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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용 FRP 지지애자 시작품 풍압시험에 대한 고찰

The study on DC FRP support insulator wind tunn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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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er Reinforced Plastic (FRP) insulator has a higher performance than porcelain. It 
is only used in domestic AC 25 kV electric railway system. Seoul Metro has  
developed DC 1500 V FRP insulator since 2008. FRP support insulator of flexible 
property is affected by the wind in tunnel. A wind tunnel test was carried out to 
measure influence on the insulator housing when the train passed by.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wind which is resulted from the passing train had a little 
impact on the FRP insulator shed movements.

1. 서 론

Fiber Reinforced Plastic (FRP) 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제 애자에 비해 발수성 및 내오

손성 등이 뛰어나 국내 AC 25 kV 전기철도 지상부 및 지하부 전차선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류 전기철도에서는 FRP 애자의 개발 및 사용이 미미한 상태이다[1]. 서울메트로

는 2008년부터 국가R&D과제로 지지애자와 장간애자를 FRP제로 개발완료 하여 성능시험 

중에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터널 내에서 실시한 직류용 FRP제 지지애자 시작품 

풍동시험 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FRP제 지지애자 설계 및 제작

 그림 1(a)는 직류용 FRP 지지애자의 설계도면이다. FRP 코아의 재질은 에폭시 수지와 

Corrosion Resistance E type Glass Fiber의 합성물질이며, Housing 재질은 Silicone으로 

누설거리를 증가시켜 내오손 특성을 향상시켰고, 고정금구는 구상 흑연주철을 사용하였다. 

그림 1(b)는 제작된 직류용 FRP 지지애자를 나타낸다. 

46



a. FRP 지지애자 설계도면 b. 제작된 FRP 장간애자

그림 1. FRP 지지애자 

2.2 풍동시험 조건

직류용 FRP제 지지애자 개발 시작품의 Shed 부분이 열차 진행에 따른 풍압영향으

로 인하여 변형되어 금구부분과 접촉하여 섬락거리 및 누설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다. 시험 장소는 서울메트로 3호선 압구정역 ～ 신

사역 간으로 열차운행 속도는 60 km/h 이다. 시험장비는 FRP 지지애자(254 mm),

동영상 촬영을 위한 삼성 VM-HMX20C HD 캠코더, 할로겐 램프 100 W 및 220 V

의 전원설비이다. 시험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열차운행이 빈번해 풍압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시험 자료에 대

한 결과를 분석 하였다.

2.3 시험을 위한 현장 설치

시험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 설비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2(a),(b)는 FRP 지지애자의 설치 전, 후, 그림 3(a),(b) 캠코더 및 조명설비의

설치 전, 후사진이며 그림 4(a),(b)는 최종 설치 완료 전, 후의 사진이다.

a. FRP 지지애자 시작품 설치 전 b. FRP 지지애자 시작품 설치 후

그림 2. FRP 지지애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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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캠코더 및 조명설비 설치 전 b. 캠코더 및 조명설비 설치 후

그림 3. 캠코더 및 조명 설치

a. 시험설비 설치 전 b. 시험설비 설치 후

그림 7. 최종 설치 상태 확인

2.4 풍동시험 결과

시험장소에서의 열차 통과 속도는 약 60 km/h 이며 열차의 진입 전과 통과 후에

지지애자 Shed 부분에 흔들림이 발생하였다. 그림 4(a)는 열차의 미운행 상태를 나

타내며 그림 4(b)는 열차의 판타그래프가 통과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a. 열차 미운행 상태 b. 열차 통과 시 상태

그림 4. 최종 설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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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캠코더 동영상 쵤영 후 풍압영향이 없을 때와 열차 통과 후 최대 변위 발생 시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이다. 캠코더 장비의 해상도 및 프레임은 1920×1080, 30 이다. 열차 통

과 후의 변위량이 최대이고, 분석 결과 1.2[mm] 이었으며 애자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애자 Shade의 흔들림은 적체된 오손물을 떨어내는 효

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열차 풍압에 의한 Shed 변위량 분석

3. 결론

 본 논문은 직류용 FRP 지지애자의 풍동시험과 그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예상보다 

변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애자의 전기적, 기계적 특성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열차의 운행속도가 60[km/h]로서, 도시철도 열차의 최대 운행속도가 

80[km/h]인 점을 고려하면 애자의 Shade 부분 두께 보강이 이루어 져야하고,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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