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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examples of trolley wire resistance influential on the movement of tensioning devices. 
Therefore, this study is on the examples of trolley wire resistance which keep tensioning devices from 
working properly to the expansion and contraction in accordance with temperature change of overhead trolley 
wire system such as messenger wire and contact wire. Trolley wire resistance interrupts the working of 
tensioning device and drops the capacity of trolley wire. Reduced trolley wire capacity lowers the performance 
of current collection and has a bad effect on electrical train operation. So it is desirable to reduce the factors 
increasing trolley wire resistance to the minimum from the designing and construction stage of overhead 
trolley wire system. This study will introduce this problem and suggest the solution.
------------------------------------------------------------------------------------

1. 서론
  1973년 6월 20일 산업선 청량리~제천간 155.2[km] 전철화 준공을 시작으로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98.6[km],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408.5[km] 준공, 2006년 12월 8일 경부선 전 구간 전철화 
준공 등으로 현재 국철 전철화는 철도 총거리 3,374.1[km] 중 전철거리 1,814.4[km]로 전철화율은 53.8[%]
로 선진국 열에 들어섰다. 한편, 지하철은 서울특별시 8개 노선을 비롯하여 부산, 구, 인천, 광주, 
전 등 5개 광역시에 건설 운용되고 있다. 오늘날 전철은 친환경, 에너지비용 절감, 물류비용의 절감 및 
안전, 신속, 정확, 안락한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과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철도에 있어서 가공전차선로의 핵심 설비인 장력조정장치가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동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선 저항의 사례를 연구․분석하여 설계∙시공 단계에 반영
토록 하고 가선특성을 개선하여 전기열차의 Pantograph 집전성능 향상 및 전기열차의 안전운행 확보와 
이선현상을 감소시켜 전차선 수명을 연장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2. 가선저항의 이론적 고찰
2-1. 선로 구배 구간의 저항(외력)
  선로에 구배가 있는 경우, 합성전차선 자체의 중량에 의한 외력이 항상 가해져 있는 상태가 된다. 구
배 구간의 외력은 인류구간에서 양쪽 장력조정장치 설치 위치의 높이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과 같은 경우 외력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A측의 장력이 T+ αg

, B측의 장력이 T- αg
가 되고, A측

의 중추는 B측의 중추에 해서 h만큼 위치가 높고, 합성전차선은 B측으로 흐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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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g=W(g1X1-g2X2+g4X4) (1)

W : 합성전차선의 단위 중량[kg/m]

g : 선로 구배[‰] X : 선로 구배 연장[m]

A

B

h

Wb

Wa

αg
T+αg

T-αg

αg 되는 외력이 A에서 B

방향으로 가해졌을때

A
B

L

X1 X2 X3 X4

g1 g2
g3=0

g4

g1X1

g2X2

g4X4

그림 1. 구배 구간의 외력

  또한, 합성전차선의 단위 중량(W)은 조가선, 전차선, 행어 및 그 외의 중량을 총합한 것으로 일괄조정
시 2.0[kg/m] 정도(simple 가선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2. 선로 곡선부의 저항(외력)
2-2-1. 고정빔 구간
  곡선로의 경우, 기온 변화 등에 합성전차선이 이동하면 이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 합성
전차선의 신축에 의한 이동을 방해하게 된다. 합성전차선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전차선 방향의 분력
은 다음과 같다.

γ=Ptan -1 X
G-δ

(2)

  따라서 곡선 부분은 조정구간의 한쪽으로 쏠리고, 다른쪽이 직선인 경우에 직선측 장력조정장치의 중
추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구간을 표준보다 짧게 해
서 전차선의 이동량을 작게 할 필요가 있다.

 B측

 A측

 P

 X

α

G-δ

γ

δ

궤도중심선

합성전차선

그림 2. 고정빔 구간

2-2-2. 가동 브래킷 구간
  선로의 상황에 의한 O형과 I형의 가동 브래킷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O형 또            
는 I형이 연속 혹은 집중한 때에 문제가 된다. O형의 경우 합성전차선의 횡장력에 의해 지지점에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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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차선 방향의 분력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전차선의 이동량을 늘리는 방향의 분력이 된다.

γ=P tanθ=T×
S
R

×
X

G+δ
(3)

․ O형 : 가선을 전철주 외측으로 빼는 타입으로 Output type의 약칭
․ I형 : 가선을 전철주 쪽으로 당기는 타입으로 Input type의 약칭

  O형 가동 브래킷이 연속 혹은 집중해 있는 경우, 풍력 등의 외력을 받아 가동 브래킷이 모두 동일방
향으로 회전을 시작하면 합성전차선은 흐르게 된다. 인류점 부근에 O형 가동 브래킷이 집중해서 다른 
한편이 직선인 듯한 구간에서는 기온 상승 시에 중추가 너무 내려가고, 반 로 기온 하강 시에는 너무 
올라가게 된다.

궤도중심

전차선 이동방향

 T T

Pγ

X

θ

전차선
PP

 S

 R

G

δ

그림 3. 가동 브래킷 O형 구간

  I형의 경우는 전차선의 이동에 반 되는 방향의 힘이 된다. 따라서 조정구간의 인류점 부근에 집중되
어 다른 쪽이 직선 혹은 곡 O형이 연속인 경우에는 그 쪽 중추의 올라감∙내려감이 I형에 근접하는 중추
의 상하 이동량 보다 많아짐으로 전차선 전체가 흐름의 상태가 된다. 

전차선

전차선 이동방향

 S

G

 T T

 R P

P

γ

δ

X

θ

궤도중심

그림 4. 가동 브래킷 I형 구간

2-3. 합성전차선 흐름의 요인
  합성전차선의 흐름을 조정하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활차식 장력조정장치 중추 중량의 불균형(중량차)
- 선로 조건(선로 구배, 선로 곡선부)
- 가동 브래킷의 종류(O형 혹은 I형이 정해져서 연속하는 경우)
- 기상 조건(풍향, 풍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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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곡선로에서의 억제 저항
  장력조정장치의 조정거리(유효동작거리)는 합성전차선의 억제저항, 전차선 편위의 변화량, 중추의 동작
범위 및 장력조정장치의 효율 등으로 제약된다.

R

 P

BA

θ
g-δ

χ

g : gage
δ : 편위

그림 5. 곡선로에 있어서의 억제저항 산출 근거

  그림과 같이 가동 브래킷이  온도 등의 변화에 의해서 A에서 B로 회전되었다고 하고, 곡선로의 길이
를 D라 하며, 경간 S에 n개의 지지점이 있고 고정단 또는 중심점으로부터 구하려는 곡선 중앙까지의 거
리를 X라 하면 그 억제저항의 합 ∑R은

∑R = T×
D
G

×
C ∙△ t∙X

g
(4)

로 된다. 또한, 장력조정장치의 조정거리 L은 표준경간 S, 가동 브래킷 1개당 억제저항 f, 가선저항 F, 
장력변동 α, 장력조정장치 내부저항 γ, 억제저항 ∑R로 하고 표준온도에 해 최고온도, 최저온도로의 
온도차가 같다고 하면

αF ≧ ∑R L+
L
S

×f+r±R 0 (5)

에서 산출된다.

3. 가선저항의 사례
3-1. 평행개소의 브래킷 위치 불량에 의한 억제 저항
  평행개소에서 장력조정장치 직전 가동 브래킷의 지지점이 장력조정장치주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
고 반 측에 있는 경우 합성전차선은 신축에 응하지 못하여 장력조정장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는 복선 또는 역구내 빔 구간에서 설계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림 6은 평행개소 F형 브
래킷의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여 장력장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STB

    : 장력방향

FIF I

그림 6. 평행개소 F형 브래킷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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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장력조정장치 가선 억제저항
  그림 7의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장력조장장치 무효부분 합성전
차선 직전의 곡선당김금구는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당기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조가선에 도르래를 설치하여 장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
하나 전차선은 굵은 단선으로 가요성이 없어 도르래를 삽입하여도 별로 효력이 없다. 또한 보조조가선
의 길이가 짧아 조가선의 신축에 따른 도르래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

헤드스팬선 또는
빔하스팬선

불량

조금양호

곡선당김금구
설치각도불량

1 2

1

그림 7. 빔하스팬선 및 헤드스팬선 구간

3-3.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곡선당김금구 설치각도불량에 의한 가선 억제저항
  그림 7의 ②와 같이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곡선당김금구의 설치각도가 인류지점에서 거
리와 설치시 온도에 맞게 설치각도를 정확히 조정하지 않아 합성전차선의 신축에 따른 장력조정장치의 
동작을 억제하고 있다.

3-4. 교차 금구에 의한 가선 억제저항
  건넘선이 본선의 합성전차선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건넘선이 본선의 교차금구 한쪽에 닿아서 본선
의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그림 8과 같은 경우이다. 즉 장력이 걸린 건넘선을 본선이 끌고 가는 형
상이다.

본선이동방향

건넘선

교차금구

그림 8. 교차 금구 구간

4. 가선억제 저항의 해소 방안
4-1. 평행개소의 브래킷 위치 불량에 의한 억제 저항의 경우
  3-1의 평행개소에 있어서 가동브래킷 역방향에 의한 억제저항 해소는 그림 9와 같이 브래킷 지지점이 
장력조정장치 방향과 일치시킴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

4-2.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장력조정장치 가선 억제저항의 경우
  3-2 ①의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가선 억제저항 해소 방안은 장력조정장치 직전 곡선당
김금구로 부터 600~1000[mm] 지점에서 그림 10과 같이 전차선을 조가선으로 체 접속하여 곡선당김금
구에 조가선에서와 같이 도르래를 삽입하면 전차선의 억제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4-3.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곡선당김금구 설치각도불량에 의한 가선 억제저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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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킷 또는 3-3의 빔하스팬선, 헤드스팬선 구간의 곡선당김금구 설치각도 불량에 의한 가선 억제저항
은 그림 11을 참조하여 가동브래킷 또는 빔하스팬선, 헤드스팬선 구간의 곡선당김금구 설치각도를 정확
히 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

STB

    : 가동bracket 회전방향
    : 장력방향

F

F

F

F

I I

II

그림 9. 가동브래킷 역방향에 의한 억제저항 해소 방안

헤드스팬선 또는
빔하스팬선

불량

조가선접속점

조가선 대용전차선 600~1000(mm)

보조 곡선당김장치

조가선접속점 곡선당김금구
전차선

전차선
보조곡선당김장치

그림 10. 빔하스팬선 또는 헤드스팬선 구간의 가선 억제저항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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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브래킷 위치

C 30°C

CC

 가동 브래킷 신설 및 조정은 온도변화에 따라 가동 브래킷이
 회전하므로, 인류장치 또는 흐름방지를 중심으로 장력조정
 장치까지의 전차선 길이를 알면 온도변화에 따른 가동 브래킷
 위치를 곧 알 수 있으므로 이 조정표와 온도계를 휴대하면
 조정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축
량

[mm]

장력거리[m]장력거리[m]

그림 11. 온도에 따른 브래킷 조정표

4-4. 기타
4-4-1. 건넘선이 본선의 이동에 지장 없도록 한다.
  그림 8과 같이 건넘선이 본선의 이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교차금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장력조정장
치의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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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구배저항 감소 방안
  선로 구배가 큰 선구에서는 구배의 위쪽에 합성전차선의 장력조정장치 신 인류장치를 설치하고 구
배의 아래쪽에만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차식 보다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3. 곡선구간의 곡선저항 감소 방안
  곡선구간을 포함하거나 곡선로에서 I형 또는 O형 브래킷이 집중되는 구간은 가선저항을 계산하여 합
성전차선의 장력거리를 감축 설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단 설치하거나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설
치하여 장력추에 의한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를 원활히 동작시켜 합성전차선의 장력을 항상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는 합성전차선의 이동억제 요인을 설계 ․ 시공시부터 제거 또는 최소화 하는 것이 합성전차선의 기능  
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전차선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기열차의 집전성능 향상으로 장애․사
고 없는 전기열차의 운영 방안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