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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Maintenance Reliability in Electric Arc

Between Pantograph and Contact Wire

Kim, Ki-Sung

Advisor: Prof. Kim, Nam-Hoon, Ph. D.

Department of Electrical Technology Converg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onvergence,

Chosun 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performance indicator is the quality of current

collection between pantograph and contact wire in order to increase the

speed of high speed railway. Basic condition of contact wire during

operation in the high-speed train is to maintain the ideal height and it shall

be possible to operate safely with a constant touch with the collector's

pantograp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antograph and contact wire is

distinguished by mechan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but generally due

to the complex characteristics. Mechanical properties are caused by rapid

wear and thermal fatigue due to the friction between contact wire and

pantograph.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are caused by an increase in

temperature by electric arc and over-current, and the facility increases

fatigue levels, resulting in local wear.

Arcing between pantograph and contact wire can cause local wear,

temperature rise, open circuit etc. of contact wire and affect the power

system such as abnormal voltage for high-speed train. The slip phenomenon

of the dropper clamp, which causes deformation at the height and surface of

the contact wire, can cause an arc by creating an unsafe contact between

the pantograph and the contact wire. In addition, even if the dropper clamp

is adjusted to the correct target value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standards, it is changed to intervention value again, which is fatal to the



reliability of maintenance.

In this thesis, the criteria for dropper clamps were reviewed and several

experiments have led to the need to establish new test standards to prevent

slip from occurring. It is deem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se test

standards will mitigate the occurrence of arcs between contact wire and

pantograph due to the dropper clamp slip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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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 12월에 미국인 H. Collblen과 H. D. Hostwick가 청량

리∼서대문 간에 선로를 부설하여 1899년 5월 4일 직류 600[V] 방식의 전차가

철도의 시작이었다.[8]

이후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의 진입으로 산업 물자의 이동에 필요한 운송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선, 태백선 등 산업선의 전철화를 이

루었고, 수도권에서는 도시 교통의 혼잡 완화와 도심지 인구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철 및 지하철 구간을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철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8]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대규모 고속 운송수단이 필요하게 되

었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신속성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

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4월 1일 서울∼부

산 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하였다. 그리고 11년 후 2015년 4월 1일 주요 자재

를 우리 기술로 100% 국산화한 오송∼광주송정 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및 경제활동 분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등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 혁신을 이루었으며 도시 및 지역간

대량 운송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인적, 물적 교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꾸준한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최고 속도 421.4km/h를 기록

하여 프랑스,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최고 속도의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되었다. 고속철도의 속도 향상은 타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신속

하고 안전하게 인적, 물적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공기오염 물질이 없고 소음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조

명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 전기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속도향상을 위

하여 전차선로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상호 운영은 기계 및 전기적 특성으로 구분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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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합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기계적 특성은

전차선과 집전장치의 접촉에 따른 급격한 마모, 열적 피로에 의해 발생되며 재

료의 재질을 변화시킴에 따라 전차선로의 국부적 형상변화가 발생된다. 전기적

특성은 아크와 과전류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이루어지며 전차선로를 구성하는

설비에 피로도를 높이고 국부적인 변형을 발생시킨다.[2]

이러한 열차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는 집

전장치와 전차선 사이의 집전 성능이다. 집전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집전장치와 전차선 사이의 접촉력을 측정하거나 전차선이 이선 현상이 발생 되

었을 때 발생하는 아크를 측정 할 수 있다. 아크는 전차선의 국부 마모, 온도

상승, 단선 등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고속철도 차량의 이상전압과 동력 계통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현재 아크 검측 차량의 운용으로 아크 발생 개소에 대한 검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있다.

전차선 아크에 관한 현상은 그동안 많이 연구 및 논의 되어 왔으나 최종적으

로 유지 보수 측면의 현장에서 물리적인 점검 및 보수가 아크 현상을 개선하였

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차선로 시스템은 이론보다는 현장 운용 경험과 시험을

통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호남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전차선 아크 유지 보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하여 전차선 아크 발

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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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론

A.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 상호 인터페이스

전차선(contact wire)은 고속 전기 철도의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집전하기 위한 방식은 팬

터그래프(pantograph)를 사용한 방식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철도에서 전력을 차량에 전달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

수단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이다.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 인터페이스란 팬터

그래프의 집전판이 전차선에 접촉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접촉 상태는 열차의

기상 조건, 속도, 운영 조건에 상관없이 좋은 품질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1]

그러나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접촉력이 매우 높을 경우 전차선의 과도한

압상량(Uplift)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동부에 과도한 마모가 발생되며 전차선

이 팬터그래프와 얽히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2] 반대로 접촉력이 매우

낮은 경우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전기적 이선 현상인 아크(electric arc)가

발생되어 동력 차량의 성능을 손상하고 전차선을 파손하며 마모현상을 가속화

시켜 전차선이 단선될 위험이 있다.[2]

그림 1. 전차선 단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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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선 현상과 아크

고속철도의 운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사이에 진동도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사이의 접촉력 변동이 커지고

이선 현상과 그에 따른 아크가 발생하고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손상을

초래한다.[3]

이러한 이선 현상은 전차선 진동, 비정상적인 모양, 경점 등 여러 가지 이유

로 발생한다.[3] 그리고 이선 현상에 따른 강한 빛을 동반한 아크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3]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사이의 이선 현상은 소이선, 중이선, 대이선으로 구분된

다. 소이선은 팬터그래프, 전차선의 탄성 진동이 원인으로 이선 시간은 수십 분

의 1초에 이른다. 중이선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의 경점에서 충격을 받을 때

발생되고 이선 시간은 수분의 1초에 이른다. 대이선은 전차선의 지지점 통과

직후 팬터그래프 전체가 도약하여 발생되고 이선 시간은 1∼2초에 이른다.[4]

전기철도 차량이 진행하는 동안 이선 현상이 발생되면 이선 개소의 시점부,

종단부는 아크 및 충격에 의해 국부적으로 전차선 마모가 발생되며 결과적으로

는 단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선 현상이 발생되는 시간동안 전력의 집전

이 중단되고 무선잡음 등 통신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전기 차량의 주 전동기

나 보호 기기류가 섬락에 의해 파괴 될 수도 있다.[4]

그림 2.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이선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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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TX 집전 장치

팬터그래프는 동력 차량의 상부에 설치되어 전차선과 직접 접촉하여 전력을

동력 차량에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간에 적합한

접촉 상태를 유지시켜 전차선에 흐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력 차량에는 25[kv]용 싱글암(Single-arm)식 팬터그래프가 설치되어 있다.[5]

팬터그래프는 고속 운행에서도 전차선과 일정한 접촉력으로 이선 현상이 발

생하지 않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에서 이선 현상이 심하면

아크가 발생되고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가 녹아버리는 등 손상이 발생되고 고속

열차의 정상 운행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공기 피

스톤에 의해 약 7[kgf]의 압상력으로 팬터그래프의 접전판을 전차선과 접촉시

키고 전기가 필요없는 경우는 실린더에서 공기를 빼서 스프링 자체의 힘으로

하강하여 팬터그래프를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6]

그림 3. 팬터그래프의 구성



- 6 -

표 1. KTX 팬터그래프 측면의 집전 높이

팬터그래프 자체로는 팬터그래프의 펼친 길이가 최저 100[mm]에서부터 최대

2700[mm]까지의 범위에서 정상 집전이 가능하다. 이 길이를 레일면 상 높이로

환산하면 최저 4288[mm]로부터 최대 6888[mm]까지에 해당하므로 이 높이의

범위에서 팬터그래프는 정상 집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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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고속철도 전차선로 가선 방식

고속철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차선로는 조가 방식에 따라 심플 커티너리

(simple catenary), 변Y형 커티너리(stitched catenary), 컴파운드 커티너리

(compound catenary) 등 타입이 있으며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개발 및 발전되어 왔다.[5]

호남고속철도는 조가선 장력을 2.6[KN], 전차선 장력을 2.0[KN]으로 하고 표

준 가고를 1,400[mm]로 하여 심플 커티너리 조가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림 4. 심플 커티너리 방식

심플 커티너리 조가 방식은 조가선과 전차선의 각 1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가

선에서 행거(hanger) 또는 드로퍼(dropper)에 의하여 전차선이 레일면 상에 평

행하게 조가된 구조의 가선 방식이다. 커티너리 조가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

로 행거 또는 드로퍼 간격, 전차선 및 조가선 장력, 전선의 종류 등을 조정하여

열차의 고속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7]

세부 구성은 전차선, 조가선, 드로퍼, 가동브래키트 및 곡선당김금구로 구성

되어 있고 전차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드로퍼에 의해 조가선에 지지된

다. 조가선은 가동브래키트에 의해 지지되고 활 모양으로 휘어진 형상을 한 고

속용 곡선당김금구는 전차선의 편위(stagger)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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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일정구간 주행시간

일정구간주행시이선시간의합
×

일정구간 주행거리

일정구간주행시이선하여주행한거리의합
×

E. 집전 특성

집전 특성에서 정적 해석은 집전 장치와 같은 외부의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전차선로 구조에 대한 특성 해석을 말한다. 정적 해석은 드로퍼의 길이 계산부

터 불균일율, 고유주파수 해석, 파악탄성도 특성, 정적 압상량 파악 등이 있고,

그밖에도 증폭 계수, 도플러 계수, 파동 전파 속도, 반사 계수 등 각 종 전차선

로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의 파악 등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5]

정적 해석의 결과는 전차선로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설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팬터그래프와의 동력학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자료

로서 사용된다. 전기 철도의 전원 공급은 레일면 상부의 일정한 높이에 가설된

전차선과 전기 차량의 집전 장치를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전차선과 팬터그래

프 사이의 동력 전달은 동역학적 운동 등의 기계적인 특성에 대단히 민감하여

이러한 접촉 패턴에 대한 집전 특성은 열차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집전 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5]

1. 이선률

팬터그래프가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전차선에서 이탈이 발생하여 접촉력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선이라 한다. 이선은 전기적으로 불완전한 접촉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마모 및 손상을 가져온다. 그러

므로 전기 차량의 이동 중에 생기는 이선 현상은 열차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

대한 요소가 된다.[5]

이선율은 열차가 일정한 구간을 주행 시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에서 이탈하는

비율을 의미하여 다음식으로 표시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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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은 일반 전철 구간에서는 3[%] 이하로 제한하며 고속 전철에서는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선 저감 대책으로는 압상력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사전이도(pre-sag) 가선을 시행하고, 전차선 구배의 변화를 적게하고, 가

선 금구를 경량화하여 전차선의 경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8]

2. 파동 전파 속도

전차선에 좌우로 발생한 진동이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 전파되는 속도를

파동 전파 속도라 하고 전차선의 질량 및 전차선 장력의 크기로 결정된다.[8]

C : 파동 전파 속도[m/s], T : 전차선 장력[N], ρ : 가선단위질량[kg/m]

열차 속도가 가선의 파동 전파 속도에 비슷해지면 팬터그래프의 이선 현상,

전차선의 압상량, 응력 등이 급격히 증가되고 전차선의 압상점이 꺽어져 휘어

지며, 열차 통과 후 진동 진폭이 커져 파동 전파 속도의 70[%] 정도가 바람직

한 집전 속도로 보고 있다.[8]

표 2. 파동 전파 속도 비교표

프랑스TGV / 한국KTX

CU150[㎟]

일본신간선

CU170[㎟]

전차선질량[kg/m] 1.334 1.511

전차선장력[kN] 20.0 19.7

파동전파속도[km/h] 440 411

최대집전속도[km/h] 308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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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화비  파동전파속도

열차속도

 



3. 무차원화 비

무차원화 비는 파동전파속도와 열차속도의 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8]

무차원화 비가 작을 때 즉 열차 속도가 낮을 때에는 팬터그래프의 접촉점에

서의 압상량은 작아지게 된다. 무차원화 비가 1에 가까워지면, 즉 열차속도가

파동 전파 속도에 가까워지면 팬터그래프의 이선, 전차선의 압상량 및 응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전차선이 휘어져 꺽이게 되며, 팬터그래프 통과 후 진폭이 크

게되어 이선 현상이 심해진다.[8]

또한 과도한 압상량은 가선 금구의 접촉과 파괴를 발생시키고 전차선의 변형

과 단선을 유발 한다. 따라서 가선의 영업 속도에 가장 알맞은 무차원화 비는

대략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8]

표 3. 무차원화 비 비교표

프랑스TGV/

한국KTX

일본

신간선

한국

일반선

열차영업운행속도[km/h] 300 275 150

파동전파속도[km/h] 440 411 358

무차원화비 0.68 0.66 0.42

4. 도플러 계수

운전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전차선로의 동적작용은 도플러 계수로 의해 접근

할 수 있다. [8]

C : 파동전파속도, V : 주행속도

위 식에서 도플러 계수 α는 0.15 이상이거나 0.2이면 바람직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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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사 계수

반사 계수는 전차선로의 초기 설계 및 시공 시 기술적 데이터에 의해 정해지

며,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5]

여기서, Mm : 조가선의 단위 길이당 질량[kg/m]

Mt : 전차선의 단위길이당 질량[kg/m]

Tm : 조가선의 장력[kN]

Tt : 전차선의 장력[kN]

6. 증폭 계수

반사 계수(r)와 도플러 계수(α)의 비를 증폭 계수라 하고 증폭 계수(�)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도플러 계수가 0에 가까워지면 증폭 계수는 무한대로 되게 되는데

이는 운전 속도가 전차선의 파동 전파 속도에 접근하는 경우가 된다.[5]

파동 반사에 의한 접촉력의 변동은 증폭 계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팬터그래

프가 파동이 반사되는 위치에서 가까울수록 접촉력의 변화이 커지고, 증폭 계

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접촉력 변동이 작아지게 된다. 경험적으로 반사파에

의한 이선을 저감하기 위하여 전차선로의 설계 시 증폭 계수를 2.5 이내로 둔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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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전차선 진동

팬터그래프의 주행 속도가 파동 전파 속도에 근접하게 될 때 이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팬터그래프가 고속, 저속, 파동 전파 속도

로 주행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다.[5]

그림 5. 팬터그래프 주행 속도에 따른 전차선 진동 모습

팬터그래프가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팬터그래프에 의해 전차선에 가해

지는 외란(disturbance)이 전․후방으로 퍼지게 되어 전차선의 변위는 팬터그래

프를 중심으로 대칭 형태가 된다. 고속으로 주행하여 파동 전파 속도에 보다

접근하는 경우에는 팬터그래프에 의한 외란이 전방보다는 후방에 전달되어 팬

터그래프의 후방에 위치한 전차선의 변위가 전방에 위치한 전차선의 변위보다

크게 되어 팬터그래프의 위치에서 전차선이 음의 구배를 가지게 된다.[5]

이러한 음의 구배를 갖는 전차선을 주행하는 팬터그래프는 아래 방향으로 내

려가는 관성력을 받게 되어 경간 지지점과 같이 강성 변화가 생기는 곳에서 전

차선을 추종할 수 없어 이선이 발생하게 된다. 팬터그래프의 주행 속도가 파동

전파 속도와 같게 되면 한번 이선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사이의 갭이 지속적으로 팬터그래프를 따라 가게 되어 집전을 할 수 없

게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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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사전 이도

전차선의 양호한 가선 특성은 등요, 등고 및 등장력에 있다. 등고는 레일과

전차선 간의 높이가 일정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정적인 상태에서는 전차선 높

이가 일정하지만 열차가 진행하는 동적인 상태에서는 팬터그래프의 압상력 등

으로 변화되어 등고가 형성되지 않는다. 지지점과 경간 간의 탄성률의 값이 다

르므로 비균일 형상이 나타나는데 비균일율이 적으면서 동적인 상태에서도 등

고를 유지하는 가선 방식이 사전 이도 이다.[5]

사전 이도는 경간과 경간 사이에 전차선의 높이를 등고로 가설하지 않고 처

음부터 어느 정도 전선의 이도를 주어서 전차선이 처진 상태가 되도록 가선한

것을 말한다. 시공 방법은 첫 번째 드로퍼와 마지막 드로퍼 간에 이도값을 고

려하여 모든 드로퍼 길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제작하며 시공한다.[5]

고속 열차가 운전할 때 압상력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 드롭퍼와 마지막 드롭퍼 사이에 사전 이도를 주어 압상력을 최소

화 하는 것이다.[5]

그림 6. 전차선 수평가선

그림 7. 전차선 사전이도 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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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도는 경간 중앙을 중심으로 초기에 처짐량을 주어 지지점과 경간 중

앙에서의 전차선의 높이를 다르게 한다. 이 초기 처짐량으로 인하여 열차가 한

경간을 지나가는 동안 팬터그래프의 압상력으로 전차선의 처짐을 올려주어 전

차선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팬터그래프 상하 운동 변위가 작아져서 접촉력

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고안된 것이다.[9]

즉 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도가 있어 등고가 아니지만 동적인 상태에서는 등고

를 유지하여 가선 특성이 향상 되는 것이다. 사전 이도의 단점으로는 유지보수

시 전차선을 조정할 경우 사전 이도값 조정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5]

사전 이도에서 그림 8을 보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드로퍼

가 4.5[m] 및 6.75[m] 간격으로 배치되는데, 드로퍼는 전차선의 자중 및 장력으

로부터 오는 하중을 조가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전차선이 특정한 기하학

적 형상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드로퍼 길이 설계를 통하여 팬터그래

프 집전판이 접촉하는 평면인 전차선의 수평 평면상의 기하학적 형상을 제어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

그림 8. 드로퍼 배치 형태

전차선에는 장력이 걸려있다. 그림 9와 같이 양단 드로퍼 지점 A와 B에서

높이가 같으면 전차선의 장력에 상관없이 A, B 지점 사이에 전차선의 최저 지

점은 중간 지점이 된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이 사전 이도가 주어지는 경우에

는 양단 드로퍼 지점의 높이 차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최저점의 위치가

양단 드로퍼의 중간 지점이 아닌 한 쪽으로 치우치며, 전차선의 장력의 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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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회전 모멘트가 발생되어 양단 드로퍼 하중에 한 쪽은 (+)로 작용하고 다른

한쪽은 (−)로 작용하여 드로퍼 하중의 편중을 발생시킨다[10]

그림 9. 드로퍼 높이 차가 없을 때 최저점 그림 10. 드로퍼 높이 차가 있을 때 최저점

H. 유지보수 기준과 드로퍼 구성

전차선로에서 드로퍼의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되면 드로퍼의 높이 및 하중 변

화로 전차선의 기하학적 형상과 높이의 변화가 발생되고 이는 팬터그래프 집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

시하고 관리한다.

유지보수 대상 설비 중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설비는 유지

보수 시행 후 “4단계”로 상태를 분류하고 설비별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11]

1. 목표값(TV, target value) : 설치 최초 시공 후 또는 유지보수 작업 후 상태

값을 말한다.[11]

2. 허용값(NI, no intervention value) : 유지보수는 필요 없으나 설비 변화 상태

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값을 말한다.[11]

3. 경고값(AV, alert value) : 즉시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 시간이 확보되었다면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변화 상

태를 관찰하고 가까운 시간내에 조치해야 하는 상태값을 말하여 유지보수

작업 이후에는 목표값이 되어야 한다.[11]

4. 조치값(IV, intervention value) : 열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값

을 말하여 유지보수 작업 중 최우선으로 조치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작업 이

후에는 목표값이 되어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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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울어진 드로퍼 유지보수 기준

유지보수 기준값에서 조가선과 전차선 사이의 드로퍼의 위치는 반드시 수직

이어야 한다. 그림 11과 같이 기울어진 드로퍼는 전차선 표면의 변형을 일으키

고 집전력을 떨어뜨려, 전차선의 비정상적인 마모를 일으킨다. 또한, 잘못된 수

직방향 위치는 전차선 표면을 변형하고 집전력을 떨어뜨려, 전차선의 비정상적

인 마모를 일으킨다.[12]

전차선로 드로퍼는 전주 경간마다 드로퍼의 설치 수량이 상이하여 경간에 따

른 드로퍼의 설치 수량과 사전 이도를 고려하여 드로퍼간 거리, 드로퍼 길이를

기준값에 맞게 설치하고 반드시 유지보수 기준에 적합하게 드로퍼의 수직을 유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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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호남고속선 일반 경간의 드로퍼 길이표(50∼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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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호남고속선 일반 경간의 드로퍼 길이표(30∼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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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속철도 드로퍼의 구성

드로퍼는 전차선을 수평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차선을 조가선에 현수하는

장치로서 12[㎟]의 청동 연선 양단에 클립형 클램프로 조가선 이동에 맞춰 전

차선을 조가선에 현수되게 지지한다. 이 구조는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등의 압

상력의 작용으로 상승 할 때 드로퍼의 청동 연선은 유연하게 휘어져서 진동 피

로 및 마모 등을 줄일 수 있다.[5]

그림 13. 드로퍼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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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차선 및 팬터그래프 사이 아크 발생

발생 장소 호남고속선 영곡터널 T2, 22.9km

사진

I. 유지보수 사례

호남고속선의 아크 발생 개소 전차선로 유지보수는 아크를 검측하는 검측 열

차가 전차선로 아크 검측 후 발생 개소를 현장 유지보수자에게 통보를 시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자가 현장에서 전차선의 높이 및 드로퍼의 가선 상

태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기준값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4. 전차선 모니터링 검측 차량 아크 검출

아크 발생 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는 전차선 높이를 측정하고 기준값이 다를

경우 지지점 높이 및 드로퍼의 길이, 수직도 등을 조정하여 사전 이도를 고려

한 일정한 전차선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지보수 후 아크 검측 차

량의 운행 결과 지적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다.

표 6. 아크 개소 유지보수 조치 결과

[단위 : mm]

구분
지지점

(22-45)

1번

드로퍼

2번

드로퍼

3번

드로퍼

4번

드로퍼

5번

드로퍼

6번

드로퍼

지지점

(22-49)

기준 높이 5100 5100 5095 5090 5090 5095 5100 5100

작업 전 5100 5095 5070 5060 5060 5065 5070 5075

작업 후 5100 5099 5094 5090 5091 5095 5100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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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및 유지보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드로퍼는 전차선의 일정한 높

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울어짐이 발생되면 드로퍼 하중 변화로

인하여 전차선의 불규칙적인 높이 변화가 발생되고 고속 열차가 운행 시 팬터

그래프 진동에 의해 집전력을 떨어뜨려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집전

장치와 전차선 접촉 부위의 비정상적인 마모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상하 진동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드로퍼 단선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림 15. 전차선 아크 흔적 그림 16. 전차선 불규칙 마모

그림 17. 드로퍼 가닥 소손 그림 18. 드로퍼 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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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선 일부 유지보수 개소에서 드로퍼 클램프의 슬립 현상으로 드로퍼

의 기울기가 변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즉 전선과 체결된 부분에서 드로퍼

클램프가 진동, 풍압 등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표 7. 2016년 1∼3월 호남고속선 드로퍼 클램프 슬립 현상 발생 개소 현황

발견일자 구간 전주번호 드로퍼위치 체결부위 비고

2016.1.5 공주-용동 57-19 2번 전차선

2016.2.23 익산-정읍 108-20 2번 조가선

2016.2.23 익산-정읍 108-20 3번 조가선

2016.2.23 익산-정읍 108-20 6번 조가선

2016.2.23 익산-정읍 108-22 1번 조가선

2016.2.23 익산-정읍 108-22 3번 조가선

2016.2.23 익산-정읍 108-22 6번 조가선

2016.2.26 익산-정읍 110-14 7번 조가선

2016.2.26 익산-정읍 110-16 1번 조가선

2016.3.2 익산-정읍 103-15 2번 조가선

2016.3.9 익산-정읍 111-34 2번 전차선

2016.3.10 익산-정읍 111-34 7번 전차선

2016.3.10 익산-정읍 110-40 1번 조가선

2016.3.10 익산-정읍 111-4 4번,5번 조가선

2016.3.10 익산-정읍 110-32 3번 조가선

2016.3.10 익산-정읍 103-6 3번 조가선

2016.3.11 익산-정읍 103-10 1번 조가선

2016.3.11 익산-정읍 103-10 2번 조가선

2016.3.11 익산-정읍 103-8 2번 조가선

이는 유지보수를 완벽하게 목표값(TV)으로 조치하여도 다시 불량 상태인 조

치값(IV)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드로퍼클램프의 슬립 현상의 원인 및 기준

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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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방법 및 측정 결과

A. 실험 기준 및 방법

드로퍼 클램프 슬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고속 철도 전차선

로 시스템의 드로퍼에 대한 규격과 드로퍼 클램프 슬립 시험 기준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표 8. 드로퍼 클램프 국내외 자료 비교

구분
한국(고속철도)

중국 일본
350km/h 400km/h

규격
공단표준규격서

KRSA-3017-R1

공단표준규격서

KRSA-3017-R1

중국철도규격TB/T2075.

1-2002, TB/T2075.2-2002
일본규격JRC

제품명
드로퍼 훅크

클램프
드로퍼클램프 전차선드로퍼클램프

심플카테너리용

행거이어

재질

NFEN1982 :

CuAl10Fe2
(알루미늄청동주물)

NF EN 1982 :

CuAl10Fe2
CuNi2Si

JISH5120:CAC702

(알루미늄청동주물)

제조

방법

금형주조 또는

로스트 왁스법

금형주조또는

로스트왁스법
형단조(Die Forging) 주조(사형)

시

험

항

목

(1) 재질시험 (1) 재질시험 (성능요구)
(성능요구)

행거이어의내하중은사용

상태에서3분간아래의하

중을가했을때각부에이

상이없어야한다.

(아래)

①인장내하중(kg)

: 510(3분간)

②비틀림내하중(kgf)

: 255(3분간)

③횡미끌림내하중(kgf)

: 102(3분간)

④행거내굴곡회수

: 16회이상(90도)

⑤행거인장내하중:

153kgf 에서3분

⑥이어경도(HB):

120~220

⑦내진동회수: 2백만회

이상진폭20mm~0mm

주기: 3Hz~5Hz

(2) 무게검사 (2) 무게검사 최대수직하중: 1.3KN

(3)진동시험

클램프를 전차선에

물린후 진폭 :

+50mm~ -0mm

주기 : 1~5Hz

회수 : 2백만회

(3)진동시험

클램프를 사용상태

또는유사상태로

시험기에 취부압축진폭

20mm~200mm

드로퍼에 적용동하

중: 3 0 0N주파수:

0.1~10Hz 회수: 2백

만회

드로퍼클램프의 최대수직 파

괴하중: 3.9KN

전차선의슬립하중: 1.0kN을

초과해서는안됨

볼트토오크값: 2.5N.m

(1)진동시험

①시험하중 : 1.3KN

②진동파형 : 정현파

③수직진폭 : ±35mm

④진동주기 : 3Hz~5Hz

⑤진동회수 : 2백만회

⑥슬립시험 : 슬립하중

90%

(2)피로시험

①시험하중

:1.3KN±0.39kN

②피로교변파형:정현파

③피로시험주기:1Hz~3Hz

④피로시험회수:오십만회

⑤슬립시험피로시험후:

최대하중값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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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퍼 클램프 슬립 시험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슬립 시험의 기준이 수립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고속 철도 전차선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

로퍼 클램프의 슬립 시험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기준의 드로퍼 클램프에 대한 검사, 시험 항목으로는 치수 및 구조, 무게

검사가 있으며 재질, 진동 피로 시험 및 인장 강도 시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 재질 및 성능 분석을 위하

여 사용 중인 350km/h급 및 400km/h급 드로퍼클램프를 시료로 구조 및 치수

검사, 화학 조성, 전기 저항, 슬립 시험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

하여 드로퍼 클램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그림 19. 시료 1(350km/h급) 그림 20. 시료 2(350km/h급)

그림 21. 시료 3(350km/h급) 그림 22. 시료 4(400km/h급)

조가선용

전차선용

전차선용

조가선용

조가선용

전차선용

전차선용 조가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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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50km/h급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도면

B. 치수검사 및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서 KRSA-3017-R1에 의거 버니어캘리퍼스, 마이

크로미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의 치수를 시료별로 측정하였다.

1. 350km/h급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그림 23. 350km/h급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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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음 √ 이상있음

구 분

(mm)
기 준

시료 1 시료 2 시료 3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치수 a 2.8 ±0.75 2.82 ○ 2.87 ○ 2.81 ○

치수 b 12 ±0.80 11.18 √ 12.01 ○ 11.84 ○

치수 c 7.5 ±0.75 7.22 ○ 7.45 ○ 7.51 ○

치수 d 8.3 ±0.75 7.91 ○ 7.94 ○ 8.09 ○

치수 e 18.5 ±0.85 18.61 ○ 18.51 ○ 18.67 ○

치수 f 45 ±0.80 44.60 ○ 45.11 ○ 44.98 ○

치수 g 2.5 ±0.75 2.51 ○ 2.45 ○ 2.50 ○

치수 h 20 ±0.85 20.83 ○ 21.42 √ 20.02 ○

치수 i 2.3 ±0.75 2.29 ○ 2.30 ○ 2.30 ○

치수 j 2.8 ±0.75 2.89 ○ 3.01 ○ 2.79 ○

치수 k 12 ±0.80 11.69 ○ 11.78 ○ 11.88 ○

치수 l 7.5 ±0.75 7.40 ○ 7.65 ○ 7.55 ○

치수 m 8.3 ±0.75 7.31 √ 8.49 ○ 8.45 ○

치수 o 18.5 ±0.85 18.52 ○ 18.75 ○ 18.61 ○

치수 p 2.5 ±0.75 2.14 ○ 2.81 ○ 2.46 ○

치수 q 45 ±1.00 44.50 ○ 44.80 ○ 44.72 ○

치수 r 2.3 ±0.75 2.48 ○ 1.93 ○ 1.98 ○

표 9. 350km/h급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결과



- 27 -

표 10. 350km/h급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결과

○ 이상없음 √ 이상있음

구분

(mm)
기 준

시료 1 시료 2 시료 3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치수 a 2.8 ±0.75 2.74 ○ 2.81 ○ 2.82 ○

치수 c 7.5 ±0.75 7.34 ○ 7.53 ○ 7.47 ○

치수 d 8.3 ±0.5 8.23 ○ 8.29 ○ 8.31 ○

치수 e 18.5 ±0.85 19.42 √ 18.21 ○ 19.60 √

치수 f 45 ±0.80 44.50 ○ 45.03 ○ 44.85 ○

치수 g 2.5 ±0.75 2.45 ○ 2.69 ○ 2.46 ○

치수 h 20 ±0.85 20.20 ○ 21.35 √ 20.99 √

치수 i 2.3 ±0.75 2.81 ○ 2.45 ○ 2.21 ○

치수 j 2.8 ±0.75 2.84 ○ 2.83 ○ 2.85 ○

치수 l 7.5 ±0.75 7.41 ○ 7.45 ○ 7.53 ○

치수 m 8.3 ±0.75 7.31 √ 8.29 ○ 8.32 ○

치수 o 18.5 ±0.85 19.21 ○ 18.45 ○ 20.53 √

치수 p 2.5 ±0.75 2.41 ○ 2.49 ○ 2.55 ○

치수 q 45 ±1.00 44.52 ○ 45.25 ○ 45.71 ○

치수 r 2.3 ±0.75 2.74 ○ 2.35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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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km/h급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결과 일부 시료에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전선과 클램프 사이의 여유 공

간으로 인하여 드로퍼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400km/h급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그림 25. 400km/h급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도면

그림 26. 400km/h급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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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없음 √ 이상있음

구분

[mm]
기준

시료4
비고

측정값 결과

치수 a 10±0.75 9.35 ○

치수 b 6±0.75 5.79 ○

치수 c 18±0.85 18.50 ○

치수 d 4±0.75 4.01 ○

치수 e 7±0.85 7.01 ○

치수 f 12.6±0.80 12.20 ○

치수 g 2.5±0.75 2.48 ○

치수 h 41±1.00 40.17 ○

치수 i 17±0.85 17.33 ○

치수 j 26.8±0.90 26.69 ○

치수 k 21±0.85 21.85 ○

치수 l 19±0.85 18.80 ○

치수 7.8±0.75 8.11 ○

무게kg 0.09±10% 0.086 ○

표 11. 400km/h급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결과

○ 이상없음 √ 이상있음

구분

[mm]
기준

시료4
비고

측정값 결과

치수 A 10±0.75 9.53 ○

치수 B 20±0.85 20.01 ○

치수 C 4±0.75 3.98 ○

치수 D 7±0.75 6.98 ○

치수 E 2.4±0.75 2.60 ○

치수 F 41±1.00 40.68 ○

치수 G 36.3±0.90 36.06 ○

치수 H 21±0.85 21.03 ○

치수 I 19±0.85 18.98 ○

무게 kg 0.11±10% 0.110 ○

표 12. 400km/h급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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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4로 수행한 400km/h급 드로퍼 클램프 치수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치수를 나타내었다.

C. 화학 조성 시험 및 결과

화학 조성 시험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서 KRSA-3017-R1의 기준으로

시행하였으며, 드로퍼 클램프의 일부분을 절단 및 연마하고 발광 분광 분석기

(emission spectrochemical analyzer)를 이용하여 화학조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시료의 성분은 기준치에 적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7. 드로퍼 클램프 화학 조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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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없음, √ : 이상있음

구분

기준 시험 결과

CuAl10Fe2
시료 1 시료 2 시료 3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Cu 83.0~89.5 88.1 ○ 87.5 ○ 84.4 ○

Al 8.5~10.5 8.65 ○ 9.17 ○ 10.37 ○

Fe 1.5~3.5 3.01 ○ 2.81 ○ 3.09 ○

Ni 1.5 이하 0.01 ○ 0.21 ○ 1.13 ○

Mn 1.0 이하 0.01 ○ 0.12 ○ 0.50 ○

Mg 0.05 이하 0.00 ○ 0.00 ○ 0.00 ○

Zn 0.5 이하 0.14 ○ 0.09 ○ 0.18 ○

Si 0.2 이하 0.04 ○ 0.03 ○ 0.11 ○

Sn 0.2 이하 0.01 ○ 0.01 ○ 0.02 ○

Pb 0.10 이하 0.01 ○ 0.01 ○ 0.05 ○

○ : 이상없음, √ : 이상있음

구분

기준 시험 결과

CuAl10Fe2
시료 1 시료 2 시료 3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Cu 83.0~89.5 88.1 ○ 87.5 ○ 84.4 ○

Al 8.5~10.5 8.65 ○ 9.17 ○ 10.37 ○

Fe 1.5~3.5 3.01 ○ 2.81 ○ 3.09 ○

Ni 1.5 이하 0.01 ○ 0.21 ○ 1.13 ○

Mn 1.0 이하 0.01 ○ 0.12 ○ 0.50 ○

Mg 0.05 이하 0.000 ○ 0.000 ○ 0.000 ○

Zn 0.5 이하 0.14 ○ 0.09 ○ 0.18 ○

Si 0.2 이하 0.04 ○ 0.03 ○ 0.11 ○

Sn 0.2 이하 0.01 ○ 0.01 ○ 0.02 ○

Pb 0.10 이하 0.01 ○ 0.000 ○ 0.05 ○

표 13. 350km/h급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화학 조성 시험 결과

표 14. 350km/h급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화학 조성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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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없음, √ : 이상있음

구분

기준 시험결과

CuAl10Fe2
시료 4 전차선용 시료 4 조가선용

측정값 결과 측정값 결과

Cu 83.0~89.5 86.4 ○ 86.1 ○

Al 8.5~10.5 8.95 ○ 9.23 ○

Fe 1.5~3.5 2.51 ○ 2.52 ○

Ni 1.5 이하 1.23 ○ 1.19 ○

Mn 1.0 이하 0.31 ○ 0.30 ○

Mg 0.05 이하 0.001 ○ 0.001 ○

Zn 0.5 이하 0.32 ○ 0.33 ○

Si 0.2 이하 0.10 ○ 0.12 ○

Sn 0.2 이하 0.03 ○ 0.03 ○

Pb 0.10 이하 0.05 ○ 0.05 ○

표 15. 400km/h급 드로퍼 클램프 화학 조성 시험 결과

D. 전기저항 측정 및 결과

드로퍼 클램프를 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연결하여 전기저항을 디지털 멀티미

터를 사용하여 전기저항을 측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8. 전기저항 측정 개요



- 33 -

그림 29. 전차선용 드로퍼 클램프 슬립 시험 그림 30.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슬립 시험

구분

전기저항 (Ω)

비고전차선용 조가선용

B-C 구간 B-D 구간 A-C 구간 A-D 구간

시료 1 0.44 0.50 0.52 0.47 350km/h급

시료 2 1.28 1.26 1.38 1.34 350km/h급

시료 3 0.88 0.94 0.89 0.89 350km/h급

시료 4 0.89 0.81 0.64 0.72 400km/h급

표 16. 전기저항 측정 결과

드로퍼 클램프에 관한 전기저항 시험 기준은 없으나 드로퍼 클램프를 현장

의 설치 조건과 같이 조가선과 전차선에 체결하여 전체 연결 상태에서 측정하

였다. 시료 2가 다른 시료에 비해 높게 저항이 측정되었다. 드로퍼 클램프와

전선이 체결된 부위의 접촉 상태에 따라 측정값의 변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 슬립 하중 시험 및 결과

드로퍼 클램프의 현장 조건과 같은 상태에서 클램프가 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서 밀리지 않고 견디는 하중을 측정하였다. 국내 고속철도 드로퍼 클램프는 슬

립 하중 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국 고속철도 슬립 하중 시험 기준 1,000N

을 기준으로 실험하였다. 또한 치수가 기준치를 충족한 시료를 추가로 시험하

여 정상 치수의 클램프와 슬립 하중 차이를 비교하였다.



- 34 -

시료번호
시험결과

비고
전차선(N) 조가선(N)

1 350km/h급 2254N 984N

2 350km/h급 296N 1563N

3 350km/h급 2313N 3542N

4 400km/h급 45N 1796N

5 350km/h급 3300N 1200N 추가시료(치수적합)

6 350km/h급 930N 2200N 추가시료(치수적합)

7 350km/h급 4350N 3800N 추가시료(치수적합)

8 350km/h급 1750N 1850N 추가시료(치수적합)

9 400km/h급 650N 3150N 추가시료(치수적합)

표 17. 슬립 하중 시험 결과

시료 4의 경우 치수 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슬립 하중이 45N

으로 현저하게 낮았다. 또한 치수 기준에 적합한 추가 시료로 시험을 하였으나

시료 7의 경우 타 시료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어 시료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 6과 시료 9에서도 시험 기준인 1,000N에 미달되는 것

을 확인 하였고, 조가선보다 전차선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시료가 더 많이 발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5 -

Ⅳ. 결 론

본 논문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 아크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드로퍼 클램

프의 슬립 현상에 대하여 국내외 기준을 검토하여 시험과 측정을 시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치수 검사의 경우 400km/h급 드로퍼 클램프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350km/h

급 드로퍼 클램프에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료를 확인하였다. 이는 전

선과 클램프 사이의 여유 공간으로 인하여 드로퍼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슬립 하중 시험에서는 치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던 400km/h급 드로퍼 클램

프의 슬립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시료별로 슬립 하중의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상적인 기준의 치수로 드로퍼 클램프가 제작되어도 슬립 현

상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시행한 슬립 하중 시험 1,000N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한다면 드

로퍼 클램프 슬립 현상에 의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 발생되는 아크를 감소

시켜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열차 운행 시 전차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이상적인 높이를 유지

하는 것이고 팬터그래프와 일정한 접촉력으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한다.

드로퍼 클램프의 슬립 현상은 전차선의 높이 및 표면에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형은 집전장치의 불완전 접촉을 발생시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간 아크를 발생시키고 전차선의 마모, 드로퍼 클램프 파손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자의 판단과 유지보수 기준에 의하여 드로퍼 수직도를 정확한

목표값으로 조정을 하였어도 다시 조치값으로 변화되어 유지보수 신뢰성에 치

명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바탕으로 드로퍼 클램프, 전차선, 조가선의 제작 치수 및 허용 오

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국외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고속철도 전차

선로에 가장 적합한 드로퍼 클램프의 슬립 하중 시험 규격을 제정하여 유지보

수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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