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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영 선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TFT)

전기철도 핵심부품의 나노기술 
적용 동향 (팬터그래프 집전판)

나노기술은 현재 실용화되어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다양한 응용분야가 필요하다. 철도

기술은 녹색 원천 기술로 현재 연구개발과 설

비구축 및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등 세계적으

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철도시스템은 지속적

인 속도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한계 기술도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나노기술을 철도시스템에 접목하여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1

세기 철도 선진국으로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비전을 포함한 철도와 신기술간의 융합기술이 

개발이 필요하며 철도시스템의 연구개발 모

델도 그간의 '쫓아가기型 (Catch-up model)'

에서 '선도型 (Trend-setter model)'로 바꾸

기 위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비

전이 필요하다. 특히, 속도 향상에 따른 철도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시스템의 기능 

향상이 가능한 나노융합 기술을 적용한 전기

철도 핵심 부품 성능향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철도시스템의 속도한계를 점진적

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나노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융합하여 각 부품의 성

능향상과 한계 극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

각된다. 본 기술동향에서는 전기철도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철도 시스템 전반에 실

현가능한 연구개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또한,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강도향

상, 소음저감 및 진동감소 등의 다양한 철도 

시스템 분야에 나노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 향

상 가능성 항목을 기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철도시스템 경량화 및 

성능 향상 적용을 위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그림 1. 철도시스템의 나노기술 적용 개발 일반.

그림 2. 나노기술과 철도시스템간 융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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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 기술 동향에 대하여 이전 수행 완

료하였던 '나노기술 융합형 고효율 철도 집

전시스템 원천기초 기술연구'의 내용을 정리

하여 기술하였다 [1]. 철도 시스템과 나노기

술간의 융합 시에는 현재의 철도시스템의 성

능향상과 초고효율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게 

되고 소음 및 진동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 전기철도 차량의 
팬터그래프 집전판 

고속철도 시스템은 경부고속철도의 도입과 

함께 전차선로 및 팬터그래프가 프랑스에서 

직수입되었으며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일부 

전차선로 설계기술을 이전 받았다. 전기철도 

집전분야의 현재까지의 기술은 300 km/h급 

일반구간 전차선로 팬터그래프/전차선 동적 

상호작용 해석프로그램 개발 및 EN 50318

에 따른 검증과 고속철도 전차선로 및 팬터

그래프 동특성 측정용 텔레메트리 시스템 개

발 완료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팬터그래

프 개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인 유진기공이 

300 km/h급 팬터그래프 국산화하였으며 전

차선로는 400 km/h급 전차선로가 현재 연구 

개발되어 호남선 고속철도구간의 적용시험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집전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연구나 나노기술을 도입한 융합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첨단 융복합 분

야의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원천기술

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나 NT와 철도간의 

융합원천 기술 개발은 현재 기초단계에 이루

고 있다. 

집전판 재료로는 크게 Carbon계와 소결합

급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두 재료

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Metallized Carbon계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집전판은 가선에 접

촉하여 습동하면서 집전하기 때문에 전기적

인 특성 및 기계적인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

야 한다. 즉, 집전판은 도전성 및 집전 용량

이 양호하고 상대마찰재인 가선을 마모시키

지 않아야 하며 집전판 자신도 마모가 적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격에 대한 기

계적 강도도 커야하고 가선과 집전판의 이선

에 의해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파손되지 않

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료의 집전판

이 개발되고 있다. 집전판은 전기회로상의 1

소자이므로, 보다 높은 도전성 (낮은 저항률)

이 요구되어진다. 실용상에서 집전판의 저

항률을 정하는 요인으로는, 집전판·전차선

의 접촉점에서의 접촉저항에 의한 줄열 발열

과, 집전판 자체의 줄열 발열이 있다. 접촉점

에서의 발열은, 차량이 정차 시 집전하는 경

우에 문제가 된다. 정차 시 차상기기용 전원 

전류를 집전할 때, 접촉점에서의 접촉저항

이 크면, 접촉점에서의 발열에 의해 전차선

의 온도가 상승한다. 전차선의 온도는 9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접촉점에서의 발열

에 의한 전차선의 온도를 그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저항률로 할 필요가 있다. 기온과 일

사 (日射)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차선의 온도

를 90℃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접촉점

에서의 온도 상승치는 약 47℃ 이하일 필요

가 있다. 또한, 역행 시 등의 큰 전류를 집전

할 때의 집전판 자체의 발열도, 그것에 의해 

팬터그래프 Pan head의 부품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전판

에는, 전차선으로의 압부 (押付)에 의한 접촉

력, 전차선과의 접동에 의한 마찰력이 작용

한다. 이들 힘은 항상 변동하며, 변동주기가 

짧고 진폭이 큰 것은, 이른바 충격력으로써 

집전판에 작용한다. 집전판 재료로는 이들 

힘이 반복 작용하여도 파손하지 않는 강도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사용 중의 집전판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지는 차량의 주행조건, 

가선 구조 등에 의해 다양하며, 기존부터 명

확했던 것은 아니다. 집전판에 필요한 기계

적 강도로서는 실용재로서 실적이 있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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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단함에 대해

서도 실용재의 특성치를 참고로 하지만, 그 

상한치에 대해서는, 경동제 전차선의 단단함

을 상회하지 않는 값으로 한다.

그림 3에 현재 사용되는 각 팬터그래프 집

전판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국내의 경우 

철계, 동계, 카본, 용침탄소계 (Metallized 

carbon)가 종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Metallized carbon이 가장 낮은 비저항을 나

타내며 굴곡강도는 50에서 100사이 이다. 그

림 4는 도시철도와 고속철도의 집전판을 비

교한 것이다.

그림 5에 운행 중인 KTX 팬터그래프 집전

판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5와 같이 팬터

그래프 집전판에 이선 아크로 인한 타흔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운행에 따른 마모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집전판은 가선에 접촉하

여 습동하면서 집전하기 때문에 전기적인 특

성 및 기계적인 특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

다. 즉, 집전판은 도전성 및 집전 용량이 양

호하고 상대마찰재인 가선을 마모시키지 않

아야 하며 집전판도 마모가 적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충격에 대한 기계적 강

도도 커야하고 가선과 집전판의 이선에 의해 

발생하는 아크에 의해 파손되지 않아야 한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료의 집전판이 개발

되고 있다. 

2. 나노기술과 신소재를 이용한 
팬터그래프 집전판 개발 국외 현황

집전판으로써의 신소재 연구 동향은 소결

합금이나 카본계 재료 이외에, 신소재라 불

리는 세라믹스와 탄소계 복합재료를 집전

판에 적용하는 검토가 일본에서 이루어진 

그림 3.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현재 기술 현황.

그림 4. 도시철도와 고속철도의 집전판을 비교.

그림 5.  시험 운행 중 KTX 팬터그래프 집전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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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탄소섬유로 짠 천

을 성형하여 소성한 '탄소/탄소 복합재 (C/

C composite)'는 경량으로 내열성이 높고, 

항공기의 브레이크재 등으로 실용되고 있

다. C/C composite에 동합금을 함침한 재

료를 집전판에 적용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차량의 시험 결과에서는 실용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탄화 티탄 

(TiC) 등의 도전성 세라믹스는 카본계 재료

보다도 도전성, 기계적 강도에서 우수하여, 

집전판으로 적용이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

나 윤활성, 내 아크성 등이 부족하여 실용화

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Carbon Lorraine 

Group의 경우 기존의 탄소계 재료에 금속 

물질을 첨가하여 집전판의 강도 및 저항을 

감소시켜 집전성능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

다. 일본의 JR East Group에서는 Carbon 

fiber reinforced carbon composite (C/C 

composite)물질로 집전판을 제작하여 실제 

열차에 장착하여 기존의 집전판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C/C composite 팬

터그래프 집전판은 현재 사용 중인 강철재

질의 집전판 고정판을 사용하지 않고 집전

판에 직접 볼트로 체결할 수 있을 만큼의 강

도를 가지고 있어서 표 1에서 보이다시피 팬

터그래프 상단의 무게를 15%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림 5는 C/C composite 집전판 구조 

단면과 나사산이 형성된 모습의 이미지이

다. 

   

3. 탄소-금속 나노 복합체 제조기술 

팬터그래프 집전판에 나노 금속을 이용한 

집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Sputtering법을 이

용한 탄소-금속 상관관계 기초 연구 수행에 

대한 보고서 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시

험은 집전판에 나노금속 (W, Ni, Cr, Mo)을 

조성한 탄소레이어의 나노 Composite 기법

을 유도하여 나노금속을 함유한 탄소레이어 

제작을 위한 기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RF magnetron sputtering 장

비를 사용한 나노 코팅 기술을 바탕으로 나

노 금속 함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실험 조건

을 확보하였다. 특히, 탄소레이어에 금속 함

유량을 달리한 제작의 다양한 변수 기초 연

구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였다. 세부적으로

는 나노금속이 함유된 탄소레이어의 박막을 

100 nm 두께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나노

금속의 종류에 따른 탄소레이어의 특성분석 

결과 W-C 박막이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

었다. 텅스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찰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접착강도

와 경도 특성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텅

스텐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AFM surface 

roughness 값은 감소하였다. W를 이용한 

탄소결합 기술을 실용화 시에 W금속은 WC

로 증착 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Melting 

Point가 높아 함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

용의 측면에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막 상태의 표면처리 수

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표 1.  강철재질의 고정판과 C/C composite 집
전판의 팬터그래프 상단의 무게 비교 (RTRI 
리포트 인용).

체결방법
Main 
strips 
(kg)

Auxiliary 
strips 
(kg)

Pantograph 
head (kg)

Total 
weight 
(kg)

강정 고정판 
(현재 사용 중)

3.0 0.7 2.1 5.8

볼트 체결 방식 2.0 1.2 1.8 5.0

그림 6.  C/C composite 집전판 단면과 나사산
이 형성된 모습 (RTRI 리포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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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으며 나노 기술 적용을 위한 다

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에 나노기술 이용 철도시스템 에너

지 효율 및 성능향상 원천기술 개발 로드맵

을 나타내었다. 먼저 탄소-나노간 합성기술

을 W와 Cu를 이용하여 확보한 이유 탄소 세

라믹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후 Micro size에서 복합화 및 혼

합동시 소결 등 나노 금속 입자가 도핑된 탄

소세라믹 제조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실질

적인 벌크사이즈의 팬터그래프 집전판 제조

가 필요하다. 이후 국제 규격 등에 따른 특

성 평가를 거쳐 실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나

노-철도간 타 분야 융합을 위한 카본-금속

간 결합 복합체, 코팅 원천기술, 나노 도료, 

Anti-dust, Self-cleaning, 차량 경량화 나

노 Composite, 고기능, 경량성 부품 및 진동

감소 원천기술 등 다양한 융합기술 확보가 

필요하겠다. 

4. 철도시스템의 나노소재 적용을 
위한 기술 방향

지금까지 철도시스템의 나노기술 적용을 

위해 팬터그래프 집전판 개발의 개발 기술을 

나타냈다. 팬터그래프 집전판은 현재 국외에

서 수입되어 국산화의 필요성이 높은 부품이

다. 그러나 집전판 개발을 기존의 국외 기술

과 유사하게 개발한다면 철도시스템과 같이 

소량이 필요한 부품 분야에서의 경제성 확보

가 어렵고 수입품과의 차별도 어렵다. 따라

서 철도시스템의 경우 소재 개발 단계에서 

나노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선도 제

품과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 

7에 철도시스템 나노기술 적용을 위한 장기

적 기술 개발 가능방향을 나타냈다. 그림과 

같이 철도시스템의 나노기술 적용은 각 세

부 단계별로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

는 사용자 위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

에 나노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각 단계를 두고 개발 단계에서는 나노

복합체 철도차량 적용, 나노금속재료 철도인

터페이스 가능성 및 철도 디자인 연계 나노 

종합적용 로드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실험단계에서는 실험적으로 나노 복합

체를 철도 적용을 위한 제조모델 등을 도출

하고 미래철도 디자인 나노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 도출이 필요하다. 이후 실증단계에서는 

각 적용제품의 시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세

부적인 내용으로는 집전, 차량표면, 신호체

계, 실내, 차체, 전면부 및 추진부와 레일 등

을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7.  나노기술 이용 철도시스템 팬터그래프 
집전판 개발 로드맵.

그림 8.  나노기술 적용을 위한 장기적 기술 개발 
가능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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