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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노후변화 분석

An Analysis of the Spring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 Outworn Change

오 완 식*․서 기 범†

(Wan-Shik Oh․Ki-Bum Seo)

Abstract - Catenary maintains the tension of the catenary using automatic tensioning devices to meet performance require m 

ents exhibited by the house is gen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external temperature changes. Double spring type autom 

a tic tensioning device is permanent and does not require the usual maintenance, and a deterioration due to no recognizable 

ab normalities characteristic of the nature of the internal state has the disadvantage that can not be confirmed. The 

disassembled for automatic spring-tension capabilities ensure efficient operation and life expectancy of the adjustment device 

via a check by analyzing the changes in old age determine the remaining lifetime is expected to be available as a basis for 

maintena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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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내․외부 구조

Fig. 1 Spring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 Inside․ 

Outside Structure

1. 서  론 

전차선은 외부온도변화에 따라 선팽창계수에 의한 신축이 발생

함으로 온도가 상승할 경우 전차선이 늘어지며 장력이 감소하고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된다. 온도가 낮아질 경우 장력이 증대하여 

전차선이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집전시 요구되는 등

고성이 취약해져 열차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1].

또한, 부하전류에 의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장구한 세월이 

경과함에 따른 영구신장 등으로 이도 및 장력에 영향을 받아 집

전장치 이선의 원인이 되므로 전차선의 장력을 일정한 크기로 유

지하기 위해 장력조정장치를 사용 전차선의 일정한 장력을 유지

하고 있다.

자동장력조정장치는 활차식, 도르레식, 스프링식이 사용되고 

있다. 장력조정장치는 설치 후 20~3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는 코일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피스

톤 운동과 연동시켜 전차선과 조가선의 온도변화에 의한 장력변

화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활차식에 비해 반영구

적이며 평소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치 않으나, 그 특성상 내부 상

태의 이상 유무를 알아볼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

장기사용으로 노후 된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분해진단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분석

과 사전예측을 통해 성능변화를 분석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의 효과적인 동작기능 

확보와 수명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본  론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12-08(R)의 기준에 따라 스프

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의 최초 제작 시 실시되었던 시험검사 항

목과 기준 값의 비교를 통해 주요부품별 노후 및 열화 상태와 

금구류 부식, 균열, 금속피로상태 분석을 통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정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철도표준규격(KRS)에서 제시되어 있는 시험 및 검사항목

으로는 외관검사, 구조 및 치수검사, 재질시험, 하중시험과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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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크리프(Creep)시험, 용융아연도금시험, 인장 내하중 시험과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된다[3, 4].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노후 변화를 분석한 대상설비는 

1984년 4월 Japan NHK SPRING CO.,LTD사에서 제작하여 2013

년 4월까지 약 29년간 사용된 스프링식자동장력 조정장치를 분

석하였다[5].

표 1 스프링자동장력조정장치 구조 및 치수검사

Table 1 Spring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 Structure․

Measurement Test

기준

조립길이

L0[㎜]

표준길이

L[㎜]
L1[㎜]

D

[㎜]

A

[㎜]

H

[㎜]

R

[㎜]

최대질량

[kgf]

1,180±11 1,320±11 1,000±7 241.8±2.5 26±1 200±1 79±1 130

측정 1180 1375 1003 241.5 25.5 200 79 128

검사 결과는 표준길이 L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 값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길이 L의 경우 치수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수로서 측정값이 기준 값에 비해 +55[㎜] 오차 발생으

로 기준에서 미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약 29년 간 사용된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의 탄성감

소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표준장력 1,800[kgf]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가 가선 측 방향으

로 +55[㎜] 만큼 더 압축되어야 스프링 탄성이 보강되어 표준장

력1,800[kgf]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재질시험

Table 2 Material Test

구 분
항복강도

[N/㎟]

인장강도

[N/㎟]

연신율

[%]

기 준   235이상  400이상  22이상

시편 #1 413 484 43

시편 #2 424 503 36

그림 2, 3과 같이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외통에서 STK400 

재질을 채취하여 인장시편을 제작 시험기준 KS D3566(일반 구조

용 탄소 강관)KS규격을 참조하여 기계적 성질(항복강도, 인장강

도, 연신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2 시편채취

Fig. 2 Sampling Device

 

그림 3 재질시험

Fig. 3 Material Test

표 3 용융아연도금시험

Table 3 Hot Dip Galvanize Test

측정값

#1 #2 #3 #4 #5 평균

117

[㎛]

135

[㎛]

82

[㎛]

124

[㎛]

117

[㎛]

115

[㎛]  

용융아연도금의 분석기준으로는 부착량 550[g/㎡](77[㎛]) 이

상을 만족해야한다. 표 3에 따라 시험결과 기준에 만족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인장내하중 시험

Fig. 4 Tensile Load-Bea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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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내부 스프링

Fig. 6 Spring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 Inside Spring

그림 4와 같이 인장내하중시험으로 표준장력×2.5배의 하중을 

3분간 유지하여 동작상태의 이상유무를 분석하였다. 

동작시험은 2회에 걸쳐 분석하였으며 그림 5의 BEFORE는 약

29년 간 운영된 후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해 전 시험 

결과이며, 그림 5의 AFTER는 분해 후 스프링 하중, 내구, 크리

프시험을 실시한 후 재조립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로서 앞으로 상

태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동작시험의 방법과 기준으로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 에서 

요구한 조건으로 시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 동작시험 비교분석 그래프

Fig. 5 Movement Test Comparison Analysis Graph

표 4 동작시험 비교분석 데이터

Table 4 Movement Test Comparison Analysis Data

기준
평균장력([kgf])

표준 BEFORE AFTER

최초 1530.0[㎜] 1414.9[㎜]
7.5% 

감소
1399.6[㎜]

8.5% 

감소

표준 1800.0[㎜] 1680.9[㎜]
6.6% 

감소
1665.7[㎜]

7.5% 

감소

최대 2070.0[㎜] 1961.1[㎜]
5.3% 

감소
1940.9[㎜]

6.2% 

감소

동작시험 BEFORE 분석결과 각 측정변위(최소, 표준, 최대)에 

따른 하중 평균값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해 후 스프링시험(하중, 내구, 크리프시험)을 마친 후 재조립 

후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 BEFORE보다 AFTER의 

하중 평균값이 더 낮게 분석되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약29년 간 운영된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

의 동작시험은 장력이 약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프

링의 가혹시험 후 실시한 시험결과에서는 약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링식자동장력조정장치의 내부를 구성하는 스프링은 그림 

6과 같이 좌권, 우권 각각 1개의 스프링으로 구성된다. 스프링에 

대한 시험조건은 하중시험과 내구시험, 크리프시험을 각각 실시

하였다.

시험방법은 기본 자유높이를 시험한 후 하중시험과 내구시험

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 확인을 위해 다시 하중시험을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크리프시험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분석

하였다.

우권에 대한 시험방법은 하중, 내구, 하중시험을 실시하고, 좌

권에 대한 시험방법은 하중, 크리프, 하중시험으로 실시하였다.

표 5 자유높이시험

Table 5 Free Height Test

구분
자유높이[mm]

기준치 시험전 시험후 비 고

우권 750 746 743 내구

좌권 750 746 744 Creep

표 6 하중시험

Table 6 Load Test 

구 분

조립시 표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70.0
1440±5%

(1368~1512)
400.0

1800±5%

(1710~1890)

내구시험 우권 470.0 1342 400.0 1703 참고치 미달

크리프시험 좌권 470.0 1334 400.0 1686 참고치 미달

구 분

최소시 최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52.5
1530±5%

(1453~1606)
347.5

2070±5%

(1966~2173)

내구시험 우권 452.5 1424 347.5 1974 참고치 미달

크리프시험 좌권 452.5 1418 347.5 1955 참고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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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내구시험

Table 7 Endurance Test

구 분

조립시 표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70.0
1440±5%

(1368~1512)
400.0

1800±5%

(1710~1890)

내구

시험
우권

시험전 470.0 1342 400.0 1703 가혹

시험시험후 470.0 1336 400.0 1708

구 분

최소시 최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52.5
1530±5%

(1453~1606)
347.5

2070±5%

(1966~2173)

내구

시험
우권

시험전 452.5 1424 347.5 1974 가혹

시험시험후 452.5 1436 347.5 1964

 

그림 7 스프링 우권 내구시험

Fig. 7 Spring Right Endurance test

그림 7(a) 스프링 우권 내구시험 전, 후 그래프

Fig. 7(a) Spring Right Endurance Test before․After Graph 

표 8 크리프시험

Table 8 Creep Test

구 분

조립시 표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70.0
1440±5%

(1368~1512)
400.0

1800±5%

(1710~1890)

크리프

시험
좌권

시험전 470.0 1334 400.0 1686 가혹

시험시험후 470.0 1327 400.0 1673

구 분

최소시 최대시

비 고

높이

[mm]

하중

[kgf]

높이

[mm]

하중

[kgf]

452.5
1530±5%

(1453~1606)
347.5

2070±5%

(1966~2173)

크리프

시험
좌권

시험전 452.5 1418 347.5 1955 가혹

시험시험후 452.5 1410 347.5 1950

그림 8 스프링 좌권 크리프시험

Fig. 8 Spring Left Creep Test

그림 8(a) 스프링 좌권 크리프시험 전, 후 그래프

Fig. 8(a) Spring Left Creep Test before․After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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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a)와 그림 8(a)에서 보듯이 내구시험용 스프링 및 크리

프시험용 스프링에 대한 하중 시험결과 참고 값에 미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내구시험, 크리프시험 후 하중변화를 확인결과 

모두 스프링 탄성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분석에서는 스프링의 탄성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약6.5%로 

탄성이 저하된 스프링에 가혹시험(하중, 내구, 크리프)을 수행한 

후 동작시험을 다시 시행한 결과 스프링의 탄성저하는 약 7.5%

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력변화율이 초기 하중시 참고치 보다 약4% 부족하므

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의 전단에 설치

되어 있는 턴버클의 조정을 통해 장력을 보강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장기간 사용된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의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프링식장력조정장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 중 하나인 스프링

의 탄성 저하는 코일 스프링 형태의 자동장력조정장치에서 충분

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탄성저하가 10%내외임을 감안할 경우 

사용기간에 비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력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주기로 점

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한 번의 분석을 통

해 설비의 노후상태와 잔존수명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으로 이러한 분석을 향 후 3년 정도 주기를 통해 동일한 조건을 

통해 실시한다면 정확한 노후 진행사항과 수명예측도 가능할 것

으로 본다.

또한, 국내의 스프링식자동장력장력조정장치는 대부분 2008년 

이후 설치되어 현재 약 10년 정도 운용되고 있어, 본 분석을 통

해 앞으로의 노후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유지보수 기초

자료와 생애주기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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