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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추진용 Linear Pulse Motor의 축소 모델 해석 및 추력 

리플 저감 연구

Study on the FEA Model of the Linear Pulse Motor for Railway Application 

and Reduction of Thrust Ripple

설 현 수* ․ 이 강 석* ․ 정 거 철* ․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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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LPM structure with a two-phase, which is not used previously, and explain its 

operation principle. In order to predict the accurate performance of LPM reduction model, finite element model was derived 

and the back EMF of LPM reduction model was measured and compar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hrust and normal force 

of the LPM reduction model, a driving circuit capable of applying two-phase pulse currents was constructed and the 

performance was predicted in conjunction wit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inally, the design considering actual LPM 

size was performed. Since the size of the reduction model is small, the field could be made of a permanent magnet.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nufacture a permanent magnet to match the size and capacity of a real LPM for a vehicle, in 

terms of cost and writing. Therefore, the actual vehicle LPM was replaced by wound type that generates a magnetic field by 

applying current to the field winding, and the final model was derived using the reaction surf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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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철도 수요 대응과 현대사회의 고속 교통

수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고유가 및 온실가스 등 원유 기반

의 교통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수단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석유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대륙과 대륙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전기로 추진되는 철도이다. 현재 대중화 되어있

는 바퀴 식 철도 차량은 e고속 운전 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는 소음, 공기저항 동력 전달의 한계, 레일의 마모라는 문제를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철도차량의 대안으로 선형 추

진 시스템 연구가 진행 중이다[1,2,3]. 리니어 펄스 모터(Linear 

pulse motor; LPM)는 가속, 감속 성능 및 비점착 구동에 의한 

등판능력이 우수하며, 저속부터 e고속까지 모든 속도영역 주행

가능, 차량 경량화에 따른 높은 에너지 효율, 가공전차선 설비가 

불필요하고 차체를 기존 차량보다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기

존 철도 시스템보다 건설비용 저감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전략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2상 구조

를 가지는 LPM 구조를 제시하고, 그 동작 원리를 서술하였다. 

LPM 축소 모델의 정확한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한요소모델

을 도출하였고, LPM 축소 모델의 역기전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또한 LPM 축소 모델의 추력 및 수직력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서, 2상 펄스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구동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유한요소모델과 연동하여 성능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LPM 사이즈를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축소 모델에서는 사이

즈가 작기 때문에 계자를 영구자석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나, 실

제 차량용 LPM 사이즈 및 용량에 맞도록 영구자석으로 제작하

는 것은 가격적인 면이나 제작성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

서 실제 차량용 LPM은 계자권선에 전류를 인가하여 자계를 발

생시키는 권선형으로 대체하였고,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종 

모델을 도출하였다.

2. 철도차량 추진용 Linear Pulse Motor

2.1 Linear Pulse Motor의 구조

리니어 펄스 모터는 지상코일로부터 발생되는 전기적인 펄스 

신호와 이동자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자기장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게 되는 장치이다. 그림 1은 리니어 펄스 모터의 구조를 나타

내고, 이동자와 지상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

코일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2 층권 형태를 가지며, 상층

(Upper Layer) 및 하층(Lower Layer)가 쌓여있는 구조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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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r

Ground Coil
그림 1 리니어 펄스 모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linear pulse motor

그림 2 리니어 펄스 모터의 권선 레이아웃

Fig. 2 Winding layout of linear pulse motor

그림 3 2상 펄스 전류의 동작 구간

Fig. 3 Operation range of 2 phase pulse current

그림 4 동작 구간 1에서 구동 원리 및 이동자의 위치

Fig. 4 Driving principle and mover position in operation I

2.2 Linear Pulse Motor의 구동원리

LPM은 A상과 B상의 전류에 따라 4가지 운전 구간을 갖는다. 

그림 3에서 운전 구간 I에서는 A상에서만 양의 전류가 흐르며, 고

정자 권선은 그림 4와 같은 극성을 갖는다. 운전 구간 II에서는 B

상에만 양의 전류가 흐르며, 고정자 권선은 그림 5와 같은 극성을 

갖는다. 운전 구간 III에서는 A상에만 음의 전류가 흐르며, 고정자 

권선은 그림 6과 같은 극성을 갖는다. 운전 구간 IV에서는 B상에

그림 5 동작 구간 2에서 구동 원리 및 이동자의 위치

Fig. 5 Driving principle and mover position in operation II

그림 6 동작 구간 3에서 구동 원리 및 이동자의 위치

Fig. 6 Driving principle and mover position in operation III

그림 7 동작 구간 4에서 구동 원리 및 이동자의 위치

Fig. 7 Driving principle and mover position in operation IV

만 음의 전류가 흐르며, 고정자 권선은 그림 7과 같은 극성을 갖

는다. 운전 구간 IV 이후에는 다시 운전 구간 I부터 IV까지를 반

복한다. 각각의 운전 구간은 이동자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3. Linear Pulse Motor 유한요소해석 모델

3.1 Linear Pulse Motor의 설계 파라미터

실제 크기의 선형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상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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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리니어 펄스 모터 디자인 파라미터

Fig. 8 Linear pulse motor desgin parameter

그림 9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Fig. 9 2D FEA model

그림 10 2차원 유한요소해석의 메쉬분할도

Fig. 10 Mesh Plot of 2D FEA model

Number of Element

Stator Dummy 10665

Field Dummy 246

Permanent Magnet 1422

Winding 896

Band 8018

Region 12271

Total 33518

표    1 LPM의 요소분할 개수 

Table 1 Number of element for LPM

그림 11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역기전력

Fig. 11　Back EMF of 2D FEA model

그림 12 리니어 펄스 모터의 이동자 및 권선

Fig. 12 Mover and winding of linear pulse motor

일의 건설비용 및 이동자의 제작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LPM 축소 모델을 설계하였다. LPM 축소 모델의 설계 

파라미터는 다음 그림 8과 같다.

3.2 Linear Pulse Motor의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

그림 9는 그림 8의 설계 파라미터를 기반으로한 유한요소 해

석(finite element analysis : FEA) 모델이다. 이동자는 2극 영구

자석으로 구성되어있다. 지상 코일은 2층권 형태를 가지며, 상층

(Upper Layer)에는 A상 권선이 있고, 하층(Lower Layer)에는 B

상 권선이 위치한다. 그림 10은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요소 분할

도를 나타낸다. LPM과 같은 선형전동기 (Linear motor) 모델을 

유한요소해석을 할 때에는 적절한 요소분할이 중요하다. 선형전

동기의 경우, 해석영역(Region)을 회전전동기보다 상대적으로 넓

게 적용한다. 회전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전기 강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외부로 누설되는 자속의 양이 적다. 하지만, 선형전동기

의 고정자를 전기 강판으로 구성하면, 막대한 제작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공심형으로 제작한다. 따라서, 누설 자속이 많이 

발생하므로 해석 영역을 넓게 설정해야한다. 또한, 해석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Air-gap, Band, Stator Dummy의 요소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설정한 요

소분할수이다.

그림 11은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역기전력을 나타낸다. 

이 때, 해석된 LPM의 속도는 시험 값과 동일한 5.575Hz이다. A

상과 B상 역기전력의 최대값은 각각 33V와 24.3V이며, RMS 값

은 26.3Vrms와 19Vrms이다.

3.3 역기전력 측정

그림 12는 제작된 LPM 축소 모델의 이동자 및 권선을 나타

낸다. LPM 축소 모델의 무부하 역기전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정

자 권선을 개방한 상태에서 이동자를 강제로 밀어서 관성으로 움

직이는 순간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역기전력 파형은 그림 13에 나타냈다. A상의 역기전력의 최

대값은 32.8mV, B상은 22mV가 발생하였으며, 이때의 주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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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리니어 펄스 모터의 역기전력 측정 파형

Fig. 13 Back EMF of linear pulse motor

그림 14 LPM 구동을 위한 2상 펄스 전류

Fig. 14 2 phase pulse current for operation of LPM

그림 15 2상 펄스 전류 생성을 위한 외부회로

Fig. 15 External circuit for 2 phase pulse current generation

그림 16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추력

Fig. 16 Thrust force of 2D FEA model

그림 17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수직력

Fig. 17 Normal force of 2D FEA model

Average Pk to Pk Unit

Thrust force 4.65 6.42 N

Normal force -2.30 7.59 N

표    2 Linear pulse motor의 성능

Table 2 Performance of linear pulse motor 

5.575Hz로 이동자의 이동속도로 환산하면 4.014km/h이다. 영구

자석과의 A상 권선의 거리가 더 가까우므로 A상 권선에서 더 높

은 역기전력이 측정된다. 또한 3.2절에서 수행한 무부하 역기전력

의 최대값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유한요소해석모

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4. Linear Pulse Motor 특성

4.1 펄스파 전류의 생성

LPM은 마이크로 스텝 구동 방식으로 고정자 권선에 정현파에 

가까운 전류를 인가할 수 있으나, 한 주기 동안 여러 번의 스위

칭을 해야 하므로 많은 스위칭 손실이 발생한다. 철도차량과 같

이 차체의 관성이 크고 대용량의 전원이 인가되는 LPM의 경우

에는 펄스 구동이 적합하다. 2상 펄스 구동은 그림 14와 같이 한 

주기 동안 하나의 스위칭 소자에서 2번(ON 1회, OFF 1회)의 스

위칭이 일어난다. 2상 펄스 전류를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입력해

주기 위해서는 그림 15와 같은 구동회로를 구성해야한다. 그림 

15의 구동회로와 그림 9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연동하여 해석

하면 2상 펄스파를 고려한 LPM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4.2 Linear Pulse Motor의 성능

그림 9의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그림 15의 구동회로를 연동하

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LPM 축소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 그림 16과 같은 추력 파형과 그림 17과 같은 수직력 

파형을 얻었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2극에 대한 출력만 나타내

지만, LPM 축소 모델은 4극을 갖기 때문에 해석 결과 값에 2배

를 취해주면 LPM 축소 모델의 실제 출력이 된다. 2차원 유한요

소해석 결과, 평균 추력은 4.65N이 발생하고 수직력은 -2.3N이

었다. 따라서 LPM 축소 모델에 200A의 펄스 전류가 인가될 경

우, 해석 결과 값의 2배인 9.3N의 추력과 –4.6N의 수직력이 발

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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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Unit

공극 길이 30 mm

고장자 극 피치 480 mm

차상 계자 권선 기자력 10,000 A-Turn

지상 전기자 권선 전류 2,000 Arms

표    3 실제 사이즈의 리니어 펄스 모터의 설계 사양

Table 3 Design specification of real linear pulse motor

그림 18 리니어 펄스 모터의 설계 파라미터

Fig. 18 Design parameter of linear pulse motor

그림 19 중심 합성 계획법을 위한 설계 포인트

Fig. 19 Design points for central composite design

No. A [mm] B [mm] Thrust [N] Ripple [N]

1 300 40 384.6 58.6

2 300 80 410.2 58.6

3 400 80 342.1 85.1

4 400 40 424.8 96.3

5 350 60 436.6 110.8

6 350 31.7 446.1 139.4

7 279.3 60 371.2 96.6

8 350 88.3 407.6 63.7

9 420.7 60 356 99.1

표    4 설계 포인트에 따른 설계 변수 및 해석 결과

Table 4 Design variables and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design potin 

그림 20 추력에 대한 반응표면

Fig. 20 Response surface according to thrust 

300
350

400

A [mm]40 60 80
B [mm]

50

75
100

125

그림 21 수직력에 대한 반응표면

Fig. 21 Response surface according to normal force

5. 권선형 LPM의 추력 리플 저감 설계

철도차량 추진용 LPM은 수 백 톤에 이르는 차량을 끌어야 하

므로 매우 큰 추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LPM의 사이즈 및 입

력 전력이 LPM 축소 모델에 비해서 수 십 배 이상 더 많이 필

요하다. 축소 모델에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계자를 영구자석

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나, 실제 차량용 LPM 사이즈 및 용량에 

맞도록 영구자석으로 제작하는 것은 가격적인 면이나 제작성 면

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차량용 LPM은 계자권선에 

전류를 인가하여 자계를 발생시키는 권선형으로 대체하였다. 이

러한 권선형 LPM도 앞의 4.2절에서 보여준 영구자석형 LPM 축

소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같이 추력 리플 및 부상력 리플

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철도차량 추진을 위한 실제 사이

즈의 LPM 권선형 모델의 추력 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응표

면법을 이용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5.1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설계

실제 사이즈의 권선형 LPM의 설계 사양은 표 3과 같다. 반응

표면법을 이용한 설계를 위해서 설계변수를 그림 18과 같이 선

정하였다. 이 설계 범위를 가지고 중심 합성 계획법을 위한 설계 

포인트를 선정하였다. 중심 합성 계획법의 설계 포인트는 그림 

19와 같이 요인점(포인트 1, 2, 3, 4), 중심점(포인트 5), 축점(포

인트 6, 7, 8, 9)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설계 포인트에서

의 평균 추력 및 추력 리플 값들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표면을 만든다. 표 4는 설계 포인트에 

해당하는 설계 변수 및 추력 특성해석 결과를 나타낸다[5,6].

표 4의 설계 포인트별 추력 특성해석 결과를 통해 형성된 반

응표면을 그림 20과 21에 나타냈다. 그림 20는 평균 추력에 대한 

반응표면을 나타내고, 그림 21은 추력 리플에 대한 반응표면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화를 위해 

MINITAB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때 가중치는 두 반응표면 

모두 동등하게 1로 두었으며, 평균 추력은 크고, 추력 리플은 작

아야 하므로 각각 망대, 망소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반응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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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Cur
Lo

B [mm]
88.2843

[88.2843]
31.7157

A [mm]
420.7107

[297.6513]
279.2893

Maximum
Thrust [N]

Y=409.9443

Thrust 
Ripple[N]
Y=49.4713

그림 22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설계 결과

Fig. 22 Design results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

그림 23 2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수직력

Fig. 23 Thrust of 2D FEA model

기본 설계 모델 최적화 모델 저감율

추력[N] 448.1 410.4 9.4 %

리플[N] 155.2 59.2 61.8 %

표    5 유한요소해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를 통해 그림 22와 같이 최적 설계 포인트를 찾았다. 따라서 A

는 297.5mm, B는 88mm로 결정될 수 있다.

5.2 추력 리플 저감 모델 특성

반응 최적화를 통해 얻은 변수 값을 가지고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은 기본 모델과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설계 

모델의 추력을 나타낸다. 기본 모델의 변수 A는 360mm이고 변

수 B는 20mm이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모델은 기본 모델에 

비해 평균 추력은 9.42% 감소하였지만, 추력 리플은 61.84% 감

소하였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설계를 통해 평균 추력의 저감

은 최소화하였으며, 추력 리플을 최대한 줄이는 설계를 도출하

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PM의 구동 원리 및 축소 모델의 구조를 서술

하였고, LPM 축소 모델의 성능 특성 해석을 위해 2차원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LPM 축소 모델의 무부하 역기전력을 측정하였고,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측정치와 유사한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LPM의 출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2

상 펼스 전류를 인가해야 하므로, 구동회로를 구성하여 유한요소

해석 모델과 연동하였다. 추력 해석 결과는 4.65N으로, 실제 4극

인 축소 모델은 9.3N이 나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권선

형 LPM 모델의 큰 추력 리플 성분을 저감하기 위한 반응표면법

을 이용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극당 상당 슬롯수가 1인 고정자 

권선의 극 피치와 계자 권선의 극 피치를 서로 다르게 설계하면 

그 차이에 따라 추력 및 추력 리플 값이 다르게 나오며 이 값들 

중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하여 반응표면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록 평균 추력이 약 9% 감소하였지만, 추력 리플이 약 62% 감

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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