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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도가 주어진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 장력을 증가시켰을 때 

전차선 기하학적 형상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Geometry Change for the Increased Contact Wire Tension in the 

Pre-sagged Existing Catenary

안승화*
·김윤호

Seung-Hwa An·Yoon-Ho Kim

1. 서 론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전차선로에 대하여 전차선 장력만을

증가시켜 임시적인 속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가 있다.

가까운 예로 차세대 고속철도(HEMU-400X) 개발 사업과 관

련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이미 영업 운영중인 대

구-경주-부산 구간을 시험선 구간으로 정하고 전차선의 장

력을 20kN에서 23kN 및 25kN까지 증가시킨 후 400km/h의

최고속도 시험을 2012년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1,4].

이 경우와 같이 이미 건설이 완료되거나 운영 중에 있는

기설 전차선로 중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같이 사전 이도(Pre-

sag)가 주어져 있는 전차선로라면 전차선의 장력만을 증가

시킨다면 팬터그래프와 습동하는 전차선의 접촉 평면상의 기

하학적 형상, 즉 Geometry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생

긴다. 아울러 매우 큰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Geometry의 변화는 곧 집전 성능의 변화로 연결되므로 전

차선로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유지보수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

우 큰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다[2].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의 선종(단위 중량)은 그대로 있

는 상태에서 장력만을 증가시킨다면 식 (1)에 의해 산출되

는 파동전파속도(υ)는 증가할 것이다.

(1)

여기서 T는 전차선 장력이고, ρ는 전차선 단위 중량이다[5].

만일 20kN의 장력을 23kN, 25kN으로 증가시키면 파동전파

속도는 7.3%, 11.8% 늘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기설 전차선로에서 장력의 증가는 임시적

Abstract It is studied that the structure of the contact plane geometry of the contact wire would be changed when the

contact wire tension is increased in the existing overhead contact lin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operation speed

temporarily. In this paper, the dropper length formula which could be well applied to the pre-sagged catenary is reviewed

first. Second, the changing amount of the pre-sag if the contact wire tension change from 20kN to 23kN or from 20kN to

25kN for the Gyeongbu HSL(high speed line) 49.5m catenary is evaluated by using of the self-written program in accor-

dance with the dropper length formula. Moreover, the increasing tension and measuring the pre-sag change experiment in

the Gyeongbu 2 HSL was conducted. The calculated data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dat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geometry change is very little and will not make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deteriorated.

Keywords : Geometry, Dropper, Pre-sag, Existing catenary, Gyeongbu 2 HSL

초 록 본 논문은 경부 고속선과 같이 사전이도가 주어지는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 장력만을 증가시켜 임

시적인 속도 향상 도모하는 경우에 팬터그래프와 습동하는 전차선의 접촉 평면상의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가 어

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검토를 위하여 우선 사전이도가 있는 경우에도 정확히 드로퍼 길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드로퍼 길이 계산 수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드로퍼 길이 계산 수식을 프로그램화한 전용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부고속선 전차선로의 49.5m 경간을 대상으로 전차선 장력을 20kN에서 23kN 및

25kN으로 증가시켰을 때 사전이도량의 변화를 계산하여보았다. 그리고 경부 2단계 구간 현장에서 실제 장력 증

가 실험을 실시하여 사전이도량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계산 값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결론

적으로 전차선 장력을 증가시켜도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는 미미하며 집전 성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임을 확인

하였다.

주요어 : 기하학적 형상, 드로퍼, 사전이도, 기설 전차선로, 경부 2 고속선

υ km/h( ) 3.6
T N( )

ρ kg/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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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

선 자체의 속도향상을 위한 전차선 장력 증가의 경우에는 상

세한 설계 하에 드로퍼 길이 조정을 포함한 설비 개량을 대

규모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목

적과는 성격이 다르며, 본 논문에서는 다만 기설 전차선로

에서 전차선 장력 증가만을 시행하는 경우 전차선의 기하학

적 형상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차선로의 기하학적 형상

을 계산하는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를 계산으로 먼저 산출하고, 현장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며,

아울러 변화량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 비교의 방법으로 집전

성능에의 영향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경부 고속철도 전차선로(KHSL)

먼저 전차선로의 기하 형상적(Geometric) 특징을 알아보

기로 한다. 본 논문은 경부 고속철도 전차선로를 사례로 하

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경부 고속철도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경부 고속철도 전차선로(여기서는 KHSL로 줄여 부르기도

하기로 한다)는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타입으로서

경간 길이는 27m부터 63m까지 다양한 길이가 있다. 가장

많이 설치되는 것은 45m부터 54m 사이의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여기서는 49.5m 짜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Fig. 1

과 같다.

Fig. 1을 보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선

인 드로퍼(Dropper)가 4.5m와 6.75m 간격의 조합으로 배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드로퍼는 전차선의 자중 및

장력으로부터 오는 하중을 조가선으로 전가하는 역할을 하

며 전차선이 어떤 특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 즉, 드로퍼 길이 설계를 통하여 팬터그래프 집

전판이 접촉하는 평면인 전차선의 수평 평면상의 기하학적

형상을 제어한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KHSL에는 사전 이도(Pre-sag)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전 이도(Pre-sag)의 양은 경간 길이의 1/2000이다. 이

사전 이도는 첫 번째 드로퍼와 마지막 드로퍼 사이에만 인

가되며 경간 끝에서 첫 번째 드로퍼까지와 마지막 드로퍼에

서 경간 끝까지에는 사전 이도가 주어지지 않는다. 

KHSL의 전차선, 조가선의 단위중량 및 장력, 드로퍼의 단

위중량 제원은 Table 1과 같다.

3. 드로퍼 길이 계산 수식

정적 상태에서 심플 커티너리 타입의 전차선로는 경간 양

단에서 지지되고 있는 조가선이 커티너리 곡선을 이루고 있

고, 전차선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전차선의 하중은 드로

퍼 선을 통하여 조가선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런 커티너리

형상을 이용하여 드로퍼 선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즉, 경간내 드로퍼 하중을 분포 하중으로 보고 커티너리 곡

선을 포물선(Parabolic Curve)으로 근사화하여 계산식을 유

도한 방식으로서 참고문헌 [3,5]에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li : i 드로퍼 길이 

S : 경간길이 

E : 가고(Encumbrance) 

Wt : 커티너리 단위길이당 무게(경부고속철도의 경우 19.6[N/m])

T : 조가선 장력 

xi : i 드로퍼까지의 수평거리 

x1 : 첫 번째 드로퍼까지 거리(사전 이도가 주어지지 않는 구간)

dc : 경간 중앙의 전차선 세그량 

S1 : 전차선 세그가 주어지는 구간만의 길이 

이것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일본에서는 전

차선에 사전 이도를 일반적으로 주지 않으므로 이 수식을 간

략 계산법의 하나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식으

로 계산한 결과는 전차선 사전 이도가 없을 때는 오차가

2~3% 이내이나, 전차선에 사전 이도가 있을 때는 10% 이

상까지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전차선에 사전 이도가

있을 때에 이렇게 큰 오차가 생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이다[3].

전차선에는 장력이 걸려있다. Fig. 2와 같이 양단 드로퍼

지점 A와 B의 높이가 같으면 전차선에 장력이 걸려있는 것

에 상관없이 A, B 지점 사이에 전차선의 최저 지점은 중간

지점이 된다. 그러나 Fig. 3와 같이 사전 이도가 주어지는 경

우에는 양단 드로퍼 지점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

해 최저점의 위치가 양단 드로퍼 지점의 중간이 아닌 한 쪽

으로 치우치며, 전차선의 장력의 작용에 의해 회전 모멘트

가 발생하고 이것이 양단 드로퍼 하중에 한 쪽은 +로 작용

하고 다른 한쪽은 −로 작용하여 드로퍼 하중의 편중을 발

생시킨다[1]. 이것이 모든 드로퍼 하중은 드로퍼 사이 간격

에 비례하여 균형적으로 분해되는(최저점은 드로퍼 사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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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49.5m span of KHSL

Table 1 KHSL Specifications

항목
전차선 

장력

전차선 

단중

조가선 

장력

조가선 

단중

드로퍼 

단중

데이터 20kN 1.334kg/m 14kN 0.605kg/m 0.36kg/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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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점에 있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식 (2)에서 사전

이도가 주어지면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KHSL과 같이 사전 이도가 주어지는 전차선로를

대상으로 계산하려면 보다 정밀한 계산 수식이 필요하다. 조

가선 지지점에는 지지하는 하중만큼의 반력이 작용하고 있

다. 한 쪽 지지점을 기준으로 다른 쪽을 중력 방향으로 작

용하는 모멘트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이용

하여 전선의 자중과 드로퍼 지지 하중 및 전차선, 조가선의

장력을 지지점의 반력과 평형 모멘트 상태로 놓고 드로퍼 길

이를 계산하는 수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n개의 드

로퍼를 가진 일반적인 커티너리 경간의 드로퍼 길이를 계산

하는 수식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나타난다[1].

Fig. 4 General catenary case for dropper length calculation

각 드로퍼 지점에서의 전차선 세그(Sag)량(사전 이도로 주

어지는 양):

(3)

드로퍼 지지 하중에 대한 일반식:

1) i = 1 일 때(첫번째 드로퍼)

(4)

2) 2 <= i <= n-1 일 때

(5)

3) i = n 일 때 (마지막 드로퍼)

(6)

현수점 A 지점의 반력:

(7)

드로퍼 길이 일반식:

(8)

여기서, 

S : 경간길이 [m] 

n : 드로퍼 수

E1 : 가고(Encumbrance)(A 지지점의 가고) [m]

wm : 조가선 단위길이당 무게 [N] 

wc : 전차선 단위길이당 무게 [N] 

Tm : 조가선 장력 [N] 

Tc : 전차선 장력 [N] 

H : 두 현수점 높이차(+/-) (좌측 현수점 높이-우측 현수점

높이)[m]

Fi : i 드로퍼의 지지 하중 [N] 

xi : i 드로퍼까지의 수평거리 [m] 

ci : i 드로퍼에서의 조가선 이도 [m] 

di : i 드로퍼에서의 전차선 세그량(Pre-sag) [m]

li : i 드로퍼 길이 [m] 

RA : A 지지점에서의 반력 [N] 

x1 : 첫 번째 드로퍼까지 거리(사전 이도가 주어지지 않는

구간) [m] 

dc : 경간 중앙의 전차선 세그량 [m], ((예) dc = S/2000 m) 

S1 : 전차선 세그가 주어지는 구간만의 길이 [m] 

4. 드로퍼 길이 계산 프로그램

드로퍼 길이 계산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수식이 복

잡하므로 손으로 계산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식 (3)에서 (8)

까지 소개된 수식을 조건문으로 프로그램화하여 계산 조건

만 입력하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전용 프로그램을

Microsoft EXCEL®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이것이 Fig. 5

이다. 앞으로 사례 계산은 본 프로그램으로 수행한다.

5. 기설 전차선로에서 장력 증가 시 전차선 
기하학적 형상 변화 검토

앞의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부 고속철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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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 case the height at both sides not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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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대구-경주 구간에서 차세대 고속철도 시제 열차

(HEMU-400X)를 400km/h까지 시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kN으로 시설되고 있는 전차선의 장력을 이 시험 직

전에 23kN 또는 25kN까지 증가시킨 후 시험을 실시할 예

정으로 있다[1]. 이와 같이 이미 시설이 완료된 사전이도가

주어진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의 장력만을 증가시키면 전

차선의 기하학적 형상(Geometry) 즉, 사전이도량은 어떻게

변하게 될 지가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관심사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Fig. 1에 소개된 경부 고속철도

49.5m짜리 경간을 대상으로 드로퍼 길이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로퍼 길이의 변화를 계산으로 우선 알아보기로

한다. 계산 방법은 우선 전차선 장력을 20kN으로 놓고 드

로퍼 길이를 계산한다. 다음으로 전차선 장력을 23kN으로

놓고 드로퍼 길이를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전차선 장력을

25kN으로 놓고 계산한다. 전차선 장력을 제외한 나머지 입

력 데이터는 20kN일 때와 동일하게 둔다. 한 가지 문제는

이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로퍼 길이를 얻는데 있어서

사전이도 값을 미리 주어야 한다는데 있다. 사전이도 값은

우리가 결과 값으로 알고 싶어하는 값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제약 사항 때문에 일단 모든 계산에서 사전이도 값

은 동일하게 경간의 2000분의 1 즉, 49.5/2000을 주도록 한

다. 계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위의 계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계산 결

과가 아니다. 우리는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만의 장력 증

가에 따라 전차선의 접촉 평면의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 즉,

사전이도의 변화를 알고 싶은 것이다. Table 2와 3의 결과

는 사전이도를 49.5/2000으로 강제로 눌러 놓고서 나온 결

과이다. 따라서 다른 계산을 해야 한다.

이미 시설된 전차선로에서는 전차선 장력을 올리더라도 드

로퍼는 그대로 사용하므로 드로퍼 길이는 변화가 없다. 장

력을 올렸을 때 전차선이 조금 상승하여 드로퍼 길이가 짧

아지더라도 이로 인해 드로퍼가 조가선에 전가하는 하중이

감소하고 조가선은 다시 위로 상승하게 되므로 드로퍼는 다

시 팽팽해지게 되어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앞의 계산에서 맹점인 사전이도량을 미리 49.5/2000로 고정

해 놓고 계산하는 방식을 탈피, 극복하여, 드로퍼 길이는 변

화가 없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사전이도량을

바꿔가며 입력하되 드로퍼 길이가 20kN일 때와 23kN, 25kN

일 때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전이도 값을 찾는 방식으로 계

산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계산은 여러 번 수행하여 적합한

값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이도 값을 최소 100

단위로 탐색하였으며, 최종 탐색한 결과 값은 23kN 장력일

때는 사전이도량 49.5/2200일 때이고, 25kN 장력일 때는 사

전이도량 49.5/2300일 때이었으며, 그 때의 드로퍼 길이 및

전차선 세그(사전이도에 의한 전차선 처짐량)을 나타내면

Table 4, 5와 같다.

요약하면 전차선 장력을 20kN에서 23kN으로 올리면 사

전이도가 49.5/2000에서 49.5/2200으로 변하고, 25kN으로 올

리면 사전이도가 49.5/2300으로 변하는 효과만을 가져온다

는 것이다. 사전이도가 49.5/2000에서 49.5/2200이나 49.5/

2300으로 변한다는 것은 전차선이 가장 많이 처지는 경간

중앙에서 2mm 및 3mm가 수직 평면상에서 들려 올라간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 5 Developed dropper length calculation program

Table 2 Dropper length calculation results at KHSL 49.5m, 23kN

(단위: m) 20kN일 때 23kN일 때 드로퍼 길이 차

1st dropper 1.246 1.246 0.0

2nd dropper 1.117 1.120 0.003

3rd dropper 1.040 1.045 0.005

4th dropper 1.014 1.020 0.006

5th dropper 1.040 1.045 0.005

6th dropper 1.117 1.120 0.003

7th dropper 1.246 1.246 0.0

Table 3 Dropper length calculation results at KHSL 49.5m, 25kN

(단위: m) 20kN일 때 25kN일 때 드로퍼 길이 차

1st dropper 1.246 1.246 0.0

2nd dropper 1.117 1.122 0.005

3rd dropper 1.040 1.048 0.008

4th dropper 1.014 1.023 0.009

5th dropper 1.040 1.048 0.008

6th dropper 1.117 1.122 0.005

7th dropper 1.246 1.24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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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부 2 단계 구간에서 장력 증가 
실험 및 관찰

앞의 이론적 검토에 대한 정확성을 비교 검증해 보기 위

하여 실제 현장에서 장력 증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경부 2 단계 구간 전차선로에서 행해졌다. 경부 2단계 구간

은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사업에서 2012년경에 전차선 장

력을 20kN에서 23kN 또는 25kN으로 올리고 시제 열차

(HEMU-400X)로 400km/h까지 최고속도 시험을 실시할 계

획이 있는 노선으로서, 본 실험 당시 경부 2 구간은 건설이

완료되어 고속 열차를 투입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

다.

실험은 2010년 9월 14일 19:00부터 9월 15일 04:00까지

고모 차량기지 인근의 오목고가 위, T2, KP : 298.560~

300.680 구간에서 실시되었으며, 실험 구간은 Fig. 6과 같이

하나의 오버랩 구간이 포함된 2개의 장력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험 구간은 직선 구간이었고, 시험 시 온도

는 시작할 때 21oC, 끝날 때 20oC 정도이었고, 바람은 없었

다.

실험의 과정은 Fig. 6과 같은 장력 증가 및 복귀 절차 중

에 전차선 접촉 평면상 기하학적 형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으로 수행되었다.

실험에서 4개의 일반 경간에 대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Fig. 7에서 Fig. 10까지와 같다.

7. 실험 결과와 이론적 검토와의 차이 분석

실험에서 측정된 값은 23kN으로 장력 증가시 0~3mm 정

도 전차선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고, 25kN으로 장력 증가

시 5~7mm 정도 전차선이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 값

Table 4 Dropper lengths when 23kN, 49.5/2200 pre-sag

(단위: m)
23kN, 49.5/2200일 때 당초(20kN, 49.5/2000) 드로퍼 

길이 차

전차선 

세그 변화량드로퍼 길이 전차선 세그 드로퍼 길이 전차선 세그

1st dropper 1.246 0.000 1.246 0.000 0.0 0.0

2nd dropper 1.117 0.013 1.117 0.014 0.0 -0.001

3rd dropper 1.040 0.020 1.040 0.022 0.0 -0.002

4th dropper 1.014 0.023 1.014 0.025 0.0 -0.002

5th dropper 1.040 0.020 1.040 0.022 0.0 -0.002

6th dropper 1.117 0.013 1.117 0.014 0.0 -0.001

7th dropper 1.246 0.000 1.246 0.000 0.0 0.0

Table 5 Dropper lengths when 25kN, 49.5/2300 pre-sag

(단위: m)
25kN, 49.5/2300일 때 당초(20kN, 49.5/2000) 드로퍼 

길이 차

전차선 

세그 변화량드로퍼 길이 전차선 세그 드로퍼 길이 전차선 세그

1st dropper 1.246 0.000 1.246 0.000 0.0 0.0

2nd dropper 1.117 0.012 1.117 0.014 0.0 -0.002

3rd dropper 1.040 0.019 1.040 0.022 0.0 -0.003

4th dropper 1.014 0.022 1.014 0.025 0.0 -0.003

5th dropper 1.040 0.019 1.040 0.022 0.0 -0.003

6th dropper 1.117 0.012 1.117 0.014 0.0 -0.002

7th dropper 1.246 0.000 1.246 0.000 0.0 0.0

Fig. 6 Tension increasing and returning process at Gyeongbu 2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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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치를 기준으로, 경간 길이 49.5m에 대하여 사전이도

변화량으로 환산해 보면, 20kN일 때 49.5/2000이던 사전이

도가 23kN에서 49.5/2276로, 25kN에서 49.5/2789으로 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 6절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론적 검토로

도출한 값인 23kN일 때 49.5/2200, 25kN일 때 49.5/2300보

다는 조금 큰 값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오차는 미소하였다.

Fig. 7 Span 1(2 spans before from midpoint of section 1(299-2~299-4). 49.56m)

Fig. 8 Span 2(1 span before from midpoint of section 1(299-4~299-6). 45.52m)

Fig. 9 Span 3(1st span after overlap of section 1(299-26~299-28). 44.58m)

Fig. 10 Span 4(1st span after overlap of section 2(299-34~299-36), 43.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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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이제까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

의 장력만을 높이는 경우 팬터그래프와 습동하는 전차선 접

촉 평면상의 기하학적 형상(Geometry)이 어떻게 변할 것인

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 검토를 통하여 획득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드로퍼 길이 계산 기법과 수식을 정리하고, 이에 바탕

을 두고 조건문으로 프로그램화한 드로퍼 길이 계산 전용 프

로그램으로 계산하였을 때 20kN이던 전차선 장력을 23kN

으로 올리면 전차선 사전이도가 경간/2000에서 경간/2200으

로 변하고, 25kN으로 올리면 경간/2300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부 2단계 구간에서 실제 장력 증가 실험을 실시한

결과, 최대치를 기준으로 20kN의 전차선 장력을 23kN으로

올리면 전차선 사전이도가 경간/2000에서 경간/2163으로 변

하고, 25kN으로 올리면 경간/2707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실제 실험 결과와 이론적 검토 값을 비교해본 결과, 미

소한 오차 이내로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드로퍼 길

이 계산 프로그램 및 이론적 검토의 근거가 정당함이 입증

되었고,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 장력 증가로 인한 기하

학적 형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도 본 드로퍼 길이 프로

그램을 이용한 검토가 유용함이 확인되었다.

(4) 이미 시설이 끝난 경부 2 단계 구간에서 전차선 장력

을 20kN에서 23kN 또는 25kN으로 올리면 전차선이 가장

많이 처지는 경간 중앙에서 최대 3mm, 7mm 정도가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기하적 변화는 전체 사전

이도량인 경간/2000에 비하여 작은 값이고, 압상량이 300km/

h에서 약 80~100mm 수준인 KTX 특성에 비춰볼 때 미미

한 정도이고, 또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200km/h→300km/h)

사전이도를 적게 주는 경향(경간/1000→경간/2000)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설 전차선로에서 전차선의 장력만

을 증가시켜 임시적인 속도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차선의 접촉 평면의 기하학적 형상 변화는 집전 성능에 제

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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