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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wearing slider of pantograph is a difference which is considerable to wear phenomenon according to 

material properties. Especially, Cu-type wearing slider suddenly occurs the abnormal wear by precipitation, this 

threatens the travelling safety of the train. The abnormal wear by precipitation and arc influences are main factor 

decided to life time of Cu-type wearing slider and contact wire. Consequently, the application of the main wearing 

slider with wear resisting capacity, electrical conductivity, resistance arc and lubrication is demanded. In this paper 

through tribologic approach, overcame abnormal phenomenon of the Cu-type wearing slider by the precipitation 

and for the economic efficient augmentation by durability improvement and the travelling safety were accomplished. 

The Cu-type wearing slider which has excellent electric conductivity and arc characteristic but it occurs the normal 

and abnormal wear phenomenon according the precipitation which changes, respectively. Consequently, this 

phenomenon grasps fixed quantity according to precipitation, a mileage and wear volume then Fe-type wearing 

slider compared and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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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동차의 지붕 상부에 설치되어 약 0.5MPa의 압상력으로 전차선과 접촉하여 집전하는 Pantograph는 한 

개의 Pantograph에 2개의 주습판과 고체윤활제인 보조 습판체가 대칭을 이루어 2조씩 구성되어 있다. 

Pantograph가 정상적인 마모패턴을 보일 때에는 고체 윤활제, 주습판이 전차선과 밀착하여 상호간에 유

막을 잘 형성하면서 마찰운동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으며 가선과 직선 마찰운동을 통하여 주습판은 마

모가 진행되는데, 주습판의 마모는 주행속도, 압상력, 가선전류 및 기상조건에 따라서 변화된다[1]. 

 압상력과 가선전류는 불가변적인 요소이다. 주행속도 역시 본선의 지연, 신호대기, 장애, 사고 등의 

이유로 임의로 제어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집전System에서는 기상조건인 강수 및 폭설에 따른 주습판의 

마모형태를 분석함으로서 우수한 마모특성을 갖는 주습판의 적용여부가 마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

이다. 서울메트로 4호선과 같이 외부와 노출된 구간을 운행하는 Pantograph의 동계 주습판은 비와 눈에 

의하여 가선에 형성된 윤활성분이 손실되어 마찰계수가 증가되고 수분에 함유된 산소에 의해 주성분인 

Cu성분을 산화시켜 마모가 촉진되는 단점이 있다[2]. 

 특히 장마철과 태풍의 영향에 의해 강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주습판의 이상마모에 의한 단기간의 사

용 및 교환으로 비효율적인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계주습판의 단점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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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u Sn Graphite Others

Cu-Type 84~92 5~10 2~6 Below 4

Fe-Type 37.5 44.5 - W: 5.0

Species
Resistivity

(μΩcm)

Apparent

Density

(g/㎤)

Hardness

HB(10/500)

Tensile

Strength

(kg/㎜
2
)

Impact

Strength

(kg·㎝/㎠)

Cu -
Type

Below 25 6.5~7.5 35~55
 11.5~

   16.5
Over 25

Fe -
Type

Below 30 6.5~8.0 38~55 Over 9 Over 50

하기 위하여 철계주습판과 비교 관찰을 통하여 트라이볼로지적 측면에서 마모특성이 우수한 주습판을 

현차에 적용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성 및 전동차 주행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본론

 2.1 주습판의 구성  

    Table.1 Mechanical properties of Wearing slider           Table.2 Material ratio of Wearing slider(wt/%)

                

      Fig.1 Pantograph and main wearing slider                 Fig.2 Typical Cu-type wearing slider

 Table.1은 주습판의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고, Table.2는 재료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는데 동계주습

판은 구리가 약 84~92% 함유되어 재질의 주성분을 이루며, 철계 주습판은 구리와 주석이 약 40% 내외로 

함유되어 있으며 제조방식은 소결합금으로 제조된다. Pantograph는 Fig.1과 같이 기초, 하부 및 상부 

프레임 조립체, 주 스프링 조립체, 주습판 4개와 고체 윤활제인 보조습판 2개로 조립되어진 습판체가 1

조를 이루어 각각의 동력차에 2조씩 설계되어 있다. 전동차는 10량 중에서 동력차는 모두 5량이기 때문

에 판토그라프는 모두 10개가 된다. Fig.2는 주습판의 규격을 나타냈는데, 길이는 295mm이고 높이는 

6.6~15mm로 되어 있으며, 8mm의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판토그라프에 고정할 때 쓰이는 볼트구멍이다. 

 2.2 실험방법

 동계주습판의 실험은 2011년 3월2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행한 4호선 전동차인 454편성의 습판체 교환

에 따른 유지 보수과정에서 교환된 주습판을 정상마모 형태를 갖는 주습판과 이상마모 형태를 갖는 주

습판을 관찰하였으며, 교환한 날짜, 윗수를 기록하였고, 교환된 주습판의 부착 날짜와 그 기간 동안의 

총 주행거리는 서울메트로에서 사용하는 차량분야 정보화시스템(RIMS)의 기록을 이용하였고, 강수량은 

기상청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주습판의 무게는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철계주습판은 

2011년 6월 15일부터 9월6일까지 운행한 459편성으로 일괄부착과 탈착을 하였으며 동계주습판과 동일하

게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계주습판의 마모는 외형검사를 통하여 정상마모와 비정상마모 형태를 구분하

였으며, Table. 3은 실험에 사용된 동계 및 철계주습판의 data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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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umber 

of    

wearing

slider

Adhesive 

Date

Arrange 

Order 

in Pantograph

Exchange

Date

Mileage

 (Km)

Total

precipitation

Weight

(g)
Wear type

Cu-Type

1 2011.4.9 2 Pan 3 2011.6.9 26,463 14 300

Normal

Wear

2 2011.3.2 7 Pan 3 2011.5.9 29,487 13.3 280

3 2011.4.30 7 Pan 1 2011.6.24 24,727 24.5 282

4 2011.5.10 2 Pan 4 2011.6.24 20,356 10.5 298

5 2011.3.16 8 Pan 2 2011.4.30 18,847 5.8 290

6 2011.6.24 8 Pan 4 2011.7.8 7,861 219 410

Abnormal

Wear

7 2011.6.24 2 Pan 4 2011.7.8 7,861 209 394

8 2011.6.27 8 Pan 2 2011.7.10 7,665 176.5 408

9 2011.6.27 8 Pan 1 2011.7.10 7,665 176.5 446

10 2011.6.24 1 Pan 3 2011.7.8 7,861 219 404

Fe-Type

A

2011

6.24

1 Pan 2

2011

9.6
40,114 1,605

470

Normal

Wear

B 2 Pan 2 438

C 4 Pan 2 458

D 7 Pan 2 432

E 8 Pan 2 466

                  Table. 3 Data of Cu-type wearing slider used experiment 

                   

 

3. 결과 및 고찰   

 3.1 마모형태 분석

 Fig.3은 동계주습판의 마모형태를 정상마모와 이상마모로 나타내었다. 정상마모는 전차선과의 마찰을 

통하여 마찰면이 고르게 마모가 진행되나, 이상마모는 Fig.4와 같이 국부적인 집중마모 현상을 보인다. 

Fig. 5 와 Fig. 6은 철계주습판의 마모를 나타낸 것인데, 동계주습판에서 보인 이상마모 현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전차선과의 마찰면이 균질한 마모형태를 보였다. 이것은 철계 주습판에 포함된 Sn의 영향으로 

마모특성이 구리가 90% 가량 함유된 동계주습판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n과 같은 금속이 함유되면 경도가 증가하게 되고, Archard의 응착이론[3]에 의하여 마모량은 접촉하

중과 접촉거리에 비례하고, 재료의 경도 혹은 항복응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마모량이 감소하게 되는

데, 현차의 실험을 통하여 균질한 마모양상을 나타내는 것과 마모량이 동계주습판의 정상마모보다도 작

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3 Cu-type wearing slider                Fig.4 Cu-type wearing slider by abnormal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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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5 Fe-type wearing slider                   Fig.6 Fe-type wearing slider

 

 3.2 주행거리 분석 

 Fig.3에서 동계주습판은 정상마모와 비정상마모의 형태를 보이는데, 정상마모는 강수량이 적은 3~6월

에 집중되었고, 평균 강수량은 약 14mm를 보였으며, Fig.8, Fig.9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주행거리는 

약 24,000Km의 주행 후에 정상마모에 의해 마모한도에 도달한 반면, 이상마모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장

마기간과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우기에 나타났으며, 평균 강수량은 약 200mm에서 주행거리는 약 

7,800Km를 주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상마모는 전차선과 고체윤활제간의 마찰에 의한 윤활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고 유막이 깨지면서 급격한 마모가 진행된 때문으로 빗물에 의해 가선에 형성된 윤활성분이 

손실되어 마찰계수가 증가되고 수분에 함유된 산소에 의해 주성분인 Cu성분을 산화시켜 마모가 촉진되

기 때문이다[2]. Fig.10과 Fig.11에서 주습판의 주행거리에 따른 마모형태를 잘 보여준다. 철계주습판

은 1,600mm의 강수에도 불구하고 약 40,000Km 이상을 주행하였으며, Fig.5, Fig6, Fig.7에서 알 수 있

듯이 주습판 부착 전과 탈착 후의 마모면이 균질하였고, 정상마모를 나타낸다. 이는 철계주습판에 함유

된 Sn의 영향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Sn 합금에서 보여지는 우수한 윤활특성과 산화로 인한 부드러운 마

찰재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윤활막 형성에 따른 마모가 잘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 

고감속도에서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면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때 윤활효과가 극대화 되어

서 급격히 마찰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4]. 

 실험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동계주습판은 강수가 집중되면 이상마모에 의하여 주행능력이 정상마모의 

약 30% 밖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상마모를 보인 동계주습판의 평균 주행거리보다 총 강수량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철계주습판의 주행거리는 약 67%의 거리를 더 주행하였다. 이것은 동계 주습판에서 보인  

     

          Fig.7 Fe-type wearing slide

                                                    Fig.8 Relation of mileage and Cu-type wearing sl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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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9 Relation of mileage and main wearing sliders         Fig.10 Relation of total precipitation and Cu-type wearing slider

수분의 유입에 따른 윤활작용이 방해받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강수에 우수한 윤활효과로 유막이 지속적

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마모량 분석

 Fig.12는 주습판과 마모량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동계주습판의 사용전 중량은 560g이며, 철계주습판의 

사용전 중량은 600g이다. 탈착 후의 중량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그 중량만큼을 제외한 나머

지 중량이 전차선과의 마찰운동에 의해 소비된 마모량이다.

 동계주습판에서 정상마모에 의한 마모량은 평균 270g이고, 이상마모에 의한 마모량은 평균 약 148g인

데 강수에 의한 유막의 파괴로 전차선이 주습판의 국부적 이상마모를 발생시켜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간 

때문에 전체 주습판의 활용을 방해한 결과로 정상마모에 의한 주습판에 비하여 마모량이 55%에 그쳤다.

 따라서 정상마모에 비하여 45%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철계주습판은 모두 정상마모 형태를 나타내었고, 마모량은 평균 147g이었는데, 주행거리는 동계주습판 

보다 약 16,000Km를 더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찰계면과 고체윤활제간의 윤활막을 잘 형성하여 주행한 

결과로 마모량은 적었고, 주행성능과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은 우수하게 관찰되었다. 트라이볼로지적 특

성이 우수하게 관찰된 철계주습판이 전차선과의 마모가 원활히 진행되는가를 판명하여 현장에 도입하게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Fig.11 Relation of total precipitation and main wearing sliders         Fig.12 Relation of wear volume and main wearing sl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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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강수에 영향을 받은 동계주습판에서 발생하는 이상마모 현상을 관찰하고 정상마모 형태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철계주습판에서 발생되는 마모형태를 동계주습판과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서 향후 마

모특성이 우수한 주습판의 현차 적용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전동차 주행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계주습판에서 관찰된 이상마모는 주습판을 취부하고 15일 이내에 평균 강수량 200mm 이상의 집중

폭우 시에 발생하였다. 이 현상은 전차선과 고체윤활제간의 마찰에 의한 윤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고 유막이 깨지면서 마찰계수가 증가되어 급격한 마모가 진행된 때문이다. 주행거리는 정상마모의 30%, 

마모량은 급속한 국소 집중마모로 인하여 정상마모 주습판의 55%에 그치지 않았다.  

 2. 철계주습판은 현차에 약 80일간 취부되어 약 40,000Km의 주행과 1,600mm의 강수의 영향에도  마찰

면이 균질하였고, 이상마모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철계주습판에 함유된 Sn성분의 우수한 윤활특성으

로 마찰계면과 고체윤활제간의 윤활막을 잘 형성하여 주행한 결과로 마모량은 동계주습판의 정상마모에 

비해 55%에 불과하였고, 동계주습판의 주행거리보다 약 67%의 주행성능 향상과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은 

우수하게 관찰되었다.

 3. 트라이볼로지적 특성이 우수하게 관찰된 철계주습판이 전차선과의 마모가 원활히 진행되는가를 판

명하여 현장에 도입하게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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