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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 전차선로의 설치조건의 따른 집전상태 분석

Analysis of Current Collect Performance Depending on Installation Condition of Overhead 

Contact Line in Suseo High Spe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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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min Na ․ Young Park ․ Kiwon Lee ․ Yong Hyeon Cho ․ Sam-young Kwon ․ Chulmin Park)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installation condition between a pantograph and an 

OCL (Overhead Contact Line) on a new high speed line in Korea.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between the pantograph 

and the OCL was tested during train operation from Suseo to Jije stations.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is evaluated 

based on the duration of an arc by using an arcing measurement system. The system consists of an optical sensor for 

measuring the duration of an arc and a camera for monitoring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An arcing duration is defined 

as a percentage of arcing in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test aims to analyze the locations of repetitive arcing depending on 

installation conditions of OCLs on a new high speed line in order to use the result as reference data for correct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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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철도는 250 km/h 이상으로 운행되며 궤도 및 노반, 전철 

및 전력, 신호 및 통신과 등 철도 차량간의 상호운영에 의해 운

영된다[1]. 이 중 차량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

와 차량의 팬터그래프와 기계적으로 접f되어 전기에너지를 공급

하는 전철설비로 구분된다[2]. 전철설비는 가공 및 제3궤조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무선급전을 이용한 신개념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3]. 현재까지의 전철설비는 가공전차선

로 (Overhead Contact Line)가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며, 국내 고

속철도인 경부, 호남 및 수서고속철도에 가공전차선로 방식이 적

용되었다[4]. 가공전차선로는 전차선, 조가선, 드로퍼, 금구류, 장

력조정장치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다[5]. 집전설비인 팬터

그래프와 직접적으로 접f되며, 시공구조에 따라 2중 또는 3중

의 오버랩 구간과 곡선부, 건넘선 구간 등 시공구조가 다양하다

[6,7]. 또한 전차선와 팬터그래프간의 접f 상태의 특성인 동적인 

상태는 집전성능을 차량 운행 속도와 국내외 기준에 따라 검측하

여 성능을 평가한다[5,8]. 집전성능은 차상과 지상시험으로 구분

되며, 차상은 팬터그래프 접f력과 아크시간을 검측하여 이선율

(%)로 나타낸다[9]. 상업운행을 위한 접전성능 관련 국내 규격은 

종합시험운행 시행규칙, 해외규격은 유럽연합의 기술기준인 TSI 

(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 일본 철도의 기

술기준(성령) 등이 있다[10,11]. 국내의 종합시험운행 시행규칙은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으로 구성되며, 제13조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은 철도시설의 정상작동, 차량의 안전, 운행적합성, 시설

과 차량간의 상호연계성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1]. 시

설물 검증을 위한 집전성능 시험은 전철전력 항목의 습동 모니터

링, 아크 측정이 있으며, 철도시설의 설계 또는 차량의 최고속도

까지 증속시키면서 시험한다[11]. 최근 보고된 전차선로 집전성

능 검증을 위한 이선아크 검출기는 아크지속시간을 검출하여 아

크의 크기를 판단하고 또한 아크발생 위치를 기록하여 전차선로

의 동적 설치상태를 판단하고 있다[12,13]. 그러나 아크 발생 시 

시공구조 특성에 따라 반복적인 아크가 발생될 수 있으나 현재까

지 이에 대한 보고는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통된 수서고속철도 전차선로

의 집전성능 판단을 위한 이선아크를 검측하였다. 특히 300 

km/h 운행 중 발생되는 아크와 전차선로의 설치 구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차선로의 지지점, 금구류, 오버랩 구간 등 

전차선로 설치 구간별 아크 발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크지속

시간을 상호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전차선로 설치구

간에 따른 아크 발생분석은 신규 전차선로 건설 시 정밀 시공과 

유지보수 필요구간에 대한 사전 분석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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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RT의 상부에 설치된 아크검측장치

(b) SRT에 설치된 아크검측장치

그림 1 집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SRT 아크검측장치 설치사진

Fig 1 The picture of Installation of arc detector on SRT 

for monitoring the current collection performance

2. 본  론

2.1 고속철도 전차선로 집전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철도에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집전성능은 상업운행의 

속도에 따른 안전성 판단을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고속철도 전차선로의 집전성능 모니터링 방법 중 이선아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차선로의 설치 상태를 분석하였다. 

그림 1에 SRT에 설치한 아크 검측장치를 나타내었다[14]. 그림

1(a)은 SRT의 차량 상부에 설치된 아크검측장치 사진을 나타내었

으며, 차량의 정상조건 운행에 따라 검출기를 설치하였다. 그림

1(b)과 같이 아크검출기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팬터그래프와 전

차선간의 평균 집전높이에서 2.4 m로 아크검출기를 설치하였다. 

현장 시험 시 최소아크지속시간을 5 ms로 고정하였고, 열차 상업 

운행 최고 속도인 300 km/h에서 ±10 km/h의 속도대역만을 유효 

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차량전류 값이 30 % 이상인 값에서 분석

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차량 출발 지점의 위치(Kilometric 

Position)를 파악하여 직접 입력하였으며, 운행 시 통과하는 지점

의 위치 오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다. 차량 내부에는 차량 전

원을 기본으로 활용하나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설치하여, 차량전원 단전 시에도 연속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이선아크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상과 실내 계측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차상 시스템인 아크검측장치는 비디오 모니터링 

장치, 조명, 아크검출기가 있다. 비디오 모니터링 장치는 GigE 

type의 CCD 모듈과 가변 e점 전동렌즈 적용하여, 실시간 아크 

발생 모니터링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명은 터

널 내부 및 야간 환경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휘도 백색 

계열의 LED를 차량 상부에 고정하여, 비디오 모니터링에 따른 팬

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인터페이스를 구분하였다. 아크검출기는 

최소아크 기준시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측기의 측정파장

인 220 nm부터 225 nm까지 중심파장으로 교정된 광학 센서를 이

용하였으며, 태양광에 둔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 nm부터 800

nm까지 출력되는 광원을 이용하여 팬터그래프 작동범위에 반응하

도록 아크광의 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검출기의 민감도 특성은 85

㎲ 미만으로 확인하고 팬터그래프 동작범위 전체를 측정 가능한

지를 확인하였다. 아크 검출기의 교정 방법은 논문에 보고된 바 

있다[15].

아크검출기와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별

도의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하여 열차의 속도와 정격전류를 검출하

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열차의 위치 정보는 열차의 속도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으며 수서출발 기점을 0 km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

서 아크검출기를 이용한 집전상태 모니터링 현장 시험은 수서고속

철도 운행 중 이선 시 발생하는 아크 검측 결과를 실시간으로 검

측하였다. 그림 1은 집전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SRT 아크검출기 

사진을 내었으며, SRT(Supreme Railways Train)는 수서역을 출

발하여 경부선 및 호남선을 운행하는 수서고속철도의 차량이다.

2.2 SRT 집전상태 모니터링 현장시험 

본 현장시험은 IEC 62486의 이선율(%) 기준인 5 ms의 아크지

속시간으로 측정하였으며, 운행선로의 반복적인 아크를 파악하기 

위해 1 ms 이상으로 모니터링 영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2에 수서

고속철도 SRT의 300 km/h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발생 정보

를 나타냈다. 그림 2와 같이 각 회차마다 운행 중 1 ms 이상의 

아크지속시간은 수서 기점 약 21 km 및 33 km, 22 km, 31 km에

서 각각 나타나며, 이때 각각의 전류는 약 400 A 이상, 속도는 

약 290 km/h 이상이다. 이때 최대아크지속시간은 13 ms이며, 1

회, 2회 운행에서 각각 나타났다.

2.3 수서고속철도 아크 발생 구간 분석 

300 km/h 운행 중 검측된 아크 발생 구간의 위치정보를 기반

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용하여 아크 발생 구간을 분석하였다. 

그림 3에 지제-수서역간 300 km/h 운행 중 구간별 최대아크지속

시간을 나타냈으며, 아크 발생 구간은 2경간 및 5경간 오버랩, 지

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랩 구간은 장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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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 km/h 1회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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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0 km/h 2회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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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0 km/h 3회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검측 결과

 

그림 2 수서고속철도 SRT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검측 결과

Fig. 2 The results of the duration of an arc lasting longer 

than 1 ms between pantograph on SRT and OCL 

between Jije and Suseo station 

표 1 지제-수서역간 300 km/h 운행 중 1 ms 이상 아크 횟

수[16]

Table 1 The number of the duration of an arc lasting longer

than 1 ms between Jije and Suseo station on 300 

km/h [16] 

           구분

발생지점
1회 2회 3회

직선

2경간 오버랩 20 14 9

5경간 오버랩 6 0 2

지지점 사이 14 10 19

곡선
2경간 오버랩 6 8 3

지지점 사이 12 5 0

합 계 58 37 33

주축주, 중간주로 구성된 인류구간이 서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접

속되어, 차량이 고속 운행 시 팬터그래프가 2, 3개의 전차선을 동

시에 접f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이선아크 검측 프로그램의 분석 테이블 이용하여 아크 검측 지점

의 전후 프레임을 조정 후 전차선로의 아크 발생 지점을 나타내

었다. 최대 아크 지속 시간은 13 ms이며, 증속 속도인 약 296.43

km/h 운행 중 주축주와 중간주 사이의 2경간 오버랩 지점에서 3

개의 전차선의 높이 차이로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약 

292.88 km/h, 약 291.44 km/h 운행 중 발생한 11 ms, 12 ms의 

아크지속시간은 전차선의 편위에 따른 높이 차이 또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의 비접f 때문에 직선 구간의 2경간 및 5경간 오버

랩 지점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원인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간의 

편위에 따른 높이 차이 때문에 팬터그래프의 집전판 이선 시 순

간적인 아크가 발생할 수 있다. 6 ms의 아크지속시간은 팬터그래

프의 집전판 중심에 1개의 전차선만 접f되므로, 직선구간 지지점 

사이의 높이 변화로 인한 아크 발생으로 사료된다. 

그림 4에서는 오버랩 구간과 지지점 사이의 아크 발생 위치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지제-수서역간 3회 운행 중 13 ms, 6 ms의 

아크지속시간과 설계 평면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a)에

서와 같이 동그라미 기호는 하수강을 나타내며, 위 방향의 하수

강은 수서-동탄 구간(하행), 아래방향은 동탄-수서 구간(상행)으

로 구분된다. 하수강 왼쪽의 여러 선들을 중첩되는 기호는 전차

선 및 조가선을 지지하는 가동브래킷이며, 굵은선은 선로 위에 

있는 전차선, 하단의 장력조정장치의 실선은 장력주의 전차선으

로 나타냈다. 두 실선이 겹치는 부분은 주축주, 가동브래킷에 여

러 개의 전차선이 접f되는 지점을 중간주 이며, 위치는 환산기

준(환)으로 나타냈으며, 그림 4(b)에서와 같이 위/아래 방향의 화

살표는 선로 중심 기준으로부터 전차선의 편위를 나타냈다. 그림 

4(a)의 3개의 전차선만 접f된 13 ms의 아크는 편위 차이가 없었

으며, 약 21.61 km에서 21.65 km까지의 2경간 오버랩 구간에서 

아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b)의 1개의 전차선만 접

f된 5 ms의 아크는 200 mm의 편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약 

24.09 km에서 24.14 km까지의 지지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설된 전차선로의 직선 및 곡선 구간인지 확인

하였다.

표 1은 각 운행별 1 ms 이상 아크 발생 횟수를 분석하였으며, 

아크 발생 위치는 2경간과 5경간 오버랩 구간 , 지지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ms 이상의 아크 발생은 직선 및 곡

선의 오버랩 구간, 지지점 사이의 연속 아크 발생 빈도를 확인하

였다. 이는 전차선의 높이 차이로 인한 비접f 이선현상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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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회
속도

(km/h)
292.88

전류
(A)

582.77

아크지속시간
(ms)

11
발생
위치

직선-
2경간 오버랩

구분 1회
속도

(km/h)
291.44

전류
(A)

554.53

아크지속시간
(ms)

12
발생
위치

직선-
2경간 오버랩

구분 2회
속도

(km/h)
296.
43

전류
(A)

553.73

아크지속시간
(ms)

13
발생
위치

곡선-
2경간 오버랩

구분 2회
속도

(km/h)
297.72

전류
(A)

588.85

아크지속시간
(ms)

6
발생
위치

직선-
지지점 사이

그림 3 지제-수서역간 300 km/h 운행 중 구간별 최대 아크 발생 정보 분석

Fig. 3 An analysis for the maximum duration of an arc for section between Jije and Suseo station on 300 km/h

(a) 21.63 km의 오버랩 평면도 (b) 24.14 km의 지지점 사이 평면도

그림 4 수서-동탄 구간 전차선로 평면도[16]

Fig 4 The Plan for OCL between Suseo and Dongtan station [16]

따라서 5 ms 이상만 검측하는 것은 이선율(%) 기준에는 적합

하나 반복적인 아크의 경우 1 ms 이상의 아크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직선 및 곡선 구간에 상관없이 아크 발생은 나타

났으나 2경간 오버랩이 가장 많은 발생 횟수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높이 차이에 대한 최소화한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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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전차선로 건설 후 상업운행 위해 철도종합시행지침에 따라 이

선아크 측정을 통해 집전성능을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업운행을 위해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의 아크 지속 시간에 따

른 신규 전차선로의 연속 아크 발생 위치를 분석하였다. 반복적

인 아크 발생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아크지속시간을 1 ms

로 분석하였다. 아크 발생 횟수에 따라 2경간 오버랩 구간이 많

이 시공된 것을 알 수 있었고, 1회 시험의 2경간 오버랩 구간에

서 최대아크지속시간 13 ms로 확인하였으며 오버랩 구간에서 에

어섹선, 에어조인트 등 전차선의 절연구분장치가 포함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버랩 구간의 높이 및 편위 차이로 인

해 다른 구간보다 많이 이선아크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현

재 국내에서는 전차선로 시공 후 국내외 규격에 따라 이선아크 

검측을 통해 전체 운행구간의 전차선로의 동적 특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아크 발생에 따른 특정 위치의 동적 특성에 대

해 보고된 적은 없다. 향후 전차선로의 정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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