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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체전차선을 이용한 직류전기철도용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개발 및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evelopment and Evaluation Tests of Movable Catenary System 

Using Rigid Bar for DC Fee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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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ee Park·Dong-Uk Jang·Seung-Wook Kang

1. 서 론

도시철도 차량용 검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위해 적합한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매우 많은 차

량을 검수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검수고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은 철도차

량의 입환과 출차 시 복잡한 프로세스, 크레인의 사용제한, 안전장치의 미확보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식 전차선이 적용되고 있다[1].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1990년대에 국내에 처음 소개된 후

현재는 서울, 부산, 광주, 여수 등 각 고속철도 차량기지 검수고에 설치되어 작업자 안전 및 정비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철도차량 입환 및 출차 시에는 정상적인 가선상태를 유지하다가 검수를 위한 작업시에는 팬터그래프와 분리되어 전

원 공급이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동식 전차선은 철도차량 입환에서 출차 전체 과정을 기존 대비 간소화 할 수 있고,

검수 시 전차선이 팬터그래프로부터 분리되어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발생 가능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

차선 분리로 인해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의 경우

이동식 전차선 적용 시 기존 전차선을 이용한 방식에서 반복적인 구동동작으로 인한 내구성의 확보와 공간의 축소가 가능한 강

체전차선을 이용한 이동식 전차선의 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기존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전차선과 조가선 방식의

Abstract The process of inspecting electric railway vehicles is complicated and these vehicles accompany a risk of

safety accidents. This developed system will be a great help in simplifying the shunting process and be very useful in

terms of ensuring safety and providing user convenience.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tests are

studied on a movable catenary system for railway vehicles that secured mechanical durability, convenience, and opera-

tor safety by applying a specific rigid bar catenary of an existing mobile train line. We presented an analysis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for site installation including sorting. In conclusion, this developed system was obtained in good results

through durability test, durable mechanical load test and safety test in require specifications.

Keywords : Movable Catenary System, Overhead Conductor Rail, DC System, Depot, Safety Interlocking

초 록 전기철도 차량은 검수를 위한 단계가 복잡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동식 전차선 시스

템은 복잡한 과정의 검수고 입환 시스템에 대해 단순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이동식전차선 대비 사용상 장점이 있고 국내 직류 시

스템에 첫 적용되는 강체전차선을 적용하여 기계적인 내구성, 편의성, 작업자 안전성을 확보한 철도차량용 이동식 전

차선 시스템에 대해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를 포함하여 현장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인 사용 환경에 대한 내구성, 기계적인 하중에 대한 내구성, 안전성 등 요구 사양에서 우

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요어 : 이동식전차선, 강체, 직류시스템, 차량기지,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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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 상부 검수 시 분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강체 전차선을 사용하면 조가선이 필요 없어

상부 구조가 간단해져 연결 분리가 용이해지고 그로 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에서도 본 연구

개발을 통해 직류용 강체전차선 방식의 이동식 전차선 국산화 및 시스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체전차선을 이용한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구동을 위한 구동부 및 금구류, 전원공급을 위한 급단전 장치, 강체 전차선 연

결 분리제어와 안전을 위한 제어장치 등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품에 대한 부품들의 개발 과정, 완성품에 대한 성능 시험항목 선정, 시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현장

에 실적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 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센서를 적용하여 그에 대한 특성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2.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개요

2.1 국내외 적용사례

기존 국내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전차선은 해외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강체전차선 방식의 이동식

전차선이 직류 철도용에 적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동식 전차선 적용을 위한 특정 규격은 없으며, 운영기관에서 제

시하는 구매 시방서에 따라서 성능확인 및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구매 시방서에는 단순히 분리, 연결시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

질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험방안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사용 상태를 최대한 반영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인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해외에서 도입된 제품으로서 대표적인 업체로서는 Balfour Beatty, Furrer+Frey 등이 선도적으로 기

술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SIEMENS에서도 신규 개발된 제품을 전시회에 선보이기도 하였다. 이동식 전차선 적용 및 검증을 위

한 해외의 규격도 업체가 발행하는 성적서나 기술보고서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결/분리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

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다. 해외 제품의 경우 교류, 직류시스템 모두 강체전차선을 이용한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이 적용된 사

례가 있으며, 그 적용 사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개발제품 특징

본 개발 시스템은 국내외 적용 사례 제품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시스템이 갖지 못했던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 및 기술을

구현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제품의 철 구조물에서 알루미늄 구조물로 변경하면서 강도는 동일하게 설계하고, 경량화를 실현하

여 안정성과 설치 시 용이성을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안전사양을 대폭 확대하였다. 전동차의 입출차시, 작업자, 크레인 동작,

전압감지 시스템 등을 구현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세 번째로 전동

차용 직류 시스템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강체전차선을 적용하였으며, 강체전차선 적용으로 안전성과 검수 용이성을 확보하였다. 

2.3 이동식 전차선 작동 개요

2.3.1 작동 개요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검수를 위한 입환 및 검수 완료 후 출차 시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원공급을 위한 가선상태의 유지 동

작과 검수 작업 시 팬터그래프로부터 분리를 하는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작 구분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개발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에서 사용한 구동장치는 서보 모터를 사용해 속도제어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PLC 판넬 및 터치스크린 적용으

로 사용자 편의성의 추구와 사용안전성을 추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2.3.2 운용 효율성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검수, 유지보수를 위한 입환, 출차 시 여러 단계의 절차로 구성되던 단계를 축소하여 검수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전동차 유지보수를 위한 편성분리 및 조성작업, 입환 기관차 견인작업 등이 불필요하게 되어 차량검수를 위한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며, 검수효율 및 전동차 점검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안정적 점검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며, 점검업무의 고도 기술화가

가능하다. Fig. 2는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 흐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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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동식 전차선 구성품

이동식 전차선의 구성품은 크게 구동부, 제어부, 전원공급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동부에는 강체 전차선, 연결부를 구동하

기 위한 서보모터를 포함한다. 서보모터는 정밀제어가 가능하고 속도 감응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여 기존 일반 구동모터에 비해

구동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용을 하였다. 제어부는 서보모터의 구동과 제어를 위한 PLC 제어 및 판넬로 구

Fig. 1. Operation of movable catenary system.

Fig. 2. Improvement of examin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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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며, 열차감지, 작업자 감지 등의 안전을 위한 센서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부품들도 포함되어 구동모터와 센서간의 인터록

(Interlocking) 기능을 갖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원공급장치는

이동식 전차선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단로기와 전차선과의 구분을 위한 구분애자(Section Insulator) 및 강체전차선과의 절연

을 위한 절연애자로 구성되어 있다.

3. 설계 및 검증

3.1 이동식 전차선 설계

3.1.1 제어장치 설계

이동식 전차선의 제어장치는 강체전차선과 그와 관련된 구성품을 구동하기 위한 구성품으로서 제어를 위한 판넬과 내부 계

전기, 센서의 작동을 위한 데이터 처리 프로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동장치의 작

동과 더불어 각 센서들간의 인터록 기능을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열차의 입

환 및 출차 시 센서의 작동으로 인한 전원장치와의 인터페이스 구현, 작업자 감지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 크레인

작동 시 전원선과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한 크레인 정위치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3은 제어장치를 포함한 보호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성도 및 센서의 설치 예를 보여주고 있다. 

3.1.2 구동장치 설계

이동식 전차선의 구동장치는 모터를 포함하는 구동브래킷, 모터 없이 회전만 하는 회전브래킷, 고정을 위한 고정브래킷 등 크

게 세 개의 구성품으로 되어 있으며, 구동브래킷내의 모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보모터와 정밀한 속도를 제어하도록 하는 감

속기를 적용하였다. 구동장치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는 모터와 감속기간의 정밀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및 모터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들에 대한 안정성이다. 모터 및 구성품들은 설치기간 동안 수천번 이상의 빈번한 동작이 이루어

지고 반복적인 진동에 노출되어 있어 기계적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회전시의 진동 발생시에도 베어링의 속도와 회전수

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제어장치에 전달해주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설계의 핵심이며, 본 개발품에서는 정밀 제어 및 안

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성능시험을 완료하였다.

회전 브래킷은 구동 브래킷에서 모터와 감속기만 제외하고 구성품은 모두 동일하며, 고정 브래킷은 양끝단의 지지를 위한 고

정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동식 전차선의 검수고 적용을 위해 설치될 브래킷은 구동, 회전, 고정 브래킷이 안정적으

로 가동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우선, 구동형 브래킷의 경우 모터가 구동하는 최대 하중의 범위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

증을 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는 구동형 브래킷에 회전형 브래킷이 몇 개소가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계 방안을 제

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구동 브래킷(서보모터)간 회전 속도에 대해 발생하는 편차를 어떤 방식으로 보정하고 개선을 하

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설계요소이며,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여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다. 

3.1.3 전원공급장치 설계

이동식 전차선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을 위한 전기설비는 전원공급과 절연을 위한 것으로서 크게 모터 구동식 단로기, 본선과

Fig. 3. Improvement of examin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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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분을 위한 구분애자, 고압부인 강체전차선과의 절연을 위한 절연애자로 구분된다. 이 중 단로기는 기존 단로기에 전압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인 고압저항을 추가하여 제어장치에 가압에 대한 적합한 신호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전

압검지는 활선상태에서 작업자가 검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호를 주는 것과 활선상태 표시등을 점등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절연애자의 경우 직류 1500V에 적합한 절연성능을 갖추면서, 옥외에 적합하도록 폴리머 애자를 적용하였으며, 강체 전차선

의 정적하중과 이동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본 개발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애자는 현수

애자 형태와 인류애자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수 애자 타입의 경우 사용환경에서의 높이 제한과 인류애자 대비 샤프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서 기계적인 특성이나 구동 시 진동에 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인류애자로 선택하였다.

3.2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검증

본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검증방법은 IEC, KS 규격 등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사용 환경에 적합

한 검증이 되도록 제작자 제시 사양으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스템 검증을 실시하였다.

시험 항목은 본 개발품이 가져야 할 설치조건에서 전기적인 특성과 동작시험,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기적인 특성 시험은 각 제품별로 직류 1500V급의 고분자 인류애자를 설치하였으며, 현장 전체제품 조립 후 절

연저항과 내전압 시험을 수행하여 절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동식 전차선의 경우 전동차의 진출입 시 정격전류가 2000

A 미만으로 단시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허용 전류용량에 대한 특성을 강체전차선의 단시간 전류 인가 후 온도상승 시험

을 통해 검증을 하였다. 기계적인 특성항목의 경우 이동식 전차선의 구동과 관련된 시험항목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아래

Table 1에 선정된 항목과 선정이유에 대해 기술하였다.

3.2.1 강체전차선 온도상승 시험

이동식 전차선에서 강체전차선을 사용할 경우 전동차 입환, 출차 시 전류로 인한 온도상승에 제한을 받는다. 특히 접속부의

경우 전류로 인한 발열이 가장 취약한 부위로서 정격전류 및 단시간(10분 이내) 과부하 전류를 통전하여 안전성을 파악해야한

다. Fig. 5는 본 개발품에 사용된 강체전차선의 온도상승시험 설치 및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6개 부분에 온도센서를 설치

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이 60K미만으로 온도상승 범위내에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2.2 반복구동 시험

이동식 전차선의 경우 검수고의 특성상 브래킷, 샤프트, 강체전차선등의 부속품은 매우 빈번한 동작을 하게 된다. 만약 하중

에 대해 내구성을 가지면서 반복동작을 수행해 이런 동작특성에 미달된 경우에는 이동식 전차선의 수명단축과 예고 없이 동작

이 멈추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동식 전차선의 구동 환경에 대한 적합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 사용기준 30년 수준의 10,000회 반복동작 검증을 공인

기관의 입회하에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반복구동시험은 1만회 동작 시 구동장치와 제어장치간의 인터페이스 및 모터의 구동특

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증방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적으로는 본 개발품은 10만회 수준의 반복동작 시험

Fig. 4. The installed development system for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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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items and description.

Items Description Test method

Temperature-rise 

test

- Temperature limit during rated current

- Temperature limit during short time mass current

- Refer to KRSA-3072-R1

Case 1(Short time condition)

 - Test current : 5000A

 - Duration : 10min.

 - Limits : 60K

Case 2(Continuous operation condition)

 - Test current : 2500A

 - Duration : 4h

 - Limits : 60K

Cycling test

- Evaluation of frequency operation

- Evaluation of load breaking

- Durability after cycling test

Target life cycle : 30years

 - Operation per 1day : 8times

 - Operation per 12month : 2920times

 - Operating number for 30y : 87600times 

Load test
- Durability of normal weight

- Cantilever load test

Input load : 120 kg

 - 3 Times of normal weight(40kg)

 - Normal weight : combined with shaft, R-bar and insulator

Rotating angle - Rotating angle : limitation of operation for safety
Operation of rolling stock : 0°

Inspection : below 85°

Rotation time To raise efficiency of inspection Operating time : max. 2min. 

Sensor test

- Evaluation of sensor operation

. Sensing of rolling stock

. Sensing of labors

. Sensing of voltage

. Sensing of operation crane

Check the sensor operation and value

Fig. 5. Setup of the temperature rise test and measuring point.

Table 2. Test result of temperature-rise test.

Test point
Result[K]

Case 1 Case 2

① Current input of R-bar 1 23.9 39.2

② Middle of R-bar 1 24.8 48.8

③ Joint of R-bar 1 16.2 51.1

④ Joint of R-bar 2 16.2 51.6

⑤ Middle of R-bar 2 21.7 43.7

⑥ Current input of R-bar 2 23.8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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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동작특성의 오류 혹은 정지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10만회 동작은 하루 10회 동작을 기

준으로 30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성능 검증이다.

3.2.3 하중 시험

하중 시험은 샤프트, 브래킷, 강체전차선의 자체 하중을 포함한 외부 인가 하중 및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고 검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 하중에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3배 수준(120kg)의 하중을 3분간 인가하여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인시험으로서 1만회 구동시험을 시행하였다. 하중시험에서 가장 취약한 설계적 요소는 절연애자를 포함한 연결부

및 샤프트에서 변형이 발생했을 경우 구동모터들의 동작특성의 오류 및 구동모터간 편차의 발생과 안전사고 발생이며, 하중 시

험 후 반복 구동 시험은 이런 설계 오류 및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으로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안정성을 확인 하

였다.

Fig. 6. Overload test for driving part.

3.2.4 회전각도 및 동작시간 시험

구동모터의 회전각도는 안전사고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험 평가항목이다. 회전각도는 최대각도를 제한을 두어 모터가 회전각

도 이상을 구동하지 않고, 모터 회전 시 감속기와 베어링으로부터 전해지는 신호가 제어장치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인터페이

스의 안정적인 설계를 하였다. 회전각도는 개발시스템을 10,000회 반복동작 시험 실시 후, 연결 분리 브래킷의 각도를 측정하

여 80도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작시간은 현장 운용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제어장치에서 일정시간 내에서 동작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동작시간 성능확인은 반복구동 시험 전후에 각각 동작시간을 측정하여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시험 결과는 반복시험 전은

72초, 반복시험 후 69초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Fig. 7. The screen after cyc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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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감지센서 동작 성능 시험

본 항목은 이동식 전차선 열차의 진출입 감지를 포함한 안전을 위한 센서의 동작이 이동식 전차선 설치 후 정상작동 유무에

대한 성능 검증시험이다. 감지센서는 열차의 진출입, 작업자, 크레인, 전차선 전압감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치가 되었으

며, 검증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제품에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성능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열차의 입환을 위해서

는 열차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이용해 이동 시 감지 유무를 검증하였고, 상부 작업자의 유무, 크레인 작동 유무에 대한 센서 감

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고, 향후 설치 예정인 현장 시험에서 시험 동작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개선하도록 추가적으로 검증

할 예정이다. 

가압 검지는 기존 DC 동력식 단로기에 DC 1,500V를 220V 수준으로 전압강하를 위한 고압저항을 적용하여 제어장치의 입

력신호와 가압 상태를 알리기 위한 전광판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가압검지 센서인 고압저항은 공장구내상태에서 2차 출

력특성과 신호전달 특성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사용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센서와 마찬가지로 현장 시험 선정 후

추가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이동식 전차선은 검수고내의 운용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설비로서 이 시스템을 실사용상태에서 적

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계적인 요소와 더불어 사용 상태를 가정한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구성품들간의 안정적인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하며, 동작특성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메인제어판넬에 신호를 제공해주어야 하

며,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 기능 구현이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안전을 위한 사양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강체전차선을 적용한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 개발시 필요한 설계적인 요소를 동작특성, 하중특성, 제어판넬과

의 인터페이스 기능과 전원공급장치부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고, 설계 요소에 대한 검증으로서 각 해당 항목별로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발 된 이동식 전차선 시스템은 안정적인 성능과 Test bed에 설치하기 위한 기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설계 및 성능 검증 결과를 통해 현장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설계 기준에 대해서도 확립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Fig. 8. Rotating angle test after cycling test.

Table 3. Test items and results.

Items Reference Test result

Cycling test
Cycling count : 10,000 counts

Check the breakdown for development system
Satisfaction

Load test 3 Times of normal load Satisfaction

Rotating angle and rotation time Upto 80deg. for max. 2minute Satisfaction

Sensor test Check the output value and output sign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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