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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주습판(Pantograph Slider) 재질개선 및 

실차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terial Development for and Application of a 

Slider of Pan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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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VVVF 및 Chopper제어방식 전동차의 Double-arm 팬터그래프는 차량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전차선과 미끄럼 접촉을 하

면서 차량에 설치된 주변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전차선과 접촉하는 부분에는 2열의 주습판이 취부되어 있다[1].

VVVF 전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에서 떨어지는 이선현상에 의한 아크방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적 마모와 집전 시에 발생하는 주습판의 기계적 마모가 있기 때문에 내마모성, 전기전도성, 내아크성, 윤활성 등의 특

성이 요구되어 진다[2-4].

동계 주습판은 윤활성분으로 흑연과 오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습판체와 함께 차선과의 지속적인 마찰에 의해 마

찰표면에 도포된다. 주습판의 정상마모는 전동차가 운행됨에 따라 전차선이 주습판의 길이방향으로 왕복함으로써 발생되는

평활마모 현상으로 가선의 왕복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반면, 이상마모 또는 편마모는 정상적인 평활마모와는 달리 주습

판의 일부분이 급속히 마모되거나 계단 형태의 마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우천 시에 주습판에 윤활막을 형성 시켜주는

윤활제가 강수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제거되고 보조습판체에 의해 가선에 도포되어 있던 윤활성분이 손실됨으로써 주습판

Abstract A slider of the pantograph undergoes uneven and abnormal wear due to sliding contact with the catenary. In the

case of rain, the loss of lubricant increases the frictional resistance for the reciprocating motion between the catenary and

the slider, accelerating local wear. The slider in the winter should have good wear resistance,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alloy design. Uneven and abnormal wear were not observed in the results of a driving test using a wear resistant slid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density of the slider enhanced the corrosive effects of Fe-Ti, preventing the occurrence of

abnormal wear by maintaining the wear and arc resistance in the rainy season. Also, mechanical and electrical wear did not

affect the composition of the slider, and this improved the wear resistance. Inaddition, the slider was applied to an entire

train and was tested during driving; an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the catenary was performed, including during the rainy

season and the winter season.

Keywords : Slider of pantograph, Copper alloy, Fe-Ti

초 록 VVVF 전동차 팬터그래프의 주습판은 전차선과 미끄럼 접촉에 의한 집전을 하면서 편마모 등 이상마

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우천 시에는 윤활성분이 손실되어 주습판과 전차선과의 왕복운동에 대한 마찰저항이

급상승하여 국부적 마모가 가속화 된다. 내마모 특성을 가져야 하는 동계 주습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금설계를

통해 제작된 개선 주습판의 현차시험 결과 이상마모와 편마모가 발생하지 않았다. 개선된 주습판의 밀도향상은

Fe-Ti의 부석효과를 상승시켜 우기 시에도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내아크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상마모 발생을 방지

하였다. 또한, 기계적, 전기적 마모에 의한 주습판의 성분 및 조성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주습판의 내마모성

향상에 기여함과 더불어 우기와 동절기 등 악 조건하에서 현차시험을 거치고 전차선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여

전 전동차에 적용하였다.

주요어 : 주습판, 소결합금, F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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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차선의 마찰저항이 급상승되어 초래되는 현상이다[5-6]. 그러므로 이상마모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며, 이로 인

한 주습판의 수명 단축은 수량확보, 교체비용 증가 및 우기 시 집전불량 및 전차선 단선과 같은 심각한 운행장애를 야기 시킨다.

Table 1은 서울메트로 4호선 VVVF 도시철도차량에서 최근 3년간 동계 주습판의 연간 교체수량으로 '11년도 30,901개, '12

년도 26,068개 '13년도 20,353개 총 77,322개 사용과 장마기간의 주습판 교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에서 보여주듯, 6

월~8월까지의 단기간 내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주습판 교체가 아래 기간 내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간 사용된

주습판이 교체된 원인은 국부적 마모가 발생되는 이상마모 때문이다. 실제로 일평균 교체수량은 건기 79개 이며 장마철은

134개로 급격하게 증가(69.6%)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전동차 주행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안

전운행 및 정비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습판의 개발 또는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개선하여 주습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편마모의 발생이

억제될 수 있는 기구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저항의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인자를 통

해 우천 시 동계 주습판 표면에서 발생되는 편마모 현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신규 재질의 주습판을 개발하기 위하여 화학

적 조성이 각기 다른 3가지 주습판을 제작하여 현차시험을 통해 마모형상 및 마모율 측정, 기계적, 전기적 마모에 의한 주

습판 성분 및 조성변화에 대한 특성평가를 4회 실시하였고, 우기 및 강설과 혹한의 동절기와 같은 악 조건하에서 현차시

험을 거쳐 그 중 가장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지는 재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기존 주습판(SPC2H)의 대체품으로 실제 전

동차에 적용하였다.

2. 주습판 합금설계 및 제작

주습판의 비정상적 마모는 강수 시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마모 형상은 주습판의 길이방향으로 계단식으로 발생하

거나, 전차선의 형상을 따라 움푹하게 들어가는 형상으로 발생되곤 한다. 수분에 포함된 산소(O2)는 동계 주습판 기지상의

주요 성분인 Cu 및 전차선의 주성분인 Cu와 결합함으로써 산화작용이 발생한다. 이때 아크열은 산화작용을 가속시켜 상대

적으로 경도가 낮은 주습판의 급격한 마모를 유발한다. 이에 본 연구 개발에서는 가선과의 마찰 저항성의 감소를 위해 흑

연 함량을 변화시켰으며, 마찰에 의한 기지상 Cu의 소성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마모 성분의 경질 입자를 균일 하게 분

산시키는 방법으로 합금설계를 하였다. 경질 입자가 기지상내에 균일하게 분산될 경우, 합금은 분산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때, 분산시키고자 하는 경질 입자의 입도분포는 가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된다.

장마철 주습판의 편 마모 및 이상마모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마모성이 향상된 동계 주습판을 개발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기존 재질과 다른 화학적 성분 조성을 갖는 3가지 동계 주습판을 KSD-1959의 구리제품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시

험, 제작하였다. 이상마모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내마모성 향상이기에 합금설계 시 주습판의 아크 소호성, 윤활성, 그리고

부석효과 증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샘플1 및 샘플3은 Fe-Ti 및 Gr를 각각 2.5~4.0wt.%, 3.0~4.5wt.% 의 범위

내에서 첨가하였고, 샘플2는 기존품 성분 조성에 Fe 및 Gr를 각각 3.0~4.0wt.% 씩 추가로 첨가하여 기존품에 비해 내마모

성 및 내아크성을 향상시키고, 마찰계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질 금속의 기지상에 경질 입자가 균질하게 분

Table 1. Replacement status of Cu-based slider during the rainy season (Seoulmetro line4).

Description TOTAL 2011 2012 2013

The number of replacement (EA,A year) 77,322 30,901 26,068 20,353

Rainy season

Test period 6.17~8.4 6.22~7.17 6.29~7.17 6.17~8.4

days 91 25 18 48

Precipitation (mm) 642.9(AVE) 802.5 423.3 702.9

The number of 

replacement (EA)
12,255(15.8%) 4,878(15.7%) 2,238(8.5%) 5,139(25.2%)

Table 2. Alloy design of Cu-based slider for properties improvement.

Description
Chemical composition (wt%)

Cu Gr Sn P Fe-Ti ZnSt Fe

Existing 88~90 2.5~3.5 5.5~6.5 - - 0.1~0.3 1.5~2.5

Sample 1 85~87 3.0~4.0 5.5~6.5 1.0~1.5 3.0~4.0 0.1~0.3 -

Sample 2 85~87 3.0~4.0 5.5~6.5 1.0~1.5 - 0.1~0.3 3.0~4.0

Sample 3 85~87 3.5~4.5 5.5~6.5 1.0~1.5 2.5~3.5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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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면 기지상이 소성변형되는 응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강화효과를 발생시키데 되는데, Fe-Ti는 기지상인 Cu에 비해 경

도가 높은 경질 입자이기 때문에 첨가량의 증가는 입자분산강화에 의해 소성변형 감소의 부석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주

습판의 통전성을 약간 감소시키게 된다.

Table 3은 기존품과 합금설계에 따라 제작된 주습판 시험편을 KSA-0602의 고체비중방법을 준용하여 시험한 겉보기밀도

시험과 전압계, 브리넬경도계, Charpy 충격시험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한 기계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샘플1 및 샘플

2의 밀도는 기존품에 비해 100~200 kg/m3 증가하였으나, 샘플3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Gr 함

량이 증가한 것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전기비저항은 개선 샘플이 기존품에 비해 높은 값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지상의

Cu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낮은 첨가제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특히 샘플 3에서 높은 전기비저항값을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

으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흑연 입자가 가장 큰 무게 분율로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인장강도의 변화도 흑연의 함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흑연은 Cu와 상호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장 시, 계면에서의 크랙의 전파로 인해 흑연의 부

피분율이 큰 샘플 3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충격강도는 소결 금속의 밀도와 상관 관계가 있다. 본 주습판은 금

속분말의 혼합 및 소결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소결에 의한 분말 입자간 치밀화에 의해 충격강도가 상승하게 된다. 충격

강도는 기존에 비해 3.0~5.9 kJ/m2 증가함을 보였으며, 이는 내마모성 및 내아크성이 향상되어 마모가 감소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앞서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본 합금계는 첨가제의 완전 고용이 아닌 분말입자의 소결에 의한 것으로, 경도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Table 3의 경도값은 측정 오차범위라 할 수 있다.

3. 간이내구시험 및 전동차 현차시험

3.1 내마모성 시험조건

Fig. 1은 주습판의 내마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내마모 시험장비를 보여주고 있다. 내마모성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우

기시 상황과 최대한 가깝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물 20cc/min를 syringe 핀을 사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전후 왕복하는 지

그를 사용하여 주습판을 고정하고 시험하였다. 전차선 회전속도는 실제로 80km/hr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660rpm으로 하였

고 전차선은 실제 서울메트로 4호선에 사용한 홈원형 170mm2 경동선을 사용하였으며 팬터그라프 주습판이 6Kgf의 압상력

으로 전차선과 접촉하도록 시험조건을 유지하였다[7-8].

1차 시험은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고 4시간을 시행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4시간을 추가 운전 하

Table 3. Comparison of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liders.

Description
Density

(kg/m3)

Resistivity

(Ω·m)

Impact strength

(kJ/m2)

Tensile strength

(MPa)

Hardness

(HB)

Existing 6,900 2.2×10-7 43.1 135.2 38

Sample 1 7,000 2.4×10-7 48.0 129.4 38

Sample 2 7,100 2.4×10-7 49.0 121.5 34

Sample 3 6,900 2.5×10-7 46.1 117.6 35

Fig. 1. Schematic diagram of slider wear tester.



전동차 주습판(Pantograph Slider) 재질개선 및 실차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5호 (2015년 10월) 413

였다. 3차 시험은 윤활제를 사용하고 신규 제작한 시험용 주습판을 12시간 연속 운전하였다. 이때 평가 항목은 주습판의 표

면형상 변화 및 색상, 주습판면의 마모율, 전차선의 상대적인 마모율 등을 측정하였다[9].

3.2 전동차 현차시험 적용

주습판의 내구성 시험을 완료 한 후 4회에 걸쳐서 현차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시험 내용 및 절차는 Table 4에 간략히 요

약하였다.

1차 현차시험은 '11.11.22~'12.4.25(약 5개월) 동안 4호선 교직류 전동차 3개 편성(편성당 40개)에 120개 주습판을 취부 하

였으며 기존품 대비 샘플3종에 대해 우천시 및 강설시 주습판 급마모 및 편마모 측정을 주행거리에 따라 측정하고 전차선

이상마모 현상이 발생되는지 관찰하였다. 본 시험을 통해 보다 우수한 샘플 1종을 선정하여 추가 시험을 하였다.

 2차 현차시험은 1차 현차시험에서 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1종(샘플1)을 선정하여 1차 시험에서의 환경조건과는 달

리 강수량이 최고치인 하절기에 기존품 대비 내마모 특성을 평가하고자 '12.6.18~10.18(약 4개월) 동안 4호선 교직류 VVVF

도시철도차량 5개 편성(편성당 80개)에 180개 주습판을 취부하여 개선 주습판의 장마철 운행시 마모상태를 관찰하였다.

3차 현차시험은 1종(샘플1)을 2차 시험기간과 유사한 '13.7.9~10.29(약 3개월) 동안 4호선 교직류 VVVF 도시철도차량 8

개 편성(편성당 80개)에 재질 개선(샘플1)한 동계 주습판으로 전량(640개) 확대 취부 운행한 후 개선 주습판의 장마철의 마

모상태와 전차선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4차 현차시험은 '13.11.27~'14.2.21(약3개월) 동안 앞서 총 3회에 걸친

현차시험 결과와 더불어 최종적으로 4호선 VVVF 교직류 및 직류 도시철도차량 각 1개편성에 취부하여 직교류 구간(지상

+지하구간)과 직류구간(지하구간)에서의 동절기의 혹한과 폭설, 결빙에 의한 문제점 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더불어

4호선(당고개~오이도) 71.9km 중 지상구간이 32.56km(45.3%),지하구간이 39.34km(54.7%)인 점을 고려하여 지상과 지하구

간의 마모결과를 측정하여 우기나 동절기의 결빙 등에 의한 개선효과를 입증하였다.

4. 시험결과 및 고찰

4.1 간이 내구시험

주습판의 내구시험에 따른 표면상태는 Fig. 2(a) 및 Fig. 2(b)에서 보여 지고 있다. 본 시험에서 주습판의 편마모 및 이상

마모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일 및 흑연에 의한 윤활 상태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내마모 시험기를 사용한 간이

내구 시험은 현차시험 전 단계 시험으로써, 현차시험에서 진행될 시험품을 선정하기 위함이다. 개선품에 대한 간이 내구시

험을 통한 주습판의 가선과의 습동에 의한 마찰면은 기존품과 유사하였다.

Table 4. Summary of field test conditions and procedures(Seoulmetro line4).

Test 
Test

section

No. of organ.

(slider/organ.)
Test period

Monitoring

cycle(day)
Evaluation factors

1 ADV
3

(40ea/organ.)

'11.11.22~'12.4.25

(About 5 months)
7

· Periodic monitoring

· Observation of wear shape

2 ADV
5

(80ea/organ.)

'12.6.18~10.18

(About 4 months)
7

· Increase of number of organization for test

· Observation of wear shape

· Effect on trolley wire

3 ADV
8

(80ea/organ.)

'13.7.9~10.29

(About 3 months)
7

· Increase of number of organization for test

· Observation of wear shape

· Effect on trolley wire

4
ADV

DV

1

1

'13.11.27~'14.02.21

(About 3 months)
7

· Effect of heavy snow and 

 freezing at winter season

Fig. 2. Wear test specimen after four hours and after another four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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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는 간이 내구시험을 통해 얻어진 주습판 기존품 및 개선품, 그리고 가선의 마모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시험

방법에서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1차 및 2차 시험은 흑연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시험을 수행하였고, 3차 시험은 실제

전동차 운행과 유사하게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흑연 윤활제를 채용한 후 시험하였다. Fig. 3(a)에서 보여지 듯, 샘플2는

1차 시험에서 기존품 및 샘플1, 3에 비해 가선에 최소 2배 이상의 가선 마모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습판 자체의 마모율도

가장 큰 값을 보였다. 이에 2차 및 3차 시험에서는 기존품 및 샘플1, 3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2차 시험에서는 샘플3이 가

선 마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았으며, 주습판 마모는 기존품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윤활제가 적용된 3차 시험에서

도 샘플3의 가선마모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주습판 마모는 기존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3

회에 걸친 시험을 통해 주습판의 내마모성이 간이 내구시험을 통해 평가되었지만, 본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샘플1

과 샘플3과의 내마모특성이 차별화됨을 판달할 수 없었다. 이에, 현차시험을 통해 기존품 및 샘플1,2,3의 내마모 특성을 재

평가하였다.

4.2 현차시험 완료 후 시험편 미세조직

Fig. 4는 주습판의 기존 및 개선 샘플(3종)에 대한 현차시험 완료 후 각 주습판의 외관 및 표면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

다. 각각의 미세조직 사진에서 위 부분은 전차선과 마찰면이다. 단면을 살펴보면 기존품 및 샘플2는 Cu, 흑연입자와 Fe 성

분을 보이고 있으며, 샘플1,3은 흑연입자와 Ferro Ti입자를 보이고 있다. 

4.3 현차시험을 통한 개선효과 관찰

 Fig. 4에서 보여지듯이 기존품의 표면에서는 편마모 및 이상마모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샘플 1, 3에 비해 마모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5(a)에서 보여지는 기존품에서는 전차선과의 마찰이 집중되는 부위에 이상마모 현상이 발

생되었다[10]. Fig. 4의 샘플2의 마찰면에서도 기존품과 유사한 마모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품 및 샘플2 와

는 달리 샘플1,3은 현차시험 모니터링 동안 편마모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안정된 마모양상을 보이는 샘플1과 샘플

3 중에서 하나의 재질을 선택하기 위해 2가지 재질의 주습판을 비교평가 해보았다. 현차시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샘플

1이 샘플3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마모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계적전기적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큰 샘플1을 2~3차 현차시

험을 수행하였다. 2차 현차시험은 1차 현차시험('11.11.22~'12.4.25) 때와는 달리 우기기간 ('12.6.18~10.18/ '13.7.9~10.29)이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편마모 또는 이상마모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마모성 향상으로 전차선에도 이상마모 현상

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존 동계 주습판의 평균 사용기간이 41.5일 정도이나 재질개선으로 인해 65.5일로 연장되는 효과를

얻었다. 즉, 기존품 대비 수명이 60% 연장되는 효과가 규명되었다.

3차 현차시험에서는 사용일수가 28%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샘플1은 기존품 대비 주

행거리가 47%증가되는 것을 규명되었다. Fig. 5(a)은 1차 현차시험 동안에 기존 동계주습판에서 발생했었던 편마모 현상이

며, Fig. 5(b)은 개선품 동계 주습판의 편마모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4.4 현차시험 전·후 경도변화 및 미세조직

Fig. 6은 2차 현차시험 후 회수된 주습판 개선품을 롯트 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측정된 경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측

정된 경도 평균값을 시험 전에 측정된 경도와 비교해 보았다. 경도측정은 HB500을 적용하였다. 현차시험 후의 경도값 평

균값은 39.9HB로써, 시험전의 평균값 37.5HB에 비해 평균 2.4HB 증가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도 상승 원인은 주습

판 성형 형상 때문에 프레스 성형시 위치별 받는 압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결후 경도차로 발생되나 평균

Fig. 3. Wear level of trolley wire and each slider during w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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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structures of cross section by area after field test.

Fig. 5. Partial wear occurring on existing Cu-based sliders and sliders without partial wear.

Fig. 6. Pantograph Slider hardness measurement after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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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반해 현차시험 전후 경도값은 외적 영향에 의한 주습판 표면이 가선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습판 표면의 소성변형 및 가공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A)에서 주습판 표면 부분에서의 조직 변화는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A)는 아크에 의해 표면이 용해

되었다가 냉각된 상태로 그 미세조직은 내부 기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 7의 (B)와 (C)에서는

주습판 표면부분과 내부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와 Fig. 8은 4회차의 현차시험결과로서 1.2.3차 현차시험에서 채용 결정된 주습판 샘플1에 대해 추가 진행된 시험

으로 하나의 편성내에서 주습판의 마모가 가장 큰 팬터그라프에 취거하여 측정한 결과로 교직류 구간(지상+지하)과 직류구

간(지하구간)에서의 기존 및 개선 주습판의 마모 후 잔량을 비교한 것으로 우기나 동절기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 교직류 구간에서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집전장치별 마모편차가 기존품에 비해 월등

히 개선되었다.

Fig. 7. Microstructures of cross section in partial wear area after field test.

Table 5. Comparison of wear amount of slider by model.

Operation 

condition
Description

Position of 

pantograph

Residual thickness of slider(mm)
Remarks

1 2 3 4

ADC

(ground+under-

ground)

Exsiting
4-1-1 6.1 4.6 5.1 4.8

Big deviation in wear
4-2-3 2.9 3.2 2.8 3.2

Sample
7-1-1 7.4 7.9 7.8 7.6

Small deviation in wear
7-1-2 7.1 6.7 8.1 7.6

DC

(underground)

Sample
2-1-1 5.2 5.4 5.9 6.2 Very samll deviation in 

wear2-1-2 7.6 7.2 3.9 4.0

Sample
8-1-1 6.3 7.0 6.2 6.8

Small deviation in wear
8-1-2 5.5 5.6 7.3 7.3

Fig. 8. Comparison of wear amount of existing and sample sliders in ADV and DV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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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선에 미치는 영향 평가

Table 6은 주습판과 상호연관성이 있는 전차선의 마모량을 주습판 재질에 따라 '12.4~'14.4월까지 18개월간을 6개월 단위

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기간이 아닌 6개월씩 연속적으로 모니터링된 이유는 하나의

노선에서 현차시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시험에서 적용된 전차선 구간은 3구간으로 분류되며, 여기서 Korail 및 DC

구간은 공히 동일한 주습판이 적용되었고 ADV 구간에서는 Table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주습판 재질에 따른 전차선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으며, 측정된 전차선의 마모량(6개월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선 재질의 적용이 철계 사용 시 보

다는 0.25mm 감소하고 기존 동계 시 보다는 측정 장비의 오차범위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6 시험결과에 대한 고찰

상기 시험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4회 현차시험을 통하여 주습판 재질개선 효과가 증명되었으며, 주습판의 밀도 향상은

Ferro-Ti의 부석효과를 상승시켜 우기 시에도 내마모성 및 내아크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상마모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다. 주

습판 내마모성 향상에 따른 전차선과의 마찰계수 감소를 위해 윤활용도 흑연 함량을 0.5%wt 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인(P)

추가가 산화 및 소성변형 억제를 위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품의 표면에서는 전차선과의 마찰이 집중되는 부위에 편마모 현상이 발생되었고, 샘플2의 마찰면에서도 기존품과 유

사한 마모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품 및 샘플2 와는 달리 샘플1,3은 우천시 불균일한 윤활피막이 존재하는 조

건이라도 Ferro Ti 금속간화합물을 함유하여 Cu 기지상의 소성변형이 억제되는 부석효과에 의해 이상마모 현상이 발생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샘플1과 샘플3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현차시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샘플1이 샘플

3 비해 보다 더 안정적인 마모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샘플1이 기계적 마모 및 아크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였다.

 기존 주습판의 마찰면의 편마모 현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때는 우천시가 대부분인데, 우천시에는 윤활목적으로 주습

판에 함침시킨 오일이 빗물에 의해 주습판 표면으로부터 다소 제거됨에 따라 균일한 윤활피막이 형성되지 못하여 마찰계

수 증가 등이 편마모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지만, Ferro-Ti 금속간 화합물 입자가 Cu 기지상의 소성변형을 억제시키는데 이

러한 부석효과가 내마모성을 향상시켜 편마모를 억제시켜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주습판의 마모량이 평균 53.5% 연장되

었으며 예산절감 효과도 유발하였다. 더불어 또 다른 효과는 주습판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전차선의 마모량을 '12.4~'14.4

까지 18개월간을 주습판 재질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한 전차선의 마모량(6개월 평균)도 철계주습판 사용 시

보다는 0.25mm 감소하고 기존 동계 시 보다는 측정장비의 오차범위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

명되었다.

5. 결 론

서울메트로 4호선 VVVF 도시철도차량 기존 동계 주습판의 재질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4회('11.11.22~'14.2.21/약 17

개월)의 현차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부터 내마모성 및 내아크성이 개선된 주습판을 선정하여 우천 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편마모 및 이상마모를 현저하게 저감하였다. 또한 주습판의 내구성의 향상으로 인한 운행장애 예방과 예산절감 효

과가 확인되어 서울메트로 4호선 VVVF 도시철도차량에 우선 적용하였으며 추후 철계 주습판을 사용하는 1호선과 타 철

도 구간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마모성 및 내아크성 향상을 위한 Fe-Ti 첨가, 산화 및 소성변형 억제를 위한 인(P) 첨가 등 기존 주습

판의 성분 변화로 내마모성 향상 효과를 현차시험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 개선품으로 기존 동계 주습판을 대체하고 있다. 개

선 주습판의 미세조직은 유사하였으며 밀도는 약 0.1g/cm3, 충격강도는 5kgf·cm/cm2 상승하였다. 그 결과 Fe-Ti 금속간화합

물 입자의 첨가에 따른 부석효과의 상승으로 인해 편마모 등 이상마모 현상이 제어될 수 있었다.

Table 6. Comparison of wear rate of catenary using slider model.

Decription '12.4~'12.10(6 months) '12.10~'13.4(6 months) '13.10~'14.4(6 months)

Ave. monthly wear 

amount (6 months)
0.0114mm

0.2865mm

(0.2757mm increased)

0.0332mm

(0.2533 decreased)

Models

·Korail : Fe-based slider

·DC car : Cu-based slider(existing)

·ADV car : Fe-based + Cu-based slider

·Korail : Fe-based slider

·DC car : Cu-based slider(existing)

·ADV car : Fe-based slider

·Korail : Fe-based slider

·DC car : Cu-based slider(existing)

·ADV car : Sample, Cu-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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