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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glev train is operated by levitating from a power of a large number of magnets and moving without 
direct contact to railway track so that reduces noise and vibration due to mechanical friction. Also, the 
Maglev passes sharp curves and steep hill without any difficulties. The Maglev has a potential to be an 
alternative transport system urban areas. For successful commercializing of Maglev, the organization of 
interface for safety and reliability of third rail system are one of the key considerations.
Especially, the components of the third rail system, such as power rail, expansion joints, FRP section 
insulator, and supporter with epoxy insulator, should be durable, convenient for construction, and easy to 
maintenanc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ird rail system components and proposes 
organization of interface for system engineering. The operating tests of KIMM for the proposed third rail 
system verify the safety.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life cycle of the system components to improve the 
system reliability and evaluation.

국문 요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전자기력으로 레일에서 낮은 높이로 부상하여 운행되는 열차이다. 자기부상열차는 

궤도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고 기계적 마찰에 의한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또한 급곡선 주행이 가능하고 경사도가 높은 언덕지역도 쉽게 주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성공적인 실용화를 위하여 제3궤조 전차선로 설

비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필수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특히 파워레일, 신축확장장

치, 절연 구분장치, 지지금구와 같은 제3궤조 전차선로 설비는 내 부식성, 시공의 편의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

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3궤조 설비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터페이스 항목을 분석

하고 전차선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인터페이스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하

는 자기부상용 제3궤조 전차선로 시스템은 한국기계연구원내 시험을 통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증명하였으

며, 시스템 구성품의 수명분석을 통해 제3궤조 전차선로 운영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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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 영종도 시범노선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 자기부상열차(MAGLEV)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 자기부상기술이 

개발되었고, 1990년대에 과학기술부 주관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UTM-01이 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차량 성능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자원부 주관의 중기거점 기술개발과

제의 일환인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를 위한 모델개발’ 사업을 통해 신호시스템 개발등 차량이외의 시스템에 대

해서도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자기부상선로 설치 사업등이 진행되어 왔

다.

자기부상열차 기술은 차량자체 기술이외에도 신호, 통신, 전력, 제3궤조 전차선로(Third Rail System), 궤

도, 선로 구축물, 운영기술 까지도 중요한 구성인자로 포함하는 통합시스템 성격을 갖는 기술로써 오랜 연구 

개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기부상 열차는 궤도와 비접촉으로 운행되므로 선로 구축물 및 

궤도의 형태, 크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기부상열차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성

능을 높이는 연구뿐만 아니라 선로구축물 및 전력공급용 제3궤조 전차선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제3궤조 전차선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기존에 설치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시험선 및 대전 한국기계연구원(KIMM) 내의 시험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국내 

적용, 시공 사례가 없으며 체계적인 인터페이스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위한 제3궤조 전차선로의 안전성 및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연구 내용과 인터페이스 항목에 대해 검토 되어야 할 항목 및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본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친환경 대중 교통망 구축을 위한 주요 교통시스템으로 도심지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도심 경관에 적합하도록 구조물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의 슬림화는 자기부상열차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경량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경량화, 슬림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토목 구조물 및 궤도 시스템의 

설치 이후 차량시스템의 집전장치와 직접 습동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3궤조 전차선로의 설치위치 

결정 및 곡선로에서의 차량 운행조건에 대한 직선로와 동일한 접촉이 되도록 분야별 인터페이스 검토를 통하

여 설치위치를 확정하였다. 

  2.1 토목 선형 및 차량 부상에 따른 차량과 토목 구조물의 변위특성 분석

   자기부상용 직류 1,500V 제3궤조 전차선로는 알루미늄 및 동으로 구성된 파워레일(Power Rail) 및 지지

금구를 토목구조물의 좌우측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여 차량 집전장치(Collecting Shoe)와 직접 접촉하여 차

량에 전력을 공급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상열차 설치 노선의 선형 및 구조물의 형상과 차량의 거동에 대

한 최대 변위량을 분석하였으며, 대전 한국기계연구원내 시험선의 구조물 및 영종도 시험노선에 실용화 예정

인 차량의 조건을 만족 하도록 변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험선 가이드웨이의 상부구조 형식은 직선부는 프

리스트레스트(Pre-stressed) 박스 거더, 곡선부는 강박스 거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구조는 T형 

교각과 PHC 파일 기초로 건설되어 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차선로를 철거 뒤 시범노선 투입차량의 시험

운행을 위한 제3궤조 전차선로의 설계, 설치 시공 및 분기기 전차선로의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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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전차선 위치 검토

      제3궤조 전차선의 도체 중심을 기준으로 차량의 집전장치의 중심과 일치하여 차량의 동적거동을 

흡수 할 수 있으며 토목의 시공 오차를 흡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3궤조 전차선로 위치를 결정하는 요소

     ① 자기부상열차의 정상 부상시 부상 공극 [mm]

     ② 자기부상열차의 집전장치 위치

     ③ 자기부상열차의 동적거동 및 전차선 편위에 의한 위치

     ④ 토목 구조물의 시공오차를 흡수 할 수 있으며 곡선부 캔트를 보상할 수 있는 구조

     ⑤ 자기부상열차의 동적거동을 흡수 할 수 있으며 시험선과 시범노선의 동일 설치 구조

  3) 제3궤조 전차선로 설치 위치

     ① 영종도 시범노선 구조물 거더폭 : 1,350[mm]

     ② 집전장치 설치 폭 : 1,952[mm]

     ③ 궤도 부상 레일면 기준 제3궤조 전차선 설치 위치 : 767[mm]

그림1. 제3궤조 전차선 설치 표준단면도

  4) 토목 시공 오차를 흡수 할 수 있는 구조의 지지금구와 곡선부에서 토목의 직선형 거더 단면에 캔

트 조정형 지지금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기존 대비 상하 위치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집전장치 

좌우폭이 기존 시험선로보다 150mm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활한 집전장치의 습동 및 

편마모 방지를 위하여 곡선부 캔트 조정형 지지금구를 설치하여 안정적 습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

록 한다. 

  2.2 자기부상열차 집전장치의 동적거동 및 압상특성 분석

       자기부상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제3궤조 전차선의 설치위치 즉 궤도 부상 레일면 기준 전차선 설치

위치 767mm의 중심에서 상하 직선거리를 편위라고 하며, 시공시 고려하는 편위(Deviation)가 지나치

게 크면 파워레일의 습동면에서 벗어나 부상력을 잃을 수 있으며 편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집전장치의 

편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집전장치의 최대 및 최소 압상력 및 차량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시공 편위 

기준을 선정 하여야 한다.

    1) 제3궤조 전차선로 편위 결정하는 요소

     ① 자기부상열차의 정상 부상시 부상 공극 [mm]

     ② 자기부상열차의 동적거동에 의한 위치

     ③ 토목 구조물의 시공오차에 대한 설치오차

1191



    2) 제3궤조 전차선로 편위 선정 근거

     ① 제3궤조 전차선로의 전차선 습동 접촉면 25[mm]

     ② 자기부상열차 차량 부상시 공극 10[mm]

     ③ 자기부상열차 집전장치 유효 접촉면적 40~46[mm]

     ④ 차량 집전장치에서 요구하는 허용 수직변위 40[mm]

    3) 현장 시공시 발생될 시공 오차를 고려하여 수직 상하 편위를 30mm 적용하여도 차량의 전력공

급에 문제가 없으나 최종 설계 및 구조물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수직 상하 편위를 20mm로 한다.

 

  2.3 분기기의 동적특성 및 압상 특성 분석

자기부상열차의 분기기는 궤도 거더 자체가 분기주행으로 그 일부분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분기 거더

는 이동용 대차에 지지되어 전동기 구동에 의해 움직인다. 분기기의 관절구조, 이동속도 및 분기기 동

작 회수 등을 기준으로 제3궤조 전차선로의 지지간격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기기의 제3궤조 전차선로 설치 조건

        3방향 분기기의 이동 각도는 각 관절마다 2.3˚씩 움직이며 3개의 관절이 이동완료 되었을 경우 6.9˚

의 움직임이 발생된다. 분기기 측면 또는 토목구조물 거더에 직접 설치되어 있는 지지금구 및 지지애

자, 파워레일은 분기기의 동적 변형에 대하여 이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지지금구 설치에 따른 제3궤조 전차선의 Deflection 해석

         그림2의 a)는 지지점 중심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과 b)는 지지점 중심 최대 변형(Deflection)에 

대하여 해석 하였다.

       ① 지지점간 거리 : 4[m]

       ② 지지점간 적용 설계 최대하중 : 900[kgf]

          (전차선로 자중, 단시간 전류 100KA/1s, 집전장치 압상력 포함)

 

             a) 지지점 중심 최대 응력                          b) 지지점 중심 최대 변형

그림2. 제3궤조 전차선 지지점간 거리 해석

       ③ 지지점간 최대 발생 응력 (지지점 고정부) : 1.694 x 103 [N/㎟]

       ④ 지지점간 최대 변위량 (지지점 중심 설계최대 하중고려) : 0.02897[mm]

     3) 지지점 간격의 적용

       지지금구의 설치간격을 최대 4m를 적용한 경우 노선의 구배 및 지지점간의 허용편차를 고려할 

경우 2.5mm가되고 지지점사이 중앙부에서 최대 변형은 계산값의 1,25mm보다 작아야 한다. 해

석 결과 자체 중량 및 사고시 최대하중을 고려할 경우 4m의 설치간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므로 거더 1경간의 길이를 고려하여 4m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설계시 적용기준은 

곡선구간 2.5m 직선구간 3.6m를 적용한다.

  2.4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로 조건 및 시험선로 시공 기준 수립

한국기계연구원내 시험선로는 그림3과 같이 PC거더 27개, 스틸거더 21개로 되어 있으며 차량의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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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용 용도

차량

차량 외형도면 및 집전장치 설치 위치
절연구분장치 설치에 따른 섹션오버 및

무급전구간 검토

차량의 좌,우 상하 변동범위 자료
토목 선형 및 차량부상에 따른 차량과

토목구조물의 변위 특성 검토

집전장치 크기 및 재질, 압상력 제3궤조 전차선의 편위 및 마모량 검토

집전장치 크기 및 상/하, 좌/우 변동 궤도 레일 부상면에서 하부 설치 위치 검토

성능시험을 위하여 승하차장에서부터 곡선반경 R=180m, 직선구간 및 R=60m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4‰ 및 6‰의 수직구배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궤조 전차선로는 그림4와 같이 파워레일(Power Rail: AL 2,546㎟+ Sn 합금동 275㎟), 10m 파

워레일간의 접속을 위한 레일 접속 플레이트(Rail Joint Plate), 시점 및 종점의 엔드 어프로치(End 

Approach), 대기온도 및 부하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온도상승에 의한 파워레일 수축 팽창을 기계적으

로 흡수하기위한 신축흡수장치(Expansion Joint), 급전구간 구분을 위한 절연 구분장치(FRP Section 

Insulator), 전차선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점 고정장치(Mid-point Anchor), 전차선로 설비를 토

목 구조물에 고정하기위한 지지금구(Supporter, Epoxy Insulator, Claw) 및 브라켓(Bracket)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3.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로 노선도

 

그림4. 제3궤조 전차선로 시스템 구성

  2.5 타 분야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항목 및 용도

   제3궤조 전차선로와 타 분야 자기부상열차 차량, 토목, 궤도, 분기기분야와 시험선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3차년도, 4차년도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수행된 인터페이스 

사항은 도표1, 도표2과 같다.  

 [도표1] 차량분야 인터페이스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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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분야 내용 용도

토목

매입전 시공지침서

토목분야 발주용 물량 반영 및 인수인계

항목에 대한 인터페이스 협의

매입전 설치 표준도 및 Key Plan

매입전 상세도면

매입전 수량산출서

토목구조물 거더의 시공오차 자기부상열차 정밀시공위한 오차 계산 및

전차선 지지금구의 시공오차 반영을 위한 형상

검토
궤도의 시공오차

전력 제3궤조 전차선로 저항 및 재질 전력시뮬레이션 수행용 입력 DATA

건축 제3궤조 전처선로 표준 설치도 정거장내 접지 플레이트 설치 위치 검토

분기기
분기기 좌우 거동 범위 및 각도,

이동속도
분기기 거동에 따른 전차선 설치간격 계산

[도표2] 토목 및 시스템분야 인터페이스 및 내용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경량화 및 슬림화등에 따른 토목 선형 및 차량부상을 위한 궤도등의 구조

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저속 자기부상열차의 제3궤조 전차선로의 인터페이스 항목 및 시공 사항을 한국기계

연구원내 시험선로의 시공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제3궤조 전차선로는 구조물의 거더 하부 양측에 설치

되므로 부상 레일 아래쪽 설치 위치와 구조물 중심선에서의 편위를 고려하여 차량의 전력공급에 이상이 없도

록 설치 위치를 고려하였으며, 이선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파워레일의 전차선을 직선형으로 생산하여 제작 공

장에서 알루미늄과 Sn 합금동을 조립상태로 현장 공급하여 평탄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였다. 

  곡선부분에서 캔트에 의한 제3궤조 전차선의 파워레일 Sn 합금동의 접촉을 전체 접촉이 되도록 캔트 조정

형 지지금구를 설치하여 집전장치의 편마모 주기를 단축시키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형태로 시

공 완료 하였다. 그러나 제3궤조 전차선로와 집전장치는 상호간 접촉에 의하여 자기부상열차의 차량 이동이 

되므로 차량의 상하, 좌우 변위에 의한 충격, 진동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기계연구원의 시험선 시운전을 

통하여 이선현상의 발생 또는 집전장치의 이탈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과의 중장기적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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