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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km/h 전차선로에서 사전이도가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시험

Simulation and Testing of the Effect of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Pre-sag in 400km/h Overhead Contact Lines

권삼영*·조용현·이기원·오혁근

Sam Young Kwon·Yong Hyeon Cho·Kiwon Lee·Hyuck Keun Oh

1. 서 론

400km/h급 전차선로를 처음으로 설계, 개발하여 호남선에 시범 부설하였다. 400km/h 심플 커티너리를 설계함에 있어서 사전

이도(Pre-sag)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관심이 집중된 엔지니어링 항목이었다. 사전이도는 일정 속도대역 이상에서 집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6,7]. 유럽의 사례를 보면 200km/h급 심플 커티너리는 경간길이의 1/1000, 300km/h급 심플

커티너리는 경간길이의 1/2000을 주는 것이 최적의 사전이도량(The amount of pre-sag)으로 통용되어왔다[1,5]. 350km/h 이상

급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으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전차선-팬터그래프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

Abstract A 400km/h simple catenary system was constructed as a test line in Korea. In the design stage of this sys-

tem, the pre-sag was one of the engineering issues most focused on. It is known that the pre-sag improves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in a certain band of high speed. However, the effect of pre-sag at 400km/h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To grasp a better pre-sag in the 400km/h catenary, we transacted the dynamic performance prediction sim-

ulation between catenary and pantograph under conditions of 0 and 1/3000 pre-sag. The level of 0 pre-sag was adapted

for the 400km/h catenary design after reviewing predictions. We constituted the 1/3000 pre-sag sample section (about

1km) while constructing the 400km/h catenary test-bed (28km) of 0 pre-sag. With a HEMU-430X train, the contact

forces were measured in the test-bed including the pre-sag sample section. In this paper, the predicted and measured

dynamic performance values (contact forces) for 0 and 1/3000 pre-sag are described and compared. It is conclusively

confirmed by analytical and experimental examination that the non pre-sag showed better dynamic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than that of the 1/3000 pre-sag for the 400km/h catenary system.

Keywords : Pre-sag, 400km/h catenary, Current collection, 400km/h test-bed, HEMU-430X

초 록 400km/h급 전차선로가 우리나라에 시범 부설되었다. 400km/h 심플 커티너리를 설계함에 있어서 사전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관심이 집중된 엔지니어링 항목이다. 사전이도는 일정 고속 대역에서 집전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400km/h 속도에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어있지 않다. 400km/h 커티너리에서 적절

한 사전이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이도 0과 1/3000 조건에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 동적 성능 예측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이 예측에 근거하여 400km/h 전차선로 설계에서는 0 사전이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400km/h 전차

선로 시범구간(28km)을 건설하면서 일부구간에 1/3000 사전이도 구간(약 1km)을 조성하였다. HEMU-430X 열차를

투입하여 사전이도 조성 구간을 포함하여 시범구간에서 접촉력 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이도 조성 구

간과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동적 성능(접촉력)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 둘을 비교한다. 결론적으로 400km/h 전차선로

에서 사전이도를 주지 않은 구간이 1/3000 사전이도 구간보다 양호한 동적(집전) 성능을 나타냄을 해석적 및 실험적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주요어 : 사전이도, 400km/h 전차선로, 집전 성능, 400km/h 시험구간,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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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도에 따른 집전성능을 예측하였다. 시뮬레이션 예측 검토에서 400km/h급 전차선로에서는 사전이도를 주는 쪽보다 주지 않

는 쪽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시험을 통한 평가를 해보기로 결

정하고, 이를 위하여 400km/h 전차선로 시범구간(사전이도=0)을 건설함에 있어서 사전이도를 경간길이/3000만큼 준 샘플 구간

도 함께 조성하였다. 시범 구간에 실제 열차(HEMU-430X)를 투입하여 집전성능 계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취득하였으며, 사

전이도를 준 구간과 사전이도를 주지 않은 구간과의 비교를 시뮬레이션과 시험을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본 논문에서 기술한다.

2. 본 론

2.1 사전이도가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기존 연구내용 고찰

전차선로는 지지점에서 강성이 최대가 되고 경간 중앙에서 최소가 된다. 따라서 같은 압상력을 주더라도 전차선이 압상되는

변위량은 경간 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Fig. 1의 정적 압상량 그래프 예이다[9]. 

강성 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전이도(Pre-sag)를 채용하거나 또는 스티치 와이어(Stitch wire)를 추가하는 방안이 도입되었

다[2,5]. 사전이도는 경간 중앙을 중심으로 초기 처짐량을 주어 지지점과 경간 중앙에서의 전차선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서,

이 초기 처짐량으로 인해 열차가 한 경간을 지나가는 동안 팬터그래프가 거의 같은 운전 높이를 유지하게 되고 팬터그래프 상

하운동 궤적이 작아져서 접촉력의 변화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고안된 것이다[4,5]. 스티치 와이어 타입 커티너리는 지

지점에 스티치 와이어를 추가로 둠으로서 지지점의 높은 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토록하여 한 경간에 걸친 강성도 변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Bauer와 Seifert[2]는 실차시험을 통하여 265km/h에서 스티치 와어어의 추가로 인한 강성의 균질화

가 지지점 부근에서 접촉력 피크의 감소 및 전체 경간에 걸쳐 접촉력의 동적 진동의 크기가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심플 커터너리에서는 스티치 와이어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전이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쓸 수 있는데, Fig. 2에서 설명하고 있

는 것처럼 사전이도를 주면 드로퍼 지점마다 전차선 높이가 다르게 되는데, 전차선에는 양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인가되어있음

으로 인해 전차선 높이 차이로 인한 회전 모멘트가 드로퍼 수직 하중에 추가되어 드로퍼의 정적 지지하중이 변하게 된다

[10,12]. 특히 Fig. 2의 예와 같이 400km/h 심플 커티너리 시스템에서는 전차선의 장력이 매우 큼으로 인해 드로퍼 하중의 변

화량도 크다. 드로퍼는 평소에는 인장력을 받다가 팬터그래프가 지나갈 때 압상에 의해 순간 느슨해졌다가 다시 팽팽해지는 비

선형적인 거동을 반복하며 감쇠하게 되는데, 사전이도에 따른 드로퍼의 정하중의 변화는 동하중의 변화와 연결되고, 접촉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종국에 사전이도에 따른 집전 성능에 영향 요소로 작용한다[5,6,13].

Cho[5,6]는 사전이도는 지지점 바로 옆에 있는 드로퍼가 느슨해질(Slackened) 정도로 팬터그래프 압상력이 큰 경우에만 접촉

력의 변동을 줄일 수 있고, 사전이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력의 변동은 커지며, 최적 사전이도량은 열차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줄어들고, 반대로 압상력, 강성 변화, 경간 길이가 증가하면 최적 사전이도량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Dorenberg[4]는 경간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탄성도 차이를 갖고, 커티너리와 팬터그래프 사이 상호작용 측면에서 정적

Fig. 1. Typical simple catenary static uplift amount grap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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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지배적인 200km/h 속도 대역까지는 사전이도가 보다 나은 주행 품질을 제공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프랑스 철

도청 SNCF에서는 심플 커티너리 타입의 300km/h 고속선에서도 사전이도가 유용함을 연구와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고 오랜 경

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했다[1,2]. 반면에 독일 철도청 DB에서는 새로운 고속 전차선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시험에

서 고속 전차선로 시스템에서는 사전이도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주행 특성 관점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고 했다[1,2]. 그 이유는 전차선 압상량의 동적 성분은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커지며,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대 압상되

는 위치가 경간 중앙 쪽으로 이동하며, 따라서 고속에서는 팬터그래프는 경간 중앙에 있는 사전이도(Pre-sag)에 의해 하방향으

로 누르는 힘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도 하였다[1,3].

Ikeda[14]는 일본의 FASTECH360 증속시험을 통하여 컴파운드(Compound) 타입 커티너리에서 전차선에 사전이도가 있는 경

우보다 없는 경우가 300km/h 이상의 속도대역에서 이선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Zhan와 Mei[8]는 최적의 사전이도와 관련된 팬터그래프-커티너리의 파라미터와 그 파라미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할 때 이론적으로는, 사전이도가 한 경간내의 강성변화를 보상하지만 속도가 높아지면 파동전파속도를 높이기 위하

여 전차선의 장력도 높아지게 되고, 이는 사전이도에 따른 드로퍼의 동하중을 증가시켜 접촉력의 진동폭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속도가 높아지면 최대 압상지점이 경간 중앙에서 지지점 쪽으로 이동하며, 압상 형태가 정적이나 저속에서는

온전한 사인파 형태를 나타내다가 속도가 높아지면 진폭이 줄어들면서 찌그러지는 사인파를 나타내고, 극기야 35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지지점이나 경간중앙이나 거의 균일한 형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경간 중앙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증가시키는 압

상 억제 효과인 사전이도에 따른 강성 변화 보상 효과가 무의미해지게 되어, 350~400km/h 대역에서는 사전이도를 주는 것이

압상 억제 효과는 소멸하고 동하중에 의한 영향이 더 부각되어 오히려 집전성능에 역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속도 레벨에 따른 최적의 사전이도량을 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400km/h

급 심플 커티너리의 최적의 사전이도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교분석과 함께 현장 실험을 통하여도

확인해 보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술한다.

2.2 400km/h 전차선로에서 사전이도에 따른 집전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2.2.1 시뮬레이션 입력 및 출력 데이터

400km/h 전차선로는 개발되어 바로 호남선 400kph 시범구간에 부설되었다. 400km/h 전차선로의 시스템의 주요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400km/h 시스템이 호남선 시범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경간길이 분포를 보면 50m 짜리와 55m 짜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

Fig. 2. Example of dropper load change due to pre-s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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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경간길이를 50m와 55m의 두 가지 경우만으로 시뮬레이션하기로 하였다. 사전이도량(The amount

of pre-sag)은 경간길이의 1/3000을 주는 경우와 0인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하였다. 1/3000이란 값을 택한 이유는 앞의 서론과 2.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트랜드가 200km/h 속도 대역에서는 1/1000, 300km/h에서는 1/2000으로 속도가 높아짐에 따

라 작아지는 경향을 갖고, 우리나라 호남선 350km/h급 전차선로에서 1/3000 사전이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팬터그래프 수학적 모델은 HEMU-430X 열차에 탑재된 팬터그래프에 대하여, 제작사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 의뢰하여 각 부품 및 조립상태 시험을 통하여 도출한 것으로, 제작사가 제공하는 모델인 Fig. 3을 사용하였다[13]. 속도는

400km/h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SPOP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OPS는 유한요소법 기반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으로, 전차선의 편위(Stagger)로 인한 집전성능의 영향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EN50318에서

규정한 예제를 통한 정확성 검증 과정을 통과하고, 아울러 9개국 10개 기관 국제공동연구 Benchmark Project를 통하여도 그 정

확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이다[11]. 

시뮬레이션 및 시험에서는 취득한 데이터 중에서 상호 비교 가능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집전성능을 대

표하는 핵심적인 동적성능 파라미터인 접촉력과 관련된 평균접촉력, 통계적 최소접촉력 및 통계적 최대접촉력을 추출하여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며, 이를 위주로 살펴보고 비교 평가하기로 한다. Table 2에 평가 항목 3개의 판단 기준치 및 관련 근거를 표

시하였다.

Table 1. 400 km/h catenary system main specifications.

Item Specification Item Specification

Contact wire line density 1.334kg/m Contact wire tension 33,320N

Messenger wire line density 1.08kg/m Messenger wire tension 22,540N

Dropper spacings 4.5m-6.5m-4/5/6m combination Steady arm length, stagger 1.2m, ±0.2m

Fig. 3. HEMU-430X pantograph modelling data.

Table 2. Comparison of items among the evaluation criteria used worldwide for current collection quality.

Evaluation item Notation Criteria Reference

Mean contact force(C.F.) Fm ≤ 200N Gyeongbu HSL contracts

Statistical Min. C.F. Fm-3σ ≥ 0N UIC 794

Statistical Max. C.F. Fm+3σ ≤ 350N EN 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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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경간길이 50m와 55m를 각각의 케이스로 하여 각 경우마다 사전이도 0과 1/3000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결과

데이터를 평가항목인 평균접촉력, 통계적 최소접촉력, 통계적 최대접촉력에 대하여 각 시뮬레이션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4~Fig. 7은 시뮬레이션 결과물인 20Hz 저역통과 필터링된 접촉력 궤적 그래프로서, Fig. 4는 50m 경간의 사전이도 0인

경우, Fig. 5는 50m 경간의 사전이도 1/3000인 경우, Fig. 6는 55m 경간의 사전이도 0인 경우, Fig. 7은 55m 경간의 사전이도

1/3000인 경우의 접촉력 궤적 그래프이다.

Table 3. Simulation results summarized for spans (50m, 55m) and pre-sags (1/3000, 0) at 400km/h.

Item Notation Unit
Span length=50m Span length=55m

Pre-sag=0 Pre-sag=1/3000 Pre-sag=0 Pre-sag=1/3000

Mean contact force Fm N 165.1 165.9 164.1 165.8

Statistical Min. C.F. Fm-3σ N 62.8 31.5 55.2 26.1

Statistical Max. C.F. Fm+3σ N 267.5 300.3 273.0 305.4

Fig. 4. Contact Force(C.F.) in 50m, pre-sag 0. Fig. 5. C.F. in 50m, pre-sag 1/3000.

Fig. 6. C.F. in 55m, pre-sag 0. Fig. 7. C.F. in 55m, pre-sag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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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00km/h 전차선로에서 사전이도에 따른 집전성능 비교 현장 시험

2.3.1 사전이도 시험 구간 조성

400km/h 전차선로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호남선에 28km(상선만)를 건설하면서 사전이도 시험구간도 특별히 조성하였다. 사전

이도 조성 구간은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 118.5km~119.4km 지점에, 교량 구간에, 900m, 1 섹션(장력구간)을 경간길이의 1/3000

의 사전이도량을 주어 조성하였으며(이를 1/3000 pre-sag section이라 명명한다), 나머지 시범 구간은 400km/h 전차선로의 원

설계 개념대로 사전이도를 0으로 하여(이를 zero pre-sag section이라 명명한다) 건설하였다. 이것을 요약하면 Fig. 8과 같다.

Fig. 8. 400km/h catenary construction section and 1/3000 pre-sag section.

위에서 설명한 사전이도 조성구간인 118.5km~119.4km 구간에 대하여 전차선 높이를 각 드로퍼 지점마다 현장 측정하여 그

래프로 그린 것이 Fig. 9이다. 현장은 시공오차와 오버랩 구간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간이 정확히 1/3000을 만족하진 않지

만 거의 유사한 수준의 사전이도가 주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Contact wire height measured at each dropper along the 1/3000 pre-sag section.

2.3.2 집전성능 측정 현장시험 실시

400km/h 시범 구간에 HEMU-430X 열차를 투입하여 팬터그래프와 전차선로간 동역학적 상호작용에 따른 집전성능을 측정하

였다. 이 시험은 HEMU-430X 열차의 최고속도 시험이 목적임에 따라 전차선로 측에서 원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는 없는 상황

이었고, 열차 속도도 해당 구간에서 속도 변동이 심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한 400km/h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한 케이스를 중심

으로, 사전이도 조성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와 사전이도가 없는 일반 400km/h 전차선로 구간에서의 평균속도가 가장 유사해지

는 방향으로 시간 축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시험 데이터의 추출 구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

으며 이를 비교하였다.

2.3.3 집전성능 측정 1차 시험 결과

1차 시험은 2015년 2월 8일에 실시되었다. 사전이도 조성 구간의 접촉력 그래프는 Fig. 10과 같으며, 이는 20Hz 저역통과 필

터링한 것이며, 그래프에는 열차속도(Vel)도 함께 나타내었다. 왼쪽 Y 좌표는 열차속도이며, 오른쪽 Y축 좌표는 접촉력(N)이다.

X축은 해당 구간의 시작지점을 0초로 설정하는 주행시간 축이다. 접촉력 데이터와 열차속도를 해당 구간의 평균값으로 통계 처

리하여 구한 것이 Table 4이며,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는 388.1km/h이고, 평균접촉력과 통계적 최소접촉력 및

통계적 최대접촉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전이도가 없는 일반 구간(KP 114.0~111.5)의 접촉력 그래프 및 통계적 결과 데이터는 Fig. 11 및 Table 5와

같다.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396.6km/h이다.

2.3.4 집전성능 측정 2차 시험 결과

2차 시험은 2015년 3월 8일에 실시되었다. 사전이도 조성 구간의 접촉력 그래프는 Fig. 12와 같으며, 해당 구간의 평균값으

로 통계 처리하여 구한 것은 Table 6과 같다.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403.3km/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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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전이도가 없는 일반 구간(KP 123.6~122.5)의 접촉력 그래프 및 통계적 결과 데이터는 Fig. 13 및 Table 7과 같다.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402.2km/h이다.

2.4 집전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및 현장 계측 결과의 분석

시뮬레이션에서는, Table 3의 결과를 보면, 400km/h에서 사전이도가 없는 경우가 사전이도가 1/3000 주어져 있는 경우에 비

하여 평균접촉력은 거의 유사하고, 통계적 최소접촉력은 50m나 55m 공히 30여 N정도 크고, 통계적 최대접촉력은 약 30N 정

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접촉력은 클수록 좋고 최대접촉력은 작을수록 집전성능 측면에서 바람직함에 비추어볼 때 사전

이도가 없는 경우가 사전이도가 주어지는 경우보다 400km/h 전차선로에서는 집전 성능 측면에서 보다 유리함을 나타낸다.

현장 1차 시험 결과에서는, Table 4와 Table 5를 비교해 보면, 사전이도 1/3000 조성 구간과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속도

(388.1km/h 대 396.6km/h)와 평균접촉력(186.7N 대 187.9N)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최소접촉력

이 5N 정도 크고, 최대접촉력은 3N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속도(고속화)는 집전성능을 악화시키는 요소

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였던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에서의 최소접촉력은 상대적으로 크고 최대접촉력은

Fig. 10. Contact force and velocity graphs of 1/3000 pre-sag sec-

tion.

Fig. 11. Contact force and velocity graphs of zero pre-sag section.

Fig. 12. Contact force and velocity graphs of 1/3000 pre-sag sec-

tion(2nd test).

Fig. 13. Contact force and velocity graphs of zero pre-sag sec-

tion(2nd test).

Table 4. Result data for 1/3000 pre-sag section.

Item Notation Result(N) Comment

Mean contact force Fm 186.7
Average run speed of the evaluation 

section : 388.1km/h
Statistical Min. C.F. Fm-3σ 34.4

Statistical Max. C.F. Fm+3σ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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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태를 보였음을 봤을 때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에서의 집전성능이 사전이도 조성구간에서의 집전성능보다 양호하였다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장 2차 시험결과에서는, Table 6과 Table 7을 비교해 보면, 속도가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403.3km/h 대 402.2km/h), 비록

평균접촉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172.3N 대 175.6N) 평균접촉력은 집전성능을 판단하는 통계적 최소접촉력과 최대접촉력에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로 비교할 대상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최소접촉력이 8N 정도 크게, 최대접촉력

은 1N 정도 작게 나타나서.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집전성능이 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장시험

결과에서도 사전이도가 없는 구간의 집전성능이 사전이도가 주어진 구간보다, 그 차이 값이 시뮬레이션 때보다 덜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3. 결 론

400km/h급 심플 커티너리 타입의 전차선로를 개발함에 있어서 사전이도가 중요 관심사항이 됨에 따라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현장시험으로 확인하는 검증을 하였다. 설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400km/h급 전차선로

의 사전이도를 0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400km/h 전차선로 시범구간을 건설할 때 1/3000의 사전이도 구간을 1섹션을 조성

하여 이 구간에서 실차시험을 통하여 집전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었다.

이에 400km/h 전차선로에서 사전이도를 1/3000을 주는 경우와 사전이도를 0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

한 결과, 시뮬레이션과 실차시험 접촉력 측정 결과에서 사전이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보다 양호한 집전성능을 보였다. 집전성

능의 상대적 차이는 실차 시험에서 그 차이는 미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지만, 공히 400km/h에서 사

전이도는 0으로 하는 것이 사전이도를 주는 것보다 양호함은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선형 거동의 드로퍼 동하중의 증가와, 최대 압상량 지점이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

간 중앙에서 지지점 쪽으로 이동하고 압상량 형태가 정적 상태나 저속에는 온전한 사인파에서 350km/h 이상에서는 평평한 형

태로 바뀌어 사전이도에 의한 경간 중앙에서 압상 억제 효과인 강성 보상 효과가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영향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400km/h 심플 커티너리에서는 전차선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사전이도 0가 집전성능 측면에

서 적합한 파라미터라고 판단된다.

Table 5. Result data for zero pre-sag section.

Item Notation Result(N) Comment

Mean contact force Fm 187.9
Average run speed of the evaluation 

section : 396.6km/h
Statistical Min. C.F. Fm-3σ 39.4

Statistical Max. C.F. Fm+3σ 336.4

Table 6. Result data for 1/3000 pre-sag section (2nd test).

Item Notation Result(N) Comment

Mean contact force Fm 172.3
Average run speed of the evaluation 

section : 403.3km/h
Statistical Min. C.F. Fm-3σ 17.5

Statistical Max. C.F. Fm+3σ 327.2

Table 7. Result data for zero pre-sag section.

Item Notation Result(N) Comment

Mean contact force Fm 175.6
Average run speed of the evaluation 

section : 402.2km/h
Statistical Min. C.F. Fm-3σ 25.2

Statistical Max. C.F. Fm+3σ 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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