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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400 km/h급 
전차선 개발

1. 서 론

전기철도에서 전차선로는 열차에 전기를 공

급하는 시스템으로 속도향상을 위한 핵심 구

조물이다. 전차선로는 그림 1과 같이 열차 지

붕의 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직접 접촉하

며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 (Contact wire), 

전차선의 탄성을 균일하게 조가하기 위한 조

가선 (Messenger wire) 및 드로퍼 (Dropper), 

조가선을 현수하기 위한 가동브래킷, 팬터그

래프 집전판의 마모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전

차선의 지그-제그 편위를 주게 하기 위한 곡

선당김금구, 지지물과 전기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애자류 등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물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최고시속 400 km/h 이상

의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현

재 건설 중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고속 전차선

로를 포함해서 기존의 전차선로에서 350 km/

h를 넘어서는 고속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 운

영속도가 400 km/h 정도로 증가하게 되면 전

차선 진동과 파동전파반사가 격렬히 일어나고 

공력이 집전성능에 의한 미치는 영향이 증대

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곤란하게 된다 [1]. 

열차의 속도를 시속 400 km로 증속하려면 프

랑스와 중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전차선의 파동전파속도를 높여야 한다 

[2]. 즉, 전차선의 장력은 증가시키고 전차선

의 선밀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

차선의 평균 응력은 증가하게 되므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300 km/h급 전차선로에서 사용

하는 경동 (Hard drawn copper) 전차선을 사

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400 km/h급 전

차선으로는 파단 응력이 기존의 동합금에 비

하여 증가된 고강도 동합금 전차선의 개발이 

필요하다.

 (1)

 여기서, C : 전차선 파동전파속도 (m/s)

 T : 전차선 사용장력 (N)

 ρ : 전차선 단위길이당 무게 (㎏/m)

그림 1. 전차선로 시스템 주요 구성.

TV
ρ

=

이기원 선임연구원, 권삼영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연구본부), 강승훈 책임연구원 (대한전선(주)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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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개발 중인 최고시속 400 km/

h급의 차세대 고속열차를 국내에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최고시속 400 km/h 운행에 적합

한 새로운 고속 전차선을 개발하였다. 개발

한 전차선과 400 km/h급 전차선로 시스템은 

향후 호남고속철도 시범설치구간에 설치하여 

그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2. 전차선로 시스템

전차선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

적인 개념은 팬터그래프와 접촉해서 전기차

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의 탄성을 균일하

게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독일, 중국 및 스페인 등에서 주로 사용되

는 Y-stitched 전차선로는 상대적으로 탄성

이 높은 지지점 (전주)에 Y-stitch선을 적용

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한 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컴파운드 

(Compound) 전차선로는 보조 (Auxiliary) 

조가선을 적용하여 탄성을 균일하게 하였고, 

여러 개의 팬터그래프를 운영하는 전기차 시

스템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프랑스 및 중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순 (Simple) 전차선로 시스템은 상대적으

로 높은 전차선 장력과 사전이도 (Pre-sag)

를 적용하여 속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표 1에서 고속철도 운영국의 최고 운영속

도와 전차선 선종 및 장력을 정리하였다. 우

리나라 경부고속철도에서 전차선을 경동선 

(Cu 150 ㎟)에 사용장력 20 kN을 적용하여 

최고속도 300 km/h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350 km/h급 전차선로를 호남고속선에서 건

설 중에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속도

는 350 km/h급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각각

의 나라마다 시스템 환경 및 팬터그래프 특

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선종 및 장력

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외 전차선 사용 사례를 보면 속도 

300 km/h정도부터 장력증가로 인하여 순동 

(Pure copper) 전차선에서 합금동(Copper 

alloy) 전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유럽 전차선 표준규격 EN50149[3] 및 독

일의 전차선 제작업체인 nkt cable[4]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화된 주요 전차선의 최소 

인장강도 및 전기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3. 고강도/고전도도 동합금 
전차선 개발

열차의 속도가 전차선의 파동전파속도에 

그림 2. 각국의 전차선로 시스템.

표 1. 고속철도 운영 현황 및 전차선 사용현황.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중국 한국

TGV-
EST

(동선)

프랑크
프르트
↔퀠른

北陸
新幹線

마드리드
↔바르
셀로나

우한
↔

광저우

호남선
(건설 
중)

전
차
선

선
종

CuSn 
150 ㎟

CuMg 
120 ㎟

CS 
110 ㎟

CuMg0.5
150 ㎟

CuMg0.5
150 ㎟

CuSn
150 ㎟

장
력

26 kN 27 kN
19.6 
kN

31 kN 28.5 kN 26 kN

최고
운행속도 
(km/h)

320 300 300 320 350 350

표 2. 고속철도 운영 현황 및 전차선 사용현황.

특성
인장강도
(MPa)

전기 전도도
(% IACS)

Cu 150 ㎟ 310 97

CuSn 150 ㎟ 420 72

CuMg0.5 120 ㎟ 490 62

CuMg0.5 150 ㎟ 47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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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게 되면 압상량의 증가가 기하급수적

으로 커지게 되는 특성을 보인다. 전차선의 

압상량이 커지게 되면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사이의 접촉이 떨어지는 이선 현상이 빚어지

기 쉽고, 전차선에 큰 변형률이 발생하여 전

차선로의 수명이 급속히 저하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인하여 EN 50119[2]에서는 열차

의 최고 운행속도를 전차선의 파동전파속도

의 70% 이하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전차선의 단면적을 경부고속철도의 

전차선과 같이 150 ㎟으로 한다면 전차선의 

선밀도는 1.334 kg/m가 되고, 전차선 장력

을 34 kN으로 한다면 열차의 최대 운행속도 

(V)는 402 km/h가 됨을 아래 식에서 알 수 

있다.

   

(2)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차선

의 사양이 EN 50149 [3]에 나와 있다. EN 

50149에 나와 있는 전차선 중에서 가장 강

도가 센 동합금은 Cu-Mg이다. 그러나 EN 

50149에 나와 있는 Cu-Mg합금 (150 ㎟)은 

최소 파단하중이 68.4 kN이다. 

EN50119에 따라 전차선 최소 안전율을 아

래와 같이 계산하면 최소 안전율은 1.964139

이다.

T = σperA
   = 0.85σperA0

   = 0.85×σmin×0.65×ktempkwearkloadkeffkclampkjointA0            
   = 0.85×0.65×1.0×0.85×0.395×0.97×1.0×1.0
      ×σperA0

   = 0.509129×σminA0 = 

여기서, σper : 허용 가능한 인장 강도 

(Permissible tensile stress)

 σmin : 전차선의 인장 강도 

(Minimum tensile failing stress)

 ktemp : 최대 온도 

(Maximum temperature)

 kwear : 마모 허용율 (Allowable wear)

 kload : 수직 하중 (Vertical loads)

 keff : 장력장치의 효율

 kclamp : 단말 금구 (Clamping force)

 kjoint : 용접 또는 압접 개소

전차선의 안전율을 2 [5]로 설정하고 전차

선 최대 마모율을 15%로 가정하면 개발에 필

요한 최소 인장한도는 540 MPa이다. 따라서 

400 km/h급 전차선은 최소 인장강도 540 

MPA 및 최소 전기 전도도 IACS 70% 이상의 

전차선을 개발하여야 한다. 400 km/h급 전

차선의 요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용 전차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전차선용 합금 개발과 제조 공정조건 최적화

를 통한 미세조직 제어가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전차선용 합금은 유럽 고속철도에 사용

되고 있는 Cu-Sn, Cu-Mg 합금계열의 고용

강화 합금과, 일본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는 

Cu-Cr 합금계의 석출경화형 합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고용강화 합금은 석출경화 

합금에 비해 제조가 용이하고, 균일한 특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차선 합금

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강화 합금은 첨가원소 함량 및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인장강도는 향상되나, 도전율은 

급격히 저하된다. 150 ㎟ 전차선을 기준으로 

Mg의 함량이 0.2wt.%에서 0.5wt.%로 증가

할수록 인장강도는 420 MPa에서 470 MPa

로 증가하나, 도전율은 IACS 77%에서 IACS 

62%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기술

개발에서는 현재 상용 전차선 합금 중 최고 

성능을 인정받은 Cu-Mg 고용강화 합금을 

대상으로 인장강도는 향상시키고, 도전율 하

min 0

1.964139
Aσ

201307학회지-1.indd‥‥‥30 2013-07-02‥‥‥오후‥4:27:07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7호 (2013년 7월)  31

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량화 원소 첨가를 

검토하였다. 

고강도/고전도도 전차선용 합금을 개발

하기 위해 기존 상용전차선 합금인 Cu-

0.5wt.%Mg에 개량화 원소를 첨가한 Cu-Mg

계 합금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편을 제작하

여 비교평가 하였다. 시험편 제작과정은 첨

가원소인 Mg 및 개량화 원소들이 용해과정

에서 소실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 

아크 용해로를 이용하여 모합금을 별도로 제

작하고, 진공 고주파 용해로를 이용하여 주

조하였다. 제작된 합금 Bar는 압하율 70%로 

냉간압연 하여 가공경화 시킨 후, 방전가공

을 통해 인장강도 및 도전율 시험편을 제작

하였다. 

기존 전차선용 합금인 Cu-0.5wt.%Mg 합

금의 인장강도는 452 MPa로써 상용 전차선 

인장강도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전차선 제조조건과 시험편 제작조건의 차이

로써 제조과정에서 가공도 증가 및 미세조직 

제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성능개선이 기대

된다. 개량화 원소를 첨가한 Cu-Mg계 합금

의 조성에 따른 성능비교 결과, Mg의 함량은 

0.1wt.% 저감하고 개량화 원소를 첨가한 시

험편의 인장강도는 530 MPa 도전율은 IACS 

65%로써 400 km/h급 전차선 목표성능에 접

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시험편 내부에 주조상태의 조직이 잔존

함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전차선 제조공정상

의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기계적/전기적 특

성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Cu-Mg합금에 개량화 원소를 첨가함으로 

기존 Cu-0.5wt.%Mg 전차선 합금보다 인장

강도성능을 높이고 도전율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실제 전차선 시험품 제

작을 수행하였다. 전차선은 EN50149에서 명

시된 BC-150 원형 전차선을 기준으로 제작

하였으며, 주조 및 압출공정에서 미세조직을 

제어하고 압연 및 신선공정에서 가공경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차선의 기계

적/전기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400 km/h급 전차선 시험품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최소 인장강도는 540 MPa 

이상 그리고 연신율은 9~10%를 확인하였으

며, 최소 도전율은 IACS 70% 이상을 만족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EN50149에 명시된 

기존 합금 전차선과 비교할 때 최고의 기계

적 특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국내 고속철도에 적용되고 있

는 경동 전차선과 400 km/h급 전차선으로 

개발된 Cu-Mg 합금계 전차선 시험품의 내

그림 3.  고강도/고전도도 전차선용 합금 시험편
의 조성 및 성능 비교.

그림 4.  개량화 원소가 첨가된 Cu-Mg 합금 시
험편의 미세조직 (X100) (a) 압연 가공방
향, (b) 압연 단면방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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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특성 비교 평가 수행하였으며, 접촉 마

모 대상을 상용 팬터그래프 집전판 소재로 

진행함으로 고속철도 실제 운행조건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마모 특성 비교 결과 

개발 전차선이 경동 전차선에 비해 마모량은 

82% 적게 나타났으며, 집전판에 미치는 영

향도 55% 낮게 확인됨으로 기존 경도 전차

선에 비해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고, 팬터그

래프 집전판 마모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다.

3.1 전차선 성능 및 시공성 검증
개발한 전차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

용 상태에서 전차선 굽힘피로 특성을 시험

하였다. 시험기는 유압 Actuator를 이용하

여 동전차선에 굽힘 스트로크 (Stroke)를 부

그림 5. 400 km/h급 전차선 개발 시험품.

그림 6.  400 km/h급 전차선 개발 시험품의 성
능비교.

표 3.  400 km/h급 전차선 개발 시험품의 내마
모 특성 평가. 

시료명 시험조건
평균 
마찰
계수

Pin 시편 
무게감소 

(g)

Disk 시편 
무게감소 

(g)

경동선 (Cu) 회전속도
 : 300 RPM 

Force : 10 kg
Time : 2243 sec

1.11
0.3843 

g
0.5545 

g

400 km/h급 
개발 전차선

0.51
0.0689 

g
0.3022 

g

그림 7.  400 km/h급 전차선 개발 시험품의 마
모 시험 결과분석 (a) 경동선 접촉 Disk 
(집전판) 마모면, (b) 400 km/h급 전차선 
접촉 Disk (집전판), (c) 경동선 마모면, 
(d) 400 km/h급 전차선 마모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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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사용 상태를 모

의하기 위하여 전차선의 한 쪽 끝에 무게 추 

(Dead weight)를 달아줌으로써 전차선에 장

력을 부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전차선

이 지지되는 쪽의 말단에는 5 Ton 용량의 힘

센서 (Load cell)를 설치하여 실제 전차선에 

부가되는 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시험기를 이용하여 전차선에 대

한 굽힘피로 특성을 시험하였고, 시험 결과

는 열차가 400 km/h의 속도로 운행 시 전차

선의 최대 제한 변형률 기준으로 사용할 것

이다. 

또한, 개발한 400 km/h급 전차선과 곡선

당김금구 및 장력조정장치 등에 대한 현장 

적용성/시공성 및 설치상태에서의 피로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9,10과 같이 한

국철도기술연구원 내 약 450 m 시험선로에 

시범설치 하였다. 

400 km/h급 전차선의 경우 경도가 높

아 설치에 애로 사항이 있어 개발한 

Straightener를 이용하여 시공하였다. 전차

선 등 개발한 400 km/h급 전차선로 부품들

은 시공성 등에 문제가 없었고, 현재 가진기

를 이용하여 설치상태에서 피로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4. 결 론

운영속도가 400 km/h 정도로 증가하게 되

면 전차선 진동과 파동전파반사가 격렬히 일

어나고 공력이 집전성능에 의한 미치는 영향

이 증대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곤란하게 

된다. 속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차선의 장

력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400 km/h급 

전차선 장력 및 전류용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강도/고전도도 전차선 개발이 필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전차선의 경우 사양을 

만족하는 선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운영 최고속도 400 km/h에 적합한 

전차선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전차선은 굽힘

피로 특성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철도연구원 

구내 시험선로에서 개발한 전차선과 관련 부

품에 대하여 현장 적용성/시공성 및 설치상

태에서의 피로특성 등을 검증하였다. 또한, 

그림 8. 전차선 굽힘피로성능 시험기 Schematic [6].

그림 9. 시범설치를 위한 전차선 가설작업.

그림 10. 400 km/h급 전차선로 시범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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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호남고속철도 운영선로 시범설치구간에 

설치하여 그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400 km/h급 전

차선과 관련 금구 및 시스템 등은 현재 개발 

중인 최고시속 400 km 이상 급의 차세대 고

속열차를 국내 운행선로에 적용하고 나아가

서는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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