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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 with technique of tension length calculation for 350km/h high speed catenary system. Tension 
length affects in facility investment. Possibility of overlap increasing a tension length and the equipment investor 
decreases in order to decrease. Considers the parameter which specifies and the grudge which is possible long the 
fact that decides a tension length is the aim which is important plans overhead contact line. The element which 
decides a tension length with next following; (ⅰ) Operating range of tension device, (ⅱ) Change of the horizontal 
tension which affects possibility of the effect which operates to the line and span, (ⅲ) Tension of wire  material 
the tensile force which is relation, (ⅳ) Wire thermal expantion which relates with a standard temperature, (ⅴ) 
Curve radius, (ⅵ) Wind velocity, (ⅶ) Thermal range of overhead contact wire and mechanical design of tension 
mechanism etc. 

1. 서론

장력길이(tension length)는 EN50119 규격에서 ”두 앵커링 점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전차선 혹은 전차선 설비는 장력 섹션구간의 대략 중간지점에서 양쪽으로 인장된다. 관련된 

물리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앵커링 점 및 장력장치 사이의 섹션을 길이 L이라 하면, 섹션의 중간

에 앵커링이 있다고 할 때 장력구간 길이는 길이 2․L이라 가정할 수 있다.

장력 길이는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오버랩의 수는 장력길이를 늘리면 줄어들기 때문에 설비투

자가 감소한다. 특정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서 가능한 한 길게 장력길이를 정하는 것은 전차선 설비를 설

계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장력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ⅰ) 장력 설비의 운영범위, (ⅱ) 반발력에 의해 선에 작용하는 영향과 경간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횡장력의 변화, (ⅲ) 선종 재질의 인장강도와 관련 있는 인장력, (ⅳ) 가동브래킷 길이 및 표준온도와 

관련한 선의 열팽창 또는 축소에 의한 전주에서의 전차선 횡 오프셋과 편위 변화, (ⅴ) 곡선반경, (ⅵ) 

풍속, (ⅶ) 전차선 온도 범위와 장력 메카니즘의 기계적 설계 등이다.

장력구간길이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Catenary와의 일관성 유지 측면의 고려도 있을 수 있고, 내

부 규정을 준수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각종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 값들을 따름에 따라 개별 설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기준 값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각 나라마다  장력구간 길이 산정 기법도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장력길이 결정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운행속도 350km/h급 전차선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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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의 장력구간 길이계산 결정기법을 다룬다.

2. 장력구간길이 계산 기법

  2.1 장력추 가동범위 조건

      장력추는 상온의 기준온도에서 상하 가동범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도록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설계최고온도와 설계최저온도에서 전선의 열팽창과 수축으로 인하여 장력장치가 움직이는 량이 장력추 

가동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므로 인류구간길이 결정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차선로 설계과정에서 장력구간길이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장력전주 높이와 장력추 

가동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온도에 의해 열팽창 또는 수축되는 전차선로 전선의 신축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전선신축량    ××max                                         (2.1)

여기서, 

    : 흐름방지점(또는 고정점)에서 장력장치까지의 전선 길이 (m)

    : 전선의 열팽창계수, 동(Cu)의 경우 dcu = 0.000017 m/℃

   max : 설치기준온도로부터 설계최대온도까지의 차 (℃)

  장력추는 전차선로 전선과는 도르래(활차) 방식으로 연결되므로 장력추의 이동량은 전차선로 전선

의 신축량에 활차비를 곱해야 한다.

   장력추이동량  ×  × ××max                         (2.2)

   여기서, 

      : 활차비. 활차비가 5 : 1이면   

장력 추

조가선

전차선

활차(도르레)

지(지)선

장력 전주

장력추의 
가동범위

그림 2.1 장력장치 및 장력추 가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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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동브래킷 회전량 계산원칙

온도변화에 의해 전차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가동브래킷(Cantilever)가 따라 돌게 되고, 가동

브래킷이 일정 각도이상 회전하게 되면 편위가 틀려지고 팬터그래프 집전판과의 접촉범위에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특히 에어섹션(Insulated Overlap), 에어조인트(Uninsulated Overlap)와 같이 평행구간

(Overlap)이 있는 곳이나 선로분기(Turn out) 개소와 같이 다수의 가동브래킷이 하나의 전주에 설치되

는 곳에서는 가동브래킷 사이의 기계적, 전기적인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기준이 엄격하다.

흐름방지점(Midpoint Anchoring) 또는 다른 고정점(중간 앵커링)으로부터 거리 인 지점의 전차선의 

이동량(신축량)은

          D = d cu×d×Δθ                                        (2.3)

   여기서,

       : 전차선의 이동량 (m)

       : 전선의 열팽창계수 (m/℃)

       : 흐름방지점(또는 고정점)에서부터 거리 (m)

      : 가동브래킷이 중앙에 위치하는 기준온도로부터의 온도 차 (℃)

고속철도에서 전차선 조정은 12℃에서 가동브래킷이 중앙위치(중립위치)에 있도록 조정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설계상정온도가 -35℃～60℃인 경우 Δθ는 47℃(겨울철), 48℃(여름철)이 된다.

전차선이 일반적으로 동(Copper)으로 만들어지므로 동(Cu)의 열팽창계수  = 0.000017 m/℃와 Δθ 

= 47℃ 또는 48℃를 대입하면 식(2.3)은 다음이 된다.

         D = 0.0008 d (m)                                        (2.4)

전차선의 이동은 가동브래킷의 회전을 가져오므로 전차선 신축량과 가동브래킷 회전량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α= arc sin
D
a s

                                       (2.5)

여기서,

    : 전차선 이동량 (m)

     : 가동브래킷 회전각 (deg)

    : 가동브래킷 회전 중심점으로부터 전차선까지 거리 (m)

a
s

원래 전차선 위치

수축된 전차선 위치

D

a

a
s

가동브래킷
(Cantilever)

그림 2.2 가동브래킷(Cantilever)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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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차선의 횡변위량

전차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가동브래킷은 전주에 매달린 위치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고 따

라서 횡방향으로도 이동(Lateral Displacement)이 발생한다. 이는 전차선의 편위를 변경시키게 된다.

a
s

원래 전차선 위치

수축된 전차선 위치

D

a

a
s

가동브래키트
(Cantilever)

편위 변경
(Ua)

그림 2.3 가동브래킷 회전에 의한 편위 영향 

이 횡변위량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u a =
D 2

2 a s
                                       (2.6)

여기서,

      : 전차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량(전차선의 선로방향 이동량) (m)

      : 가동브래킷 길이 (m)

이 전차선의 횡변위량은 전차선로 경간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과정에서 이미 반영되므로 장력구간 

길이 결정과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4 현수점 최대 수의 제한

가동브래킷은 움직이는 장치이며, 브래킷 끝에 수직으로 모멘트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방향이 다른 힘

이 상하부위에 항상 작용하고 있게 되며, 따라서 가동브래킷의 수가 많아지면 장력조정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에서는 동일장력구간에 설치되는 

현수점의 수(가동브래킷의 수)를 2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Np ≤ 20                                        (2.7)

  이것을 장력구간길이로 환산해보면 한 장력구간에서 가능한 최대 가동브래킷의 개수는 20개이고 경

간은 21경간이 되므로 평균경간을 35m로 최소수준으로 잡더라도

           Span  개 Cantilevers ×    m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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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분적으로 터널에 인입된 전차선로에 대한 계산 원칙

2.5.1 앵커점이 터널 내측으로 400m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림 2.4와 같이 앵커점(흐름방지점 또는 단일 장력구간에서 인류점)이 터널 입출구에서 안쪽으로 

400m이상 들어가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장력구간길이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ⅰ) 양쪽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 : 부분적으로 터널에 인입된 장력구간에 대하여 흐름방지점으로 부

터 장력장치까지 전체에 대하여 노출구간 계산 원칙을 적용하고, 반대쪽 장력구간은 터널구간 계산 원

칙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ⅱ) 단일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 : 터널 입출구로부터 400m까지는 노출구간 계산 원칙을 적용하고 

400m 이상 앵커점까지는 터널구간 계산 원칙을 적용한다. 

터널

인류(Fixed Anchoring)
또는

흐름방지장치(Mid- point)

거리 >  400m

노출구간(Outside 
Tunnel) 원칙 적용

터널구간 원칙 적용

그림 2.4 앵커점이 터널내측으로 400m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2.5.2 앵커점이 터널 입출구에서 400m이내인 경우 

그림 2.6과 같이 앵커점(흐름방지점 또는 단일 장력구간에서 인류점)이 터널 입출구에서 4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인류길이 축소 : 550m <  L <  750m거리 <  400 m

노출구간 원칙 적용

터널

노출구간 원칙 적용 +  축소 길이

또는

그림 2.6 앵커점이 터널 입출구에서 400m이내인 경우

이 경우의 장력구간길이 계산 원칙은 다음과 같다.

  (ⅰ) 양쪽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 : 부분적으로 터널에 인입된 장력구간에 대하여 흐름방지점으로부

터 장력장치까지 전체에 대하여 노출구간 계산원칙을 적용하고, 반대쪽 장력구간은 흐름방지점의 위치

에 따라 노출구간과 터널구간의 원칙을 비례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한다. 즉 터널 입출구에서 흐름방지점

까지의 거리의 1/2을 비례적으로 노출구간 장력구간길이에 더한다.

L = Lo +
d
2

(2.9)

여기서,

     : 장력구간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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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구간 길이 (m)

     : 터널에 인입된 길이 (m)

  (ⅱ) 단일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 : 터널 입출구로부터 앵커점까지의 거리에 따라 노출구간과 터널

구간의 원칙을 비례적으로 합성하여 사용한다. 즉 터널 입출구에서 앵커점까지의 거리의 1/2을 비례적

으로 노출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류길이에 더한다. 

  2.5.3 앵커점이 터널 외부에 있는 경우 

터널

또는

최대 550m 

노출구간 원칙 적용 노출구간 원칙 적용 +  축소 길이

그림 7 앵커점이 터널 외부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양쪽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든 단일 장력구간을 가진 경우든 모두 노출구간과 동일한 조건

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여기다가 터널에 부분적으로 인입된 장력구간에 대하여는 최대 장력구간 길이

가 550m로 제한된다.

3. 계산사례

  3.1 입력데이터

   3.1.1 온도 조건

지역 온도범위
온도

변동량

가동브래킷

조정 기준온도

온도변동범위

(기준온도 중심)
비고

Zone 1

(오송-익산)
-35℃～+60℃ 95℃ 12℃

+48℃

-47℃

토공 및

교량구간

Zone 2

(익산-목포)
-25℃～+60℃ 85℃ 14℃

+46℃

-39℃

토공 및

교량구간

Zone 3

(터널)
+0℃～+60℃ 60℃ 25℃

+35℃

-25℃
터널

  표 2-2. 경부 고속선 설계상정 온도 범위 

여기서 터널의 입출구 양단에서 400m까지는 외기에 접하는 구간이므로 토공 및 교량구간과 동일한 

노출구간(Open Route)으로 간주한다.

3.1.2 전차선 열팽창계수

     재질 : 동합금 (CuSn)

     열팽창계수( ) : 0.00001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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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차선 높이

    외부(일반 노출구간) : 5.10m + 0.20m = 5.3m

    터널내 : 5.10m

 3.1 계산사례

4. 결론

커티너리의 설계기준, 온도변동범위 및 경간배치 규칙(Pegging Rule)으로 정해지는 경간길이(Span 

Length)는 인류구간길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인류구간의 가운데 지점에는 흐름방지장치

(Midpoint Anchoring)가 설치되므로 이 지점은 고정점으로서 온도변동에 따른 케이블 신축 계산 등에

서 기준점으로 삼게 되며, 이 흐름방지점에서 장력장치까지의 케이블 길이, 즉 한 장력구간길이에 대하

여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장력구간길이 결정에서는 다음의 선로를 구별하여 다른 파라미터를 적용하

게 된다.

   (ⅰ) 노출구간(토공구간 및 교량)

   (ⅱ) 터널구간

   (ⅲ) 터널 입․출구 구간

여기서 터널 입․출구 구간은 터널 입구나 출구에서 400m까지를 말하며, 터널 구간은 터널 입․출구 구

간을 제외한 나머지 터널 구간을 말한다.

한편, 인류구간길이 결정에서 다음의 파라미터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길이가 장력구간 길이가 됨을 의미한다.

   (ⅰ) 장력추의 가동범위

   (ⅱ) 전선 수축에 따른 가동브래킷의 최대 회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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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현수점의 수

따라서 인류구간길이의 계산은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참고

로 전차선과 조가선의 열팽창계수가 다르면 온도에 따라 전차선과 조가선이 늘어나거나 신축하는 량이 

다르므로 가동브래킷이 비틀리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가선 현수점에 여유를 두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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