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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시험을 통한 팬터그래프 커버가 고속열차의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Effect of Pantograph Cover on the Current Collection Quality of High 

Speed Train using Real Trai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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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일본의 신간선이 개통 된 이래로 고속철도 시스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을 지속하

고 있다. 최근의 고속열차 대부분은 케이블로 이루어진 전차선과 차량 지붕에 장착된 팬터그래프(집전장치)의 상호 접촉을 통

하여 전력공급을 받는 전기철도 차량이다. 이러한 전기철도 차량은 안정적인 집전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속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시속 300km/h 이상의 고속주행에서는 일정한 기준의 집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차선의 손상이나

이선아크로 인한 시스템의 전기·기계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특성이다[1]. 

고속열차의 집전성능은 일반적으로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집전판 사이에 작용하는 동적 접촉력을 측정하여 평가되어진다. 따

라서 국내 및 국외에서는 접촉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UIC 794-O [2], BS EN 50119 [3], BS EN 50367 [4] 등의 시험규격을 적

용하고 있다. 상기의 국제 규격을 통하여 평균접촉력 및 통계적 최대/최소 접촉력은 일정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통계적

최대 접촉력은 일반적으로 전차선의 변형 및 마모와 관련되어 있으며, 통계적 최소접촉력은 이선아크로 인한 전차선 손상 및

차량 전장품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통계적 최대/최소 접촉력은 평균접촉력과 접촉력의 표준편

Abstract The contact force characteristic between the pantograph and the catenary wire represents the current collec-

tion quality of trains; it should be precisely controlled under international standard. Recently, a noise reduction cover

has been installed around the pantograph of high speed trains. However, little study on the contact force by the panto-

graph cover has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the impact on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of the pantograph cover

was analyzed by dynamic contact force measurement using a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HEMU-430X).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attachment of a pantograph cover could lower the mean contact force by approximately

50N at 300km/h. In addition, the pure difference of the average contact force by the presence of pantograph cover,

except for the static pressure, was measured and found to be up to 110N at 300km/h. It was also found tha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ontact force of 3~5N could be changed by use of a pantograph cover.

Keywords : Pantograph, Pantograph cover, High speed train, Current collection quality

초 록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접촉력 특성은 열차의 집전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국제규격에 따른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다. 최근에는 소음저감 커버가 고속열차의 팬터그래프 주위에 설치가 되고 있으나 팬터

그래프 커버에 의한 접촉력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고속열차(HEMU-430X)

를 이용하여 팬터그래프 커버가 팬터그래프의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 접촉력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터그래프 커버가 부착이 되면 300km/h 주행 시 평균접촉력이 약 50N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적압상력

을 제외한 순수한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에 의한 평균접촉력의 차이는 300km/h에서 최대 110N까지 측정되었다. 한편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접촉력 표준편차가 약 3~5N 변화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팬터그래프, 팬터그래프 커버, 고속열차, 집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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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평균접촉력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접촉력의 측정이 어려운 경

우에는 이선아크 계측을 통한 이선율의 평가방법도 적용되고 있다[3]. 

따라서 기존의 연구[1,5-7]에서는 동적접촉력 측정이나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열차의 집전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

하고 집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전차선 및 팬터그래프의 동력학적 패러미터만

을 고려하였고, 실제주행에서 영향을 주는 공기역학적 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열차의 고속화에 따라 주요한 소음원[8]인 팬터그래프의 공력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팬터그래프 주위에 커버

나 실드[9] 등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팬터그래프 커버는 팬터그래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일차적으로 쉽게 차단한다

는 장점은 있으나,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특성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한 접촉력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10]. 이러한 이유

로 Kang 등[10]은 k-ω SST 모델을 이용한 전산유체해석을 통하여,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팬터그래프의 압상력 특성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등[11]은 축소모델 풍동시험을 통하여 4가지 종류의 팬터그래프 커버에 따른 공기역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최적의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열차에서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팬터그래프의 집전

성능 변화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수치해석 및 풍동실험에서 나온 경향이 실차에서도 유사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고속열차인 HEMU-430X 시험차량을 이용하여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 시 동적접촉력 특성을 다양

한 속도대역에서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팬터그래프 커버가 차량의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측정방법

2.1.1 팬터그래프 커버의 탈착 및 부착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팬터그래프 집전성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차세대

고속열차 시험열차인 HEMU-430X의 M4 차량에 팬터그래프 커버를 탈착 및 부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속도별 동적 접촉

력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와 Fig. 3은 M4차량의 팬터그래프 진행방향 커버를 부착 및 탈착했을 때 차량진행방향에서 촬영

한 사진이며, Fig. 4와 Fig. 5는 차량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진행방향 커버 3개 탈거 시, 커버

를 고정하는 프레임만 남아있고 팬터그래프가 완전히 유동에 노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진행방향 커버가 있을 때는

팬터그래프 정면으로 유입되는 유동이 커버에 의하여 어느 정도 막히게 되므로 커버의 탈부착에 따라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특성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터그래프 진행방향 커버의 탈착 및 부착 시, 팬터그래프 집전판과 전

차선 사이의 동적접촉력을 속도별로 측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of HEMU-430X train set and pantograph cover on M4 vehicle.

Fig. 2. Attachment of pantograph cover (front view). Fig. 3. Detachment of pantograph cover (fro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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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동적접촉력 계측방법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접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동적접촉력(Fcontact)의 측정방법은 기존의 연구[5]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략한 소개만을 한다.

팬터그래프 집전판에 작용하는 동적접촉력의 측정은 집전판 지지점에 설치된 하중센서(Load Cell)와 가속도 센서를 통하여

작용력 및 관성력을 측정하여 이루어진다. 측정된 신호는 팬터그래프에 설치된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형 DAQ를 통하여 계측

되고 무선통신을 통하여 열차내의 계측용 컴퓨터로 전송되어 차축에서 올라오는 속도 및 위치정보(KP)신호와 함께 1000 Hz의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로 저장된다. 이 때 무선통신으로 팬터그래프의 동적 접촉력 신호를 측정하는 이유는 팬터그래프

는 25kV의 고전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차체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야만하기 때문이다. 또한 측정되는 동적접촉력의 정밀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인 BS EN 50317 [12]에서 요구하는 동적보정시험을 실시하고 계측센서의 동적보정

결과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MTS장비를 이용하여 0.5~20Hz까지 정현

파 가진을 실시하여 계측센서의 동적 보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EN50317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2.1.3 동적접촉력 측정구간 

팬터그래프의 집전판에 작용하는 동적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차선 장력 20kN 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부산 구간에서

HEMU-430X시험열차의 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운행속도 200km/h~300km/h까지의 측정 데이터 중 개활지 구간을 택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에 따른 비교를 위해서는 각 속도대역에서 동일한 속도패턴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

으나, 실차시험에서 총 중량 330ton이 넘는 열차를 일정한 속도패턴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영업운행선에서 시

운전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후열차와의 간격유지 및 신호대기 등도 열차 운행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각 속도대역별로 최대한 많은 시험을 통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시험회수는 팬터

그래프 커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20회를 실시하였으며,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22회였다. 

2.2 측정결과

2.2.1 동적 접촉력 측정결과

팬터그래프 커버의 유무에 따른 300km/h 주행 시 동적접촉력 측정 결과를 Fig. 6와 Fig. 7에 각각 도시하였으며, 측정된 접

촉력의 산술평균을 통하여 식(1)과 같이 평균접촉력을 계산하였고, 분석구간의 평균속도와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1)에

서 Fc는 분석구간에서 1000Hz로 샘플링 된 각 시간단계(time step)별 순간 접촉력이며, N은 전체 시간단계의 개수이다. 

(1)

Fig. 6과 Fig. 7을 비교해보면 속도패턴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평균속도 역시 약 5km/h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

러나 이 정도 속도차이는 2% 미만으로 실차시험임을 감안하면 비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균접촉력의 비교이기

때문에 속도패턴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역시 작을 것으로 보인다. 300km/h 주행 시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을 때의 평균접촉력(약 170 N)이 커버가 있을 때의 평균접촉력(약 122 N)보다 약 50 N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고속열차의 팬터그래프는 Fig. 8과 같이 열차진행방향에 대하여 Closed knee 형태(<)로 유동에 노출되게 된다. 이 경우 하

부 Arm에는 Lift force가 작용하고 상부 Arm에는 Down force가 작용하게 된다[13]. 그러나 팬터그래프 커버가 있을 경우에는

Fig. 8과 같이 팬터그래프의 상부 Arm만 유동에 노출이 되고 하부 Arm은 커버 속 유동에 잠겨있게 되어 팬터그래프 전체적으

F
c mean( )

1

N
---- F

c

i 1=

N

∑=

Fig. 4. Attachment of pantograph cover (side view). Fig. 5. Detachment of pantograph cover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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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Down force가 작용하게 되고 Table 1과 같은 접촉력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하부

Arm도 같이 유동에 노출이 되어 하부 Arm에 작용하는 공력 Lift force가 상부 Arm에 작용하는 Down force 이상의 힘을 발

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1/4 축소모델의 풍동 시험결과[11] 및 전산유체해석 결과[10]와 정성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기존의 전산유체해석 결과[10]를 살펴보면 팬터그래프 커버 적용 시 하부 Arm에 작용하는 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팬터그래프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Down force를 보상하고 안정된 집전성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속도증가에 따라 팬터그래프의 압상력을 올려주는 팬터그래프 반 능동(semi-active)제어가 적용된 결과이다. 만약

반 능동제어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소접촉력이 음수가 되어 이선아크의 다수 발생 및 차량전장품의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이

다. 반면에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압상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 능동 제어를 적용하지 않았다.

2.2.2 속도별 평균 접촉력 분석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팬터그래프 커버에 따른 접촉력의 차이는 유동특성의 변화에 따른 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힘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접촉력 특성의 변화가 공력의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200km/h~300km/h

까지 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하며 팬터그래프 커버의 유무에 따른 평균접촉력 특성의 변화추이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Fig. 9

와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증가에 따라 압상력을 상승시키는 반 능동제어를 적용하였음에

도 평균접촉력이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반 능동제어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속도증가에

따라 평균접촉력이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접촉력의 크기 역시 200 km/h에서 팬터그래

프 커버가 없는 경우가 약 25N 정도 크게 계측되었다. 한편 Fig. 10은 팬터그래프 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압력의 속도에 따른

Fig. 6. Contact force measurement results with pantograph 

cover at 300km/h.

Fig. 7. Contact force measurement results without pantograph

cover at 300km/h.

Table 1. Comparison of mean contact force with and without pantograph cover.

Status Mean contact force (N) Average speed (km/h)

With pantograph cover 121.7 294.6

Without pantograph cover 169.6 300.0

Fig. 8. Down force mechanism on pantograph by pantograph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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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이다. 이 공기압력에 의하여 팬터그래프는 전차선에 대하여 적절한 정적압상력을 유지하게 된다. Fig. 10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반 능동제어를 적용하지 않아 약 3.4bar의 압력이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공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팬터그래프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Down force를 보상하기 위하여 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팬터그래프 공기압력도 3.55bar (200km/h)부터 3.8bar (300km/h)까지 상승하는 반 능동제어가 적용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순수한 공력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팬터그래프 실린더 압력에 의하여 작

용하는 정적압상력을 제외한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2.3 팬터그래프 커버 영향도 분석

2.3.1 평균접촉력 특성의 변화

순수한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된 평균접촉력 결과에서 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정적압상력

을 제외한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팬터그래프 실린더에 일정한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전체 데

이터에서 3.4bar에 해당하는 일정한 압상력을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s반 능동제어에 의하여 속도별로 다

른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 압력에 해당하는 압상력을 제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팬터그래프 실린더 압력 변화에 따른

접촉력의 변화를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정적압상력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11과 같다. 그림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실린더 압력 상승에 따라 선형적으로 정적압상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ig. 10과 Fig. 11의

결과를 바탕으로 Fig. 9의 평균접촉력 측정결과에서 실린더에 의한 압상력을 제외시키면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순수한 평균

접촉력의 특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mean contact force w.r.t train speed. Fig. 10. Pantograph cylinder pressure w.r.t train speed.

Fig. 11. Static contact force w.r.t cylind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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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열차속도에 따른 평균접촉력 측정결과에서 실린더 압상력을 제외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팬터그

래프 커버가 있는 경우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팬터그래프에 2차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Down Force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차식 형태의 Lift Force가 작용한다. 이러한 2차식의 특성은 전

형적인 유동에 공기역학적 특성이다. 다만 그림 상에서 결과는 다소 선형적 추세가 보이긴 하나 이는 속도구간이 200~300km/

h로 비교적 짧기 때문이며, 속도가 0일 때 작용하는 힘이 0임을 생각하면 1차식 보다는 2차식 형태가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팬

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유동특성이 변화함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집전성능인 동적 접촉력 특성이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에 따른 순수한 평균접촉력의 차이는 300km/h에서

최대 110 N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역시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수치해석 결과[10] 및 풍동시험 결과[11]와

경향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렇듯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중요한 집전성능 지표 중의 하나인 평균접촉력 특성이 크게 변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유동이 막히면서 하부 Arm 방향으로는 거의 유동이 들어가지 않고 상부 Arm 방향으로 주

로 유동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팬터그래프의 설계 및 해석 시 팬터그래프 커버를 반영한 설계(반 능동제어 시

스템의 반영 등)가 되어야 실제 차량의 집전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팬터그래프의 공력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풍동

시험에서도 팬터그래프 커버를 같이 설치하여 시험을 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

다. 특히 본 시험결과는 실차시험 결과로서 향후 풍동시험이나 수치해석 시 경계조건의 보정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의미 있는

데이터로 판단된다. 

2.3.2 접촉력 표준편차 특성의 변화

평균접촉력 특성 외에도 집전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는 접촉력 표준편차(σ)이다[5]. 평균접촉력과 접촉력 표준편차를 통

하여 통계적 최소접촉력(Fc(mean)−3σ)과 통계적 최대접촉력(Fc(mean)+3σ)을 계산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값은 각각 0N이상 350N

이하여야 한다[5]. 일반적으로 접촉력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우수한 집전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집전

판 사이의 접촉력의 변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접촉력 표준편차는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며[1,5], 전차선 장력에 따른 한계 운영속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팬터그래프 커버가 동적접촉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속도에 따른 접촉력 표준편차 특성의 변화도 확인하여야 한다. Fig. 13은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에 따른 동적접

촉력의 속도별 표준편차 특성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의 접촉력 표준편차가 있는 경우보

다 평균 3~5N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이 더욱 강하기 때

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Arm 및 집전판의 공기역학적 진동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추후 전산유체해석 등을 통하

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Fig. 12. Aerodynamic effect of pantograph cover on mean contac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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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팬터그래프 커버가 집전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팬터그래프 커버의 탈착 및 부착에 따른 동적 접촉력을

200km/h~300km/h 주행속도에서 측정 및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300km/h 주행 시 팬터그래프 커버가 있는 경우에는 커버가 없는 경우보다 평균접촉력이 약 50N 낮게 측정되었다. 이

는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하여 유동이 상부 Arm에만 영향을 미쳐 Down Force를 작용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팬터그

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유동이 상부 Arm과 하부 Arm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하부 Arm에 의한 Lift force가 상대적으로 강

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팬터그래프 커버 유무에 의한 순수한 평균접촉력의 차이는 300km/h에서 최대 110N까지 발생하며, 이는 팬터그래프 실

린더 공압에 의하여 작용하는 정적압상력을 제외한 결과이다. 이는 기존의 수치해석 결과 및 풍동시험 결과와 경향적으로 일치

하는 결과이며, 특히 본 시험결과는 실차시험 결과로서 향후 풍동시험이나 수치해석 시 경계조건의 보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팬터그래프 시스템의 설계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경우의 접촉력 표준편차 특성이 전 속도대역에서 약 3~5N 정도 커버가 있는 경우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이는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을 때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나 추후 전산유체

해석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팬터그래프의 설계 및 해석 시 팬터그래프 커버의 반영이 차량의 집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팬터그래프 커버 설계 시 소음특성 뿐 아니라 평균접촉력과 접촉력 표준편차와 같은 집전성능에 대한

검토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른 접촉력 특성 역시 향후

실차시험 등을 통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팬터그래프 커버에 의한 소음저감 특성과 집전성능의 상관관계 역시 보다 심도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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