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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 내구성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urability Standard Specification of the Dropper Clamp of Catenary 

for High Speed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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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high-speed railway of catenary system, supplies a stable electric power supply to the train by satisfying the 

special conditions between pantograph and trolley wire, which operates more than 250㎞/h mutually sliding and feeding 

electric lines. According to Korean Railway Standard KRS PW 0026-13 (R), the standard for the grip strength of the dropper 

clamp in conventional line is established, but the high-speed railway line is not yet. When the grip strength of the dropper 

clamp is detached from the catenary line of the high-speed railway line, various problems may occur, such as damage to the 

pantograph due to the collision and arcing.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durability criteria of the high-speed railway dropper clamp by verifying the dropper clamp on the Gyeong-bu and Honam 

high-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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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커티너리방식의 고속철도 전차선로는 250㎞/h 이상으로 고속

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이 상호 습동 하면서 

급전하는 특수한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안정된 전력을 고속열차에 

공급한다. 전차선로는 열차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설비로써 팬

터그래프의 일정한 압상량과 열차운행속도 및 여러 가지 주행 조

건 등에 따라 진동이 발생되고 진동에 의한 파동현상이 발생한

다. 이러한 파동현상에 따라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사이에는 이선

이 발생되고 아크의 발생, 전력공급의 장애,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의 마모, 전자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1]. 전차선로 시스템에

서 전차선을 조가선에 조가하기 위해 드로퍼가 사용된다. 전차선

은 지지점과 비지지점 사이에 미세한 높이 차이가 생기고 이러한 

설비조건에서 경점작용을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 이 경점은 팬터

그래프의 압상력과 열차의 주행속도에 따라 도약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도약현상에 따라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에 이선이 

발생되고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 문에 경점을 제거하고자 하

는 차원에서 드로퍼는 가능한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선진동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큰 것이 필요하고, 각종 환경에 대한 내부식성이 양호해야한다

[2]. 드로퍼는 전차선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가선에 현수

시키는 전선으로 설치위치에 따라 길이가 상이하므로 각각의 계

산에 따라 길이를 산정하고 있다. 일반철도용 드로퍼는 드로퍼 

클램프가 볼트와 너트의 압착을 통해 전차선과 체결되지만 고속

철도용 드로퍼는 볼트와 너트 없이 드로퍼 클램프의 양끝 고정링

을 압착 접속한 부분을 전차선에 클립의 형태로 체결하고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26-13(R)에 따라 일반철도 전차선

로 드로퍼 클램프의 전차선 체결 장악력에 대한 기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고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의 전차선 체결 장악력

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KRSA-3017에서 전차선에 체결시 양쪽 훅크클램프 사이의 이격

거리 범위를 정하고 있다. 드로퍼 클램프의 장악력이 떨어져 고

속운행 구간의 전차선에서 이탈되어 있을 경우 충돌에 따른 팬터

그래프의 손상 및 아크발생 등 열차안전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3].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드로퍼 클램프에 대한 규격자료를 분

석하고 현재 경부·호남고속철도에서 사용 중인 드로퍼 클램프 시

료를 시험분석 하였다.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분석하여 고

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의 내구성 기준정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론

2.1 드로퍼 클램프 국내 · 외 규격 비교

드로퍼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조가해 주는 역할뿐 아니라 순환

전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치간격에 따라 전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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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1 (b) 시료3 (c) 시료5

표 1 국내 · 외 고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 기준 비교

Table 1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high-speed railway dropper clamp standard

Korea(high-speed railway)
China Japan Korea(General railway)

350km/h 400km/h

standard KRSA-3017-R1 KRSA-3017-R1
TB/T2075.1-2002

TB/T2075.2-2002
JRC KRSPW0026-13R

material
NF EN 1982:

CuAl10Fe2

NF EN 1982: 

CuAl10Fe2
Ou Ni2 Si JISH5120:CAC702 KSD5202 C5201-1/2H

Clamp

Manufacturing method

die-cast/

Roast wax method

die-cast/

Roast wax method
Die Forging die-cast Press recipe

Control standard - - 1.0kN 255Kgf 981N(Torque 59N.m)

과 팬터그래프와의 접촉력, 표준편차 및 압상량 등에 차이가 발

생함으로 가선 동적특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부고속철도 전차선로 시스템은 프랑스 TGV-북선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300km/h 고속철도 전차선로 시스템은 그동안 기

술이전 및 연구를 통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였다. 표 1은 국내·

외 고속철도 전차선로 시스템의 드로퍼에 대한 규격과 드로퍼 크

램프의 장악력 기준의 유무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국내 

일반철도 드로퍼 클램프는 장악력 기준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명

시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각 나라의 규격

에 따라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 

350km/h, 400km/h의 고속철도 전차선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

로퍼 클램프의 장악력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도입한 프랑스 TGV 시스템의 드로퍼 클램프 또한 장

악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드로퍼 클램프 시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철도용 드로퍼 클램프는 한국철도

표준규격에 시험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나, 고속철도용 드로퍼 클램

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서(KRSA-3017- R1)에 시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드로퍼 클램프의 전선 클램핑(wire clamping)과 

관련되는 부위는 한 쌍을 이루는 두 개의 반 클램프를 전차선

(UIC870에서 규정한 최소 허용 단면적 ~ 최대 허용 단면적)이나 

조가선(직경 13.79㎜~ 14.21㎜)에 손으로 조립하였을 때 드로퍼 

슬리브가 끼워지도록 된 구멍의 크기가 그림 1(a) 최소 7±2㎜, 

최대 14±2㎜ 사이, 그림 1(b)는 최소 5±2㎜, 최대 8±2㎜ 사이에 

있어야 한다. 기계적 특성에 따른 인장강도 600(N/㎟)이상, 항복 

강도 250(N/㎟)이상, 연신율 20(%)이상, 브리넬 경도 130(HB)이

상이어야 한다.

진동피로의 경우 클램프를 전차선에 물리고 2,000,000회의 내

진동 횟수를 가하여 균열,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클램프

에 대한 주요검사 및 시험항목으로는 겉모양, 치수, 구조, 무게검

사가 있으며 재질 및 진동피로시험, 인장강도시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전차선로 드로퍼 클램프의 재질 및 

성능분석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3종류의 사용 중인 현품시료의 

구조 및 치수검사와 이탈하중시험, 화학조성, 전기전도도 측정, 

전기저항측정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드로퍼 클램프의 성능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 300km/h Dropper Clamp

(b) 400km/h Dropper Clamp

그림 1 고속철도 속도별 드로퍼 클램프 형태

Fig. 1 Dropper clamp type for high speed railway

corresponding to speed

그림 2 드로퍼 클램프 시험시료

Fig. 2 Test sample of dropper clamp

2.3 시료별 시험 분석

2.3.1 구조 및 치수 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서(KRSA-3017-R1)에 따라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을 사용하여 다음의 치수를 각 시료별

로 측정하였다. 그림 3과 같이 드로퍼 클램프 각 치수별 측정결

과는 표 2, 표 3과 같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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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드로퍼 클램프(균압용)/전차선 150㎟

(b) 드로퍼 클램프(균압용)/조가선 116㎟

그림 3 드로퍼 클램프 치수 측정위치

Fig. 3 Dropper clamp Dimension measurement position

표 2 구조 및 치수 측정결과(전차선 150㎟)

Table 2 Structural and Dimensional Measurement Results

(Contact wire 150㎟)

standard 시료1 시료3 시료5

size(㎜) a 2.8 ± 0.75 2.84 2.91 2.75

size(㎜) b 12 ± 0.80 11.69 12.06 11.64

size(㎜) c 7.5 ± 0.75 7.22 7.48 7.41

size(㎜) d 8.3 ± 0.75 7.87 7.99 8.06

size(㎜) e 18.5 ± 0.85 18.66 18.54 18.66

size(㎜) f 45 ± 0.80 44.63 45.14 44.96

size(㎜) g 2.5 ± 0.75 2.53 2.44 2.50

size(㎜) h 20 ± 0.85 20.84 21.46 20.09

size(㎜) i 2.3 ± 0.75 2.22 2.31 2.30

size(㎜) j 2.8 ± 0.75 2.91 3.02 2.76

size(㎜) k 12 ± 0.80 11.58 11.87 11.79

size(㎜) l 7.5 ± 0.75 7.31 7.66 7.59

size(㎜) m 8.3 ± 0.75 7.32 8.50 8.39

size(㎜) o 18.5 ± 0.85 18.54 18.85 18.65

size(㎜) p 2.5 ± 0.75 2.13 2.82 2.48

size(㎜) q 45 ± 1.00 44.68 44.96 44.75

size(㎜) r 2.3 ± 0.75 2.58 1.83 1.90

표 3 구조 및 치수 측정결과(조가선 116㎟)

Table 3 Structural and Dimensional Measurement Results

(messenger wire 116㎟)

standard 시료1 시료3 시료5

size(㎜) a 2.8 ± 0.75 2.71 2.83 2.87

size(㎜) c 7.5 ± 0.75 7.30 7.52 7.49

size(㎜) d 8.3 ± 0.75 7.31 8.35 8.35

size(㎜) e 18.5 ± 0.85 19.45 18.22 20.63

size(㎜) f 45 ± 0.80 44.67 45.13 44.95

size(㎜) g 2.5 ± 0.75 2.40 2.74 2.39

size(㎜) h 20 ± 0.85 20.42 21.31 20.97

size(㎜) i 2.3 ± 0.75 2.73 2.33 2.16

size(㎜) j 2.8 ± 0.75 2.87 2.93 2.95

size(㎜) l 7.5 ± 0.75 7.32 7.49 7.50

size(㎜) m 8.3 ± 0.75 7.33 8.21 8.39

size(㎜) o 18.5 ± 0.85 19.33 18.41 20.51

size(㎜) p 2.5 ± 0.75 2.36 2.59 2.50

size(㎜) q 45 ± 1.00 44.60 45.06 45.09

size(㎜) r 2.3 ± 0.75 2.86 2.3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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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탈하중 시험

드로퍼 클램프의 사용조건과 같은 설치상태에서 클램프가 전

차선 또는 조가선에서 이탈되는 하중을 측정하였다. 국내 드로퍼 

클램프의 이탈하중 시험에 대한 기준은 일반철도는 981N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나 고속철도 드로퍼 클램프는 이탈하중 시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중국고속철도의 이탈하중 시험 기준 1,000N을 

기준으로 시험하였다. 이탈하중 시험결과는 표 4와 같이 측정되

었다.

표 4 이탈하중 시험결과

Table 4 Deviation load test result

Ietm Contact wire Messenger wire

시료 1 2368N 996N

시료 3 282N 1333N

시료 5 2202N 3632N

이탈하중 측정결과 시료 3의 경우 전차선용 하중이 282N으로 

현저하게 낮았으며, 조가선용의 경우 시료 5의 이탈하중이 타 시

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a) 전차선용(압축) (b) 조가선용(인발)

그림 4 이탈하중 시험

Fig. 4 Deviation load test

2.3.3 전기저항 측정

드로퍼 클램프를 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연결하여 그림 6과 같

이 전기저항을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전기저항을 측정하였

다. 조가선과 전차선의 각 구간별 전기저항과 전체 연결상태를 

각 각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이 측정되었다.

(a) 전차선용

(b) 조가선용

그림 5 이탈하중 시험 그래프 결과

Fig. 5 Deviation load test graph result

표 5 전기저항측정결과(조가선용 및 전차선용)

Table 5 Electrical resistance measurement result (Contact 

wire, messenger wire)

Ietm

Electric resistance(Ω)

Contact wire Messenger wire

A-E section B-E section C-F section D-F section 

시료 1 0.46 0.38 0.41 0.41

시료 3 1.22 1.24 1.28 1.32

시료 5 0.86 0.85 0.84 0.96

Table 6 Conductivity measurement results

표 6 전기전도도 측정결과
[단위 % IACS]

Ietm
Conductivity (20℃)

1time 2time 3time 4time 5time average 

시료 1
Contact wire 9.6 9.7 9.6 9.6 9.5 9.6

Messenger wire 11.7 11.6 11.7 11.5 11.8 11.7

시료 3
Contact wire 11.0 10.9 10.7 10.8 10.9 10.9

Messenger wire 7.5 7.4 7.4 7.5 7.4 7.4

시료 5
Contact wire 7.1 7.3 7.3 7.4 7.1 7.2

Messenger wire 7.3 7.3 7.2 7.2 7.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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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act wire

(b) Messenger wire

그림 8 드로퍼 클램프 전기전도도 시험

Fig. 8 Dropper clamp electrical conductivity test

그림 6 전기저항 시험 개요

Fig. 6 Electrical Resistance Test Overview

(a) C-F Section Electrical Resistance

(b) B-C Section Electrical Resistance

그림 7 전기저항 시험

Fig. 7 Electrical resistance test

2.3.4 전기전도도 측정

그림 8과 같이 전차선용 및 조가선용 드로퍼 클램프 각 부속

품에 대하여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표6과 같이 측

정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은 전차선과 조가선에 체결한 드로퍼 클램프의 클립체

결상태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과 한국

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서에서 명시한 기준을 통해 시험과 측정을 

실시하였다. 시험과 측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탈하중 시험의 경우 시료 3의 경우 전차선용 하중이 

282N으로 현저하게 낮았으며, 조가선용의 경우 시료 5의 이탈하

중이 타 시료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게 측정됨으로 시료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드로퍼 클램프의 전기전도도 측정결과(7~12)%IACS로 시료

5의 전도도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클램프의 결합력 및 접촉

면적, 부식 등의 영향으로 전기저항 및 전압강하 시험결과는 이

와 상반되게 시료3의 저항 및 전압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탈하중시험을 제외한 측정과 시험은 국내외 기준이 정립되

어 있으나. 고속철도 드로퍼 클램프에 대한 이탈하중 시험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외 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시험하였다. 드로

퍼 클램프의 장악력이 떨어져 고속운행 구간의 전차선에서 이탈

되어 있을 경우 충돌에 따른 팬터그래프의 손상 및 아크발생 등 

열차안전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앞으로 기준정

립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드로퍼 클램프의 제작수치 및 

허용오차, 전차선과 조가선의 제작수치 및 허용오차 내에서 조립

시에 적정한 이탈하중값이 얼마인지를 추가 연구 및 시험을 거쳐 

기준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의 측정 및 시

험결과가 향후 기준정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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