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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echnologies on assessing reliability of arc detectors by composing 

a system that generates and simulates occurrence of arc caused by loss of contact between pantographs and contact 

wires in a laboratory condi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arc simulator, a device that generates light having the 

bandwidth of arcs that occur between carbon-metal. The simulator was designed under conditions of EN 50317 and 

simulations were conducted using the developed device.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possible to conduct certification 

tests following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precision of the simulator was satisfactory. The proposed 

arc detector assessment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precision of current collection quality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s at high-speed lines and conventional lines while being referred as fundamental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detectors suiting interna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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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속철도 속도향상 필요에 따라 300 km/h의 속도를 

넘어 350 km/h 이상의 증속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1] 고

속철도 속도증가에 따라 집 장치인 팬터그래 의 압상력이 

상승되고 운행  차선의 진동에 의한 동에 의해 차

선과 팬터그래  사이에는 이선이 발생 하게 된다. [2,3] 

기철도에서 이선은 력 공  장애, 아크의 발생, 차선과 

집 의 이상마모, 자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4,5] 

한 차선의 마모, 온도  류변화와 시공, 보수작업 의 

손상등이 발생되며 차선의 집  성능 하에 원인이 된다. 

차선과 팬터그래 사이의 집 성능 평가는 검측장치를 

차선에 고정하고 열차의 통과 후를 측정하는 선로변 측정

기술과 차량에 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하는 차상 검측

시스템으로 나  수 있다. 선로변 측정기술은 차선의 압상

량, 변 , 진동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표 이며 차상

측정은 이선아크, 력과 동편 등이 있다. [6.7] 이  이

선아크 측정 방법은 열차의 운행에 따라 차선과 팬터그래

사이의 기계  비  상태일 때 발생하는 아크를 학  

방법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기술로 일본, 랑스등 에서 사

용되고 있다. 이선아크 측정법은 국제 규격인 EN 50317에 

특성평가를 한 사양이 세부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

열차의 도입이나 차선로 건설이후에 집 성능을 평가하는 

필수 인 기술이다. 특히 이선아크는 집 성능에 향을 주

는 이선상황을 평가 할 뿐만 아니라 차선과 집  등에 

향을 미치는 아크를 학  방법으로 직  평가하므로 가

장 효과 인 방법 일 수 있다. [8] 그러나 이선상황  팬터

그래 와 차선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평가하기 해서

는 신뢰성 있는 학  평가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하며 

학  평가시스템을 인증하는 시스템과 기술 한 필요하나 

재 국내에서는 신뢰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

한 신뢰성 평가를 해서는 차선의 주재료인 구리와 팬터

그래  집 의 주재료인 카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성 

장 역만을 측정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시스템 구

축이 재 국내에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팬터그래 - 차선 이선아크 발생을 실험

실에서 모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선아크 검

측장치의 신뢰성 평가 기술에 하여 기술하 다. 특히 팬터

그래 - 차선간의 이선 아크 시험을 모의 할 수 있는 장치

를 구 하기 하여 탄소- 속간에 발생하는 아크의 장

역을 발생시키는 모의 장치를 EN 50317에 의거하여 설계하

고, 설계에 따른 제작 장치를 이용하여 모의시험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선아크 검측장치의 평가시스템은 

고속철도  기존선의 차선로 건설  개량시 이선율 평

가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규격에 합당한 검측기 개발

에 활용될 것이다. 

2. 본  론

2.1 차선로 이선아크 시험 규격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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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과 팬터그래  사이에서 이선상황에 발생하는 아크를 

측정하기 한 센서를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선아크 

모의시험은 팬터그래 와 차선 모형을 이용하여 류를 

흘려 이선상황을 발생시켜 집  는 차선의 마모등 다

양한 동역학 시험을 수행하는 시스템과는 다르다. 시험 장치

는 차선과 팬터그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크 장을 임

의로 발생시키고 센서의 응답속도와 아크 장 역 이외의 

장에서 동작여부를 단하여 센서의 정 도, 정확도, 에러

율을 단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국제 규격의 검측기

 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선아크 검측을 

한 국제 규격은 유럽규격으로는 EN 50119:2009, EN 

50317:2002, EN 50367:2006이 있으며 국제규격으로는 재 

규격화 인 IEC 62486이 있다. [9,10] 이  일반 으로 EN 

50317에 세부사항이 표 되어 있으므로 표1에 EN 50317에 

따른 아크검출기 성능 기  주요 사항을 나타내었다. 

  표 1의 측정 장은 구리나 구리 합  차선로 에서 이선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크의 장의 범 는 220 nm～225 nm 

는 323 nm～329 nm로 정의한 것으로 330 nm 이상인 가

시 에는 둔감하도록 하 다. 민감도의 경우 팬터그래 와의 

거리, 세로축, 차량 진행방향 기 으로 팬터그래  뒤쪽에 

검측장치를 고정하고 팬터그래  작동범  체에 하여 

민감하도록 충분한 시야각을 요구하며 허용오차는 10% 미

만으로 정의되고 있다. 반응속도는 100 us 미만으로 지속되

는 아크에 해당하는 반응시간을 갖도록 하며 출력값은 태양

을 아크로 나타내지 않도록 최소 벨을 직사일 으로 정

의하고 있다. 시스템 교정은 워 도 (μW/) 로 나타내
며 아크의 발생지 과 센서의 거리가 차이가 있다면 교정하

도록 하 다. 이와 같이 이선아크 검측은 세부 인 국제 규

격이 나와 있으나 재 국내에서는 센서 개발 이후 규격사

항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 장, 

둔감 장, 민감도, 반응속도를 규격 사항에 따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 다.

구분 내용

측정 장 220 nm～225 nm 는 323 nm～329 nm

둔감 장 단 330 nm이상

민감도 10% 미만 

시야각
가선 최 높이 4600 mm～가선 최고높이 

5400 mm간의 좌우 800 mm (±400 mm)

반응속도 아크반응속도 100 us 미만

출력값 입력 직사일 을 최소 벨로 설정 

시스템교정
검측기의 응답 (V)을 워 도 (μW/) 로 

교정

동작거리
동작거리에 따라 워 도를 의 법칙을 이

용하여 교정

표 1 EN 50317에 따른 아크검출기 성능 기  [10]

Table 1 The performance criteria of arc measurement 

system according to EN 50163 [10] 

2.2 차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 장치 구성

  본 논문에서 구성한 이선아크 검증 성능시험을 한 모의

시험 장치는 크게 원, 특정 장 역의 원 방출을 한 

필터, 원을 검측센서에 집 하기 한 Focusing 즈, 센

서의 반응 속도를 단하기 한 쵸핑장치, 피시험체인 아크 

측정용 원센서장치로 총5가지로 구성하 다. 그림1에 차

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 장치 구성 사진을 나타내었다. 차

선과 팬터그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선아크의 장 역은 

차선의 주재료인 구리의 아크발생 장인 220～225 nm과 

323～329 nm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원은 EN 50317 시험기 인 DUV (Deep Ultra-violet) 장

역에서 160 uW/의 150 W  Xe Lamp를 사용하 다. 

본 논문에서 구성한 원의 장은 185–2,000 nm 이므로 

아크 장 역 특성 평가를 해 215～225nm, 321～331 nm, 

380～420 nm, 430～470 nm, 480～520 nm 의 5종류의 BPF 

(Band Pass Filter) 장 역의 필터를 각각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다. 특히 아크검출기의 각 장 별 원의 세기에 

따른 감도를 측정하기 해 원의 세기를 5단계 (10, 30, 50, 

70, 100%) 조 하기 한 ND (Neutral Density) 필터를 채

용 원의 민감도 조  하 고 BPF 필터 앞단에 이  휠 구

조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센서의 직경과 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Focusing 즈와 이를 조 하기 한 일 시스템

을 구 하 고 쵸핑시스템은 EN 50317 시험기 의 원의 

최소 샘 링시간인 100 usec이 가능하도록 10 kHz 이상의 

고주 수를 나타내도록 하 다. 센서를 치시킬 스테이지는 

검출기의 치  각도에 따른 검출능력을 평가가능토록 

X-Z-Rotaion이 가능한 3-axis stage를 구성하 다.

2.3 성능시험 항목  방법

  차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 장치를 이용한 이선아크 검

측기의 성능검증 항목을 표2에 나타내었다. 시험항목은 EN 

50317에 나타난 장반응, 민감도, 량세기, 응답속도 시험

으로 총 4가지 항목이다. 장반응의 경우 센서의 측정 장

이 220 nm～225 nm 는 323 nm～329 nm을 포함 하고 

330 nm 이상인 가시 에는 반응여부를 BPS 필터를 이용하여 

그림 1 차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 장치

Fig. 1 Arc detector assessment system between pantograph 

and contact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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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 민감도의 경우 시험장치 센서부의 원의 입사

각을 변화 시켜 그에 따른 감도변화 시험을 실시하 으며 

슬릿 수가 2개인 블 이드를 사용하여 원을 속으로 단

속시키면서 스테이지를 이동하여 변 각에 따른 응답특성을 

확인하 다. 이때 각도는 0°에서 20°까지 변화 시키면서 출

력을 측정하 다. 

  ND 필터를 이용한 량의 세기에 따른 감도변화 시험도 

슬릿 수가 2개인 블 이드를 사용하여 원을 속으로 단

속시키면서 ND 필터를 가변하여 응답특성을 확인하 다. 

응답속도시험은 Short term (싱 , 연속)과 Long term (싱

, 연속) 시험을 시행하 다. 싱  시험은 25～250 usec 단

시간 원을 주사하 고 연속 펄스 시험은 33.3～500 usec 

단시간 원을 주사하 다. 

표 2 EN 50317에 따른 아크검출기 요구사항  평가기

Table 2 General requirements and adjustment of the arc 

measurement system according to EN 50163. [10] 

항목 EN 50317 요구사항 평가기

장반응

220 nm～225 nm 는 

323 nm～329 nm

330 nm 이상 반응여부

장 역 반응여부

민감도
팬터그래  작동범 에 

민감도 10% 미만 

시야각 10도에서 

10% 미만 민감도

반응속도 아크반응속도 100 us 미만
100 us 연속펄스 

식별여부

2.4 시험결과 

  그림 2에 이선아크 센서의 측정 장에 한 선별  반응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선아크 센서는 멀티 라이 튜

 (185～850 nm) 단에 심주 수 222 nm의 BPF를 이

용하여 선별 으로 반응하도록 하 다. 시험 결과 그림2에서

와 같이 220 nm 역의 장에 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외에 역에 해서는 상

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출력 역 400 nm에서 다소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이유는 멀티 라이센서의 최고 감도가 

그림 2 이선아크 센서의 측정 장에 한 선별  반응시험

Fig. 2 Results of spectral response test for arc diction sensor 

between pantograph and contact wire

420 nm 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

에서 구성한 차선로 이선아크 모의시험장치의 필터가 효

과 으로 220 nm 역에서 최고의 출력을 나타냄을 보여주

고 있으며 평가시스템 구성이 만족됨을 알 수 있다. 

  팬터그래  작동범 에 따른 민감도 측정시험 결과를 그

림 3에 나타내었다. 민감도의 경우 시야각 10℃  이내에서 
10% 미만의 감도변화를 시험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본 시험

에서는 측정센서를 고정하여 정 하게 축을 변화시켜 측정

이 가능하다. 시험결과 10℃에서 5.55%의 민감도 변화가 나

타나므로 본 시험에 용한 센서는 규격사항에 합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야각이 15℃ 이상일 경우 11.76%의 감소율

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단시간, 100 us이하, 연속 출력 시험결과를 나타

내었다. 여기서 이론시간은 쵸핑시스템에서 얻어진 주 수를 

변환하여 얻은 시간이고 실측시간 (A) 는 반응 시작 시 에

서 끝난 시 까지의 시간이다. 한 실측시간 (B) 는 최 값 

( 는 평균값) 의 3 dB (70.7%) 크기에서의 시간이다. 시험

결과 이론시간 비 실측시간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센서는 반응속도 50 us로 이론시

간과 실측시간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선아크 검출기 인증 시험이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에 장시간 (msec 역) 연속 출력 시험결과를 나타내

었다. 시험결과 9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한 시

험값을 얻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 수평변 에 따른 감도변화 시험결과 그래

Fig. 3 Results of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horizontal 

displacement of arc diction sensor

쵸핑주 수

[㎐]

이론시간

[㎲]

실측시간(A) 

[㎲]

실측시간(B) 

[㎲]

오차율 

(%)

10 250 750 250 0

20 125 350 125 0

25 100 300 100 0

50 50 150 50 0

80 31.25 100 31.25 0

100 25 75 25 0

표 3 Short-term Arc 시험결과 (제어 압 0.275 V)

Table 3 Testing results of Short-term Arc on control voltage 

at 0.27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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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핑주 수 

[㎐]

이론시간

[ms]

실측시간(A) 

[ms]

실측시간(B) 

[ms]

오차율 

(%)

10 50 50 50 0

30 16.67 17 16.7 -0.2

50 10 10 10 0

100 5 5 5 0

150 3.33 3.4 3.3 1

표 4 Long-term Arc (싱   연속) 시험결과 (제어 압 

0.275 V)

Table 4 Testing results of Long-term Arc on control 

voltage at 0.275 V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철도 집 설비의 이선아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검증 장치 구성에 하여 기술하 다. 이

선아크 검증 장치는 아크의 장 역을 발생시키는 모의 장

치를 EN 50317에 의거하여 설계하고, 설계에 따른 제작 장

치를 이용하여 모의시험을 수행하 다. 이선아크 검증 성능

시험을 장치는 크게 원, 아크의 조건을 만들 필터, 아크를 

센서에 모아주기 한 Focusing 즈, 센서의 반응 속도를 

진단할 쵸핑시스템, 아크를 측정할 원센서장치 5가지로 구

성하 다. 장반응 시험은 장이 220 nm～225 nm와 323 

nm～329 nm을 포함 하고 330 nm 이상인 가시 에는 반응

여부를 BPS 필터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민감도의 경우 시

험장치 센서부의 원의 입사각을 변화 시킬 수 있도록 고

정장치의 각도를 변화하도록 구성하여 변 각에 따른 응답

특성을 검증하도록 하 다. 응답속도시험은 Short term (싱

, 연속) 과 Long term (싱 , 연속) 시험을 퍼를 이용하

여 속도조 이 25～250 usec과 3.3～50 msec을 각각 원을 

주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시험설비의 인증은 멀티

라이 튜 를 이용하여 장반응, 민감도  반응속도 시험을 

각각 수행하 다. 시험결과 국제 규격에 따른 인증시험을 수

행할 수 있었으며 정 도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선아크 검측장치의 평가시스템은 고

속철도  기존선의 차선로 건설  개량시 이선율 평가

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규격에 합당한 검측기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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