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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ximum speed of the train could not exceed over 160km/h with R-bar system in the underground type tunnel structure. 
By the research to overcome this speed limit, maximum speed has reached up to 200~ 250km/h recently by new R-bar 
system. It is under discussion to construct Metro Express Line between Gyonggido and Seoul which requires maximum 
speed 180km/h~230km/h. New R-bar is an optimal system to achieve the speed improvement in this line. This study 
shows application of the high speed R-bar system in the underground tunnel section

 

 1. 서론

한국의 도시철도 지하구간의 가공전차선로 시스템은 부산의 교통공사만 가공전차선로로 구성되어 있

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의 모든 도시철도구간의 지하에는 강체전차선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강체전차선로가 가공전차선로인 커티너리 시스템보다 전기적, 기계적 구조상 단순한 구조를 가지

므로 지하구간의 터널 단면적을 작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지하구간의 토목공사비가

적게 드는 건설상의 이점이 있다. 또한 강체전차선로는 유지보수 측면에 있어서 장력장치가 불필요하고

전차선의 높이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유지보수비용이 가공전차선로보다는 적게 드는 경제적인 시스템이

다. 더욱이 전차선이 알루미늄 강체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전기적인 급전측면에서 급전용량이 충분하

고 전차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안전성이 뛰어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강체전차선로는 전차선로에 탄성변화가 극히 적으므로 전차선과 전기철도차량의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전특성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고속주행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최근까

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지하구간의 터널구조에서 강체전차선로를 급전시스템으로 채택할 경

우 열차의 최고속도는 160km/h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한 제품이 유럽에서 개발되

어 열차운행 최고속도를 200~250km/h까지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강체전차선로는 T-bar 방식과 R-bar 방식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R-bar 방식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T-bar 방식은 그 구조상의 제한적 요소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고속도에 적용한 사례

가 없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R-bar는 여러 가지 급전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연구 되었고 채

택되어 왔다. 특히 터널 내에서의 급전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

른 분야, 예를 들면 이동식 전차선을 이용한 기지, 콘테이너 터미널, 가동교 등에서의 급전방식에 있어

서 매우 빠르게 적용되고 증명되었다. R-bar방식은 컨덕터 레일방식으로 가공 컨턱터 레일 방식으로 분

류된다. 가공 컨덕터 레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기철도에서는 오래된 방식이며 처음으로 Baltimore

에서 전구간 전철화(비록 다른 형태이지만)에 사용되었다.R-bar는 Conductor Rail, Conductor Ba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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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id Bar 또는 Rigid Catenary 로 불리운다. 약해서 R-bar로 국내에서 작명하였다.

1983년 프랑스의 Railtech International사에서 개발한 것을 RATP-REP 철도회사에서 Nanteerre 시험

선구 400m에서 DC 1500V방식으로 성공하였고 스위스의 Furrer+Frey 사는 1984년1984년

Zurich-OpFikonrks 300m 시험선구에서 AC 15KV방식으로 성공하여 유럽지하철을 중심으로 확산되었

다. 국내에서는 1990년 9월 과천선 및 분당선 지하구간 DC 1500V용 터널단면에 AC 25KV 복선전철에

맞게 개량 채택하여 세계최초로 성공리에 적용시켰다. Furrer+Frey AG는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였고, 수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성숙하게 발전시켰다. 오늘날 컨덕터 레일은 500Km가 넘는 선로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Furrer+Frey는 구성품과 설치방법을 계속해서 증진시켰고, 새롭게 적용 가능

한 곳과 특수한 개소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고속화를 위한 컨덕터 레일 시스템은 이와 같이 발

전해 왔으며 이런 최신 기술을 브라질 TAV 한국 고속철도 콘소시엄그룹이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의

230km/h이하 터널구간에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광역시를 관통하

는 광역급행철도 지하터널 노선에 고속 강체전차선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강체전차선로의 성능개량

R-bar 방식은 전차선과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선의 염려가 적은 점, 행거나 드로퍼, 균압선, 진

동방지금구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비의 부속품이 적은 점, 열차의 주행 중 가선진동이 없기 때문에

보안상 및 유지보수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R-bar 방식은 탄성이 작기 때문에 종래의 형상으로는 고

속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R-bar의 구체적인 장점으로는 장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단선방

지를 위한 마모관리가 불필요하다. Catenary 식보다 마모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전차선 교체주기를

대폭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외란 등에 의한 전차선의 구조변화가 작기 때문에 Catenary 식보다 상대

적으로 유지보수관리가 적다. 전차선과 일체로 구성되어 가고가 크지 않기 때문에 Catenary를 설치하

기 곤란한 협소한 터널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즉. R-bar를 설치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터널의 단면

적이 최소화됨으로서 터널건설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R-bar 방식으로 달성한 열차 속도와 조건들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R-bar의 최대설계속도와 열차운영속도

장소 전압 경간 최대설계속도 열차운영속도

Zurich~Opfikon 1.5KV 10m 120km/h 100km/h

Castellbisbal tunnel 25KV 8m 130km/h 110km/h

Sants station 25KV 8m 130km/h 110km/h

Madrid MetroLine 8 1.5KV 8m 130km/h 110km/h

Delhi 1.5KV 7.5m 135km/h 120km/h

Simplon tunnel 1.5KV 8m 160km/h 140km/h

Kerenzerberg tunnel 1.5KV 8m 175km/h 160km/h

Sittenberg tunnel 1.5KV 8m 250km/h 200km/h

Koralm tunnel 1.5KV 8m 250km/h 200km/h

표1에서 보듯이 R-bar 방식의 최대설계속도는 130~250km/h까지 발전되었으며 현재 열차운영속도는

110~200km/h까지 이다. 주로 터널구간의 고속화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1988년 Simplon 더널에서 최고

속도 160km/h를 달성한 이래 2004년 Sittenberg 터널에서는 200km/h 운영속도로 영업을 개시하고 있

다.

영업속도 120km/h와 200km/h 시스템은 R-bar의 구조상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체전차선로인

R-bar 방식에서 경간의 중앙에서 R-bar의 처짐량은 경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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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pL4/384EI

q : R-bar의 처짐량

p : R-bar의 단위길이당 무게(N/m)

L : 경간(m)

E : 탄성계수(N/m
2
)

     I : 관성계수(m4)

고속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간을 10m에서 8m로 축소하여 처짐량을 60%정도 줄이고 있다. 또

한 지지점에서 강체를 브래킷에 고정하는데 탄성지지장치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충격흡수성을 높이고

지지점에서 경점(hard spot)을 제거하는 효과를 부여하여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이선을 방지하여 고속주

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1은 고속 R-ba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지부에 나사구

조의 Swivel head를 추가 설치하여 차량의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가지지 점을 부드럽게 통과 하도록

Swivel head에 스프링을 설치하여 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의 충격을 15%정도 저감시킴으로써 이선을 줄

이고 고속에서 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림1. 고속 R-bar

3. 강체전차선로의 집전성능

강체전차선로는 커티너리 전차선로와 달리 압상량과 응력을 평가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강체전차선로

는 무장력이고 집전장치의 압상력에 의해 변위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집전성능의 평가는 주로 이선으

로 평가한다. 강체전차선로의 이선은 주로 팬터그래프 습동면의 요철 및 집전장치의 특성에 좌우된다.

즉 팬터그래프 특성이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지점 간격에 기인하는 요철에 추종하기 쉬운

특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팬터그래프의 정적압상력과 양력을 크게하는 것

이 집전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 팬터그래프 습동면 요철의 파장 즉 지지점 간격을 L(m), 열차

속도를 V(km/h)라 하면 팬터그래프의 상하 진동주파수는 f(Hz)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f = V/3.6L

그림2는 강체전차선로 집전성능 시험결과

그림2는 Sittenberg 터널에서 속도 200km/h 집전성능을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체전차선로에

서 접촉력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그림2의 그래프는 위에서부터 전차선 높이, 전차선 편위, 팬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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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전판별 접촉력, 총접촉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1개의 팬터그래프에는 2개의 집전판이 있어 하나의

집전판이 떨어져도 바로 복귀할 때 까지 다른 하나의 집전판이 집전하여 전체적으로 이선 없이 집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ICE-S 차량을 사용하여 200km/h 속도에 압상력 90N으로 집전성능을 시험한 것이

다. 그림2의 그래프중에서 네 번째의 총접촉력부분이 집전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

로 상부 붉은선이 최대접촉력(Fmax) 하부 붉은선이 최소접촉력(Fmin)을 나타내며 압상력이 이 구간내

에 있어야 하며 이 결과는 UIC 799의 기준을 따르면 압상력은 250N이하 이어야 한다. 또한 EN50567

규격에 따라 최대접촉력과 최소접촉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0km/h에서의 평균접촉력(Fm)을

구하고 표준편차(б)를 이용하여 최대접촉력과 최소접촉력을 구한다.

Fm = 0.00097V
2
+ 70

б = 0.3Fm

Fmax = Fm+3б

Fmin = Fm-3б

위의 식들을 이용하면 접촉력(F)는 측정결과 206.7≥F≥10.9사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한다. 따라서 고속

R-bar는 180~200km/h의 열차운영속도를 지하구간의 터널구조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90%정도가

터널 구조물로 건설이 예상되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고속R-bar를 적용하면 고속전동차 및 KTX를 투

입하여 이 노선의 표정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고속 R-bar는 집전성능의 평가기준인 이선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간을 줄여 R-bar의 처짐량을 작게하

고 지지점에서 Swivel head에 탄성을 갖도록 스프링장치를 추가함으로서 경점요소를 줄이고 있다. 이

결과 고속주행에서도 이선이 억제되어 안정적인 집전성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속 R-bar가 설치된

강체전차선로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집전장치인 팬터그래프의 접촉질량을 작게하고 압상력을 높이게

되면 180km/h이상의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집전성능이 유지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차량의

집전장치와 강체전차선로와의 인터페이스관계를 면밀이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수립과 시뮬레이션 수행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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