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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주요한 육상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철도

는 교통 체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인적, 

물적 자원의 운송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고

속/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행되고 있다. 

철도 시스템은 궤도 방식에 따라 크게 바퀴식 철도와 자기부상

식 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부상철도는 고유의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Lee et al., 2006), 우리

나라에서는 2016년 2월 3일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개통

되어 운행 중이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최고시속 

1200km/h로 운행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Jang et al., 2017). 하이퍼튜브는 전자기유도반발식 자기부상 

방식과 선형동기모터 추진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자기부상기

술과 이를 이용한 자기부상철도는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서는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해석기법이 개발되어 왔다(Zhou et al., 2010). 

자기부상열차는 계측된 부상공극의 크기에 따라 제어되는 전

자기력에 의해 부상하게 되고, 부상력은 가이드웨이에도 작용

하여 가이드웨이의 변형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부상공극 제

어 알고리즘은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해석에서 주요하

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상공극의 

제어를 위해 관측 상태변수 궤환제어기(Jung et al., 2011; Lee 

et al., 2014). Linear Quadratic Gaussian 능동 제어기(Lee et al., 

2009), PI 제어기(Yau, 2009), 가속도 되먹임 기반 부상공극제

어기법(Lee and Kim, 2016)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속도 되먹임 기반 부상공극제어기법을 사

용하는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거동 해석기법을 사용하여(Lee and Kim, 2016), 가이드웨

이의 경간길이와 차량 자중에 의한 정적처짐의 비에 따른 자기

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거동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부터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차체 연직가속도에 대한 기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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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수 있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상 시스템의 동적 해석기법에 대

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승객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는 차체 연직가속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자 한

다.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

를 매개변수 해석을 통하여 4장에서 제안하고, 실제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의 동적 해석에 적용하여 제안한 처짐한계의 적절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

구방향에 대해 5장에서 제시한다.

2. 동적 해석기법

가속도 되먹임 부상공극제어기법을 이용한 자기부상열차

와 가이드웨이 상호작용계의 동적 해석기법은 Lee와 Kim(2016)

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Fig. 1은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2차원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자기부상열차의 차체와 대차는 강체질량으로 근

사하고, z축 방향 병진운동(heave)과 y축 중심 회전운동(pitch)

의 2차원 운동만 고려한다. y축 방향 병진운동(sway), x축 중심 

회전운동(roll), z축 중심 회전운동(yaw)의 3차원 운동은 이 연

구를 확장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고

려하는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주요 변수를 Table 1에 정리하

였다. Table 1의 변수들의 정지 부상상태에서의 값은 변수에 

위첨자 0을 붙여서 나타내고, 정지 부상상태에 대한 변동량은 

변수 앞에 를 붙여 나타낸다. 한편, Table 1의 상수 , , 

는 가속도 되먹임 기반 부상공극제어기법의 되먹임 이득으

로서 각각 부상공극의 변동량 
, 부상 전자석의 설치된 

위치의 속도의 변동량 


와 가속도의 변동량 


에 작

용하는 되먹임 이득이다(Sinha, 1987). 

가속도 되먹임 기반 부상공극제어기법을 적용하여 Fig. 1의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지배방정식을 Table 2와 같이 유

도할 수 있다. 강체 대차의 회전 운동에 의해 부상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위치가 변하게 되는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와 전자석의 지배방정식과 가이드웨이의 운동

방정식을 교대로 만족시키도록 다음의 반복계산 과정을 거쳐 

전체 시스템의 해를 얻는다.

Fig. 1  2-Dimensional maglev train-guideway inte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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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에서 얻은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

작용계의 수렴해를 다음 시간 에서의 초기 예측치로 

사용한다.

(2) 시간 에서 식 (2)~(4)를 반복 계산하여 차체의 변위 

, , 대차의 변위 , ,부상전자석 전류 


를 얻는다. 단, 가이드웨이의 모드좌표 

는 시

간 에서 구한 값으로 가정한다.

(3) 단계 (2)에서 수렴해를 얻으면, 부상전자기력 
을 

계산한다.

(4) 단계 (3)에서 계산한 부상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식 (5)를 

풀어서, 모드좌표 
을 갱신한다.

(5) 갱신된 모드좌표를 사용하여 단계 (2)~(4)의 계산을 다

시 수행한다. 전체 자기부상열차-가이드웨이 상호작용

계가 평형을 만족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6)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수렴해를 얻으면 다음 시간 

로 진행한다.

3. 승차감 기준

앞에서 서술한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차체의 연직가속도를 포함한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의 동적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철도 차량의 운행 시 편안한 승

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체의 연직가속도는 진동 사용성

을 고려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진동의 VDV(Vibration Dose Value)는 진동의 편안함과 가

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87). 하지만, VDV는 짧거나 긴 지속시간을 가지

는 진동에는 사용할 수 없어, 단주기 진동이나 장주기 진동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Table 2의 지배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차체의 연직가속도 

의 진동 크기로 중간주기 영역에서는 VDV, 단주기와 장주기 

영역에서는 RMQ(Root-Mean-Quad) 값을 계산하고, 이 진동 

크기가 식 (1)과 같이 허용치 이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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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진동의 지속시간을 의미하고, 와 은 각각 2

초와 32초로 결정한다(Lee et al., 2020). BS 6841:1987와 ISO 

2631-1에서는 ‘uncomfortable’에 해당하는 진동의 RMS(Root- 

Mean-Square) 값으로 0.8m/s2를 규정하고 있다(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198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97). 한편, EN 1990: 2002+A1에서는 철도교량에 대해 ‘very 

good’에 해당하는 진동의 수준으로 1.0m/s2를 제안하고 있고, 

Table 1  Physical properties for a maglev train-guideway system

Property Explanation Property Explanation

 Velocity of a maglev train 
 , 

 
Current and voltage in the lth EMS of the jth 

bogie

 Number of bogies per cabin 
 , 


, 




Air-gap, velocity, and acceleration at the lth 

EMS of the jth bogie

,  Mass and rotational inertia of a cabin 


Electromagnetic force in the lth EMS of the jth 

bogie

,  Mass and rotational inertia of a bogie  , 
Flexural rigidity and mass per unit length of a 

guideway

,  Displacement and rotation of a cabin  Span length of a guideway

,  Displacement and rotation of the jth bogie 
 Number of considered natural modes of a 

guideway

 Number of the second suspensions 
  The nth natural mode of a guideway

 ,  ,  ,  Spring and damping constants of a suspension 
  The nth modal coordinate of a guideweay


 , 

 Forces in the kth suspension of the jth bogie 
 , 

 , 
 The nth modal mass, damping, and stiffness of 

a guideway



Number of electromagnetic suspensions 

(EMSs)
 Deflection of a guideway

 Magnetic permeability of vaccum  ,  ,  Feedback gains

 ,  , 

Number of turns of coil, effective area of 

magnetic pole, and reluctance of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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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호남고속철도 설계지침도 이에 근거하여 허용처

짐기준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2002;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07). 그러므로 이 연구에

서는 0.8m/s2와 0.4m/s2의 RMS 값에 대응하는 RMQ(Root-Mean- 

Quad) 값 0.885m/s2과 0.442m/s2을 단주기 영역과 장주기 영

역에서의 허용값으로 결정한다(Lee et al., 2020). Fig. 2는 이

와 같이 결정된 차체 연직가속도 진동크기의 허용 기준을 도

시한다. 

4. 처짐한계 산정

매개변수 해석을 통하여 3장에서 서술한 기준을 만족시키

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Table 2  Governing equations for a maglev train-guideway system

For the cabin (2)

For the jth bogie (3)

For the lth EMS of the 

jth bogie
(4)

For the nth mode of 

guideway deflection
(5)

Fig. 2  Allowable vertical acceleration of a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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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비를 변화시켜 가며 2장에서 

서술한 동적 해석기법으로부터 자기부상열차 차체의 연직가

속도를 결정하고, 이 연직가속도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우선 차체 1개와 대차 1개로 구성된 간략한 차량에 대해 처

짐한계를 산정하고, 이를 Fig. 3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

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차량은 2량 1편성

으로 구성되어 있고, 1량 당 4개의 대차가 있다. 각 대차에는 8개

의 부상전자석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의 만차 중량은 556.4kN이

다. 가이드웨이 구조물은 단위길이당 질량이 5671.8kg/m인 단

순교로 가정한다. 이 2차원 차량에는 총 32개의 부상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어, =1272kg, =500kg인 간략한 차량이 

=177.2kg/m인 가이드웨이를 운행하는 경우에 대해 처짐한계

를 산정한다. 

4.1 부상공극제어기법 되먹임 이득 산정

고려하는 간략한 차량-가이드웨이 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위해서는 부상공극제어기법의 되먹임 이득 , , 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현가장치의 고유진동수  

 =1Hz와 감쇠비   =10%, 차량의 자

중에 의한 가이드웨이의 정적 처짐  


, 운행속도 =100km/h로 가정한 후, 다양한 경간길이 

에 대해 되먹임 이득을 결정한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설

계기준에서는 부상공극을 8±3mm로 제한하므로(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0), 부상공극의 변동량 의 절

대값이 
 =3 mm 이내가 되도록 최적화를 수행하여 되먹

임 이득을 결정한다.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정한 되먹

임 이득과 의 상대오차 


  


max


  

 가 Table 3에 주어져 있다. Fig. 4는 =30m일 

때 간략한 차량-가이드웨이 시스템의 부상전자석의 부상공극 

 , 차체의 연직가속도  , 대차의 변위 와 차량

이 위치한 곳에서의 가이드웨이의 처짐 의 시간이력을 

보여준다.

Fig. 4의 응답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속도 =100 km/h= 

27.78m/s, 가이드웨이의 경간길이 =30m이므로, 진동지속시

간 =1.808s이고 Fig. 2로부터 결정된 허용 RMQ 값 



은 0.885m/s2이다. 한편, Fig. 4의 로부터 계산한 RMQ 값 

은 2.151m/s2으로 허용치에 대한 비 



는 

2.430이다. 즉, 이 경우에는 3장에서 서술한 차량의 승차감 기

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

Fig. 3  Maglev train

Table 3  Physical properties for a maglev train-guideway system

(m)  (V/m)


 (V·sec/m)



(V·sec2/m)





10 2.794E+06 2.086E+03 1.463E+03 3.024E-06

20 3.752E+05 5.238E+03 2.807E+02 6.640E-03

30 1.598E+06 1.991E+04 1.981E+03 4.519E-03

40 9.266E+05 8.908E+03 1.758E+03 1.753E-08

50 6.622E+05 1.357E+04 3.619E+02 1.255E-03

60 7.637E+05 1.580E+04 1.063E+02 1.375E-03

70 9.213E+05 1.819E+04 3.329E+02 3.142E-07

80 9.234E+05 1.918E+04 2.409E+02 3.348E-03

90 7.648E+05 9.657E+03 1.964E+03 8.352E-03

100 8.197E+05 1.673E+04 7.428E+02 5.286E-03

Fig. 4  Dynamic response of the simplified maglev train-guide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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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웨이의 휨강성 를 증가시켜, 가이드웨이의 변형과 함께 

차체의 가속도와 RMQ 값을 감소시키고 승차감 기준을 만족

하도록 한다.

4.2 가이드웨이 처짐한계 산정

고려하는 간략한 차량-가이드웨이 시스템에서 차량 자중에 

의한 가이드웨이의 정적 처짐 를 변화시켜 가며 차체의 연직

가속도 의 RMQ 값을 조사하고 이를 허용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차량의 운행속도 , 차량 현가장치의 고유진동수 

과 감쇠비 , 가이드웨이의 경간길이 을 다음과 같이 변화

시킨다.

운행속도 : 50km/h, 60km/h, …, 100km/h

고유진동수 : 0.1Hz, 0.2Hz, 0.5Hz, 1Hz, 2Hz, 3Hz

감쇠비 : 1%, 2%, 5%, 10%, 20%, 50%

경간길이  : 10m, 20m, …, 100m

Fig. 5는 =1Hz, =10%일 때, 



의 변화를 보

여준다. 



≤일 때 3장의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

는 것이므로, 이 그림으로부터 3장의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는 

정적 처짐 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상기의 차량 

현가장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에 대하여 수행한 후 이를 평균

하여, 3장의 승차감을 만족하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

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차량은 가이드웨이를 운행할 때 공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므로,  

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처짐한계를 산정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한 처짐한계를 차량의 운행속

도와 가이드웨이의 경간길이에 대하여 Fig. 6에 도시하였다. 

Fig. 6에는 비교를 위해 과 의 처짐한계도 같이 

도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의 가이드웨이 교량구조물 설계기준은 단순교의 최대 처

짐이 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0). 하지만, 이 규정은 자기부상 열차와 가이드

웨이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의 관점에서 

Fig. 5  Ratios of the RMQ values of vertical acceleration of a cabin to the allowabl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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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자기부상 공극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로 

인해 보수적인 단면 성질을 가진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가 

요구되었고, 물리적인 현상을 엄밀히 고려한 설계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 처짐한계에 대해서도 3장에서 서술한 승차감 기준을 고려

하는 차량 운행속도와 가이드웨이 경간길이에 대해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 설계기준에서 규정한 

의 처짐한계보다 완화된 의 처짐한계에 대하여 가이드

웨이 구조물을 설계하여도 차량 승차감의 관점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 완화된 설계기

준으로 인해 좀 더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이 가능해 질 것이다.

4.3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의 동적 해석

4.2절에서 제안한 의 가이드웨이 구조물 처짐한계

는 차체 1개와 대차 1개로 구성된 간략한 차량에 대하여 산정

된 것이다. 여기서는 Fig. 3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의 동적 해석을 통하여 제안된 처짐한계가 실제 자기부상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가이드웨이 구조물을 고려하기 위해 단위길이당 질

량 이 11343.6kg/m, 5671.8kg/m, 3781.2kg/m이고 경간길이 

이 30m인 단순교를 차량이 100km/h로 운행하는 경우에 대

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Fig. 3과 같이 분포하는 자기부상차량

의 자중에 대해 처짐한계를 만족하는 가이드웨이의 휨강성은 

EI=11.092×109
N·m2로 산정된다. 

2장의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대상 시스템의 동적 해석을 수

행한다. Fig. 7은 자기부상열차의 첫 번째 대차 첫 번째 부상전

자석이 설치된 곳에서의 부상공극의 크기  , 첫 번째 차

체의 연직가속도  , 가이드웨이의 첫 번째 경간에서의 중

앙부 처짐 을 보여주고 있다. 부상공극의 최대 변동량은 고

려하는 가이드웨이 구조물 각각에 대하여 2.287mm, 2.110mm, 

2.098mm이므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설계기준을 만족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체의 가속도로부터 계산된 RMQ 

값은 각각 0.2761m/s2, 0.2762m/s2, 0.2683m/s2이고 차량이 가

이드웨이를 통과하는 진동지속시간 1.08 s이므로, 이는 3장의 

승차감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의 해석 결과로부터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의 자

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처짐한계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자기

부상철도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부상공극 변동량

의 제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차감과 

관련된 진동 기준도 만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 기준은 단순교의 최

대 처짐이 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연

구에서 제안한 의 처짐한계를 적용하면 경제적인 가이

드웨이 구조물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승객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부상열차 차체 연직가속도의 진동크기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제안

하였다.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거동은 차량-구조물 상

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해석기법을 사

용하여 자기부상열차와 가이드웨이 시스템의 동적해석을 수

행하였다. 가이드웨이의 경간길이와 차량 자중에 의한 정적처

Fig. 6  Deflection limits for a guideway structure Fig. 7  Dynamic response of the maglev train-guide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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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비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거동 변화를 검토

하여 차체 연직가속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웨

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로 제안하였다. 이를 실제 자

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해석에 적용하여 제안한 처짐한계

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

조물의 설계 기준은 단순교의 최대 처짐이 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의 처

짐한계를 적용하면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와 시

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고시속 100km/h의 중저속 도시형 자기부

상철도에 대하여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제안하였

다. 현재 국외에서는 최고시속 430km/h의 초고속 자기부상열

차가 상용 운행 중이고, 최고시속 1200km/h로 운행할 수 있는 

하이퍼튜브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확장 적용하여 중고속, 

초고속 자기부상철도와 하이퍼튜브 시스템의 가이드웨이 구

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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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승객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부상열차 차체 연직가속도의 진동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가

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제안한다.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기법을 사용하여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매개변수 해

석을 수행하고, 차체 연직가속도에 대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처짐한계를 로 제안한다. 이를 실제 자

기부상열차 시스템의 동적 해석에 적용하여 제안한 처짐한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기존의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 기

준과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에서 제안한 처짐한계를 적용하면 경제적인 가이드웨이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자기부상철도, 가이드웨이, 처짐한계, 차량-구조물 상호작용, 승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