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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spring type tensioning devices
in electric railway system. In conventional ways, the wheel type tensioning device used in the
Korea railroad requires much time and labor for maintenance including wire replacement and oil
application. So, we found it necessary to develop a new type of maintenance-free tensioning
device. In this paper, we introduce spring type tensioning devices for Korea railroad. Also, We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the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spring type tensioning devices in
electric railway system.

------------------------------------------------------------------------------------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자동장력 조정장치 란(tensioning device) 전기철도의 가공전차선로에서 합성전차선 전차선 조가선( +

부속 설비 이 대기 및 부하전류에 의한 온도변화의 신축에 따른 장력변화를 항상 일정한 상태로 자동+ )

조절하여 전기열차의 집전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함으로써 전기열차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설비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장력 조정장치를 구분하면 활차식과 스프링식이 있고 특히 스. ,

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는 년까지는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을 전량 수입한 실정이었다 즉2004 . , 활차

식과 동등하게 긴 가선의 본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 동일본여객철도 주 일본발조 및 주 전업이 공( ) , ( ) ( )

동 개발한 것이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이다 이 개발은 종래에 비하여 유지보수의 비용을 대폭 감.

소시켰고 설비의 장 수명화를 기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래의 활차식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사용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를 현장에 설치한 후 년 넘게, 1

운영한 결과에 따라 나타난 몇 가지 고찰 사항을 소개하고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새로운 안 을 제안한, ( )

다 또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 .

------------------------------------------------------------------------------------------------

주 대동기술단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정회원* ( ) ,

주 대동기술단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경북전문대학 철도전기과 교수 정회원** ( ) , ,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개요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개요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개요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개요2.2.2.2.

종류종류종류종류2.12.12.12.1

표준장력[kN]
공칭장력( ) 종류 동작범위[ ]㎝

(stroke)
주용도 선종/
일괄 인류 방식( )

최대장력거리[m]
표준장력거리( )

19.6
(20)

KRSB-20-S50 50 Simple Catenary
GT 110[ ]-㎟
CdCu 70[ ]㎟

570(550)
KRSB-20-S63 63 680(650)
KRSB-20-S76 76 800(750)

23.5
(24)

KRSB-24-S37 37 Simple Catenary
GT 110[ ]-㎟

CdCu 70[ ]/Bz 65[ ]㎟ ㎟

470(450)
KRSB-24-S49 49 630(600)
KRSB-24-S62 62 800(750)

27.4
(28)

KRSB-28-S36 36 Heavy Simple Catenary
GT 150[ ]-㎟

CdCu 80[ ]/Bz 65[ ]㎟ ㎟

470(450)
KRSB-28-S48 48 630(600)
KRSB-28-S60 60 800(750)

29.4
(30)

KRSB-30-S39 39 Heavy Simple Catenary
GT 170[ ]-㎟
CdCu 80[ ]㎟

470(450)
KRSB-30-S53 53 630(600)
KRSB-30-S63 63 800(750)

제원 및 평가 기준제원 및 평가 기준제원 및 평가 기준제원 및 평가 기준2.22.22.22.2

항목 제원 비고
스프링 재질 고강도 강 채용(SUP 12V) 중량 감축
온도 범위[ ]℃ -20[ ] +40[ ]℃ ～ ℃ 표준 온도 : +10[ ]℃
스트로크 여유 규정치의 ±20[%]
장력 변화시 오차 규정치의 이내±15[%] 히스테리시스 포함
회전 방지 기능 본체 동작시 중통 내통의/

회전 방지 기능을 가질 것
방청 처리 스프링 흑색 도장:

내통 중통 외통 용융아연도금/ / : 이상HDZ 70(98[ ] )㎛
외통 치수 이하318.5[ ]×L2162[ ]×450[ ]Φ ㎜ ㎜ ㎏ 기준KRSB-30-S63
장력 거리 최대 800[m]
기대 수명 년 이상30

인장 내하중 시험 최대 장력 표준 장력 의( × 1.1)
배에 견딜 것2.5 분 간3

파괴 강도 시험 약 에 견딜 것12,800[kgf]
약 에 견딜 것13,260[kgf]

부하시
분 간3



구성도구성도구성도구성도2.32.32.32.3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는 스프링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전선의 단말을 인장하는 원리로서 금속

제 본의 통 사이에 스프링 코일을 압축하여 넣은 것이다 스프링은 금속 통속에 내장되어 그리스2 .

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고 오랜 세월 방치 상태에서도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임(grease)

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무보수의 유지보수로 알맞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하중 시험 조건하중 시험 조건하중 시험 조건하중 시험 조건2.42.42.42.4

내구 시험 및 크리프 시험 조건내구 시험 및 크리프 시험 조건내구 시험 및 크리프 시험 조건내구 시험 및 크리프 시험 조건2.52.52.52.5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설치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설치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설치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설치3.3.3.3.

성능 동작 시험 및 설치 사진성능 동작 시험 및 설치 사진성능 동작 시험 및 설치 사진성능 동작 시험 및 설치 사진3.1 ,3.1 ,3.1 ,3.1 ,

한국의 설치 장주도 및 일본의 설치 사진한국의 설치 장주도 및 일본의 설치 사진한국의 설치 장주도 및 일본의 설치 사진한국의 설치 장주도 및 일본의 설치 사진3.23.23.23.2

설치 장주도의 새로운 제안 조정스트램 대신 턴버클 설치설치 장주도의 새로운 제안 조정스트램 대신 턴버클 설치설치 장주도의 새로운 제안 조정스트램 대신 턴버클 설치설치 장주도의 새로운 제안 조정스트램 대신 턴버클 설치3.3 -3.3 -3.3 -3.3 -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운영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운영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운영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운영4.4.4.4.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의 성능 시험 결과4.1 (KRSB-24-S62)4.1 (KRSB-24-S62)4.1 (KRSB-24-S62)4.1 (KRSB-24-S62)

설치 전 년 월 일 결과 설치 후 년 월 일 결과(2005 03 21 ) (2005 08 31 )

설치 전 년 월 일 설치 후 년 월 일(2005 03 21 ) (2005 08 31 )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를 현장에 설치한 후 년 넘게, 1

운영한 결과에 따라 나타난 몇 가지 고찰 사항을 소개하였고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새로운 안 을 제안, ( )

하였다 또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

따라서 새로 개발된 한국형 스프링식 자동장력 조정장치는 전차선의 길이가 이내서는 설치800[m]

및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소형화 경량화 및 공해 염해 등으로부터 스프링을 외통으로 보호할 수 있어. , / ,

수명이 길어지고 외통 내부에 스프링을 장착함으로써 무보수화를 기할 수 있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

특별한 장애 요인이 없어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조가선 전차선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 부하 전류에 따른 신축 장기 사용에 의한 전차선 마모에, , ,

따른 탄성 신장으로 합성 전차선 이도 장력의 영향을 주는 요소의 악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

의 이선 집전 성능 악화 장력 증대로 전차선의 단선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성 전pantograph , ,

차선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동장력 조정장치를 유지보수비가 저렴하고 직무 종사자들의 안

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활차식을 최근 개발 실용화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스프링식 자동

장력 조정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