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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performance test of the prototype vehicle, which will be in operation for 

Urban Maglev Program. 

  While common trains with steel wheels use rotary induction motors for propulsion, maglev trains 

gain thrust force from linear induction motors maintaining the constant airgap with levitation 

electromagnets. Therefore, not only the behavior of the linear induction motor should be well 

understood, but also the way of propulsion that minimizes its effect on the levitation system should 

be took into account.

  Performance test procedures of maglev trains are proposed and carried out,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are verified to agree with the design criteria. Tests are mainly 

performed on the linear section of the test line, 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n the section with a 

6‰ incline are examined additionally.

  As a result, the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vehicle in the reverse operation can satisfy the 

requirement about the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4.0m/s2. And, the design modifications of the 

commercial vehicle and the performance specifications required on the demonstration line are 

investigated.

1. 서론

  우리나라의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은 1980년  반에 기업주도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이래 1990년

 반 과학기술처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되어 1996년도에 이르러 UTM-01이 탄생되었다. 1999년

까지 시제차량 2량 1편성의 시험용 차량을 개발하여 1996년 국내 최 로 1.1km의 시험선이 완공됨으로

서 본격 인 차량 주행시험을 통한 성능 입증과 개선작업이 꾸 히 진행되었다. 

  2000년  들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후속연구로서 실용화를 비한 요소기술 개선  최 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UTM-01의 일부 장품 등을 개량하여 시험연구를 지속하 다. 그후 2003년부터 2009년까

지 지식경제부의 기거  차세 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UTM-02를 개발하여 완성차 성능시험  무

인자동운 을 한 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능성을 확보하 고, 재 국립 앙과학 과 EXPO 과학공

원을 연결하여 운행 에 있다. 2006년 12월, 자기부상열차기술개발을 하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딛고 자기부상열차 개발 역사 상 한 획을 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국토

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3년 상업화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궁극 으로는 세계시장 조기진입

을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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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상업화를 하여 수반되는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차량 성능 입증  개선 도출을 

하여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시제차량을 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시험선에서 역행특성에 해 성능시험

을 수행하 다. 

  기존의 바퀴식 열차의 경우 회 형 유도 동기를 사용하는 추진방식에 비해 자기부상열차는 부상용 

자석에 의해 일정 공극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선추진력을 발생하는 선형유도 동기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선형유도 동기의 장 은 구조가 간단하고 높이가 낮아 차의 높이를 크게 

일 수 있고 유지보수성이 우수한 반면 선형유도 동기의 특성 상 수직력이 발생하는 단 이 있다. 이러

한 수직력은 부상계통에 외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는 운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 슬립주 수  추력  수직력 특성

     

그림 2. 속도  모드 별 추력 특성

  그림 1은 자기부상열차 추진에 사용된 선형유도 동기의 추력  수직력 특성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선형유도 동기의 수직력이 슬립주 수가 작은 역에서 흡인력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상계에 미치는 향을 게 하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더해주는 한 슬립주 수를 결정해야 

한다. 한 VVVF 인버터 추진제어에서는 기동 역에서 한 슬립주 수 일정제어 운 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림 2는 속도 변화에 따른 공차, 만차, 구원 시 추력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2.  시험선 역행시험

  2.1 차량의 일반 사양

     시험에 투입된 도시형자기부상열차는 2량1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 사진은 그림 3에 일반 

사양  운  조건은 표 1과 같다.

그림 3.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개발 시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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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열 차 편 성 2량 (Mc1-Mc2)

차 량  량
공 차 20 ton/량 만차 : 93 명/량

(좌석 : 22 명/량, 입석 : 71 명/량)만 차 26.5 ton/량

설 계 최 고 속 도 110 km/h

최 고 운 행 속 도 80 ~ 100 km/h

최  가 속 도 4.0 km/h/s

최  감 속 도
상 용 4.0 km/h/s 크 한계 : 0.8 m/s3 이하

비 상 4.5 km/h/s

구 배 등  능 력 70 ‰ 최소 곡선반경 : 50 mR

가 선  압

압변동범 DC 1,000 V ~ 1,800 V

역 행 DC 1,500 V

회 생 DC 1,650 V 압변동범  : DC 1,650~1,800V

 차 선 로 방 식 제3궤조방식(측면 식) 궤도 양측에 +, - 각각 가선 설치

 차 수 량 4 /량 분포하 , 슬라이딩 방식

선 형 유 도  동 기 8 /량 2병렬 4직렬 결선

속 도 제 어 방 식 VVVF 인버터 가․감속 제어

제 동 방 식 회생제동병용 기지령식 공/유압 제동( 일압착)

제 어 회 로  압 DC 100 V 변동 범  (DC 70 V ~ 110 V)

표 1.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차량 일반 사양

 

  2.2 역행시험 배경

  본 시험은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에 한 기 을 용하 으며, 완성차 시험을 거친 후 

본선시운 시험항목에 따라 진행을 하 다. 역행시험은 표 1에서와 같이 차량의 운  요구조건  성능

의 합성을 확인하고 양산편성 설계 제작 시 활용하고자 하 다.

  

  2.3 시험환경  조건

  시험선 여건에 따라 직선 평탄구간에서 련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선은 총 길이 1.3km이나 직선 

가속 구간은 약 250m 정도이다. 분기기 구간을 포함하면 약 300m이며, 시험의 안 을 하여 분기기 

구간 에 제동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 다. 그림 3은 시험선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 제동을 한 회생제동 항시스템이 구축되어 차량의 시험가능 최고속도인 70km/h를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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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험선의 평면도(총 길이 1.3km, 분기선 제외) 

  2.4 시험 차  방법

  시험선 여건이 본선시운 시험의 역행시험을 수행하기에 만족하다고 단되었으며, 공차  만차 상태

에서 주어진 시험항목을 수행할 수 있었다. 차량의 공차의 무게는 약 19ton/량이며, 만차는 26.5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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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순서 운  조 건 비  고

기동시험

1 1N->10km/h->OFF->B1->0km/h

2 2N->20km/h->OFF->B5->0km/h

3 4N->구내최 속도->OFF->B7->0km/h ~50 kph(가속유지)

추가노치

시험

4 2N->15km/h->4N->구내최 속도->OFF->B7->0km/h Notch 변경시간 3sec

5 4N->1N->4N->1N->OFF->B7->0km/h 

재역행

시험

6 1N->2N->4N->OFF->B7->0km/h

7 4N->OFF->4N->OFF->B7->0km/h

8 4N->10km/h->OFF->3SEC->4N->30km/h->OFF->B7

가속도측정 9 4N->구내최 속도->OFF->B7->0km/h ~50 kph(가속유지)

크측정 10 4N->구내최 속도->OFF->B7->0km/h ~50 kph(가속유지)

후진시험

11 1N->10km/h->OFF->B1->0km/h

12 1N->20km/h->OFF->B5->0km/h

13 2N->20km/h->OFF->B5->0km/h

표 2. 역행시험 구분 별 운  조건

  완성차시험은 추진제어장치의 기능  기동에 한 확인을 하 으며, 본선시운 시험은 공차  만차 

상태에서 가․감속도시험 외 기동시험, 추가노치시험, 재역행시험, 구배기동시험  후진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항목에 따라 운 조건은 성능시험기 을 용하 고 각각에 하여 시험을 실시하 으며, 표 

2에 구분 별 운  조건을 나타내었다.

그림 4. 만차 상태에서의 역행시험 측정 (VVVF INVERTER)

  2.5 시험  이상 유무 확인

  시험 진행 시 확인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차량주행  정상조건(가선 압, 제어 원, 부상상태 등)에서 /경고장을 발생하지 않고 동작함을 

확인 

  ◦ 비정상 조건(과/ 압, 과 류 등)에서 장치의 소손없이 보호동작이 되는지 확인

  ◦ 모든 운행 조건에서 입출력 신호 상태를 인식하고 출력해야 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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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감속도  져크(jerk)는 기 을 만족하는지 확인

  ◦ 정역방향에 따라 가감속/져크특성이 동일 하는지 확인

  ◦ Notch 변경 시 져크를 만족하는지, 고장 발생없이 추력  류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

  ◦ 역행-제동의 모드 변경 시 역행/제동력이 정상 으로 출력되는지, 져크는 만족하는지 확인

  ◦ 주요 구성품의 발열 온도가 규정범  이내인지 확인하 다.

3. 시험 결과

  역행시험 결과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한 기 에 의거 시험 항목이 양호하 으며, 술한 이상 

상태 확인 사항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림 6은 시험결과 챠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험선에서 

일일 14시간 동안 착지없이 연속주행 시의 주요기기 온도시험 역시 이상 징후 없이 설계 온도 범  내

에서 제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역행시험 항목 별 시험 기  비 시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표 4는 설계 기  비 시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 험 순서 운  조 건 시험기 시험결과

기동시험

1 1N->10km/h->OFF->B1->0km/h
역행특성이 

양호할 것
양호*2 2N->20km/h->OFF->B5->0km/h

3 4N->구내최 속도->OFF->B7->0km/h

추가노치

시험

4 2N->15km/h->4N->구내최 속도->OFF->B7->0km/h 역행특성이 

양호할 것
양호*

5 4N->1N->4N->1N->OFF->B7->0km/h 

재역행

시험

6 1N->2N->4N->OFF->B7->0km/h
역행특성이 

양호할 것
양호*7 4N->OFF->4N->OFF->B7->0km/h

8 4N->10km/h->OFF->3SEC->4N->30km/h->OFF->B7

가속도측정 9 4N->구내최 속도->OFF->B7->0km/h 4.0 km/h/s 이상 4.4

크측정 10 4N->구내최 속도->OFF->B7->0km/h 0.8 m/s
3 이하 0.75

후진시험

11 1N->10km/h->OFF->B1->0km/h
역행특성이 

양호할 것
양호*12 1N->20km/h->OFF->B5->0km/h

13 2N->20km/h->OFF->B5->0km/h

표 3. 역행시험 결과

 * 시험 시 확인사항 검

항목 단 설계기 시험 결과 비고

1 최 가선 류 A 517 500

2 추력 kN 15.1 14.2 4 series LIM

3 LIM 류 Arms 330 310

4 져크 m/s3 0.8 0.75

5 가속도 km/h/s 4.1~4.4(0~45km/h) 4.4(10~45km/h)

표 4. 설계 기준 대비 측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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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전압

FC 전압

가선최대전류 : 약 500A

추력: 약 14.2kN/4 series LIM

Notch P4

Notch B7

전류 지령 및 달성 : 약 310A

져크 : 약 0.75m/s
3

가속도 : 약 4.4km/h/s

속도 : 약 53km/h

LIM 전류 순시치

[ 운 조건 : 4N(가속) → 허용가능최 속도(50km/h) → N/off →B7(감속) → 0km/h ]

그림 6. 역행시험(만차 시) 결과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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