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과학으로 창조 패러다임을 해석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기초과학으로 창조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갑니다.

세계 일류의 열린 기초연구 인프라기관

(Open World-class Institute, KBSI)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첨단 대형 연구장비의 구축·운영을 통한 연구지원 및 공동연구

분석과학 연구를 통한 분석장비·기술 개발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 전담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세계최고 기초과학 연구지원기관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활용 대표기관

국가 연구시설·장비 총괄관리기관

분석과학연구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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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왓. 자기부상
열차를 탈 수 

있다니.
돈 모아야겠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하고 있고,
점점 늘여갈거야

상용화도 
된다구요? 

어디서 타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이미 1993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도 하고 있고,

곧 상용화도 될거란다.









초전도체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초전도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차단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자석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은 항상 0이 되지요.

이와 같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배척하는 성질 때문에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두면 자석이 붕 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전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얇은 절연체를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끼우고 약한 전압을 걸어주면 마치 절연체가 없는

것처럼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릅니다. 이를 조셉슨

효과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현상을 스위치 회로에 이용하면 

초고속 컴퓨터 소자를 만들 수 있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엑스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학교의 과학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지요. 초전도 현상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극저온 현상과 초전도 자기부상’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세요. 전자기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자기부상열차의 시범 주행까지 체험할 수 있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바퀴없이 열차가 공중에 떠서 달리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적고, 경사나 커브가 심한 

지역에서도 바퀴식 열차보다 잘 달릴 수 있지요. 

일본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 MLX(Magnetic 

Levitation eXpress)는 열차사상 최고의 속도인 

시속 581km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운영하는 독일의 자기부상열차 

트랜스래피드 (Transrapid)는 사람을 태우고 

시속 501km로 달리는 데 성공했지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것은 최대 시속 110km

정도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입니다. 현재 인천 

국제공항에 노선이 설치되어 있고 점점 노선을 

늘여 인천국제공항을 순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출처 : 국립중앙과학관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어린이과학동아 2006년 9월호 내용을 2013년 실정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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