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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 장력장치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조건은 온도변화에 따른 

전차선의 장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하는 것이다. 장력장치 타입별 장력변화율에 있어서 고속철

도용 도르래식 3%,  활차식 5%, 코일스프링식 15%로 유럽의 경우 3%의 장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

안할 때 코일스프링식은 장력변화율이 대단히 크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추 타입의 장력

장치는 구조가 복잡하여 유지보수에 불리하며, 코일스프링 타입은 전차선 단선시 내통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전차선을 외부에서 과하게 당겨 내통이 밖으로 나올 경우 원상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

린다. 본 논문은 기존 장력장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한 판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

장치에 대하여 성능시험한 결과 장력변화율 3% 이내 이었으며 모든 안전시험기준에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장력장치, 장력변화율, 판스프링

1. 서 론 

본 논문은 기존 장력장치의 단점을 해

소하고자 새로 개발된 판스프링장력장치에 

대하여 조립시험과 현장설치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성능시험 과정은 1단계 조립시험, 2단계 

현장설치시험으로 진행 하였으며 1단계 조

립시험의 시험항목은 표준장력시험, 내구

성시험, 인장내하중시험, 파괴시험, 스톱

퍼기능시험 등으로 시행하였고 2단계 현장

설치시험은 1차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

지에서 2차는 한국철도공사 충북선 청주~

오근장간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항목 기준

은 KRS(한국철도표준규격) 및 철도전철전

력설비 설계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규정에 없는 시험기준은 장력장치 안전율 

2.0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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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론

2.1 판스프링장력장치의 구조

판스프링장력장치의 구조는 Fig. 2.1

과 같이 크게 본체외함, 스파럴스프링, 나

선형휠, 조정로프, 요크로 구성 되어 있으

며, 본체 내부축에는 스파럴스프링이 감겨

져 있고, 동시에 나선형휠이 외부축에 조

립되어 있으며 조정로프가 감겨져 있다.

 

Fig. 2.1 판스프링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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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스프링장력장치의 동작원리

판스프링이 감겨져 응축된 힘은 조

립된 축에 전달고 동시에 축과 연결된 

나선형휠에도 응축된 힘을 지니고 있

다. 나선형휠은 조정로프로 감겨져 있

고 조정로프는 전차선과 연결되어 있

어 전차선의 수축과 팽창에 따라 감김

과 풀림을 반복하는 원리이다. 20[kN] 

판스프링장력장치의 경우 1개당 탄성

력이 1.667[kN]인 판스프링 12개가 축

에 병열로 감겨져 있어 1.667[kN] 

×12개 = 20[kN]의 인장력을 보유하고 

있다. Fig. 2.2는 OCL의 운동과 판스

프링의 탄성력과의 관계 그림이다.

Fig. 2.2 OCL의 운동과 스프링의

        탄성력과의 관계

2.2 조립시험

성능시험은 1단계 조립시험, 2단계 

현장설치시험으로 진행 하였으며, 조

립시험은 표준장력시험, 내구성시험,  

인장내하중시험, 파괴시험, 스톱퍼기

능시험 등으로 시행하였다.

2.2.1 표준장력시험

표준장력시험은 최초의 조립상태에

서 서서히 인출하여 50[mm], 200[mm], 

400[mm], 600[mm],800[mm],1000[mm],  

 1200[mm], 1400[mm], 1500[mm] 각각

의 인출지점에서 장력을 시험하였다. 

시험결과는 표2.1과 같으며, 평균장력

은 20.08[kN], 장력변화율은 약 0.4% 

이었다. Fig. 3.1은 표준장력을 시험하

는 그림이다. 

   

Table 2.1 Standard tension test result 
인출
길이
[mm]

5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500

장력

[kN
19.

76

20.

23
20

19.

96

20.

25

20.

03

20.

30

20.

06

20.

16

2.2.2 내구성시험

내구성시험은 장력조정장치 로프를 

340[mm]로 인출 조정하여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0 → 700 → 0[mm] 로 

요크가 이동하는 동작을 1회로 하였으

며 반복주기는 분당 약 3회의 조건으

로 총 20,000회 반복시험을 실시하였

다. 20,000회 왕복 시험 후 50mm, 

200mm, 400mm, 600mm, 800mm, 1000mm, 

1200mm, 1400mm, 1500mm를 인출하여 

각각의 인출된 지점에서 장력을 시험

하였고 시험결과는 표2.2와 같으며, 

평균장력은 20.44[kN],장력변화율은 

2.2% 이었다.

Table 2.2 Durability test result list after 20,000    
         round trip test
인출
길이
[mm]

5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500

장력

[kN
20.

25

20.

58

20.

38

20.

36

20.

32

20.

32

20.

70

20.

39

20.

71

2.2.3 인장내하중시험

인장 내하중 시험은 20,000회 왕복

시험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시험후 

주요 부품별 인장내하중 시험은 표

2.3, 표2.4, 표2.5와 같으며 내구성시

험 전,후의 시험결과 이다.Fig. 2.3은 

조정로프 인장내하중 시험 그림이다..

Table 2.3 tensile load test results of adjusting rope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조정로프
인장내하
중시험

내구성
시험전

70[kN]에서 
이상무

70.13[kN]에서 
로프파단

3 배이상

내구성
시험후

52.8[kN]에서 
이상무

67.2[kN]에서 
로프파단



Fig. 2.3 조정로프 인장내하중시험

Table 2.4 tensile load test results of wedge type   
         clamp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쐐기형크
램프 

인장내하
중시험

내구성
시험전

52.8[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내구성
시험후

52.8[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Table 2.5 tensile load test results of yoke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요크인장내하중 
시험 

70[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조립상태에서 1.5배 인장내하중시
험은 5분간, 3배의 인장내하중시험은 
3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시험기준을 정
하였으며 시험결과는 표2.6과 같다.

Table 2.6 1.5 and 3times tensile load test results   
         of assembly state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20[kN]
1.5 및 3 배
인장내하
중시험

1.5 배
30[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5 분유지

3 배
60[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3 분유지

2.2.4 파괴시험

파괴시험은 시험품에 3배이상의 장

력을 부가하여 2분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65[kN]의 장력을 부가하였

으며 시험결과는 표2.7과 같다. 

Table 2.7 Destructive test results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요크인장내하중 
시험 

65[kN]에서 
이상무

이상없음 2 분유지

2.2.5 스톱퍼 기능시험

스 토 퍼 기 능 시 험 은 조 정 로 프 를 

800[mm] 인출하여 고정한 후 급격하게 

하중을 제거 할 때 스톱퍼 기능이 동

작하여 멈춘 상태에서 초기에 고정한 

거리와 이동거리의 차이로 하였으며 

표준 이동거리는 70mm 이하로 하였고 

시험횟수는 3회로 하였다. 시험 후 표

준장력은 20.45[kN], 장력변화율은 약

2% 로 나타났으며 시험결과는 표2.8과 

같다. Fig. 2.4는 스톱퍼 기능시험 후 

표준장력값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Table 2.8 Stopper function test results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스톱퍼

기능시험

이동거리 
70[mm]
이하

1 회 43[mm]

2 회 43[mm]

3 회 43[mm]

표준장력 20.45[kN]

Fig. 2.4  스톱퍼기능 시험 후 장력시험

2.3 현장설치시험

1차 현장설치시험은 2013.07.25 ~ 2014. 

04. 26까지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기지에 

20[kN] 1Set 설치하여 전차선로 온도변화에 

따른 동작상태 및 외관 변형 상태를 시험 

하였다. 시험결과는 표2.9과와 같다. 

본 시험은 전차선의 통전된 상태에서 풍향

에 의한 전차선의 흔들림 등을 고려하지 않

고 시험하였으며에 Fig. 2.3은  부산교통공

사 노포차량기지 현장설치 장면이다.

2차 현장설치 시험은 2015.07.22 ~ 

2016.03.16일까지 약 13개월 동안한국철도

공사 충북선 청주~오근장에 1Set 설치하여  

전차선로 온도변화에 따른 판스프링자동장



력장치 동작상태 상태를 시험 하였다. 시험

결과는 표2.10과 같다. 

  
Fig. 2.3  판스프링장력장치 현장설치장면

Table 2.9 Field installation test results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시험
항목

시험조건 시험결과

비고
날짜 시간

온도

[℃]
습도

[%]

인출

길이

[mm]

외관

상태

인출

길이

온도

습도

외관

13/
08/20

14:20 40 40 240
이상

없음

08/21 06:11 26.6 70 290 〃
09/24 14;15 34.7 45 250 〃
09/25 08:10 25 77 310 〃
10/29 14:45 23.5 36 306 〃
10/30 08:30 15 67 363 〃
11/21 12:25 17.1 33 385 〃
11/22 06:31 5.8 59 421 〃

14/
01/16

14:00 10.5 10 405 〃
01/17 08:05 -3.5 0 483 〃
03/25 16:00 16.2 87.4 370 〃
03/26 08:30 16.8 89 367 〃
04/25 21:40 14.6 68 380 〃
04/26 01:23 9.2 72 405 〃

Table 2.10 Field Installation Test Results          
         (Korea Railroad)

시험
항목

시험조건 시험결과

비고
날짜 시간

온도

[℃]
습도

[%]

인출

길이

[mm]

외관

상태

인출

길이

온도

습도

외관

15/
07/22

14:14 37.9 41 433
이상

없음
07/29 15:23 32.8 69 493 〃
08/5 07:15 27.4 74 552 〃
08/12 14:14 35.0 37 462 〃
08/19 14:35 31.0 48 499 〃
08/25 01:19 24.1 76 591 〃
09/07 12:19 31.0 35 507 〃
09/10 15:06 29.9 38 519 〃
09/16 14:17 29.4 37 525.5 〃
09/22 23:31 18.3 68 654.5 〃
09/30 09:43 22.5 41.0 597 〃
10/07 13:24 30.4 27 510 〃
10/21 09:21 14.0 68 682 〃
11/05 13:15 16.0 46 662 〃
11/17 14:02 16.4 42.8 665 〃
12/02 11:05 7.6 63 764 〃

16/
01/05

13:30 3.7 28.5 795 〃
01/22 10:19 -13.5 70 965 〃
02/18 11:49 7.0 48 770 〃
03/16 08:41 5.0 58 774 〃
04/28 13:24 23.5 28 580 〃
05/30 17:37 31.5 24 490 〃
06/30 15:14 34.0 33 485 〃
07/29 10:13 30.2 58 508 〃
08/31 13:45 19.5 64 620 〃
09/29 13:44 24.5 42 580 〃

2.3.1 현장설치 시험결과

본 시험은 주위온도 -13[℃]~37.9[℃] 

의 온도차가 발생하였으며 현장설치 시험을 
통하여 4계절 온도변화에 따른 성능 확인과  외
관상태 또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2.4 유지보수 고찰

2.4.1 판스프링 장력조정장치 

판스프링장력조정장치는  밀폐형 무보수

로서 하루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을 1회 왕

복으로 하여 20,000회 내구성 시험을 실시

하였으며 약 54년간의 동작횟수이다. 교체

주기 20년을 감안 하였을 때 안전성은 물론 

유지보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운영자 의견으로 유지보수 측면에

서 활차식 장력장치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장설치 시험 이후 내부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품을 철거하여 

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내부를 해체하여 확



인한바 특이사항은 없었다. Fig. 2.4는  현

장설치시험후 내부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그

림이다

Fig. 2.4  장력장치 내부 해체 점검

2.4.2 코일스프링 장력조정장치(STB) 

일본철도전기기술협회의 “전기철도와 

기술” 2009년 6월호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2007년 5월 급전조가선 2조가 동시 단선되

어 큰 수송장해를 발생시켰다. 단선된 급전

조가선은 코일스프링식장력장치(STB)에 의

해 인류 되고 있었으며 복구시 코일스프링

식장력장치(STB)의 내부통이 스프링의 인장

력에 의하여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내부통

을 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구에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 큰 수송장해를 발생시

켰다. 조가선 단선시 스톱퍼 기능이 없어 

내통이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 한 것

이다. 국내의 경우 일본에서 개발된 코일스

프링식장력장치(STB)가 전철구간에 많이 사

용되고 있어 전차선로 사고시 코일스프링식

장력장치(STB)원상복구에 대한 문제를 고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2.5는 당시 

전차선로 단선사고 상황과 코일스프링식장

력장치(STB) 내통이 안으로 들어간 그림이다.

   
   
  
   Fig. 2.5  단선사고와 장력장치의 상황

3. 결 론 

○ 판스프링장력조정장치 조립시험 결과 표준장
력시험, 내구성시험, 인장내하중시험, 파괴시
험, 스톱퍼 기능시험에서 안전성과 장력변화
율 3%이내 이었음을 확인하였다. 

○ 현장설치시험 결과 전차선로 신축에 따른 동

작상태가 원활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 현장설치 시험품을 철거하여 내부를 해체하여 

확인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 
○ 현장설치 기간동안 유지보수가 필요 없었고 

타 장력장치보다 유지보수면에서 유리하였다.

후 기

판스프링장력장치는 약 4년 10개월 동안 성능검
증을 통하여 KRSA(한국철도시설공단 표준규격)
에 등록(2017.2.27)됨으로써 성능이 입증되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2014년도 한국철도학회 추계학
술대회 논문번호 KSR2014A162호(저자 윤용한, 
김낙경, 김태수)에 수록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바
로 잡고자 한다. KSR2014A162호에 의하면 판스
프링식 장력조정장치 2,000[kgf] 제품을 대상으
로 판스프링이 8개가 1조로 구성되어 1개 절손되
는 경우 변화율이 -12.5% 손실을 수반한다 라는 
내용은 실제 판스프링이 12개가 1조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고 시험에 의해서 안전율 3.0 이
상으로 확인 되었음을 본 논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고발생 된 제품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사실근거 없이 왜곡 작
성된 것으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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