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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박 영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속철도인프라연구단TFT)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와 
철도차량 상호 운영기술 동향

1. 서 론

최근 국내외에서 건기철도는 고속철도 차량의 

속도향상에 따라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철도시스템의 10년간 시장 규모는 1조 달러

로 추정 되며 전차선의 경우 전철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의 경우 전철화율을 2020년도에는 72%까지 증

가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철도

가 발전됨에 따라 2012년 이후 터키, 스위스, 대

만, 영국 등이 250 km/h급 이상의 철도시스템

을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를 개통으로 호남고속

철도 2단계 구간외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에 따라 추가 건설 및 전기철도 차량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전기철도는 팬터그래프와 접촉하여 전기에너지

를 차량에 공급하게 된다. 최근 비접촉 방식의 기

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차선로

와 팬터그래프의 접촉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이용

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전차선

과 팬터그래프의 접촉은 기존 디젤 또는 자가 동

력방식의 차량에 비해 속도가 향상되고 효율이 

높아지나 상호 운영성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접

근이 필요하다. 기존 디젤 위주의 철도차량은 차

량과 선로, 차량과 신호만이 상호 운영기술이 있

으며 고속철도 이전에는 150 km/h 급 이하의 속

도로 상호 운영에 대한 국내외적 기술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철도의 속도

향상이 300 km/h급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국내의 경우 400 km/h급 전차선로가 개발

됨에 따라 상호 운영에 대한 기술개발 수요는 더

욱 증가되고 있다. 

400 km/h급 전차선로는 호남고속선에 56 km

가 시범 설치되어 현재 시험운행을 수행하고 있

으며 장력이 34 kN으로 상업운행 속도가 400 

km/h까지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차선로 이며 장

력도 가장 높다. 속도 향상에 따른 전차선로의 중

요 기술개발 방향은 장력증가에 따른 핵심부품개

발이며, 설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개발 후 전기

철도차량과의 상호 운영 특성은 집전 성능인 팬

터그래프 접촉력,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이선

율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집전성능을 판단 

할 수 있다. 이중 이선율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기계적 비접촉 시 발생되는 아크만을 검측

하므로 팬터그래프의 접촉력이 과도할 경우 아크

는 낮아지나 전차선의 마모가 높아져 가선에 피

로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팬터그래프의 접

촉 힘을 측정하는 접촉력을 사용하여 팬터그래프

와 전차선간의 적절한 운영 특성인 접촉력을 분

석하고 있다. 본 기술동향에서는 전기철도차량과 

차량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전차선간의 상호 운영

을 위한 기술 동향을 나타났다. 특히 상호 운영 

중 발생하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검측

기술 및 진단 기준에 대해 나타냈으며 각 세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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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참고문헌의 내용을 인용 또는 일부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2. 국외 집전성능 기준 분석

집전성능은 팬터그래프의 집전판과 전차선이 

접촉되어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차량이 운행

되는 상태에서의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동

적, 정적 성능으로 열차의 속도, 기상조건, 운

영조건에 상관없이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집전 중 접촉

력이 높을 경우 과도한 압상량이 발생되어 전

차선로 지지점에 피로 현상, 전차선 마모 등의 

원인이 된다. 이와 반대로 접촉력이 낮을 경우 

전기적 이선 현상인 아크가 발생되어 동력차의 

성능 손상, 전차선의 아크손상 및 파단이 일어

나 최악의 경우 단선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집전성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도, 전차선종, 장력, 집전

판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

정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국내외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다. 

본 집전성능 기준 분석은 철도 관련 유럽 국

가의 규격을 나타낸 것으로 "지하구간 고속

화를 위한 고속용 강체전차선로 핵심 원천기

술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4" 보고서

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집전성능 검측을 위

한 관련 국제 규격은 EN50367, IEC62486, 

EN50317, EN50119가 있다. 국내는 경부고속

철도 계약서와 일반(고속화)·고속철도 등 국

외 집전성능 기준을 표 1에 나타나있다. 세부 

규격으로는 EN50317은 'Requirements for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s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contact line'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 동적특성 검측기의 필요 사항 및 인증

에 대한 규격이며 관련 타 규정이 검측기에 대

하여 EN50317에 적합하도록 요구 사항을 정의

하고 있다. 

 Pantograph 시험과 관련된 각종 관련 

시험규격은 UIC 794-O；"Pantograph-

Overhead Line interaction on the European 

high-speed network"(유럽 고속철도 노선

망에 적용되는 Pantograph-가선 간 상호작

용), BS EN 50119 : "Railway applications-

Fixed instal lations-Electric traction 

overhead contact lines "(가공선식 전차선

의 철도 분야 고정 시설물 적용 기준), BS EN 

50367；"Railway applications-Current 

collection systems-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line" (철도 집전시스템 응용-(유럽

철도망에서 운행에 적합한) Pantograph-전차

선 기준) 등이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도입 당시 

적용되었던 문서인 WBS N : K651-1-E5330-

RB+T-017 등이 있다.

UIC 794 O는 유럽 고속선에서 적용되는 규

정으로써 300 km/h 이상의 Pantograph 접촉

력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아래와 같이 최고 속도

에서 공력에 의한 접촉력 (Fmean)이 120 N 또

는 200 N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Fmean - 3σ 
(표준편차) 가 0 N 이상 또는 스페인이나 프랑

스의 경우는 40 N 이상을 제한값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집전성능 관련 각 규격은 팬

표 1.  집전성능 관련 국외 규격사항 및 관련 
내용.

규격 관련 내용

EN50367

Railway application-current collection 
systems -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aed line

IEC 62486

Current collection systems - 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line 

EN50317

Requirements for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s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contact line

EN50119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Electric traction 
overhead contac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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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적 내용으로 접촉력, 이선율 및 압상량에 대한 

세부 기준과 팬터그래프와 전차선로의 각 부품 

및 시스템 장력 등 전기 철도차량과 전차선간

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규격이 나

타나 있다. 

본 기술 동향에서는 이중 전기철도차량의 팬

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상호작용 관련 성능

값은 속도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난다. 전기철도

는 교류와 직류를 사용하여 운행되고 있다. 교

류의 경우 국내는 AC 25 kV, 60 Hz를 사용하

고 있으며 DC는 1,500 V를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국외의 경우 다양한 주파수와 전압레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경우 DC 3 

kV의 전압레벨을 갖고 도 있다. 이상과 같이 전

기철도는 속도와 전압 레벨의 문제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호 작용에 의한 성능지표도 속도와 

전압레벨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교류전압 레

벨의 경우 160 km/h 이하를 일반철도와 연결

선으로 보고 있으며 200 km/h 급의 선로를 속

도향상 선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속도향상 선로

는 250 km/h 미만을 나타낸다. 250 km/h 이

상은 고속철도 선로로 보고 구분하고 있다. 직

류의 경우 160 km/h 이하를 일반 또는 연결선

으로 구분하며, 220 km/h 이하를 속도향상 선

로 250 km/h 이하를 고속선로로 구분되며 세

부 사항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속도에 따른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성능

은 접촉력의 경우 식 1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 접촉력, 최소 및 최대 접촉력을 통

해 평가하고 있다. 

 (1) 

팬터그래프의 접촉력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

간의 접촉상태를 판단하게 되므로 정적 접촉력 

이외의 다양한 변수인 공력, 팬터그래프와 전차

선간의 상호 작용력 및 열차의 속도와 전차선

로의 파동전파 속도와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팬터그래프의 켈리브레이션이 가능한 장점으로 

유럽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 4에 속도에 따른 이선율 기준을 나타내었

다. 이선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기계적 

비 접촉에 의해 발생되므로 속도에 따라 민감

하게 나타난다. 특히 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

히 변화 되며 일반적으로 무차원비 0.75 이하

에서는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IEC 62486은 'Rai lway appl icat ions 

-Current collection systems - Technical 

criteria for the interaction between 

p a n t o g r a p h  a n d 

overhead line'은 접촉

력, 압상량 이외에 팬터

그래프의 전류를 이용

한 계산법 및 아크 발

생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아크광을 검측하

여 계산하는 CQ(%)와 

표 2.  EN50367에서 구분한 전기철도 전압 레벨에 따는 속도 
대역. 

속도 (v) 
[km/h]

v ≤ 160 160 < v ≤ 220 220 < v < 250 v ≥ 250

교류 전차선로 일반·연결선 속도 향상선로 속도 향상선로 고속선로

속도 (v) 
[km/h]

v ≤ 160 160 < v ≤ 220 220 < v ≤ 250 -

직류 전차선로 일반·연결선 속도 향상선로 고속선로 -

표 3.  각 기준에 의거한 팬터그래프 접촉력 평가 
기준 (고속선의 경우). 

평가항목 기 준 비 고

평균 접촉력 (Fmean) 200 N KTX QT

통계적 최소 접촉력 
(Fmean-3σ) 0 N 이상 UIC 794

통계적 최대 접촉력 
(Fmean+3σ) 350 N EN 50119

6 2970 10 70[ ]mF V 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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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가 별도로 정의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

서 개발된 스프링식 집전판에 대한 새로운 접

촉력 계산법도 나타내고 있다. 50317: Railway 

applications-current collection systems 

- Requirements for and validation of 

measurements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antograph and overhead contact 

line은 집전성능 검측을 위한 접촉력, 이선

율 검출 장치의 요구 사항과 측정 항목을 세부

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EN50119는 'Railway 

applications - Fixed installations - Electric 

traction overhead contact lines으로 전차선

로 견인전력에 관한 것이며, 접촉력과 이선율에 

대한 규격이 5절에 나타나 있다. 

3. 전기철도 집전성능 기준에 의한 
성능 인증 방법

팬터그래프-전차선로간의 인터페이스 성능 

인증 항목은 위 절에 나타난 바와 같고 팬터그

래프와 전차선간의 상호 작용은 일반적으로 차

상과 지상 측정에 항목으로 나누어지며 세부 

항목은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 이선율 (NQ), 

집전판와 전차선 간의 평균 접촉력 (Fm) 및 표

준 편차 (δ)와 전차선의 압상량 (S)이다. 이를 

위해 이선율의 경우 팬터그래프와 전차선간의 

아크를 검측하고, 평균 접촉력 및 표준편차는 

팬터그래프에 가해지는 수직 접촉력 및 전차선

의 압상량은 팬터그래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

되는 전차선 지지점의 상하변위 값을 측정하게 

된다. 

3.1  전차선과 팬터그래
프 간 접촉력을 이
용한 인증기술

집전성능은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의 접촉력

을 측정하거나 전차선

과 팬터그래프간 이선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아

크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접촉

력 시험은 전차선과 팬터그래프 집전판 간의 접

촉 상태를 팬터그래프에 적절한 센서와 장비를 

설치하여 전기차 운행 중에 측정하는 시험을 의

미하며, 집전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5에 팬터그래프 접촉력 검측을 위한 동적

시험 교정 사항을 나타내었다. 팬터그래프는 일

반적으로 교정기에서 센서를 교정하고, 그림 1

표 4.  EN50367에서 구분한 속도에 따른 이선율 (NQ) 기준 : 기준 
아크 5 ms 이상. 

속도 (v) 
[km/h]

v ≤ 160 160 < v ≤ 220 220 < v < 250 v ≥ 250

교류 전차선로 0.1% 0.1% 0.1% 0.2%

속도 (v) 
[km/h]

v ≤ 160 160 < v ≤ 220 220 < v ≤ 250 -

직류 전차선로 0.1% 0.2% 0.2% -

표 5.  팬터그래프 접촉력 시험을 위한 교정 내용 
[참고 문헌자료]

장비명

접촉력 동적 Calibration 시험

주요 사양

시험장비(센서 등을 포함한 계측시스템)는 
EN50317 규격에 따라 시험

- 팬터그래프 정적 압상력 조건 : 
· 59 N(평균값) ± 15% 
· 70 N(평균값) ± 15% 

- 시험 주파수 : 
· 범위 :  0.5 Hz ∼ 20 Hz, 0.5 Hz 

step
· 특수범위 :  4.0 Hz ∼ 13.0 Hz, 0.2 

Hz step 
-  가진 높이 :  접은 높이에서 975 mm(평

균 집전 높이)
- 가진 위치 :  Center, Left(중심에서 

-220 mm) 및 Right(중심
에서 +2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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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순서에 의해 검측하게 된다. 

접촉력 시험은 시험 전에 팬터그래프에 설치

된 센서 및 계측시스템은 EN50317에 따라 검

증하여 신뢰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

시스템으로 측정할 수 없는 팬헤드 집전판의 공

력 특성은 다음과 같은 계측시스템 원리를 이

해하고, 공력시험(집전판과 전차선을 일정거리

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속도에 따른 팬헤드의 공

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하여 공력을 측정하여 

접촉력 측정 시 적용하여야 한다.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의 접촉력 시험은 시

험을 위한 계측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실외 계측

시스템(팬터그래프에 설치된 센서 및 계측시스

템)과 실내 계측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실외 계

측시스템은 운행 시 절연이격거리, 가압환경, 

풍력 및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한

다. 차상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유선으로 실내 

계측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

내 계측시스템은 차량 전원을 기본으로 활용하

나 UPS를 설치하여 차량 전원 단전 시에도 연

속된 측정이 가능하게 한다. 실내 계측시스템은 

그림 1.  팬터그래프 접촉력 측정 순서도 [참고 
문헌자료].

·Fc =  Po + Faero + Fint, (Faero = Fsp + 
Fnsp)

·Fc :  팬터그래프와 가선과의 접촉에 의해 발
생하는 전체 힘

·Po : 정적 압상력 
·Fint :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Faero: 팬터그래프 전체에 작용하는 공력
·Fsp :  집전판에 걸리는 공력, Fnsp : 그 이외

의 공력 
·Fsus = Po + Fnsp, Fsus
  : 현가스프링에 작용하는 힘
·Fc = Fsus + Fint + Fsp
·Fsus : 하중센서(Force Sensor)로 측정
·Fint : 가속도계로 측정
·Fsp : 공력시험에 의해 도출 
        (Fsp = Fc - Fsus - Fint)
  단, 여기서 Fc는 공력시험 시 Load Cell로 
 계측되며 Fint는 0임.

그림 2.  팬터그래프 구조 함수 그림 [참고 문헌
자료].

그림 3.  접촉력 분석 계측장비 탑재 사진 [참고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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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팬터그래프 측정 신호와 시운전 상황을 동

기화하는데 필요한 차량 속도, 견인 상태 및 KP 

신호 등을 차량 신호로부터 인출하여 실내 계측

시스템에 연결하여 통합 계측한다.

3.2 이선율 (NQ)을 이용한 인증기술

이선아크는 팬터그래프의 집전판과 전차선간 

접촉력이 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전판과 전차

선간에서 발생하는 빛으로 이를 광학적 센서를 

이용 전기적 신호로 처리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표 5에 EN50317에 따른 아크검출기의 성능

기준을 나타내었다. 측정파장은 구리나 구리 합

금 전차선로 에서 이선상황에서 발생하는 아

크의 파장의 범위는 220 nm ∼ 225 nm 또는 

323 nm ∼ 329 nm로 정의한 것으로 330 nm 

이상인 가시광에는 둔감하도록 하였다. 민감도

의 경우 팬터그래프와

의 거리, 세로축, 차량 

진행 방향 기준으로 팬

터그래프 뒤쪽에 검측

장치를 고정하고 팬터

그래프 작동범위 전체

에 대하여 민감하도록 

충분한 시야각을 요구

하며 허용 오차는 10% 

미만으로 정의되고 있

다. 반응 속도는 100 

us 미만으로 지속되는 

아크에 해당하는 반응 

시간을 갖도록 하며 출

력값은 태양광을 아크

로 나타내지 않도록 최

소 레벨을 직사일광으

로 정의하고 있다. 시스

템 교정은 파워밀도 (μ

W/)로 나타내며 아크의 

발생 지점과 센서의 거

리가 차이가 있다면 교

정하여야 하며 그림 5에 이선율 검출기의 교정 

순서를 나타내었다. 

이선아크 시험은 측정 결과의 반복성과 비교

성 확인을 위하여 열차운행 조건 (열차속도, 위

치 등), 환경조건 (우천사항, 결빙, 서리, 온도, 

바람, 터널 등), 시험 조건값 (팬터그래프의 변

수값, 설정값 및 전차선로 종류 등), 정상 팬터

그림 4.  팬터그래프 접촉력 검측기 구성도 [참고 문헌자료]. 

표 5.  EN 50317에 따른 아크검출기 성능 기준 
[참고 문헌자료].

구 분 내 용

측정파장 220 nm ∼ 225 nm 또는 323 nm ∼ 329 nm

둔감파장 단 330 nm 이상

민감도 10% 미만 

시야각
가선 최저 높이 4,600 mm ∼ 가선 최고높이 
5,400 mm간의 좌우 800 mm (±400 mm)

반응 속도 아크 반응 속도 100 us 미만

출력값 입력 직사일광을 최소 레벨로 설정 

시스템교정 검측기의 응답 (V) 을 파워 밀도 (μW/)로 교정

동작거리
동작 거리에 따라 파워 밀도를 의 법칙을 

이용하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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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운행 중 측정하도록 하며 측정 차량이 

중련운전인 경우 집전성능 정도를 예측한 이후 

가혹 조건인 1개의 팬터

그래프를 선정 시험하

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방법은 시험을 위

한 계측시스템은 기본

적으로 실외 계측시스

템과 실내 계측시스템

으로 구분되며, 실외 계

측시스템은 운행 시 풍

력 및 외부환경을 고려

하여 하우징을 설치하

며 그림 6에 이선율 검

출장치 구성도를 나타

내었다. 차상에서 측정

된 데이터는 유선으로 

실내 계측시스템과 연

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실내 계측시스템

은 차량 전원을 기본으로 활용하나 UPS를 설

치하여 차량전원 단전 시에도 연속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 계측시스템은 아크검측이외에 팬터그

래프 전류값, 차량 속도와 KP신호 및 습동상태 

비디오를 실내계측시스템에 연결 통합 하며 최

소 아크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30% 미만의 팬터그래프 정격전류에서는 측정

값을 무시 검측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이선율 검출기의 교정 순서도 [참고 문헌자료].

그림 6.  이선율 검출장치 구성도 [참고문헌
자료].

그림 7. 이선아크 검출기 사진 (HEMU-43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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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기술지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팬터그

래프와 전차선간의 상호 작용 평가기술에 대하

여 나타내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400 km/h급 

전차선로를 호남고속선에 56 km가 시범 설치

하여 집전 성능 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규격이 국내 기준과 더불어 국제 기준에 따라 

검측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기철도

가 발전됨에 따라 2012년 이후 터키, 스위스, 

대만, 영국 등이 250 km/h급 이상의 철도시스

템을 건설 또는 계획되고 있으므로 전기철도 차

량과의 상호 운영 특성은 유럽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따른 검측을 수행하고 국제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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