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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maglev should have such characteristics as not only environmentally friendliness and excellent driving 
capability but also curve negotiation performance because its routes have many sharp curves. Due to normal 
mechanism of urban maglev its relative displacements of secondary spring are bigger than conventional railway 
vehicle and the centering force of levitation magnet is smaller than wheel-on-rail system. These features of maglev 
affect the curving negotiation and so the additional steering device is to be required on Urban maglev to improve 
the running performance at sharp curve of less than about R50m.
Some developed urban maglev had the passive steering device which consists of mechanical linkage or hydraulic 
cylinder and closed-route piping. But it has drawback as complexity of layout of understructure of vehicle and 
functional limitation of passive mechanism regarding  transient curve. These demerits could be solved by using 
active steering system. But it has a weak point that an active device should have actuators and additional inverter 
or hydraulic power source. 
In this paper, the semi-active steering system for urban maglev is to be introduced.

1. 서론

자기부상열차는 장기리용 고속용과 도시형 경전철용이 있으며, 동일한 자기부상차량이지만 설계적 관

점에서 그 차이는 크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고속자기부상차량대비 감가속, 등판 성능이 우수하고,

도시내 급곡선 통과성능이 우수하다. 현재 도시형 자기부상차량은 시제차 제작 및 시험운행이 진행 중

이며, 향후 2013년 상업운행을 위한 차량 제작을 위한 보완 연구가 진행중이다.
[1,2]

도시형자기부상차량은 친환경성 및 등판능력, 그리고 도심의 급곡선 주행을 위해 높은 곡선 통과성능

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도심형 자기부상열차는 3~5대의 대차와 대차당 4개의 2차스프링을 가지고, 부

상전자석의 복원력을 이용해 곡선을 추종한다. 이러한 도시형 자기부상차량은 전통적인 철재차륜 차량

보다 곡선 통과 성능이 취약하여, 도시형 자기부상차량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적 수동 조향장

치를 적용한다. 수동형 조향장치는 유압식 혹은 링크 구조식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차량의 상하 설치 구

조가 복잡해지고 완화곡선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러한 점은 능동조향장치의 적용을 통해 해결 가능하지

만, 능동장치는 부수적인 파워소스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차량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자기부상차량에 적용할 반능동 조향장치를 제안하고, 반능동 조향장치가 차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실제 차량에 반능동 조향장치를 적용 시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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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자기부상 조향장치

도시형 자기부상차량은 Fig.1과 같이 2량 1편성의 경전철로 량당 4대차로 구성되며, 2량의 차량은 중

간연결기와 차간 댐퍼로 연결되어 있다. 1대의 대차에는 4개의 공기스프링과 2개의 선형 유도 전동기

(LIM)로 구성된다. 부상전자석은 대차당 2개가 조립되며, 부상제어를 위해 전원공급장치, 그리고 제어기

로 구성, 차량의 1차 현가장치 역할은 한다. 각 구성품 간의 상호작용과 차량 궤도와의 관계를 통해 차

량의 안정성과 주행성능이 작용된다.

Fig.1 자기부상차량 1편성 구성도 Fig.2 공기스프링 및 조향장치 구성도

자기부상차량의 전자석은 부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길이 전체에 설치하였고, 2차 스프링은 전자

석의 Yaw / Pitch 운동을 구속하기위해 전자석당 길이방향으로 2개씩 설치하였다. 이러한 차량의 구성

은 곡선에서 2차 스프링의-특히 차량 끝단부에 위치한- 대차 차체간 대변위를 발생시키고, 특이, 도시형

자기부상의 특성상 50mR 곡선 통과시 대차~차체 간 횡변위는 200mm가 넘는다. 그리고, 전자석의 횡방

향 복원력은 철재차륜차량 답변의 횡방향 크립력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대차 차체간 횡변위로 인해 2차

스프링의 복원력이 부상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4)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이유, 과도한 2차스프링 횡변위와 전자석 횡복원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향장치

를 차량에 설치하였으며, 그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설치된 조향장치는 2차스프링의 차량 조립부에 적

절한 고정부와 이동부를 두고, 선형 베어링과 변위간 커플링을 이용, 최소 곡선에서 전자석이 궤도를 원

활이 추종할 수 있게 하고, 직선 주행성능을 보완하였다.

기술한 기계식 자기조향장치는 시험선로 차량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곡선 통과 성능을 구현하였으며,

주행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은 각 위치별 슬리이딩테이블의 변위를 표현한 것으로 각 시험 선로

내 곡선에서 예상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Fig.3 공기스프링 및 조향장치 구성도

2.2 능동조향 시스템 제안

2.2.1 능동조향시스템의 필요성

상기 절에서 기술한 조향장치와 자기부상차량은 차량 목표사양은 만족하였으나, 기계식 자기조향장치

의 한계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첫째, 자기 조향장치는 최소 반경, 완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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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0m 에 최적화 설계되어 있어, 완화곡선부와 설계 곡선 이외의 곡선에서는 최적화된 조향배열을 구현

하지 못한다. 둘째, 조향장치의 유지 보수적 측면에서 차량 전체적으로 설치된 커플링 구조는 차량 구성

품 구성을 어렵게 하고, 유지보수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기존 기계식 자기조향장치를 대신할 능동조향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

만, 능동조향시스템은 외부 전력을 이용하여 개별 슬라이딩 테이블의 변위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파워 공급장치는 차량 시스템 구성에 큰 부담이 된다.

반능동조향시스템은 추가 구성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중량 측면에서 상용화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2.3 반능동조향 시스템 구성안

반능동조향시스템의 구성은 Fig. 4같다. 차량당 3개의 반능동 조향액추에이터와 제어기를 설치하고,

제어기의 프로세스틑 차량의 위치 정보를 취득토록 구성한다. 반능동 조향액츄에이터는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실린더에 작용하는 외력과 on-off 밸브 혹은 가변오리피스를 이용 변위 제어가 가능토록 구성

한다. 그 개발 진행중인 시작품은 Fig. 5와 같다.

차량위치

센서

제어기

차량정보

Fig.4 공기스프링 및 조향장치 구성도

Fig.5 반능동조향실린더 시작품 Fig.6 조향시스템 제어기 시작품

Fig 6에서는 제작된 제어기 시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제어기는 궤도내 차량 위치 정보, 차량 정보, 실

린더 변위 및 양단 압력을 측정하고, 제어용 신호를 출력으로 송출한다. 제어기의 측정된 입력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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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능동 조향액츄에이터의 목표 위치를 연산하고, 각 조향액츄에이터의 개별 위치제어를 진행한다. Fig.

7은 R50m에서의 3위치의 조향실린더의 목표 궤적으로 각각의 실린더에 대한 변위제어 목표값이 된다.

Fig.7 공기스프링 및 조향장치 구성도

2.4 반능동조향시스템 성능 예측방안

자기부상 실제차량을 바탕으로 상용 철도차량 동특성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기 절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2량1편성의 차량 모델을 Fig. 8과 같이, 3종의 template으로 생성하였다. 부상전자석의 모델

은 모델링이 복잡하고 해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부상특성과 비교적 무관한 본 능동조향시스

템 해석에서는 전자석 부상특성을 일반 상용프로그램의 wheel on rail 요소를 활용하여 간략한 성능을

예측토록 진행하였다.[3]

Fig.8의 (a)bogie에서는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두 모듈을 각각 2개의 공기스프링과 2개의 독립차륜-제

안된 차륜프로파일 적용-으로 모델링하였으며, (b)carbody & steering에서는 차체와 sliding table,

steering 장치를 모델링하였다. (c)permanent coupling은 중간연결기와 차간댐퍼를 구현 전후위 차량을

연결토록 하였다. (d)full vehicle model에서는 앞의 3종 template을 이용, 2량 1편성의 차량을 구현하였

다.

(a) bogie

(d) full vehicle model

(b) carbody & steering

(c) permanent coupling

Fig. 8 차량 해석 모델 및 주행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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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을 통해 기존 도시형 자기부상시스템의 기계적 자기조향장치의 거동을 소개와 자기조향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반능동조향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반능동조향시스템의 차량 구성 및 반능동조향액츄

에이터와 반능동제어기의 기본 기능을 정의하였고, 현재 각 구성의 시작품이 제작완료단계에 있다.

향후 제시된 구성품을 시제차량에서 장착하여, 차량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시험을 통한 제어로직 개

선, 양산차량 적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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