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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형 고속열차 HEMU-430x에 대하여 공기역학적 성능향상

을 위한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HEMU-430x의 주행 저항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 중 실험

모델 개선을 통하여 실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주행

저항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을 위한 요

소 분석을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항력

요소분석을 바탕으로 공력성능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력 커버형상 개선모델을 설정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현재

운행 중인 HEMU-430x의 시제차량에 대하여 11% 이상의 공

기역학적 항력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한다. 두번째로

Long Connected Roof를 제시하여 모델 시험을 실시하여

15% 이상의 공기역학적 항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다.

주요어 : 고속열차, 공기역학적 항력, 열차 상부

커버, 팬토그래프 커버

학 번 : 201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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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친환경적인 지상 교통수단의 하나인 철도는 안정성과 정시성이

뛰어나 승객과 화물의 중장거리 운송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빠

르고 편리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와 운송의 필요성을

가지는 현 시대에 300km/h 이상의 고속철도의 운용 및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2004년 첫 운행을 시작한 KTX를 비롯하여 KTX-산천,

HEMU-430x에 이르기 까지 고속열차를 개발 운영해 왔다. 2015

년을 운행 목표로 하는 HEMU-430x 열차는 개발, 제작 단계를

거쳐 2012년 현재 6량의 시제차량이 시험운전 중에 있다(표 1).

종전에 없었던 고속의 열차로 430km/h를 최고 목표 속도로 보는

HEMU-430x 열차는 KTX, KTX-산천과는 다른 추진시스템인

동력 분산형 방식의 열차이다.

KTX, KTX-산천의 최고속력 300km/h와는 다르게 HEMU-430x

의 목표속력인 430km/h 속도로 열차가 달리게 될 경우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 특별히 음

속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로써 공기역학적 항력이 총 주행

저항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차량의

고속주행 성능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속의 주행

을 필요로 하는 열차 개발을 위하여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을 위

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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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속열차의 공기역학적 특징

열차의 공기역학은 다른 운송수단의 공기역학과 연관이 있으나

분명 다른 운송수단과는 달리 고속전철의 공기역학만의 특별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속전철의 경우 지상의 차량들 보다는 빠르지

만 비행기 보다는 느린 속도영역에서 운행된다. 다른 운송수단들

보다 길이 대 직경의 비가 매우 큰 특징이 있다. 열차는 지상 부

근에서 운행이 되며, 운행 중 측풍에 의한 영향이 크다. 또한 자

갈, 선로, 열차의 교행 등의 지면과 관계의 복잡성을 가지므로 실

험적 모사의 어려움을 가진다. 이러한 실험의 한계는 전산해석과

함께 적절한 보정 작업을 필요로 한다. 300km/h이상에서 공기역

학적 항력이 약 80%를 차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1926년에 처음

고안된 Davis 방정식은 수 년 동안 수정되어 식(1.1)과 같은 형

태를 가지게 되었다[1].


 (1.1)

Davis 방정식은 공기에 대한 열차의 속도 V와 움직임에 대한 총

저항을 나타낸다. 주변의 유동이 상당히 빠를 경우에 식(1.2)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1.2)

VG는 지면에 대한 열차의 상대속도를 나타내고, VA는 공기에 대

한 열차의 상대속도를 나타낸다. 상수항인 A는 구름저항을 나타

내며 일차항인 B1은 변속 및 브레이크 저항을 포함한 기계적 저

항이고, B2는 열차의 추진, 엔진 냉각 등에 사용되는 공기의 운동

량 저항이다. C는 열차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공기역학적 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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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특별히 C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식(1.3)을 통해 자세하

게 설명하겠다.


  




  (1.3)

ρ는 밀도를 나타내고, S는 열차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그리고 CD

는 저항계수를 나타낸다. 식(1.4)는 기계적 항력의 상수항 일차항

과 이차항의 공기역학적 항력을 포함한 Davis 방정식의 이차다

항식 형태의 KTX-산천의 열차 저항식이다. 열차 저항식을 도출

하는 것은 차량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바탕

으로 목표속도를 가지는 열차에 대한 필요추력을 예상 할 수 있

다.

    (1.4)

표 2는 KTX 산천의 전체 항력과 공력항력비율을 나타내는 표이

다. 속도가 증속된 430km/h에서는 80%가 넘는 공력항력비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속전철의 공기역학적 항력 분포는 그

림 1과 같다. 이러한 공기역학적 항력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팬터

그래프 항력 저감을 위한 커버 설치[3,4,5], 고속전철의 바퀴인 대

차의 커버의 형상 개선을 통한 항력저감[6,7] 그리고 객차 간 간

격변화를 통한 항력저감[8] 연구가 선행되었다. 그림 2와 그림 3

은 현재 시운전 중인 HEMU-430x 열차의 공기역학적 항력에 원

인이 되는 대차와 열차 상부의 팬터그래프와 전자 장비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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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1/20 축소모델의 풍동 실험을 통한 공기역학적 항력 측정과 비교

를 통하여 HEMU-430x의 주행 저항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항력저감 요소를 통해 차간 간격변화 및 대차에 의한 항

력 변화를 확인 하였으며 열차 상부커버 변화를 통한 항력 저감

요소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공력성능 개

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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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KTX-산천 HEMU-430x

개발 및 운행
2004년 4월

운행시작

2010년 3월

운행시작

2007년 개발시작

2015년 운행목표

웅용속도 300km/h 300km/h 430km/h

추진 시스템 동력 집중식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그림

표 1 한국의 고속철도

100km/h 300km/h 400km/h 430km/h

전체항력 10,528[N] 51,596[N] 84,790[N] 96,394[N]

공력항력 4,220[N] 37,980[N] 67,520[N] 78,027[N]

공력항력비율 40.08% 73.61% 79.63% 80.95%

표 2 KTX-산천의 속도별 항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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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철도의 공기역학적 항력 분포

그림 2 HEMU-430x 열차 하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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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EMU-430x 열차 상부 형상

그림 3-2 HEMU-430x 열차 상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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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비 및 절차

2.1 열차 모델 시험

2.1.1 HEMU-430x 1/20 축소 모델

현재 개발단계를 지나 시제차 제작되어 시험운행중인 한국형 고

속열차 HEMU-430x의 1/20 축소 모델에 대한 아음속 풍동시험

을 수행하였다. 아음속 풍동시험의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30m/s, 40m/s, 50m/s의 풍속조건에서 축소 모델의 각각의 차량

에 대한 항력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풍동의 Blockage Ratio

는 1.07%이다. 위의 풍속조건에 따른 실험에 쓰인 유동의 레이놀

즈수의 범위는 3.6 × 105 ∼ 3.6 × 105 이다. 항력 측정을 위하여

풍동시험에 사용된 모델의 조건은 표 3을 통해 자세히 기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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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항력 측정 장비

HEMU-430x 스케일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항력 측정 장비 구성

은 그림 4와 같다. 3량의 모델 실험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각 모

델에 2개의 지지대와 연결된 로드셀을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로드셀(SB-20L)은 정격 부하 20kgf의 로드셀로 0.03%의 오차

범위를 가진다. 모델과 아음속 풍동 전체의 진동 및 실험 측정오

차를 고려하여 각 실험케이스 마다 30초의 측정시간을 두고 평균

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주파수는 1000Hz이다.

2.1.3 항력 측정 시스템 신뢰성 확보

고속의 유동으로 인하여 열차 모델이 진동할 수 있는 점, 풍동의

난류도 등 다양한 실험 변수들이 풍동시험에 존재한다. 동일 조

건에 대하여 반복적인 실험 수행을 통하여 측정된 열차 모델의

항력 값의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유속 0-50m/s 구간에서 항력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는 각 속도에 대하여 비

교를 수행하였으며 ± 0.9% 미만의 실험적 항력 오차 범위를 가

진다. 이는 로드셀의 오차 범위인 0.03% 보다 큰 값으로 이를 통

해, 시험 구성 및 진동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13 -

2.1.4 차량 간 압력 보정

실제 상황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열차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차량별 항력 측정을 위

하여 차간을 1mm에서 3mm만큼 간격을 두어 설치하였다. 이 때

차간의 압력이 차간의 간격길이, 연결부의 형상, 지붕의 형상에

따라 변하며 이로 인해 열차 모델의 전체 항력은 변하지 않으나

차량별 항력에 영향을 미친다. 차간에서의 압력을 측정하여 다음

식과 같이 보정하였다.

′
′
′

(2.1)

차간 간격의 변화를 통한 열차의 항력 변화를 조사하기 이전에

그림 6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하여서 시험적으로 항력 측정을 수

행하였다. 그림 7과 같은 차량 간 압력 보정을 거치지 않은 결과

와 그림 8과 같이 압력 보정한 결과 값이 확연히 차이를 나타내

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저항에 대해서는 표 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듯 차량 간 압력 보정의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각 차량의 측정되는 항력의 경향성은 분명히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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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행 저항식 도출

주행 저항식 검증을 위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제공받은 고

속열차 타행시험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HEMU-430x 열차의 주

행 저항식 예측 과정은 그림 9를 통해 자세히 설명한다. KTX-

산천의 타행 시험 결과를 통하여 획득된 실제차량 10량의 환산

항력 계수와 보정된 해석치를 이용하여 HEMU-430x 시제차량의

항력을 예측하였다. KTX-산천 열차의 주행 저항 예측 식은 식

(1.4)와 같다[11].

    (1.4)

주행 저항식을 이용하여 30∼50m/s의 풍속에서 실제 KTX 산천

의 항력을 구하고 그 값을 모델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주행

저항식인 식(1.4)에서의 속도에 대한 이차항인 0.422V2은 KTX

산천의 공기저항을 나타내는 항이다.

KTX-산천의 주행 저항식을 이용하여 350km/h로 운행 시 얻은

공기역학적 항력(RKTX-산천)에 10량 편성의 KTX-산천 모델의

실험결과에 대한 차세대 고속열차 보정 결과의 항력계수의 비(f1)

와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한 KTX-산천 10량 모델에 대한 KTX-

산천 6량 모델의 항력 계수의 비(f2)를 곱해주면 차세대 고속열차

시제차량 6량의 공기저항(RHEMU-430x)를 구할 수 있다.

 ×산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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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U-430x 스케일 모델의 제원

3량 시험모델

축소비율 1 / 20

단면적
0.026m2

(145mm x 180mm)

길이

총 길이 : 3745mm

T1, T3 : 1275mm

T2 : 1175mm

표 3 HEMU-430x 1/20 스케일 축소 모델의 제원

항력 오차 범위

속도 (m/s) 열차의 총 항력 (N)

0.0 0.0 0.0 0.0 0.0

30.0 6.241 6.066 6.160 5.883

40.0 10.907 10.684 10.925 10.544

50.0 16.823 17.044 16.895 16.874

표 4 모델 시험 항력 측정시스템의 오차범위 분석

항력 (N)

모델 번호 Type2 Type3 Type4 Corr2 Corr3 Corr4

T1 8.3918 6.0236 7.5281 8.2278 6.1059 6.0964

T2 4.8806 4.2751 4.8975 5.2592 4.1586 3.5593

T3 9.6993 7.2112 4.4695 9.4848 7.2454 7.2395

Total Drag 22.971 17.510 16.895 22.972 17.510 16.895

표 5 모델 시험 항력 측정시스템의 오차범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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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열차모델 항력 측정 장비

그림 5 HEMU-430x 1/20 축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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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차량 간 압력 보정 용 테스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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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차량 간 압력 보정 전 각 차량의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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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차량 간 압력 보정 후 각 차량의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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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EMU-430x의 주행저항 예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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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역학적 성능 개선 연구

3.1 HEMU-430x 주행 저항식 도출

보정된 해석치의 10량 모델의 항력 계수는 2.322이며 KTX-산천

모델의 실험결과의 10량 모델의 항력 계수는 1.93으로 f1 =

1.2041이다. 또한 KTX-산천 모델의 실험결과의 6량 모델의 항력

계수는 1.214로 f2 = 0.629 이다. RKTX-산천은 KTX-산천의 주행

저항식에 350km/h의 속도를 대입한 51,693N 이다. 그러므로

RHEMU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1)

6량 기준 HEMU-430x 시제차량의 350km/h 주행 시의 공기역학

적 항력은 39,137N이라고 예측되었다. KTX-산천 열차의 주행

저항식을 이용하여 350km/h의 속도에서 총 주행 저항에 대한 공

기역학적 항력의 비인 0.77을 차세대 고속철도 시제차량의 주행

저항에 대입하면 총 저항 50,828N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방법으

로 다른 속도에서의 주행저항을 구한 후 일차다항방정식으로 계

산해주면 HEMU-430x 시제차량의 주행 저항식을 대략적으로 예

측할 수 있다.

  
 (3.2)

HEMU-430x 시제차량의 주행 저항은 KTX-산천의 주행 저항식

을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HEMU-430x의 주행 저항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또한 HEMU-430x와 KTX-산천 열차의 전두부 형상

의 차이와 열차 량별 길이 차이로 인해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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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다. 기존 주행 저항식 예측을 위해 사용된 풍동시험

모델이 커버를 제외한 유선형 모델인 관계로 상부 커버에 의한

공기역학적 항력 변화에 대한의 보정을 수행하여 타행시험 결과

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주행 저항식인 식(3.3)을 얻었다.

  
 (3.3)

HEMU-430x 모델시험에 대하여 커버가 없던 유선형 모델을 사

용하였을 경우 HEMU-430x의 타행시험 결과에 대하여 그림 10

에서 25%이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상부 커

버를 통한 항력 증가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타행시험결과와 비교

적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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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 요소 분석

3.2.1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 요소 분석 - 차간 간격의 변화

선행되었던 연구를 통한 열차의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을 위한 다

양한 접근 중 실험을 통하여 열차의 차간 간격의 변화를 통한 열

차의 항력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유동의 저항으로부터

최적화된 유선형의 형상을 기본적으로 가지는 열차에서 차간의

이음부에서의 간격은 항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HEMU-430x의 열차에 적용하여 모델 실험을 통하여 항력을 비

교하였다. 차간의 간격만의 변화를 통한 공기역학적 항력의 변화

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11의 첫 번째 형상과 같이 열차의 항력

요인이 될 수 있는 열차 상부의 항력저감 커버를 제거한 기본 형

상에 대하여 차간 간격의 변화를 주어 실험 하였다. 30m/s -

50m/s의 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고속의 50m/s에서 항

력을 비교하였다.

열차의 항력이 Davis 방정식에 따라 속도의 증가에 따른 항력의

증가를 그림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압력항력과 점성항력을

지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열차의 선두차량(T1)과 후류영역의 발

달로 항력을 받을 수 있는 후미(T3)가 중앙의 객차(T2)보다 모

든 속도의 영역에서 큰 항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풍속 50m/s의 조건에서 수행된 모델 시험을 통하여 항력을 비교

한 결과를 그림 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1을 제외한 T2, T3

에서 모두 항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T1의 항

력의 증가의 이유로는 T1과 T2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유입류의

발생으로 차간에서 압력이 존재하던 것이 공백이 메워지므로 공

기 유입으로 인한 압력이 사라져 열차의 항력과 반대방향으로 작

용하던 힘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열차의 공기역학적 항력은 차간 간격을 줄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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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열차에서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열차 전체에 대해서 3%

이상 항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차간 간격변

화를 통한 항력 저감은 중앙의 객차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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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 요소 분석 - 대차의 변화

열차의 바퀴인 대차의 변화를 통한 열차의 항력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케이스는 그림 14와 같다. 첫

번째 케이스(B-Type 01)는 일반적인 대차를 설치하였을 경우이

고 두 번째(B-Type 02)는 설치된 대차의 커버를 제거하였을 경

우, 세 번째(B-Type 03)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서 대차를 설치

함으로 발생되는 항력을 알아보기 위해 대차를 제거한 유선형 형

상의 열차 모델이다. 위의 모델들을 통하여 대차의 변화에 의한

공기역학적 항력을 차량별로 분석하였다. 차간 간격변화에 대한

비교와 마찬가지로 50m/s의 속도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 항력

을 비교하였고, 그림 15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대차 커버가 설치되어 있는 모델(B-type01)과 가

장 이상적인 유선형의 대차를 제거한 모델(B-type03)을 비교 하

였다. 모든 차량(T1, T2, T3)에서 항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별한 경향을 띄는 것은 아니며, 유선형의 형상에 대하

여 일반적인 대차커버 및 대차를 통해 전체 항력이 35%이상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B-type01과 대차에 설치되

어 있던 커버를 강제로 제거하였을 경우(B-type02)를 비교하였

다. 대차 커버를 제거 하는 것으로 인해 전체 공기역학적 항력이

11%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차 커버를 제거 할 경우

각 차량들의 항력의 경향성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미차량(T3)보다는 대차 커버에 의해서 선두차량(T1)의 항력이

더욱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대차 및 대차 커버가

열차의 공기역학적 항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별히 이 결과를 통하여 대차 및 대차 커버의 개선을 통

한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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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기역학적 항력 저감 요소 분석 – 상부 항력 저감 커버

열차 상부에 설치된 항력 저감 커버에 의한 공기역학적 항력의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력 분산형 열차(HEMU-430x)의 경우 상부에는 팬터그래프 뿐

아니라 집전 배선 장치 및 애자 등 다양한 전기장비들이 설치되

어 공기역학적 항력의 발생 요인이 된다. 열차의 공기역학적 항

력 저감을 위해 선행된 연구를 통해 열차 상부에 항력 저감을 위

한 유선형의 커버가 설치되었다. 그림 1을 통해 팬터그래프에서

의 발생하는 항력이 전체 공기역학적 항력에서 8%를 차지한다.

이 뿐 아니라 동력 분산형 열차의 경우 동력 집중형 열차와 같이

동력을 추진하는 열차에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팬터그래프를

통해 얻게 된 동력을 각 추진 차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열차 상

부에 추가적인 애자 및 전자장비와 가선장비의 설치를 피할 수

없다. 그림 16과 같이 KTX-산천의 깨끗한 상부의 형상보다 훨

씬 복잡한 모습의 상부를 가지는 HEMU-430x를 확인 할 수 있

다.

열차 상부의 항력 저감 커버를 실험하기 위한 케이스는 그림 17

과 같다. 팬터그래프 커버를 장착한 경우, 대칭으로 장착한 경우,

비대칭으로 장착한 경우 그리고 여기에 추가 커버를 장착한 경우

로 나뉜다. 팬터그래프 커버를 대칭과 비대칭으로 장착하였을 때

의 결과는 그림 19과 같다. 팬터그래프 커버를 장착함에 따라 1

번 차량과 2번 차량에서 항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번 차량

에서 비대칭으로 장착한 경우 항력증가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번 차량에서 박리된 유동이 5번 차량으로 유동이 유

입되어 항력이 더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입된 흐

름으로 인하여 비대칭인 경우 4번 차량의 항력증가가 크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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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는 커버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한 유동 패턴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그림이다. 유동이 커버를 처음 만나는 선두에서 압력

항력이 발생하고 첫번째 그림의 경우 유동이 커버 안으로 유입되

어 1번 이상의 유동 재 부착 발생으로 인하여 뒤편 차량의 항력

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은 커버 내부로의 유동유입이 적은 것으로 비교적 적은 공기

역학적 항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팬터그래프 항력 저감 커버 이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커버

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칭과 비대칭으로 팬터그래프 커버

가 설치된 경우 추가 커버의 장착으로 인해 2번과 4번 차량의 항

력이 더욱 증가됨을 그림 20과 그림 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팬터그래프 커버와 추가 커버가 설치되어 있을 때 팬터그래프 커

버의 대칭성에 대한 비교의 결론이다. 이 결과 역시 커버의 영향

과 추가 커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4

번 차량과 5번 차량이 영향을 받는 것을 그림 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차 상부에 설치되는 항력 저감을 위한 커버에 의한

공기역학적 항력 결과들을 표 8을 통해 정리 하였다. 팬터그래프

커버를 설치한 경우 29.5%의 공기역학적 항력 증가가 발생하였

으며, 대칭성에 의한 영향으로 추가적으로 5%의 항력이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추가 커버 설치에 의한 결과는 약 3%의 추가적

인 항력증가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열차의 공력특

성은 차량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후 차량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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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EMU-430x의 주행저항 예측 결과 및 타행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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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차간 간격변화 항력 분석 케이스

그림 12 속도별 공기역학적 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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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차간 간격변화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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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차 변화 항력 분석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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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차 변화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 33 -

그림 16 KTX-산천과 HEMU-430x의 열차 상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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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커버형상 변화 항력 분석 케이스

그림 18 커버 내부로의 유동 유출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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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열차 상부 커버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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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열차 상부 커버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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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열차 상부 커버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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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열차 상부 커버에 의한 항력 분석 결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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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역학적 저항 증가율 (%)

Baseline (1) 0

Symmetric pantograph cover (2) 29.5%

Un-symmetric pantograph cover (3) 34.3%

Symmetric pantograph cover + additional cover (4) 32.9%

Un-symmetric pantograph cover + additional cover (5) 37.1%

표 6 커버 설치에 따른 공기역학적 저항 증가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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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력성능 개선안 제시

3.3.1 공력성능 개선안 제시 1 - 커버형상 개선

현재 운행되고 있는 HEMU-430x 시제차량에 대한 공력성능 개

선을 위해 고속주행모델을 기준으로 커버 변형을 통한 공력성능

개선 방향을 정하여 항력 감소율 결과를 확인하였다. 커버를 변

형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표 9를 통해 나타내었다. 유동을 직

접적으로 받지 않는 커버 후반부를 제거하고 중앙의 애자 커버를

제거한 개선모델 1과 팬터그래프 커버를 모두 제거하고 중앙의

애자커버를 제거한 개선모델 2를 통하여 열차의 항력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그림 23를 통해 개선모델 1에 대한 형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

다. 커버형상 개선모델 1의 경우, 첫 번째 차량의 공기역학적 항

력 증가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차량의 항력 감소를 통해 11.4%

의 전체 공기역학적 항력 감소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모델

2의 경우, 첫 번째 차량의 공기저항 감소 이후 두 번째 차량의

공기저항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선모델 1보다는 적은

7.0%의 전체 공기역학적 항력 감소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커버

를 제거한 팬터그래프의 항력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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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력성능 개선안 제시 2 – 커버형상 개선

열차 상부의 항력저감 커버 제거를 통하여 항력저감 요소를 알아

본 것과 동시에 실험을 통하여 Long Connected Roof 커버를 제

시하여 커버를 포함한 기본 모델과의 항력을 비교하였다. 그림

25의 2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비교 하였다. 유동 유입을 막고 복

잡한 커버의 형상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유동 박리 및 재부착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다. 결과로 그림 26을 보면

선두차량(T1)과 중앙차량(T2)에서의 공기역학적 항력 감소가 두

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15% 이상의 공기역학

적 항력이 저감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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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터 커버1,2 애자 커버1,3 애자커버2

커버형상

개선모델 1
커버 후반부 제거 상부 덮개 설치 커버 제거

커버형상

개선모델 2
커버 제거 상부 덮개 설치 커버 제거

표 7 커버형상 개선모델

그림 23 커버형상 개선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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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커버형상 개선에 의한 차량별 항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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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Long Connected Roof 열차 항력 분석 케이스

그림 26 Long Connected Roof 열차 항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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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현재 개발, 제작 단계를 거쳐 시제차의 시험운행 단계에 있는 한

국형 고속열차 HEMU-430x에 대하여 공기역학적 성능향상을 위

한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열차의 모

델시험과 KTX-산천의 주행 저항식을 이용하여 HEMU-430x의

주행 저항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과정 중 실험 모델 개선을 통하

여 실제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주행 저항식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차간 간격변화, 대차 및 대차커버 그리고 열차 상부의

항력 저감 커버에 대한 항력요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좁은 차간

간격과 유선형 대차형상의 항력 저감을 확인 하였으며 열차 상부

의 커버에서 비대칭형의 커버를 설치하였을 경우 항력 발생의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기역학적 항력 발생에 대하여 차량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후 차량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항력요소분석을 바탕으로

공력성능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항력 커버형상 개선모델

을 설정하여 비교하였을 경우 현재 고속운행 방향을 기준으로 팬

터그래프 커버의 후반부를 제거하고 중앙의 애자 커버를 제거한

개선모델의 경우 11.4%의 항력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을 확인 하

였다. 두번째로 Long connected roof를 제시하여 모델 시험을 실

시하여 15%이상의 공기역학적 항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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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to

improve aerodynamic performance by reduction of

aerodynamic resistance for the Korean high-speed train

HEMU-430x. firstly, to analysis high-speed train, train

resistances are derive. In order to derive the train

resistances of HEMU-430x, results of improved test model

were used. the train resistances are confirmed that are

consistent with an actual coast-down test results.

Secondly, to reduce the aerodynamic resistance,

aerodynamic drag elem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Finally, aerodynamic performance

improvement methods are presented using the aerodynamic

drag element analysis.

Results are confirmed that 11% or more of the

aerodynamic resistance can be reduced by presented cover

shape improvement and 15% or more of the aerodynamic

resistance can be reduced by presented Long Connected

Roof.

Keywords : High-speed train, aerodynamic

resistance, train upper cover,

pantograph cover, aerodynamic

drag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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