수렴, 홍보 과정을 거쳐 온 결과, 독일 고속자

기부상열차 Transrapid 07 기술을 적용한 중국의 SMT가 상하이노선에 2004년 1월, 일본 나고야 EXPO

를 위하여 중저속형인 일본 HSST 실용화모델인 Linimo가 나고야노선에 2005년 3월 개통되어 세계적으

로 상용화 시대가 개막되었다. 중국은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04년 중국상하이

노선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노선 건설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의 선도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초고속 자

기부상열차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1년 2월 28일 중저속형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노선 기공식을 개최하

였고, 2013년 상반기에 완공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은 기업주도와 정부주도로 구분 할 수 있다. 기업주도는 구 현대정

공과 구 대우중공업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수행하였다.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은 크

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부상·추진 등 기본기술 확보 단계로 1989년 12월부터 1999년 12월

까지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로 도시형자기부상열차 UTM-01 개발과 1.3km의 시험선로를 구축하였다. 2

단계는 실용화 준비단계로 2003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의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

업으로 UTM-02를 개발하여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EXPO를 연결하는 노선에 설치하였다. 3단계

는 실용화단계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06년 12월부터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착수하여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 시범노선 6.1km를 건설하고, 기술보완을 통하여 개발한 상용화 시스템을 2013년에

운행 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세계에서 중저속형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로 현재 개발하여 상용화 또는 상용화

준비 중인 한국의 UTM(Urban Transit Maglev), 일본의 HSST(High Speed Surface Transport)와 중국

의 CMS(Chinese Maglev System)에 대하여 개발 과정, 시험노선, 개발차량의 주요제원, 시범노선 등 각

국의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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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UTM(Urban Transit Maglev)

2.1 개발과정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고, 구배 및 곡선 주행능력이

우수하며 유지보수비가 저감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에 1980년대 중반부터 관심을 가졌다. 상전도흡인

식 자기부상기술과 선형전동기에 관한 소규모 실험연구가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의 자기부상열차 개발은 크게 민간과 정부주도의 2개축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민간주도 연구개발은

구 현대정공이 1985년부터 1993년까지, 구 대우중공업에서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연구개발을 하였다.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은, 1단계로 부상·추진 등 기본기술 확보를 위하여 1989년 12월부터 1999년 12월까

지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 2단계로 실용화 준비를 위하여 2003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지식경제부

의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3단계는 실용화단계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2006년 12월부터 도시

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에 시범운행을 할 것이다.

2.1.1 민간주도 연구개발

구 현대정공은 1985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1989년 6월에 그림 1의 자기부상열차 모형 HML-01

을 개발하였고, 1991년 1월에 최초의 유인 자기부상열차로서 그림 2의 차량 무게 20t, 최고속도 50㎞/h,

승차 인원 8인승의 자기부상열차 HML-02를 개발하였다. 1993년 대전EXPO에 전시 및 운행을 위한 그

림 3의 자기부상열차 HML-03을 개발하였고, 560m의 선로도 건설되었다. 이 구간에서 대전EXPO 기간

동안 약 12만명의 승객이 탑승하였다. HML-03모델은 EXPO가 종료된 후, 대전EXPO 과학공원에서 운

행하였으나 현재는 운행이 중단되어 있다.

그림 1. HML-01
 

그림 2. HML-02
 

그림 3. HML-03 그림 4. DMV-92

구 대우중공업의 자기부상열차 개발사업은 1989년 9월부터 타당성 검토연구를 거쳐 1990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다. 산·학·연 협동으로 Prototype 부상 및 추진 Module의 시험을 끝내고 그림 4

의 DMV-92라는 이름의 자기부상식열차를 자체 개발, 승객 42명을 태우고 시속 15㎞로 100여m의 선로

를 왕복 주행하여 부상 및 추진에 성공하였다.

2.1.2 과학기술부 국책 연구개발사업

1989년 12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과학기술처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었고, 국책연구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5. KIMM-01 그림 6. KOMAG-01 그림 7. UTM-01 그림 8. 개량된 UT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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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국책연구개발사업 1단계

1989년 12월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시작된 국책 1단계사업 중 1차년도에 자기부상열차개발 국책연구

사업단이 발족하였고, 사업단 소속의 해사연구소와 전기연구소의 실험연구로서 상전도 선형유도추진방

식의 소형 시험모델을 개발하였다. 해사연구소는 그림 5의 총중량 800kg급의 3인승 모델인 KIMM-01을

제작하였고, 전기연구소는 그림 6의 총중량 3,000kg급의 4인승 모델인 KOMAG-01호를 제작하였다.

(2)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국책연구개발사업 2단계

1994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 현대정공, 한국전기연구소 등 산학연 협력사업으로서 1998년 8월까지 수

행되었으며, 그림 7과 같이 2량 1편성의 시험용 차량 UTM-01을 개발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 1996년 건

설된 1.1km의 시험선로에서 주행시험을 통한 성능 입증 및 개선작업을 실시하였다.

(3)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국책연구개발사업 3단계

국책 3단계사업은 2단계사업에서 하지 못한 운행자동화 기술, 선로의 분기기 기술 등을 보강하고 차

량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립을 목표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수행후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개

발사업은 종료되었다.

이 후,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후속연구로서 실용화를 겨냥한 요

소기술 개선 및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림 8과 같이 UTM-01의 일부를 개량하여 시험연구를 수행

하였다.

2.1.3 지식경제부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의 중기거점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은 상기의 과학기술부 국책연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

본기술을 바탕으로 2003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UTM-02를 개

발하였다. 이 기간 동안 대전 EXPO 과학공원에 설치되어있는 560m의 자기부상선로를 국립중앙과학관

까지 연장하여 그림 9와 같이 총연장 1km의 선로를 구축하였고, 그림 10은 이 선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UTM-02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9. 국립중앙과학관-EXPO과학공원 자기부상선로 그림 10. UTM-02 주행장면

2.1.4 국토해양부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의 목표는 지난 1989년

12월부터 국내에서 개발해 온 기술개발성과의 실용화 구현이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세계시장 조기진입

및 국민소득 3만불시대 견인의 주역으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기술을 확립하는 것 이다. 본 실용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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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최종목표는 기술보완을 통한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 개발시스템 시험운행을 위

한 7km이내의 시범노선 건설이다.

본사업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4년 07월 : 대통령 주재 제51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결정

- 2004년 12월 :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기본방향 결정(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05년 04월 : 과학기술부 주관 예비타당성조사(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 2005년 05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실용화 우선 추진과제로선정(건설교통부 주관)

- 2005년 10월 : 3개부처 실무협의(본타당성조사 실시)

- 2006년 02월 : 본타당성조사(6개월, 타당성검토 및 기획, 교통연 주관, 생기연과 서울대 협동)

- 2006년 12월 :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출범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은 사업단과 3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고 있다. 실용화사업을

총괄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은 한국기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고, 사업단 산하에 3개의 핵심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엔지니어링 체계구축을 통한 실용화사업

시스템 통합의 1핵심과제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주관하고,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량 개발 기술보완 및

차량제작의 2핵심과제는 현대로템에서 주관하며, 도시형자기부상열차 구축물 성능개선 및 시범노선 건

설 업무를 수행하는 3핵심과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스템 통합의 1핵심과제에서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엔지니어링 체계 구축 및 사양 추적 관리,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험평가/인

증 체계구축,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를 위한 제반 법령 및 규정 개선업무를 수행하고, 도시형자기부

상열차 차량개발의 2핵심과제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량개발 및 제작, 기술보완(부상/추진, 공차중량,

소음. 진동 등)을 통한 차량 성능개선,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주행특성 및 승객안전성 향상업무를 수행하

며,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구축의 3핵심과제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 사업관리, 도

시형자기부상열차 선로구축물 성능개선,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분기기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2 시험설비

한국의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는 과학기술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기간 중에 건설되었다. 1996년 1.1km

의 시험선로를 건설하였고, 20002년에는 0.2km를 증설하여 총연장 1.3km이다. 다음 그림 11은 한국기계연구원

1.3km 시험선로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선로는 최소곡선반경 60m에 캔트 2
o
, 최대구배 6% 이고, 초기에는 그림 12

와 같이 슬라이딩 형식의 수평이동식 분기기이었으나, 국토해양부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의 시험선로로 활

용하기위하여 그림 13과 같이 관절형 분기기로 2009년 12월 대체하였고, 차량 궤간 역시 초기 2m에서 실용화

차량의 궤간이 1.85m로 변경됨에 따라 선로를 전면 개조 및 보수를 하였다.

그림 11. 기계연구원 시험선로 1.3km 그림 12. 수평이동식 분기기 그림 13. 관절형 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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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차량의 주요제원

한국에서 개발된 UTM-01, UTM-02 및 실용화차량의 주요 제원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UTM-01 UTM-02 실용화차량

열차편성 2량 1편성 2량 1편성 2량 1편성

차량 치수

(m)

길이 13.00 13.50 12.00

폭 3.00 2.85 2.70

높이 3.96 3.53 3.45

차량 중량(톤/량) 22 27 19.00

승차 정원(명/편성) 240 200 230

설계 최고 속도(km/h) 110 110 110

최대 가속도(km/h/s) 3.0 4.0 4.0

감속도(km/h/s) 4.5 4.5 4.5

최대 구배(%) 6 6 7

최소 곡선 반경(m) 60 60 50

대차 수량(대/량) 3 3 4

부상방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부상 높이(mm) 11 10 8

궤간(mm) 2,000 2,000 1,850

가선 전압(VDC) 1,500 1,500 1,500

표 1. UTM-01, UTM-02 및 실용화차량의 주요 제원

2.4 영종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에서 구축하고 있는 영종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은 총 6.3km

복선으로 2010년 2월 착공하여 2013년 개통예정이며,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 발족 후 현재까

지의 시범노선 구축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07. 08 : 시범노선 선정 및 건설협약(인천시+인천공항)

- 2007. 11 : 시범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동명기술공단컨소시움)

- 2009. 08 : 대형공사입찰방법 중심위 심의 의결(대안입찰)

- 2010. 01 : 건설공사(시설공사) 대안입찰 낙찰자 선정(GS건설컨소시움)

- 2010. 01 : 건설공사 책임감리 선정(KRTC(한국철도기술공사)컨소시움)

- 2010. 02 : 건설공사 착수(2011. 3월말 현재 공정율 29%)

영종도 시범 노선도는 다음 그림 14와 같으며 그림 15는 실용화 차량을 보여주고, 노선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노선명 영종도 실용화 시범노선

구　간 - 101역(교통센터) ~ 106역(용유역사), 역사 명 미정

연장 - 본선길이 : 6.113km - 인입선 : 0.38km

역수 - 6역

주행방식 - 상전도흡인식자기부상・               - Linear Induction Motor 추진방식
구조 - 복선、고가

최고속도 - 110 km/h

운행 시격 - 첨두 : 7.2분간격(초기), 4분간격(최종) - 비첨두 : 20분간격(초기), 11분간격(최종)

사업주체 - 건설 :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 - 운영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

개통 - 2013년

표 2. 영종도 시범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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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영종도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그림 15. 실용화차량 주행시험전경

3. 일본의 HSST(High Speed Surface Transport)

3.1 개발과정

일본에서는 1972년 일본항공(JAL)이 독일 Transrapid-04 기술을 도입하여 당시 건설되고 있던 Narita

공항과 동경 도심을 연결하는 고속(300km/hr)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이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목표를 중저속 도시교통용으로 수정하였다. 개발하기 시작한 HSST는 수차례의 국제박람회장

내 전시운행을 거치면서 홍보효과와 함께 기술개선을 도모해 나갔으며, 1991년 부터 나고야 1.5km 시험

선로상에서 실용화 모델 시험을 거쳐, 1992년 최고 100km/h급으로 교통안전공해연구소의 실용화 인증을

받았다.

HSST의 상용화는 2005년 초 일본 나고야 시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 아이치(환경)엑스포 행사장을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으로 자기부상열차가 선정되어 2002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05년 3월 8.9km 노

선을 개통하였으며 엑스포기간 중 수송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현재 정상적으로 상업운영 중에 있다.

주요한 개발경과는 다음과 같다.

-1972년 : 일본항공이 나리타공항 고속접근을 위해 HSST 개발 착수

-1975년 : 200m 궤도에서 상전도 흡인식 HSST-01호기 부상, 주행에 성공.

-1978년 : HSST-02호기 공개시승(8인승), 목표속도 300km/h 달성

-1985년 : HSST-03호기 쭈꾸바 과학박람회 전시주행, 좌석수 50인, 610,000명 수송

(HSST Corporation 설립하여 일본항공으로부터 권리양도 받음)

-1986년 : HSST-03호기 뱅쿠버 교통박람회 전시주행, 470,000명 수송

-1988년 : HSST-04호기 사이타마 박람회 전시주행, 좌석수 70, 240,000명 수송

-1989년 : HSST-05호기 요코하마 박람회 전시운행, 2량1편성, 좌석수 158/편성, 1,260,000명 수송

-1990년 : 나고야 중부에 1.5km 시험선로 건설 착수

-1991년 : HSST-100S 제작/시험개시, 2량1편성, 차량길이 8.5m, 3대차/량, 승차정원 44명

-1992년 04월 : 운송정책심의회에서 동부구릉선 노선 선정

-1993년 : HSST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HSST Corporation로부터 권리양도)

-1995년 : HSST-100L 제작/시험개시

-1998년 : 영업운전에 필요한 모든 주행시험(HSST-100S; 6만km, HSST-100L: 4만km) 및 평가 완료

-1998년 04월 : 동부구릉선추진협의회(Aichi현, Nagoya시 등) 구성

-1999년 : 나고야 2005년 국제박람회행사장 연결노선 8.9km 건설계획 확정

-2000년 02월 : Aichi현 등이 동부구릉선 운영주체로 Aichi Rapid Transit Co., Ltd 설립

-2001년 12월 : ‘05년 아이치박람회 운송수단으로 철도교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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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3월 : Aichi Rapid Transit 사에 공사시행 인가

-2004년 06월 : 본선의 일부구간에서 조정 및 시험주행 개시

-2004년 12월 : 공사 준공, 운행개시인가 신청

-2005년 01월 : 운임 인가, 국토교통성에 의한 승인검사, Aichi 현의 운행개시 인가검사

-2005년 03월 : 나고야 동부구릉선(Tobu Kyuryo선) 8.9km에서 Linimo라는 이름으로 개통

3.2 시험설비

일본의 자기부상열차 시험선로는 1972년 일본항공에서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착수한 이후, 1985년부터

1989년까지는 각종 박람회장 내에서 전시운행과 시험운행을 겸하였고, 나고야의 1.5km 시험선로는 1990

년에 착공하여 1991년 완공하였다.

나고야 중부 HSST 시험선로(大江실험선)은 1.5 km, 궤도구조는 단선고가 PC/Steel, 최소곡선반경은

본선 100m와 분기선 25m, 최대구배 7%, 최대 Cant 8
o
이고, 분기장치는 3관절 수평회전식으로 그림 16

과 같다. 이 시험선로는 현재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7은 주행시험중인 HSST-100L이다.

그림 16. 나고야 시험선로 (1.5km) 그림 17. 주행시험중인 HSST-100L

3.3 개발차량의 주요제원

구분 HSST-100L Linimo

열차편성 2량 1편성 3량 고정편성

차량 치수

(m)

길이 14.4+13.5 14.0(선두차)/13.5(중간차)

폭 2.59 2.6

높이 3.6 3.45

차량 중량(톤/량) 15 17

승차 정원(명/편성) 110 244(좌석 104)

최고 속도(km/h) 100 100

최대 가속도(km/h/s) 4.0 4.0

감속도(km/h/s) 상용 4.0, 비상 4.5 상용 4.0, 비상 4.5

최대 구배(%) 7 6

최소 곡선 반경(m) 40 50

대차 수량(대/량) 5 5

부상방식 상전도흡인식 상전도흡인식

부상 높이(mm) 8 8

궤간(mm) 1,700 1,700

가선 전압(VDC) 1,500 1,500

표 2. 일본 개발차량 HSST-100L과 Linimo의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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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용화노선

일본의 상용화 노선인 Linimo 노선(동부구릉선)은 총 8.9km 복선으로 2002년 4월 착공하여 2005년 3

월 개통하였고, 노선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Linimo 노선도는 그림 18과 같고 그림 19는 분기기구간을

주행중인 Linimo를 보여 주고 있다.

노선명 Linimo 상용화노선

구　간 - 나고야 Fujigaoka역 ~ 애지현 Banbakyakusa역

연장 - 건설길이 : 9.15 km - 영업길이 : ８.9 km

역수 - ９역

주행방식 - 상전도흡인식자기부상・           - Linear Induction Motor 추진방식
구조 - 복선、고가（일부지하）

최고속도 - 시속 100 km

운행 시격 - 러시아워 : ６분간격 - 주간 : １０분간격

사업주체 - 차량、전기설비 등 건설운영: 愛知 고속교통(주) - 지주、거더 건설: 愛知県・名古屋市
개통 2005(平成17)년３월６일

표 3. Linimo 노선 현황

그림 18. 東部丘陵線 노선도 그림 19. 분기기구간을 주행중인 Linimo

4. 중국의 CMS(Chinese Maglev System)

4.1 개발과정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의 HSST와 유사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과 고온초전도체를 이용한 자

기부상열차 시스템을 국립철도학술원, 남서교통대학(South-West Jiaotong Univ.), 국방대학, 중국 과학

학술원전기공학연구원 등 4개의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그림 20은 남서교통대학에서

자기부상 모형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0. 자기부상 시험장면(남서교통대학)

   

그림 21. 자기부상 시험열차(CM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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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는 국방대학과 베이징 지주 자기부상기술개발유한공사(Beijing Enterprises Holdings Maglev 
Technology Development Co.)와 그림 21에 보여주고 있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CMS-03을 개발하여

Changsha(長沙) 시험선에서 20,000회 이상 주행시험으로 7,000km이상의 거리를 주행하여 안전성과 신뢰

성을 입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베이징 지주 자기부상기술개발유한공사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자기부

상열차를 개발하여 2011년 02월 28일 북경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노선 기공식을 하였다.

베이징 지주 자기부상기술개발유한공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01월 : 국방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연구 시작.

- 2001년 04월 : 장사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시험노선 건설.

- 2001년 08월 : 장사 시험노선에서 자기부상시험열차의 운행시험 시작.

- 2001년 11월 :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궤도교통기술 엔지니어링연구개발 프로젝트 입안

- 2004년 03월 :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5,000km 안전운행, 엔지니어링 모델열차 연구제작 시작.

- 2005년 12월 : 엔지니어링모델열차 시험운행 성공

- 2006년 07월 : 베이징지주 중저속자기부상열차 탕산 시험노선 착공.

- 2008년 04월 : ‘중저속 자기부상교통 설계규범’및 ‘중저속 자기부상교통 차량’공식 발표 및 적용.

- 2008년 05월 : 탕산 시험 노선에서 엔지니어링 운행시험 시작.

- 2008년 12월 : ‘선전시 궤도교통 8호선 기술방안 연구 발대식’개최 및 자기부상교통 기술 연구 시작.

- 2009년 01월 : ‘중저속 자기부상열차시험노선 및 시스템 기술엔지니어링 연구’ 북경과학위원회 통과.

4.2 시험설비

중국은 장사의 국방과학기술대학에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시험을 위하여 길이 204m, 최소곡선반경

100m, 구배 4%의 시험선을 2001년 4월 건설하였고, 2006년 7월에는 당산에도 중저속자기부상열차 시험

노선을 착공하였다고 한다. 당산 시험선의 주요 제원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그림 22는 당산 시험선의

전경, 그림 23은 시험선에서 주행 시험 중인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보여주고 있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길이 1.547km 종곡선반경 ≥1000m

궤간 2000mm 궤도 F형, 127kg/m

선로 수 단선 분기기 1곳, 단개형

구배 구간선로 ≤70‰, 역, 차간 ≤2.5‰ 주행제어 MATC 제어시스템

곡선반경 50mR 1개소, 100mR 1개소 최고주행속도 ≥100km/h

표 4. 당산 시험선의 주요 제원

그림 22. 당산 시험선 전경 그림 23.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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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노선 S1

4.3 개발차량의 주요제원

중국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당산철도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광동성 선전시 전철 8

호선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량의 주요 제원은 다음 표 5와 같다.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편성당 량수 (시험차량) 3량/편성 최대 편성당 량수 8량/편성

차량무게(전두/중간)/량 22t/21t 승객수/량 130

궤간 2000mm 높이 3.83m

길이(전두/중간)/량 15.5m/14m 폭(전두/차량)/량 3.0m

설계최고속도 150km/h 최대구배 40‰

최대 기동가속도 1.1m/s
2
(4km/h/s) 감속도

상용 : 1.1m/s
2
(4.0km/h/s)

긴급 : 1.3m/s
2
(4.7km/h/s)

표 5.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주요 제원

4.4 베이징 도시형자기부상열차 노선

중국 북경에서 2011년 02월 28일 도시형 자기부상열

차 1개 노선을 포함한 북경의 8개 신규 도시철도 노선

합동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북경 중심에서 서쪽에 위치

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노선을 S1 노선이라 칭하였고,

노선길이는 약10.2 km에 8개 역사, 예상 건설비는 3억

위안/km (528억원/km)이며, 2013년 완공예정이다. 북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S1 노선은 북경 지하철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며, 노선도는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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