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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선에서 전기에너지를 받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전기 철

도시스템은 열차가 주행하면서 판토그라프가 전차선과 접촉

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선을 추종하며 집전하는가에 따

라 주행성능이 좌우된다. 특히, 250km/h 이상 고속 주행하

는 열차에 있어서 집전특성은 열차의 주행성능에 더 큰 영

향을 준다. 판토그라프의 집전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항

목인 이선과 관련하여 여러 규격들이 있으며[1-4], 일반적으

로 기계적 계측을 통한 접촉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아크 측

정을 통하여 이선율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에서

는 한국형 고속열차의 경우, 기계적 방법을 통해 접촉력 평

가[5]를 수행한 바 있고, KTX에 아크 검측기를 개발하여 아

크를 검측[6]한 경험이 있다. 해석적으로는 유한요소법을 사

용하여 도로퍼 비선형과 전차선 초기 처짐을 고려한 판토그

라프-전차선로 결합시스템의 동역학 연구[7]가 수행된 바 있

다. 기계적 접촉력 평가시에는 판토그라프의 특성에 따라 접

촉력 측정을 위한 하중센서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판토그라프의 접촉력을 직접 측정함에 있

어 집전판을 떠받치고 있는 Mounting Bracket의 구조를 활

용한 스트레인 게이지 내장형 하중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실

제 판토그라프에 장착하여 실험실에서 동적 응답정확성을 평

가하여 그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2. 접촉력 측정 하중센서의 설계

2.1 판토그라프 계측시스템 개요

2.1.1 판토그라프의 구조

Fig. 1과 같이 일반적인 고속열차 판토그라프 구조는 크

게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선에 접촉하여 집

전을 유도하는 집전 팬헤드 조립체, 상승 및 하강동작을 수

행하는 상부 및 하부 암 조립체, 그리고 판토그라프의 상승

과 하강을 위한 공압조립체가 장착되어 판토그라프를 지지

하는 하부 구조물인 프레임 조립체로 구분된다. 집전 팬헤

드는 상부 암 끝 상단에 조립되며, 가선과 접촉하는 집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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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장착할 수 있는 팬헤드 및 장착 브라켓으로 이루

어져 있다. 상부 및 하부암은 경량화 및 추종성 향상을 위

하여 알루미늄 구조물로 제작되었으며, 기초 프레임은 차량

지붕의 절연 지지애자에 조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

2.1.2 계측시스템의 이론적 배경 

판토그라프 집전판과 가선과의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전

체 힘(Fc)은 정적 압상력(Po)과 판토그라프 전체에 작용하

는 공력(Faero) 및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Fint)으로 크게 구

분된다. Fig. 1과 같이 팬헤드 조립체에 대하여 힘 평형방정

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Fc = Po + Faero + Fint (1)

여기서, Faero는 판토그라프 전체에 작용하는 공력으로 팬

헤드에 걸리는 공력(Fsp)과 그 이외의 공력(Fnsp)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식(1)은

Fc = Po + Faero + Fint = Po + Fsp + Fnsp + Fint (2)

여기서, Suspension의 Spring Force(Fsus)는 Po와 Fnsp의 합

과 같다. 따라서, 전체 접촉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따라서, 식(2)는

Fc = Fsus + Fint + Fsp (3)

여기서, 팬헤드의 관성력으로 대체될 수 있는 Fint는 가속도

계 설치를 통하여 측정된 가속도값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

으며, Fsp는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는 공력특성 값으로 별도

의 공력시험에 의해 도출할 수 있다. Fsus의 계측을 위해서

는 별도의 센서가 필요하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

는 하중센서를 이용하여 계측될 수 있다.

2.2 접촉력 측정 하중센서의 설계

고속전철용 판토그라프의 집전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집전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팬헤드

의 mass 거동을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Mounting

Bracket을 활용한 저중량/고강도 스트레인 게이지 내장형 하

중센서를 관련된 규격과 한국형 고속전철용 판토그라프의 계

측시스템 구축과 성능시험 계측경험을 토대로 Table 1과 같

은 설계조건을 제시하였다[5]. 허용 최대하중은 판토그라프

와 관련한 국제규격[4]에서 제시하는 허용 접촉력(200N 이

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되는 하중센서는

집전판이 받는 수직하중에 대하여 굽힘응력을 감지하는 1분

력계의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하였으며, 응답 민감도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원형부위의 공간을 활용하여

6-wire full bridge 회로를 구성하였다. 

Fig. 1 The layout and free body diagram of pantograph

Table 1 The requirements of force sensor

Rated 

Capacity
+/- Fz 200N Accuracy 0.1% of F.S below

Allowed

 Max. Load
500N above

Cable 

Length
15M

Temp. Effect 0.0015 of F.S/oC Material
AL2024 or 630 Series 

Stainless Steel

Fig. 2 The shape and drawing of forc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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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보듯이 본 연구에 사용한 판토그라프의 Mounting

Bracket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소재로 집전판을 직접 떠받치

는 구조로 집전판이 받는 하중을 하부 링크 구조를 통해

Torsional Spring에 전달하는 요소이다. 본 부재를 하중센서

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제 Mounting Bracket과 설

계한 하중센서의 구조적 비교분석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상

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SAMCEF Field V6.2를 사용하여

구조/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Mounting Bracket과

하중센서의 물성치를 나타내었으며 Table 3은 구조/진동해

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Fig. 3 The layout of mounting bracket

2.2.1 구조해석

구조해석은 하중센서의 강도가 시험범위에서 작용하는 하

중보다 구조적으로 강도를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

행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Mesh는 1mm 단위의 Tetra 형상

으로 구현하였으며 구속조건은 하단부의 4개 홀에 대해서는

6자유도 고정지지, 상단부에는 안전율을 고려하여 허용최대하

중인 500N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Mounting Bracket

은 항복강도 250MPa 대비 최대응력은 67.91MPa이 발생하였

으며, 하중센서는 항복강도 480MPa 대비 최대응력은 93.19MPa

이 발생하여 두 요소 모두 항복강도 이내임을 알 수 있다.

2.2.2 진동해석

진동해석은 하중센서의 고유진동수가 시험주파수와 공진

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

시의 구속조건은 구조해석시와 동일하며 상단부에는 Random

Harmonic Function으로 적용하여 분포하중 200N을 가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두 요소 모두 판토그라프 집전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관심 주파수인 0-20Hz[1] 대역을 훨씬

벗어난 결과(공진대역 회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거의 강체

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Fig. 4는 진동해

석 결과 중 1차 모드를 예로 제시하였다.

Fig. 4 The results of vibration analysis

구조적 특성 분석결과, 기존 요소인 Mounting Bracket보

다 개발된 하중센서가 저중량/고강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판토그라프의 집전특성을 계측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진동특성을 나타내었다.

3. 하중센서 강도시험 및 Calibration

3.1 강도시험

상기 해석결과 중, 구조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피로 및 파단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되는 하

중센서 구조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장착되지 않은 dummy 센

서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최대 인가하중 100kN 용량의

MTS시험기에서 Fig. 5와 같이 피로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0과 500N으로 최대 1.0*E7 Cycles로 각각 수행하였다.

피로하중에 대해서 센서의 구조적으로 응력집중에 의한 크

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파단시험시에는 6.58kN에서 Fig.

5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내장되는 부위에서 파단이 발

생하였다. 구조강도시험 중 파단시험은 일정한 간격으로 변

위를 주면서 하중의 급격한 변화를 판단하여 파단하중을 살

펴보았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최대 500N의 하중상태에서 하

중센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정적/동적 Calibration

개발된 하중센서의 계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적 및

Table 2 The Comparison of structural properties

Items Mounting Bracket Force Sensor

Young’s Modulus (N/m2) 2 × E11 7.2 × E4

Poisson Ratio 0.266 0.33

Density (kg/m3) 7,980 2,806

Yield Strength (N/m2) 2.5 × E8 4.8 × E8

Weight (kg) Avg. 0.183 Avg. 0.162

Table 3 The comparison of structural/vibration results

Mounting Bracket Force Sensor

Yield Strength
Natural 

Frequency
Yield Strength

Natural 

Frequency

67.91MPa

/250MPa

1,421.2Hz

93.19MPa

/480MPa

713.1Hz

1,536.7Hz 1,240.5Hz

1,850.8Hz 3,560.8Hz

3,805.5Hz 4,278.2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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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calibration[1]을 수행하였고 먼저, 정적 calibration에 의

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하중의 loading/unloading

에 따라 측정된 출력전압은 선형성과 재현성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정적 calibration 결과를 참조하여, EN50317 규정에

의거 동적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동적 calibration은 판토

그라프 계측시스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규격을

통하여 정의된 시험절차에 의해 수행토록 되어 있다. 전체

계측시스템이 장착된 모습은 Fig. 7과 같으며, 가속도계와 개

발된 하중센서를 판토그라프의 팬헤드와 현가장치 사이에 장

착하였다. 가속도계는 감도가 뛰어나고 소형인 KYOWA사

의 스트레인 게이지(10g, 0.1m/s2 이상) 형식을 사용하였다.

Calibration을 위한 가진주파수는 0-20Hz 범위에서는 0.5Hz

간격으로 가진을 수행하였고 초기 정적압상력은 EN50367에

서 300km/h에서 제시되는 160N 부근으로 설정하여 사용하

였다. 고유진동수 부근(4.5~5.5, 8.5~9.5Hz)에서는 0.1Hz 간

격으로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판토그라프 집전판의 중앙, 좌

우(250mm 편심)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calibration 기준은 0-

10Hz에서 기준 하중대비 80% 이상, 0-20Hz에서 90% 이상

을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사양 대비 Table 4와 Fig. 8과 같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Fig. 5 The layout of fatigue & fracture test and results of

fracture test

Fig. 6 The sensitivity and characteristics of force sensor

Fig. 7 The layout of accelerometer and force sensor of

pan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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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판토그라프의 기계적 접촉 특성시험을 위

해 접촉력을 직접 측정함에 있어 집전판을 떠받치고 있는

Mounting Bracket의 구조를 활용한 저중량/고강도 스트레인

게이지 내장형 하중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하중센서는 현가스프링의 특성에 따른 히스테리시

스가 매우 작아 적용 하중에 따른 출력전압의 선형성 및 재

현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판토그라프에 직

접 설치하여 수행한 정적 및 동적 검증의 평가 결과는 매

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실제 시운전 시험시 접촉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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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dynamic calibration

Position Parameter
Accuracy (%)

Test Results Limit

Center

0-10Hz
Mean Force 98.241 80

Standard Deviation 90.946 80

0-20Hz
Mean Force 98.0 90

Standard Deviation 92.017 90

Left

0-10Hz
Mean Force 98.990 80

Standard Deviation 91.407 80

0-20Hz
Mean Force 98.920 90

Standard Deviation 91.736 90

Right

0-10Hz
Mean Force 96.650 80

Standard Deviation 85.322 80

0-20Hz
Mean Force 98.0 90

Standard Deviation 90.060 90

Fig. 8 The results of dynamic calibration (Examples : 1, 20Hz at

Center of Pan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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