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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 with maximum span calculation technique for 350km/h high speed catenary system. Considers 
a geometric interaction, possible maximum span length is between two pole.     Wind condition and the train 
current collector is moving even to being pantograph does not escape while operating. Uses like this justice and  
possible maximum span length is follow next  condition. (ⅰ) Operating range of pantograph fan head, (ⅱ) The 
wind velocity which assumes from system, (ⅲ) Width in pantograph from operation height moving, (ⅳ) Type of 
processing Catenary system, specially tensile strength of overhead contact wire and messenger wire etc. 
 When accurately calculates the maximum permission span, the dropper between of  overhead contact wire and 
messenger wire and must consider the correlation. 

1. 서론

가공전차선로에서 열차가 운행중일 때 어떠한 경우든 열차가 안전하게 집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최

악상황에서도 팬터그래프 집전판이 전차선을 벗어나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즉, 곡선반경 등을 포함한 

선로조건, 환경조건 및 차량조건에 따라 집전판이 전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경간길이를 결정하여

야 한다.

기하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최대 가능 경간 길이는 두 전주사이의 거리인데, 그 경간에서 주어진 

바람 조건 및 열차의 움직임에도 팬터그래프의 집전판이 운영중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여 최대 가능경간 길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결정한다. (ⅰ) 팬터그래프 팬헤드의 운

영범위, (ⅱ) 시스템에서 가정한 풍속, (ⅲ) 운영 높이에서의 팬터그래프의 횡적 움직임, (ⅳ) 가공전차

선로의 타입, 특히 전차선 및 조가선의 장력 등이다.

최대 허용 경간을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조가선 및 전차선 사이의 드로퍼에 의한 상호관계를 고려하

여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차량과 팬터그래프 조건이 UIC 설계기준(UIC Leaflet 505-1)을 만족

하고 궤도(Track bet) 조건이 UIC 설계기준(UIC Leaflet 505-4)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최악조건에

서 팬터그래프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선계 및 팬터그래프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속전철에서 사

용하는 팬터그래프 형상(UIC608)은 2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넓은 가선계의 설계에서 경

간 길이를 결정한다. 즉,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상대적인 좌우 측면 위치를 검토하여 전차선로의 경간

길이를 제한한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에서 전차선의 횡변위를 계산하여 잔여 편위 허용량(Mw)이 

0보다 크도록 경간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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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편위 허용량(Mw)은 열차운행시 가상할 수 있는 최악 조건인 다음 2가지 경우에 대하여 0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

 (ⅰ) 최고속도로 열차 주행상태에서 곡선 외측으로 최대풍압이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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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열차 정지상태에서 곡선 내측으로 최대풍압이 작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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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고운행속도 350km/h급 전차선로 시스템에서의 최대경간길이 선정 기법 및 결과를 

다루었다.

2. 계산식의 변수 산출

2.1 선로분야

2.1.1 캔트/캔트부족(Superelevation/Unbalance)으로 인한 전차선 높이에서의 영향 {uunbE/uunbI}

  Reference Outline에서 고려된 기준 캔트/캔트부족량과 실제 사용하는 캔트/캔트부족량과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전차선 레벨의 횡변위량으로 구하기 위한 식이 다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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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캔트/캔트부족량에 의한 영향 

열차가 정지시 :

        


′  
  ′                                                   (2.1)

최고속도로 열차 주행시 :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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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I : 궤도의 캔트량(Superelevation), 캔트부족량(Unbalance, Cant Deficiency)

    h : 접촉점(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의) 높이

    de : 좌우 차륜중심점사이 거리 (UIC606-1OR로부터 표준값으로 de = 1.5m)

    hco : 기관차의 요동중심점의 높이(UIC 606-1 OR로부터 hco = 0.5 m)

    S0' : 팬터그래프가 달린 기관차의 틸팅도 계수에 대한 전형값

    E0', I0' : 팬터그래프 존에서의 Reference Outline에서 이미 고려된 기준 캔트/캔트부족량

uunbE 또는 uunbI는 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캔트/캔트부족량이 기준값 보다 작을 때에는 0

으로 두어야 한다. 즉,

  uunbE = 0   if E≤0.066 m

     uunbI = 0   if I≤0.066 m

2.1.2 양 레일면 높이(Track Cross Level)에 대한 허용오차가 주는 영향{uc}

 양쪽 레일의 높이는 직선구간에서 같은 높이이거나, 곡선구간에서 캔트값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 시공이나 운영중에 설계값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범위를 허용오차(Tolerance)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 허용오차에 의한 전차선 레벨에서의 영향에 대한 값을 반영한다.

레일경사에 의한 차량측의 영향은 차륜중심간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경사도에 의한 기관차의 틸팅 

영향은 Roll Center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하므로 산출 식은 다음과 같아진다.

      



  ′ ′                                                  (2.3)

  여기서,

    h : 접촉점 높이

   de : 좌우 차륜중심점사이 거리 (de = 1.5m)

   hco : 기관차의 요동중심점(Roll Center of Locomotive)의 높이 (hco=0.5m)

    t2 : 궤도의 캔트 허용오차

    S0‘ : 팬터그래프가 달린 기관차의 틸팅도 계수에 대한 전형값(S0'=0.225)

2.1.3 대단위 선로보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궤도의 횡이동에 대한 허용량 {T1}

   UIC 606-1 OR에 일반적인 값으로 T1 = 0.025 m가 제시되어 있다.

2.2 차량 및 팬터그래프 분야

2.2.1 차량특성에 따라 팬터그래프 Bow의 중심축이 궤도중심으로부터 이탈량 {ep}

 차량이 캔트가 있는 선로위에 위치했을 때에는 중력이나 원심력에 의한 회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차량의 횡방향 이동이 일어나며, 아울러 팬터그래프에서도 조립부의 베어링 부위 등에서 횡변위가 발생

한다(Fig. 4-1 참조). 이러한 차량 및 팬터그래프의 유동특성(Flexibility) 등에 따라 팬터그래프의 

Bow 중심축이 궤도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동하게 되는 양을 팬터그래프 잔류너비 계산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UIC 505-4에 의해 하부검증높이와 상부검증높이에서의 팬터그래프 프로파일이 규정되어 있으므

로, 어떤 높이에서의 ep값은 아래 식과 같이 높이에 따른 비례식으로 구하면 된다.

         ′ ′
 ′

                                                   (2.4)

여기서,

   h : 접촉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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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 하부 Verification Point의 높이 (UIC 606-1 OR로부터 h'u = 5.0m)

  h'o : 상부 Verification Point의 높이 (UIC 606-1 OR로부터 h'o = 6.5m)

  epu : 하부 Verification Point의 ep (UIC 606-1 OR로부터 epu = 0.11m)

  epo : 상부 Verification Point의 ep (UIC 606-1 OR로부터 epo = 0.15m)

Fig. 4-3에서 보면 상부검증높이에서의 팬터그래프 Reference Profile은   ′  ′ 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0.170m이나 이것은 Bow의  Half-width(bw)에 대한 값이다. 그런데 epo는 유효 운전 죤의 

반폭(ww)에 대한 값을 요구하므로 비율만큼 줄어든  ′  ′ 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2.2 팬터그래프 압상력의 수평성분에 의한 전차선 이동량 {up}

 팬터그래프 Bow는 30도 이내로 기울어진 경사진 부위(Sloping Part)를 갖는다. 이 경사진 부분에 

전차선이 위치하게 되면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을 수직으로 밀어올리는 힘, 즉 압상력 K중 일부의 힘 F가 

전차선에 횡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힘이 전차선을 횡방향으로 밀어내게 되며 따라서 잔류너비가 줄어들

게 된다. 이 압상력의 수평분력에 의한 전차선의 이동량을 up라 한다.

           

⋅


 

⋅⋅tan ′′
                                               (2.5)

  여기서, 

   C : 경간 길이

   F : 팬터그래프 압상력의 수평성분

    : 전차선 장력

   K : 팬터그래프 압상력

   α'' : 수평면에 대한 Sloping Part of Bow의 각도

위 수식은 경간중앙에서 계산한 값 즉 최대값이며 전차선이 경사면에 걸림으로 인해 횡방향력이 반으

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유도한 식이다. 한편, 수평면에 대한 Bow Sloping Part의 각도(α‘’)는 Cant를 

고려하여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For stationary vehicle
a

'''

a
'' a

'

a a a
'' ' '''
= -

ln

a
''' Actual

cant

a
''' arcsin( / )= Actual cant ln

그림 2.2 열차정지상태에서 Sloping part of 

bow의 각도에 대한 설명

For vehicle running at maximum speed

a
'''

a
'' a

' a a a
'' ' '''
= +

ln

a
''' Actual

cant

a
''' arcsin( / )= Actual cant ln

그림 2.3 최고속도에서 Sloping Part of 

Bow의 각도

2.2.3 차량 회전운동 Rolling에 의한 영향 {uo}

 차량은 주행 롤링진동을 하게 되며 이 운동은 대차의 스프링특성 등에 따라 차체가 중력중심점을 중

심으로 좌우 회전진동하게 되며 이에 의한 팬터그래프 접촉점 높이에서의 횡이동의 영향이 u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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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차량주행시 횡운동(Rolling) 

       tan                                                         (2.6)

  여기서,

    h : 접촉점 높이

    : 기관차의 Roll Center 높이 ( = 0.5m)

    : 차량의 동요(Oscillation)의 각도 (UIC 505-4로부터  = 0.6°)

2.3 전차선로 분야

 2.3.1 전주 움직임에 의한 전차선 이동량 {um}

    UIC 606-1 OR에서 다음에 의한 전주의 횡방향 처짐(Deflection)을 고려해 넣도록 하고 있다.

   - 기초의 이동

   - 고정 지지물, 케이블, 와이어로 인해 작용하는 하중 

   - 정적

   - 온도의 변화에 의한 하중의 변동

   - 전선 등 부속품의 추가 또는 제거로 인한 하중의 변동

   - 선로를 기준으로 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의한 영향

여기서 기초의 이동과 부속품의 추가 또는 제거로 인한 하중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Offset을 

조정함으로써 보상함으로 바람에 의한 영향과 지지물에 설치된 전선의 인장 응력의 변동에 의한 영향만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3.2 경간 중앙에서의 편위값 { }

     

   
                                               (2.7)

  여기서,

   : 양단 전주에서의 편위값. 곡선외측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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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외측(outside of the curve)

곡선 내측(inside of the curve) -150-200

+150 +200+200

그림 2.5 편위 부호 표기 원칙

  선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일반개소에서 아래와 같은 편위( )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다.

곡선반경 (m) m (mm)

∞ ≥ R ≥ 20000 m +200

20000 m > R ≥ 10000 m +150

10000 m > R ≥ 7000 m +100

7000 m > R ≥ 5000 m +50

5000 m > R ≥ 2000 m -50

  표 2.1 일반구간의 곡선반경에 따른 편위기준

2.3.3 시공허용오차에 의한 전차선 Offset {}

   이 오차에는 설치시 부정확성 뿐만 아니라, 어떤 부속품을 계속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관계로 인

한 틀어짐도 고려해야 한다. 즉 가동브래킷과 같이 정해진 주기로 조정하는 설비에 대해서 주기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변화 허용량에 대한 값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2.3.4 온도변화로 인한 가동브래킷 회전에 따른 전차선의 횡변위 영향 {}

   온도가 변하면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가동브래킷이 회전하게 된다. 

이것은 전차선의 횡방향 변위에 영향을 미쳐 횡방향 위치를 이동시킨다. 이 이동의 크기는 인류지점으

로부터 해당 전주까지의 거리 및  온도 변화량에 좌우된다.

전차선 횡변위에 대한 영향은 전선의 신축 길이량이 비례하고 가동브래킷의 길이에 반비례하므로 아

래 수식으로 표현되며 가동브래킷은 평균온도에서 가동브래킷이 선로에 대해 수직임을 가정하였다. 아

울러 지지점의 형태에 따라 가동브래킷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온도와 가동브래킷

길이가 다른 터널구간은 일반구간과 구별하여 산출한다. 

      




×   

 





                                               (2.8)

  여기서,

     : 온도 범위

      : 흐름방지전주로부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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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동브래킷의 공칭길이(전주면에서 전차선 중심축까지 거리)

2.3.5 편위와 곡선반경 효과를 포함하여 풍압으로 인한 전차선 횡변위량 { ′}
  바람이 Catenary에 작용할 때 전차선은 횡방향으로 날리며 이때 발생하는 전차선 변위에 대한 내용

은 앞의 “나. 바람에 의한 전차선 횡변위 관계식”에서 설명한 바 있다. 위의 식으로부터 편위의 중심선 

이동량과 곡선반경의 최대 Offset값을 제외하고 두 식을 동시에 표현하면 다음 식이 된다.

    ′   





   

 


    



when ≠
 

                        (2.9)

  여기서,

     : 바람이 곡선내측으로 불때 -1, 바람이 곡선외측으로 불때 +1 

       : 경간 좌우편위, 곡선외측일 때 +값

      C : 경간 길이(m)

      R : 선로 곡선반경(m)

      : 풍압에 의한 Catenary 처짐량   

           

    


 




   

                                               (2.10)

   여기서,

    e : Catenary 전선의 Drag 계수 (UIC 606-1 OR로부터 e = 1.2)

    A : Catenary 전선 직경(전차선 직경 + 조가선 직경)

    Zf : Catenary 장력(전차선 장력 + 조가선 장력)

    qw : Catenary 전선에 작용하는 동풍압

          

     v : 풍속.

3. 사례계산

 3.1 입력데이터

   3.1.1 풍속기준

일반풍속(m/s)

Ks
Zone 1

(오송-정읍)

Zone 2

(정읍-광주-목포)

Zone 3

(터널구간)

일반개소 1.0 32.0 39.6 40.4

노출개소 1.3 36.4 45.1

과다노출개소 1.6 40.4 50.2

극한풍속(m/s)

Ks
Zone 1

(오송-정읍)

Zone 2

(정읍-광주-목포)

Zone 3

(터널구간)

일반개소 1.0 42.3 52.4 40.4
노출개소 1.3 48.1 59.8

과다노출개소 1.6 53.5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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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곡선반경별 캔트 및 부족캔트

곡선반경(m) 캔트(E, mm) 부족캔트(I, mm)
5000 > R ≥ 2000 180 56

7000 > R ≥ 5000 170 119

10000 > R ≥ 7000 160 46

20000 > R ≥ 10000 120 24

직선(∞) > R ≥ 20000 60 12

직선(∞) 0 0

 3.2 계산결과

구분 직선(∞)

직선(∞) 

> R ≥ 

20000

20000 

> R ≥ 

10000

10000 > 

R ≥ 

7000

7000 

> R ≥ 

5000

5000 

> R ≥ 

2000

Zone 1
일반개소 65 65 65 60 60 55

노출개소 60 55 55 55 55 55

Zone 2
일반개소 55 55 55 55 50 50

노출개소 50 45 45 45 45 40

Zone 3(터널개소) 55 50 50 50 50 50

4. 결론

열차가 운행중일 때 팬터그래프는 선로조건, 차량특성, 기후상태 및 열차속도 등에 따라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전차선도 설치상태, 바람의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위치로 움직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열차가 안전하게 집전하기 위해서는 팬터그래프 집전판이 전차선을 벗어나서 운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최대경간 결정시 최악조건하에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의 상대적인 좌우 측면 위치를 검

토하여야 하며, 궤도, 환경, 차량, 팬터그래프 및 전차선로의 설계기준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는 전차선

로의 경간 길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전차선로 경간 길이에 대한 최대 제한요소는 선로의 곡선반경이

며, 최대경간 결정에 인터페이스가 되는 각 분야에 대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Catenary의 최대경간을 

계산하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사례계산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대경간 계산 기법은 UIC 606-1에 근거하여 유도된 것

으로 UIC 606-1에서는 직선구간에서의 바람에 의한 전차선의 횡변위인 만을 고려하는데 비해 본 기

법은 곡선구간에서는 곡선반경에 따른 의 변화량이 포함된  ′ 변수를 적용하여 경간길이 계산의 정

밀성을 높였다. 곡선반경에 따른 최대경간 길이가 결정되어도 집전성능 해석을 통하여 이선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계산된 경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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