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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development of DeCatS(Detail Design of High Speed Catenary System) which is a software 
to design high speed catenary system automatically. The program is developed by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with the support of KHSR. A process of developing it and a comparison with LEXCAT, in order to demonstrate 
a preciseness of that, were performed. In the program, decision of H-beam, cantilever fitting, management of 
materials, automatic drawing and etc. according to input conditions can be accomplished. In this study, especially 
the program algorithm for the decision of mast was introduced.

1. 서론

경부고속철도는 고속철도 선진국인 프랑스 TGV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되며 그 증에서 전차선로분야

는 차량 및 신호분야 등과 함께 코어시스템으로 분류되어 프랑스에서 기본적인 설계 내용을 제공하여 

건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고속철도 전차선로는 그 중요성과 함께 이미 핵심적인 설계

기술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독자적인 설계기술 확보의 궁극적인 내용으로는 고속 전차선로 기본설계 단계의 핵심요소기술에 대한 

계산 기법 정립/사례계산을 통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성능시험 항목 중 이선율 측정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와 설계 요소기술 중 장력구간 길이, 전선의 전류용량, 전차선 높이, 사각기초 계산, 스팬선 빔 계산 

및 전차선 응력측정 평가 기법 등의 설계 요소 기술 등이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단계이며, 이 기술을 전차선로 설계에도 적용함으

로 전차선로 설계에서 고도화된 설계 기술 및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설계 기술 확보와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고속철도 전차선로 설계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실제 

설계업무에 적용함으로서 연구 완성도 및 활용성 을 높일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 운행구간의 속도가 350km/h로 결정됨에 따라 설계원칙 및 자재사양 등의 변경으로 장

주도 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고속 전차선로에 대하여 장주

도(개활지, 교량, 터널 및 역구내 포털빔 등)를 관련구성요소 기본정보에 의한 전주규격, 전주기초 등을 

결정하고 표준형식별 장주도 CAD도면을 자동 작성하고 공구별, 장주도별 등에 사용된 자재 BOM을 

WBS구조에 의해 산출,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설계자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정밀한 전차선로 설계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350km/h급 고속전차선로 장주도설계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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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환경 및 실행환경

본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다음과 같다. OS로는 MS Windows XP이상, 사용 플랫폼은 MS .Net 

Framework 3.5 이상을 사용한다. .Net Framework 3.5는 Microsoft Office 2007에서도 기본적으로 사

용되는 것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FarPoint Spread 4.0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주도의 출력에 있어서는 

AutoCAD 2010을 사용하고 있다.

장주도 설계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입력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입력부분에는 현재 많은 사용자들

이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Excel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자료를 입력할 때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주도 출력부분도 현재 많은 설계분야에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AutoCAD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와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2.1 개발환경

  2.1 데이터 베이스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으로는 Fitting Code테이블 자재테이블 모멘트테이블 등의 시스템 자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의 입력 자료들이 관리되고 사용되는 사용자테이블로서 분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FittingCode 및 여러 가지 테이블을 사용자 테이블과 분

리되어 있어 시스템 자료들을 사용자 자료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데이터 베이스 환경

2.2 입력메뉴

2.2.1 궤도자료 메뉴

궤도자료는 궤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으로서 장주도번호, 환산 키로정, 선로번호, 선로구

분, 캔트, 경간, 레일레벨, 곡선반경, 선로참조, 선로참조, 참조선로, 편기량, 프로파일 번호, 교량프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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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번호, 터널프로파일 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모든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입력된 종단면자료로부터 기본적인 궤도자료를 만든 후 에 나머지 자료를 

입력한다.

즉, 트랙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종단면 자료로부터 장주도번호, 환산 키로정, 선로번호, 선로구분이 자

동적으로 생성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캔트, 경간, 레일레벨, 곡선반경, 선로참조, 선로참조, 참조선

로, 편기량, 프로파일 번호, 교량프로파일 번호, 터널프로파일 번호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표2.1 궤도자료 메뉴 구성

메   뉴 설      명

트랙만들기 종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궤도자료 자료를 생성한다.

스팬만들기 입력된 키로정를 이용하여 각 장주 단면간의 경간을 만든다.

DB저장 수정한 자료를 Database에 저장한다.

2.2.2 구간별 전선 메뉴

  전선 그룹 기능은 전주에 사용되는 선들을 설계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선들을 입력하

고 각 선들이 시작되는 전주와 끝이 나는 전주를 입력하게 되며, 입력할 수 있는 선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CW : 전차선

  - EW :  보호선

  - FEEDER : 급전선

  - MW : 조가선

  - ANTICH : 흐름방지선

  - CDP_TUNNEL : 터널내 보호선

  - FEED_TUNNEL : 터널내 급전선

         표2.2 구간별 전선 메뉴구성

메   뉴 설      명

DB 저장 수정한 자료를 Database에 저장한다.

구간내 전철주 전선 수정 입력된 전선 그룹을 이용하여 전주별 전선을 수정한다.

 2.2.3 전주별 전선 메뉴

    전주별 전선은 전선 그룹에서 입력한 선에 대한 입력자료들을 각 전주마다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전선 그룹에 커서를 놓고 아래의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선택

된 전선 그룹의 해단된 전주들이 모두 목록에 나타나며 각 장주에 대한 것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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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3 전주별 전선 메뉴구성

메   뉴 설      명

DB저장 수정한 전주별 전선자료를 Database에 저장한다.

그림 2.3 전주별 전선 입력창

2.2.4 전철주 메뉴

  전주 메뉴는 전주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전주의 종류 위치 등을 입력하는 부분이다. 여

기서 입력하여야 할 자료는 장주도 번호, 환산 키로정, 선로 번호, 선로 구분, 전철주 형식, 전철주 번

호, 주기 사항, 기초형식, LocAxis, LocEdge, LevelA, Recut, LevelC, CoeffK, Moment, Rake, 

AncFound, Anchor, LabelTrackOrient, XCoord의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표2.3 전철주메뉴 구성

메   뉴 설      명

개별 전철주 전선 수정 선택한 전철주에 설치되는 전선을 수정 편집한다.

전주 만들기 궤도자료 자료를 이용하여 전주 자료를 생성한다.

모멘트 계산 입력된 전주 자료를 이용하여 모멘트와 장주도를 계산한다.

DB저장 수정한 자료를 Database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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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철주 입력창

2.2.5 장주형상 및 자재 메뉴

  자재/금구는 각 전주에 사용되는 자재를 입력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사용하는 선에 대한 Fitting 

Code, 브라켓에 대한 Fitting Code를 기본으로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입력한다.

           표2.4 장주형상 및 자재메뉴 구성

메   뉴 설      명

개별 전철주 전선 수정 선택한 전철주에 설치되는 전선을 수정 편집한다.

장치 만들기 전주 자료를 이용하여 자재/금구 자료를 만든다.

DB저장 수정한 자료를 Database에 저장한다.

그림 2.4 장주형상 및 자재메뉴창

 이 외에도 입력메뉴에는 프로파일 관리메뉴, 교량 프로파일 관리, 터널관리 메뉴, 장주도 메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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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주도 작도 및 BOQ 작성

 

 3.1 장주도 작성

  제2장에서 입력한 자료를 이용하여 장주도를 출력할 수 있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DraftMD 단추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여기서 작도하고자 하는 장주도의 NoMD를 선택하고, 작도된 장주도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도

면자동저장을 선택한다. 작도 단추를 누르게 되면, AutoCAD 2010이 실행되면서 선택한 단면의 장주도

가 작도 된다. 다음은 작도된 장주도의 여러 가지 예이다.

3.1.1 토공구간 및 토공구간 앵커링

   

           그림 3.1 토공구간 장주도 작도(예)       그림 3.2 토공구간 앵커링 장주도 작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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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교량구간 및 터널구간

        그림 3.3 토공구간 장주도 작도(예)       그림 3.4 토공구간 앵커링 장주도 작도(예)

3.2 BOQ 

  장주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자재들의 목록과 그 수량을 집계하는 것이 BOQ이다. BOQ를 처음 집

계할 때는 BOQ를 초기화 해야 한다. 상단 리본 메뉴에서 InitBOQ 단추를 클릭하면 Database에 집계된 

BOQ가 초기화 된다.

ListUp BOQ 단추를 누르면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BOQ 목록과 수량이 아래 화면같이 집계 되어 

진다.

그림 3.5 BOQ 목록 및 수량 집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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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50km/h급 전차선로에 대하여 장주도를 출력하고 사용자재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인 DeCatS 350 개발과정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장주도 설계에서 다양한 입력자료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력부분에 대해서는  FarPoint 

Spread 4.0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장주도 출력부분도 현재 많은 설계분야에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AutoCAD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와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최고운행속도 350km/h급 전차선로 장주도 설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차선로 설계에서 고도화된 

설계 기술 및 경제적이고 효율성 있는 설계와 정밀 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동안 축적된 기

술을 실제 설계업무에 적용함으로서 설계의 완성도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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