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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용 전자석의 타입별 흡인력과 안내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자석은 슬롯의 형상, 권선 방법 등에 여러 가지 타입의 전자석이 존재하며 요구조건, 
제한사항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먼저 동일한 폭과 적층길이 조건 내에서 3가지 모델들을 

설계하고, 2차원 전자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동일 턴수, 전류 조건 등 같은 입력 하에서 전자석 모

델별의 흡인력을 분석하였다. 그 후, 이동자와 고정자간의 변위를 주어 궤도 이탈 정도에 따라 궤

도로 정렬하려는 안내력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흡인식 자기부상, 전자석, 흡인력, 안내력, 유한요소해석

1. 서 론

자기 부상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흡인식과 

반발식이 있으며, 전자석뿐만 아니라 영구자

석을 사용하거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등의 

중저속 이송시스템의 경우 자성끼리 서로 당

기는 흡인력을 이용하는 상전도 흡인식 방식

을 사용한다. 흡인식 방식은 초전도코일 등을 

이용한 반발식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용이하

며 저속 및 정지 시에도 부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흡인식 자기부상 시스템의 

전자석은 슬롯 형상과 권선방법에 따라 여러 

타입이 존재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슷한 조건과 같은 입력 하

에서 3가지의 전자석 모델을 설계한 후, 2차
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타입별 흡인력과 안

내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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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전자석 타입별 모델

본 논문에서 분석한 전자석의 요구사항과 

기본 사양은 Table 1과 같다. 타입별 모델은 

Fig.1과 같이 Center Single Coil, Outer Double 
Coil, U-type Double Coil 3종류이다. 너비와 

적층길이는 같으며 아래 부분은 차상에 

장착된 이동자이고, 윗부분은 레일에 포함된 

고정자이다. (a)모델은 치 중앙에 코일이 

700턴 감겨있고 (b), (c)모델은 양쪽 끝 치에 

350턴씩 감겨있는 형태이다. 치와 백요크는 

자속포화를 고려하였으며, 슬롯 면적은 

전류밀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electro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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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Value Unit
Current Density 4 A/mm2

Total Mass 340 kg
Required Attractive Force 3335 N
Number of Electromagnet 4
Force per 1 Electromagnet 833 N

Current 6 A
Turns 700 turn

Air gap 4 mm
Lamination length 100 mm

Electromagnet width 100 mm



Fig. 2 Attractive force of 3type electromagnet

Table 2 Attractive force and height 

2.2 전자석 흡인력 분석

동일 너비와 적층길이의 조건하에서 

권선방법과 형상을 다르게 한 Center Single 
Coil, Outer Double Coil, U-type Double Coil 
3가지 타입의 모델을 비교분석하였다. 흡인력 

해석을 위해 동일한 코일 턴수, 전류 등의 

전기적 입력 하에서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흡인력의 결과값은 Fig.2에 

나타내었고 Table 2에는 타입별의 흡인력과 

전체 높이를 정리하였다. (b)타입의 경우 

350턴을 양측 치에 나누어 감아서 전체적인 

높이가 낮고, 양측 치에서 중앙 치로 모이는 

자속이 서로 상쇄되어 흡인력이 요구치보다 

매우 낮아 전자석으로 적합하지 않다. 
(a)타입의 경우 요구 흡인력을 만족하지만 

700턴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길이가 

가장 길고 무게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타입의 경우 흡인력이 요구치를 

상회하고, 높이 또한 낮아서 3개 타입의 

전자석 중에 가장 유리한 흡인력 특성을 

가진다.

2.3 전자석 안내력 분석

전자석의 안내력을 분석하기 위해 Fig.1 
에서의 타입별 모델의 이동자를 좌우로 0~5 
mm씩 이동시켜 각각 변위마다 가운데로 

정렬 하려는 안내력을 분석하였다. 타입별 

모델의 변위와 안내력은 Fig.3에 나타내었다. 
안내력은 변위가 클수록 더욱 커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모델간의 안내력 차이 또한 변위에 

따라 커진다. 안내력의 크기는 (a), (c), (b) 
순이었으며 5mm 변위에서 (b)의 안내력은 약 

30N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a)타입의 

Type Attractive force Overall height

Center Single Coil 834.94 N 124.8 mm

Outer Double Coil 224.61 N 70.92 mm

U-type Double Coil 889.54 N 104.92 mm

    (a) Center Single Coil    　  　   　     　(b) Outer Double Coil          　　　       　 (c) U-type Double Coil

Fig. 1 Front view of 2D modelling of 3 type electromagnets

Fig. 3 Guide force of 3type electromagnet



안내력은 약 100N, (c)타입의 경우 80N의 

안내력이 발생했다. (b)타입의 경우 흡인력과 

안내력이 모두 매우 불리하여 전자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흡인력 면에서는 (c)타입이 

유리하였으나 안내력 면에서는 (a)타입이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전도 흡인식 자기부상용 

전자석을 동일 너비와 적층길이 조건 하에서 

권선방법과 형상을 다르게 하여 3가지 

타입으로 설계하였다. 그 후, 3개 모델에 코일 

턴 수, 전류 등의 전기적 입력을  같게 주어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흡인력과 

안내력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b)타입은 흡인력과 안내력이 매우 낮아 

전자석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c)타입은 

흡인력과 전체 높이 면에서 유리하였으며, 
(a)타입은 전체 길이가 가장 긴 단점을 

가지지만, 요구흡인력을 만족하면서 안내력이 

가장 높았다. 향후 (a), (c) 모델에 대해 

공극에 따른 흡인, 안내력 분석 및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석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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