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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propulsion control of a high-speed maglev train is studied. Electromagnetic suspension is 

used to levitate the vehicle, and linear synchronous motors (LSM) are used for propulsion. In general, a 

low-speed maglev train uses a linear induction motor (LIM) for propulsion that is operated under 300[km/h] 

due to the power-collecting and end-effect problem of LIM. In case of the high-speed maglev train over 

500[km/h], a linear synchronous motor (LSM) is more suitable than LIM because of a high-efficiency and 

high-output properties. An optical barcode positioning system is used to obtain the absolute position of the 

vehicle due to its wide working distance and ease of installation. However, because the vehicle is working 

completely contactless, the position measured on the vehicle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ground for 

propulsion control via wireless communication. For this purpose, Bluetooth is used and communication 

hardware is designed. A propulsion controller using a digital signal processor (DSP) in the ground receives 

the delayed position information, calculates the required currents, and controls the stator currents through 

inverters. The performance of the implemented propulsion control is analyzed with a small maglev train which 

was manufactured for experiments,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high-speed maglev train will be explored.

1. 서 론

  인구의 증가와 생활영역의 확대, 고유가 등에 따라 대중교통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교통시스템의 

고속, 내구성, 안정성 등의 만족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편리성 및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개발되는 추세에 자기부상열차는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적합한 시스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

다. 기존의 철도 시스템은 급가속 및 고속주행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바퀴와 선로 사이에 커다란 

마찰력을 필요로 하며 마찰력의 증대를 위한 차량의 무게의 증가 및 마찰력에 의한 마모로 인한 유지보

수 및 환경의 영향을 보았을 경우 자기부상열차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전자석

을 이용하여 바퀴를 대체하고 안내 선로에서 부상하여 접촉 없이 전자기적으로 추진력을 발생한다. 자

기 부상열차는 1960년대부터 연구 개발이 이뤄졌으며 독일과 일본은 실용화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

라의 경우 중저속 자기부상 열차인 110[km/h]의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되어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독일의 경우 Transrapid는 2003년 중국 상하이에 상용노선을 건설하여 최고 속력 501[km/h]를 

기록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과 같은 방식인 상전도 흡입식을 선택하였으며 중

저속 자기부상열차가 아닌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위한 추진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는 전자석을 이용하여 

부상하며 추진은 선형 동기 방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300[km/h] 이하의 중저속 자기부상 철도의 

경우 선형 유도 전동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선형 동기 전동기 방식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에 전력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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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기 때문에 공극을 크게 할 수 있고, 단효과(end effect)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좋으며, 선형 유도 

전동기 방식에 비해 추진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속 500[km/h]의 고속용에 적합하다.

 선형 동기 전동기의 추진 제어를 위해 인식거리가 길고 설치가 용이한 바코드 위치 검지 시스템을 사

용하여 차량의 절대 위치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차량이 접촉이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측정된 

위치값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보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 하드웨어

를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지상측의 DSP 추진 제어기는 딜레이가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전

류를 계산하고 전류 드라이버를 통해 고정자의 전류를 제어해주게 된다. 구현된 추진 제어기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축소형 자기부상열차를 성능 분석을 하게 되며,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에서의 실현 가

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2.1 동기 전동기 등가 회로 및 D-Q 전압 방정식

    

    2.1.1 3상 전압방정식

  

 3상 동기 전동기의 전압방정식을 구하기 위하여 고정자 권선이 대치이며 분포 권선이라고 

가정하면, 3상 정지 좌표계에서 동기 전동기의 방정식은 a,b,c상에 대한 벡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3상 동기 전동기 모델

그림 2. 동기 전동기의 등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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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전동기의 고장자 또는 회전자는 단순히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1은 동기 전동기의 등가 회로이며 전압방정식은 식(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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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교 자속은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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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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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 전동기의 동특성은 고정자와 회전자 상호간의 결합효과 

      때문에 시계변수를 가지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쇄교자속을 상태 변수로 하여 유도

      전동기의 상태 미분을 풀기 위해서는 인덕턴스의 역행렬을 구해야 하는데 복잡한 행렬의 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준좌표계 이론(D-Q축 변환)을 도입하여야 한다. 기준좌표계

      이론은 교류전동기의 전압방정식은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변 미분방정식  

      으로 나타나게 된다. 변수의 변환은 이러한 복잡한 시변 미분방정식을 보다 쉽게 해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dq축 변환은 전압, 전류, 유기전압, 자속등이 정현파 일 때 효과적인 것이다.

    2.1.2 동기 전동기 D-Q 모델링

동기 전동기의 회전자 물리량(회전자 저항, 회전자 인덕턴스 등)을 고정자 측으로 환산한 후

      기준좌표계 이론을 적용하여 동기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과 쇄교자속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동기 전동기의 고장자 d-q축 전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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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미분 연산자이고, 고정자의 쇄교 자속은 다음과 같이 표시 될 수 있다.

                                                                             (10)

                            

                                                                                 (11)

토크와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리는 접촉이 없고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에 관한 식은 식 1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2.2 동기 전동기의 벡터 제어 

그림 4. 좌표축 변환의 관계

      빠른 과도응답을 갖는 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동기 전동기의 고정자 전류를 그림 4와 같이 

     좌표축 변환을 하여 자속각을 기준으로, 자속 성분 전류와 토크 성분 전류를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자속 기준 제어(Field Orientation Control) 혹은 벡터 제어(Vector Control)라고 

     한다. 자세히 설명 하자면, 전동기의 자속이 공간 벡터상에서 회전할 때, 고정자 또는 회전자 자속 

     벡터의 순시 위치를 검출하여 기준벡터로 정한다. 그 다음 고정자 전류를 자속 기준 벡터와 같은

     방향을 갖는 전류 성분 즉 여자 전류 성분과 자속과 90도 위상차를 갖는 성분, 즉 토크 전류 성분

     으로 분리한다. 검출된 여자전류 및 토크 전류는 전류 제어기를 통해 각각의 지령치를 따라가도록

     독립적으로 제어된다. 자속 성분 전류는 항상 기준 자속 벡터와 일치하도록 하며 이 방향의 축이

     동기 좌표계 d축에 해당한다. 토크 성분 전류는 기준 자속 벡터와 직교하도록 제어하며 이 방향의

     축이 동기 좌표계의 q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벡터제어 방식으로 순시적으로 토크제어가 가능하

     여 제어성능이 뛰어나 고성능 가변속 제어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벡터 제어방식은 전동기 자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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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벡터제어와 간접 벡터제어로 나뉘어진다.[2]

 

그림 5. 차량 추진 제어 블록도

      그림 5에서와 같이 기존에 제어 방식에서 조금 다른 추진 제어기에 딜레이가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전류를 계산하고 전류 드라이버를 통해 고정자의 전류를 제어해주게 된다.

     고속의 프로세서인 DSP를 이용할 때 이용되는 방식은 SVPWM을 주로 이용하여 제어해준다. 

  2.3 하드웨어 구성

그림 6. 차량 추진 제어 흐름도

 

     그림6에서와 같이 선형 동기 전동기의 추진 제어를 위해 인식거리가 길고 설치가 용이한 바코드   

    위치 검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의 절대 위치를 취득한다. 그러나 차량이 접촉이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측정된 위치값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보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블루  

    투스를 이용한 통신 하드웨어를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지상측의 DSP 추진 제어기는 딜레이가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전류를 계산하고 전류 드라이버를 통해 고정자의 전류를 제어해주게   

    된다.

  2.4  시뮬레이션

      

      동기 전동기를 PWM을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회로를 구동하는 회로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자 한다. 동기전동기의 속도 및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루프 방식으로

     구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회로의 구성에 대해서 기술한 후 block

1842



   으로 묶어져 있는 subcircuit의 구성을 살펴보자. 전동기 입력 전압의 발생은 가변주파수/가변전압

   방식에 의해서 전압이 계산되어 진다. 시뮬레이션의 PMSM Model은 SimpowerSystem Library를

   사용하였고, 딜레이를 포함하여 나머지 모델들은 Simulink Library를 사용하였다. PMSM model의

   제어에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인버터, 정류기,전원 등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모델의 입출력은 Simpowersystem library 연결이 필요한 부분과, simulink library와의 연결이 필요

   한 부분으로 나뉘였으며 Flux 분포는 sinusoidal을 사용하였다. 또한 mechanical input은 torque를 

   사용하였다. Rectifier와 inverter는 power eletronics의 universal bridge를 220v전원은

   AC voltage sourse 사용하고 Vdc capacitor는 Elements의 Series RLC branch를 사용하였다. 

   속도 제어 방식은 PI제어를 이용하고 있다.    

표1. 시뮬레이션 결과

Delay = 0 Delay=0.1ms Delay=0.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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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전체 회로도에서 속도와 위치센서 쪽에 딜레이를 추가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자기 

   부상 열차의 주기는 1ms로 설계되어있는데 모델의 주기는 약 5ms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Hz로 속도가 760km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제어가 되는 Delay 간격을 알 수 있다. 표1의 왼쪽에 위치한 것들은 Delay가 0일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중간 그림은 Delay가 0.1ms일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준 속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은 Delay가 0일 때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Delay가 

   0.2ms일 경우는 기준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Delay는 주기의 약 2%내외로는 제어가 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하며 신호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토크 또한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이번 축소형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된 추진 제어기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축소형 자기부상열

차를 성능 분석을 하게 되며, Delay를 추가하여도 제어가 됨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추가적으로 실험 및 Delay 시간동안 다른 추가 알고리즘을 통해 안정된 추진 제어기를 완성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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