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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겨울철 고속열차에 발생한 설빙이 낙하하면, 낙하한 설빙이 도상자갈을 비산

시켜 열차와 주변 시설에 충격을 가해 손상을 줄 수 있다. 열차 운영회사는 설

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속운행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는 열차의 정시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차에 제빙/방빙 장치를 

설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설빙이 발생하는 위

치와 질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제빙/방빙 장치를 설계할 수 있으므로, 

착설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시뮬레이션은 

다상유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눈 입자가 열차에 충돌하는 위치와 양을 

예측하는 성과를 보이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눈 입자가 벽면에 충돌 후 달라

붙는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는 눈 입자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열차가 주행하는 상황에서만 해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맑은 

날씨이지만 착설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이 가지고 있는 부착특성과 눈 입자의 비산 현상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눈 입자의 항력, 임계부착한계각도, 

함습률(Liquid Water Content of Snow, LWCS)과 같은 눈 특성을 적용하여 열차 표면

에 대한 눈 충돌이 부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확인했고, 열차에 대

한 눈 부착률을 예측했다. 그리고 입자의 수송 이론의 연구를 통해 열차 주변에 

발생하는 비산 현상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했다. 임계부착한계각도는 벽면에 대

한 눈 충돌에서 부착으로 이어지는 영역을 축소시켜 눈 부착이 전두부와 대차부

에서만 눈의 부착이 발생했으며, 함습률을 고려했을 때에는 부착률이 충돌률 대

비 -2℃에서는 20%, -5℃에서는 79%, -8℃에서는 99.22%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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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비산 해석을 수행한 결과, 열차의 주행으로 발생하는 눈 입자의 비산장은 

열차의 와류분포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열차에

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비산장과 정성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열차 후미에

서 발생한 재순환 영역으로 비산한 눈 입자는 열차 후미 상단까지 올라갔고, 열

차측면에서는 대차부에서 발생한 와류를 따라 비산입자가 이동하며 다음 대차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현상들에 대한 측풍의 영향성을 확인해본 

결과, 강설환경에서는 측풍각이 증가함에 따라 열차와 대차부에 입사하는 눈 입

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비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측풍각이 커짐에 따라 재순

환 영역이 열차에서 멀어지며 대차부에 입사하는 눈 입자의 양이 감소했다. 

 

 

 

주요어 : 고속열차 착설, 눈의 비산, 임계부착한계각도, 함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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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𝐴  : area [m2] 

𝐿  : length [m] 

𝐻  : height [m] 

𝑊  : width [m] 

𝑏0  : halftrack width [m] 

𝑔  : gravitational acceleration, 9.81 [m/s2]  

𝜌  : density [kg/m3] 

𝜇  : viscosity [kg/m·s] 

𝜈  : dynamic viscosity [m2/s] 

𝜈𝑡  : turbulent dynamic viscosity [m2/s] 

𝑘  : turbulent kinetic energy [m2/s2] 

𝜖  : dissipation rate [m2/s3] 

𝑈  : velocity [m/s] 

𝑈𝑓  : snow fall velocity [m/s] 

𝜀𝑚𝑎𝑥   : maximum tolerance target value 

𝜀𝑚𝑒𝑎𝑛  : mean tolerance target value 

𝑡  : time [s] 

𝐶𝐷  : darg coefficient 

𝐶𝑃  : pressure coefficient 

𝑆𝑇𝐵𝑅  : single track ballast and rail 

𝐿𝑊𝐶  : liquid water content [kg/m3] 



 

2 

𝐿𝑊𝐶𝑠  : liquid water content of snow [kg/m3] 

𝑀𝑉𝐷  : median volume diameter [μm] 

𝛽  : local impingement efficiency  

𝜆  : sticking coefficient 

𝑇  : temperature [°C] 

𝛼𝑒𝑓𝑓  : threshold angle [°] 

𝛷  : snowdrift density [kg/m3] 

𝑆𝑐𝑡  : turbulence Schmidt number [-] 

 

 

 

Subs 

𝑎  : air properties 

𝑝  : particle properties 

𝑠  : snow properties 

∞  : freestream properties 

𝑛  : normal direction 

𝑅  : reference 

𝑇𝑅  : train 

𝐼𝑚𝑝  : imp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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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속열차는 정시성과 안정성을 갖춘 고속 교통수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속열차의 수요 증가로 고속선과 열

차 운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착설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여 철

도 차량 및 인프라, 운영 네트워크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착설이란 강설환경 또는 열차풍에 의한 눈의 비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열차

에 눈이 달라붙는 현상을 의미한다. 착설이 열과 압력에 의해 얼음화가 진행되

면 Fig. 1과 같이 설빙으로 발달한다. 설빙이 열 및 진동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낙하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일으킨다.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낙하

한 설빙이 직접적으로 열차 부품에 충격을 주거나, 자갈도상에 낙하하여 자갈 

비산을 발생시켜 주변 시설물이나 열차 유리, 차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비산 

자갈이 인근 민가나 현장인력에도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상 위

협이 되는 현상이다. 

 

Fig. 1 Snow accretion on Train bogie (TG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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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기관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열차 착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거

나 예방을 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관련된 예방대책

을 비롯한 여러 대책들을 수립하였고 실제 열차 운용정책에 적용하고자 했다[1]. 

우리나라에서도 고속열차 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갈도상인 경부고속선 1단계 구간에서 Fig. 2 와 같은 피해가 주로 

나타나고 있어 열차 지연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부가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철도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강설시 감속 운행 실시, 차량 제빙, 자

갈비산방지네트 설치 등 유지보수 관점으로 대응책을 세워 수행하고 있다[2]. 이

러한 노력은 착설에 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를 했지만, 설빙 피해의 원

인 및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착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므로, 기상환경 

및 열차 종류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펼치기 어렵고, 고속열차의 장점인 정시성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빙 피해에 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  

열차의 장점을 유지하며 운용하기 위해서는 열차에 착설이 발생하지 않거나 

착설이 발생해도 얼음화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제빙/방빙 장치가 필요

  
(a) (b) 

Fig. 2 Snow accretion damage case 

(a) Window crushed by ballast (b) Axle damaged by bal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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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일본은 신칸센에 제빙/방빙 장치를 부착하여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가까

운 시일 내에 상용운행을 할 예정이지만, 이는 시행착오를 통한 설계이므로, 형

상 변화에 다른 긴밀한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열차에 발생하는 설빙의 발생 위치와 강도를 예측하여 제빙/방빙 장치가 효과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해야 적절한 제빙/방빙 장치의 설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설이 발생하는 위치와 유입량을 통해 설빙의 질량을 예측하는 것

이 필요하며, 착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치적 접근

을 통해 해당 현상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유동에 의한 입자 또는 액

적의 수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상세하게 설명한 연구도 상당히 존재한다. 고

속열차 주변 유동 및 착설과 관련해서는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활

발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열

차 주행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야할 것이 많이 남아있어 여전히 

착설 모델링 및 개발은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눈이 충돌하는 곳을 예측하고자 다상유동 해석 이론에 기반하여 착설해석을 수

행했고, 열차에 대한 눈 입자의 충돌률 해석을 통해 대차부에 발생하는 착설 현

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Wang[3]은 열차 대차부에 대한 착설 현상을 Lagrangian 기

법으로 눈의 거동을 규명하고 충돌률을 예측했다. 이는 눈 자체의 거동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음영지역에 대한 눈의 착설현상 관측과 큰 용량

의 착설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착설/착빙 현상을 Eulerian 방식으로 

해석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전력선과 항공분야에서 찾을 수 있었다[4,5]. 열차에 

발생하는 착설 현상과 항공기의 착빙 현상은 다상유동 해석의 특징을 공통점으

로 가지고 있는다. 이는 눈송이 해석 또는 과냉각 액적 해석이 유동장 해석과 

함께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차부 착설은 항공기 착빙과는 다른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특히, 눈의 경우 표면에 충돌했지만, 눈의 성질에 따라 튕겨날라갈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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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실제와 가깝게 착설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눈의 부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식별해야 한다. 항공기 착빙에서는 일반

적으로 액적이 벽면에 충돌하면 전부 달라붙는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지만, 

착설 현상에서는 눈이 벽면에 입사한 각도에 따라 벽면에 달라붙거나, 튕겨 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정을 해줄 모델을 필요로 한다. 함습률은 눈의 부착

성에 영향을 주는데, 기상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해석에서 이

를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과냉각 액적과 눈 입자 해석의 차이를 도

식화하여 Fig. 3 에 나타냈다. 

강설환경이 아닐 때에도 눈이 쌓여있는 선로를 주행할 때, 고속열차에 대한 

착설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열차풍에 의한 비산으로 열차에 대한 착

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열차풍에 의한 비산이 발생할 경우, 눈이 

열차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열차의 하부 깊숙이 좁은 곳에 

쌓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눈의 비산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서 열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착설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산과 관련해서 타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회전익기의 Brown out 모델과 극지방 건물에 대한 눈보라 현상 규명을 위한 

Snow drift 모델이 있다. 회전익기의 Brown out 현상은 회전익기가 지상 활주 또

는 저공 비행 중에 발생하는데, 로터 윙팁에서 발생한 vortex가 지표면에 있던 

모래가 흩날리는 현상이다. 모래 입자의 흩날림은 엔진흡입구에 들어가 기능고

장을 일으키거나, 조종사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상 위험을 발생시킨다. Snow drift

란, 눈이 내린 후에 강한 바람이 불면 쌓인 눈의 표면에서 눈이 다시 공중으로 

날려 올라가 유동을 따라 이동하는 눈보라가 되며, 눈보라의 낙하에 의하여 주

위보다 적설이 더 많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물체 주변

의 적설량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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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상유동 이론에 근거하여 눈 입자의 충돌률을 예측하고, 눈의 

부착특성을 적용하여 열차에 대한 눈 부착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열차가 주행 

중일 때 발생하는 눈의 비산도 입자의 수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열차 주

변에 대한 비산장을 예측해보았다. 이를 통해 열차에 발생하는 착설에 관한 물

리적 특성을 고찰했다. 

 

(a) 

 

(b) 

Fig. 3 Difference mechanism in collection efficiency between (a) droplet (b)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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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적 연구 

2.1 해석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열차에 대한 눈 착설 강도를 해석하기 위해 CFD 오픈소스인 

OpenFOAMTM[6]을 사용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을 OpenFOAM의 플랫폼에서 구

현한 이유는 OpenFOAM이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CFD이며, 상미분 및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전산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 목적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착빙 해석 프로그램 ICEPAC(Ice Contour Evaluation and 

Preformance Analysis Code) [7]의 알고리즘에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를 수행했다. 

ICEPAC 의 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위 프로그램은 유동장 해석, 액적장 해

석, 열역학 해석, 형상변화 계산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4가지 모듈로 구성하고 

있다. 벽면의 열역학적 특성 변화와 액적이 유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

정을 하였으며, 각 모듈에 대해 앞선 모듈의 수렴 값 이용하여 정상해석을 수행

한다. 액적장 모듈에서는 표면에 입사하는 물의 질량을 계산하며 이를 열역학 

모듈은 확장된 Messinger 모델 [8]이나 얇은 수막 결빙 모델(Shallow-water icing 

model, SWIM)[9]을 이용하여 상변화 해석을 수행하고 얼음의 질량을 계산한다. 

위 과정을 반복하는 Multi-shot 기법을 활용하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상을 반

영할 수 있다[10]. 착빙 해석자에 대한 방법론은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

을 수행하였다[11]. 착빙 해석자는 1세대 해석자의 구조와 동일한 구성이지만, 

Eulerian 기반으로 액적장 모듈을 구성했기 때문에 1세대의 Lagrangian의 한계인 

음영 영역 계선과 부착률 계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10].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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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착설 해석자에는 구현하지 못한 눈 특성에 따른 눈의 부착률을 계산

하고자 했다. 액적에 대한 항력 모델링을 눈 입자에 대한 모델로 변경하여 입자

장을 해석하고, 눈 특성을 반영하여 부착률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지면과 열차의 

후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비산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착설 

예측 프로그램 유동해석 모듈에서 구한 데이터를 두 개의 모듈이 받는 구조로  

구성되며, Fig.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눈의 부착률에 관한 결과 분석을 

해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열역학 해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입자장 해석자와 비산

장 해석자는 OpenFOAM 내에 만들어 유동해석과 함께 OpenFOAM 플랫폼에서 

구동되도록 하였다.  

 

Fig. 4 ICEPAC(Ice Contour Evaluation and Preformance Analysis Code) [7] 

Geometry &

Weather condition

Aerodynamic module

Droplet field module

Thermodynamic module

Final Geometry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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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of the snow accre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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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눈 특성. 

2.2.1 충돌률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액적과는 다르게 눈 입자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

였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착빙 해석에서 사용한 용어를 재정의하여 사용했다. 

착빙 해석에서는 eq. (1) 을 통해 부착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눈 입자와 달

리 액적이 벽면에 충돌할 경우 water film을 형성하면서 전부 부착한다는 가정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눈 입자의 경우에는 눈 입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벽면에 충돌한 입자가 부착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다시 소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률과 부착률을 별개로 보고 정의해야 한다. 이 항에서는 눈 입자의 

충돌류 해석을 다루며 부착률은 다음 항에 기술하였다. 

입자장 해석을 통해 구한 값을 이용하여 표면에 대한 입자의 충돌률을 계산한

다. 표면에 대한 입자 충돌률은 eq. (1)과 같이 입자의 표면 법선속도벡터와 공기 

중 입자 밀도로 구할 수 있다. 이는 표면에 대한 입자의 플럭스를 뜻한다. 

 

 β =
𝜌𝑑  �̅�𝑝,𝑛

𝐿𝑊𝐶∞ ∙ 𝑈∞
 (1) 

 

eq. (2),(3) 에서는공기 중 입자의 밀도를 사용하여 유한체적 속의 입자를 표현

하고, 입자에 대한 연속방정식 및 운동량 방정식을 계산하여 eq. (1)에서 사용한 

�̅�𝑝를 구할 수 있다.  

 

 
𝜕𝜌𝑝

𝜕𝑡
+ 𝛻 ∙ (𝜌𝑝�̅�𝑝) =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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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𝜌𝑝�̅�𝑝

𝜕𝑡
+ 𝛻(𝜌𝑝�̅�𝑝�̅�𝑝) =

3

4

𝜌𝑝𝜇𝑎𝐶𝐷𝑅𝑒𝑝

𝜌𝑠𝑀𝑉𝐷2 (�̅�𝑎 − �̅�𝑝) + 𝜌𝑝𝑔 (1 −
𝜌𝑎

𝜌𝑠
) (3) 

 

입자장을 해석하기 위한 운동량 방정식 eq.(3) 의 𝐶𝐷𝑅𝑒𝑝  에눈의 공력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눈 입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다. 항력계수는 눈의 낙하 실험을 

통해 구한 실험식을 이용했다. List, et al.[12]은 눈의 형상에 따른 눈의 흩날림 현

상을 수치해석적으로 차이를 보이고자 형상별로 항력계수들을 정리했다. 형상에 

따른 항력계수는 Fig. 6 에 나타냈다. 총 10개에 대한 형상은 크게 Snow crystal 

model과 Conical model로 나눌 수 있으며, Snow crystal model은 숫자로, Conical model

은 알파벳으로 표시하였다. 각 형상은 Fig. 7 와 Fig. 8 에 순서대로 표시하였다. 

Huang, et al.[13]은 눈의 형상에 따라 항력계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고, 이를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하여 눈 입자를 타원형 모양으로 가정하고 

타원의 이심률에 따른 항력계수 추세식을 만들어 눈의 공력특성을 나타냈다. 

Conford[14]는 dendritic snow 의 낙하속도를 분석하여 눈송이에 대한 항력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𝐷 =
𝜌𝑎

2
𝑉𝑓|𝑉𝑓|𝑆𝑓𝐶𝑑 (4) 

 

𝑉𝑓  는 눈 입자의 낙하 속도, 𝑆𝑓  는 disc 지름 𝑑𝑑  에 대한 등가영역을 의미하

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𝑆𝑓 =
𝜋𝑑𝑑

2

4
 (5) 

 

 Souster[15]는 Cornford의 연구내용을 이용하여 레이놀즈 수와 항력계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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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정립하고, 𝑅𝑒𝑝 ∈ [138,2440]  범위에 대한 항력계수를 함수로 표현하

였다. Skelton, et al.[16] 와 Poots[17]는 Souster 이 정립한 상관관계식이 disc 항력계

수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하고, 레이놀즈 수에 따른 Dendritic 눈항력 모델식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강설 중 비율이 높은 Dendritic Snow에 대한 항력을 

해석에 반영했으며, Dendritic Snow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이 잘 연구된 Cornford와 

Skelton, Poots의 항력 모델을 적용했다. 위 모델은 레이놀즈 수 범위에 따라 항력

계수 식을 나타냈으며, 𝑅𝑒𝑝 = 𝜌𝑎|𝑈𝑎 − 𝑈𝑝|𝑑𝑝/𝜇𝑎  에서 𝑑𝑝  는 눈 입자의 최대 

직경을 의미한다. 𝑅𝑒𝑝 ∈ [0,138] 일 때는 eq. (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𝐶𝐷𝑅𝑒𝑃 =
64

𝜋
(1 + 7.696 × 10−3𝑅𝑒𝑝) (6) 

 

𝑅𝑒𝑝 ∈ [138,2440] 일 때는 eq. (7)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𝐶𝐷𝑅𝑒𝑃 = ∑ 𝛼𝑟(𝑅𝑒𝑝)
𝑟+1

 

6

0

 (7) 

 

이때, 각 항의 계수 𝛼𝑟 는 eq. (8)과 같다. 

 

 𝛼1 = 0.3324                      𝛼2 =  −2.1469 × 10−4   

(8) 
 𝛼3 = 3.1778 × 10−7  𝛼4 =  −2.7194 × 10−10 

 𝛼4 = 2.3943 × 10−13 𝛼5 =  −3.8921 × 10−17 

 𝛼6 = 4.5415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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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𝑒𝑝 > 2440 일 경우에는 eq. (9)과 같이 눈 항력계수를 나타낼 수 있다. 

 

 𝐶𝐷𝑅𝑒𝑃 = 0.2196𝑅𝑒𝑝 (9) 

 

Fig. 6 Drag coefficients of snow crystal models as function of Reynolds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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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0       1        2 cm     

      

Fig. 7 Snow crystal model : (1) disc, (2) hexagonal plate, (3) broad-branched crystal 

(4) stellar crystal with plate (5) dendrite (6) stellar crystal 

 

 
A  B 

 
C 

 
D 

0    1    2 cm   

    

Fig. 8 Conical models : (A) 90° cone-spherical sector, (B) 70° cone-spherical sector,   

(C) 90° cone-hemisphere, (D) 90° tear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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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눈 부착 특성 

벽면에 대한 눈 입자의 충돌률을 구하게 되면, 눈 입자의 부착특성모델을 충

돌률에 적용하여 부착률을 도출할 수 있다. 부착특성모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인자로는 함습률과 충돌 각도, 표면상태가 있다. 표면상태의 경우 재질의 차이와 

착설 전후의 거칠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상태를 특정하기 어렵

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환경에 영향을 받는 눈의 함습률과 임계충돌각도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하여 열차의 착설해석에 적용하였다. 

눈의 함습률은 눈 입자가 가지고 있는 액체의 비율로 표현되며, LWCS로 표현

한다. 눈이 완전 고체인 건설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 외부에는 water flim이 존

재하여, 표면 부착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Vigano, A. [19]는 실런더 형상에 대한 

눈 착설 메커니즘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눈의 부착특성이 함습률과 관련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LWCS는 Fig. 9 (a)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에 비례하여 증

가하게 되며, 이는 눈 주변부의 water film이 두꺼워진다는 의미가 있다. 함습률의 

증가는 Fig. 9 (b)과 같이 눈 또는 표면에 대한 부착성 특성 계수가 증가하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초기 조건에서 외부 온도가 결정되면 눈의 함습률을 계산하고, 

눈의 부착성특성계수를 도출한다. 

L
W

C
S 
[-

] 

 

λ 
[-

] 

 
 T∞ [℃]  LWCS [-] 

 
(a) 

 
(b) 

Fig. 9  (a) LWC with ambient temperature (b) Snow sticking efficiency with L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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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임계 각도는 Fig. 10 에 나와있는 것처럼 눈이 벽면에 충돌했을 때, 벽면

에 부착하지 않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에 관여하는 인자이다. Trenker[18]

은 표면 법선에 대한 눈 입자의 입사각이 부착 임계 각도보다 작으면 눈이 벽면

에 부착하며, 이 각도를 45°로 보았다. Vigano, A. [19]는 위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착설형상과 부착 임계 각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부착 

임계 각도가 45°일 경우 수치해석과 실험결과가 가장 유사하게 나왔음을 밝혔다. 

따라서 부착특성 모델은 함습률과 충돌각도의 함수로 𝑓 = (𝐿𝑊𝐶𝑆, 𝛼𝑒𝑓𝑓)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2.2.3  눈 비산 특성 

눈 입자에 대한 수송 모델링은 Lagrangian 기법과 Eulerian 기법으로 크게 나누

어 접근한다. Lagrangian 기법은 CFD을 이용해 해석한 유동장을 사용하여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풀고 개별의 눈 입자에 대해 궤적을 추적한다. 이 기법의 장점은 

입자의 궤적에 대해 확인하고 물리적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입자 궤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계

 

Fig. 10  Angle of impac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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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Eulerian 기법의 경우 눈 입자를 연속체로 가정하

여 해석을 수행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계산 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비교

적 저렴하다. 

기상 분야에서는 초기에는 경계층 내에서 눈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Lagrangian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20,21]. Uematsu et al. [22]는 건물 주변의 

눈 착설 현상에 대해 Lagrangian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했지만, 이후로 해당 분야

에서는 대부분 Eulerain 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Eulerian 기

법을 사용한 모델링에 대해 설명한다. 

입자의 비산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입자의 수송에 

대하여 분류하고 각 영역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각 영역은 creep, 

saltation, suspension 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고, 이를 Fig. 11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creep은 입자가 지표면에서 0.01m 내의 높이에서 구르거나 미끄러지며 이

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Saltation은 0.1m 내에서 비산하는 영역을 뜻하며, 물리적

으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이동하거나, suspension 영역에 눈 입자를 공급하

는 영역이다. Suspension은 높은 유속에서 난류 에디가 입자를 공기 중으로 날리

고 입자는 유동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지표면에서 0.1m ~ 100m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흔히 보는 눈보라가 suspension 영역에 해당한다. 

Saltation 은 표면 근처에서 눈 입자의 비산에 지배적이므로[24], snowdrift 모델

링에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Creep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Saltation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비산과 관련된 연구는 

Saltation 과 Suspension 영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ominaga Yet al. 

[25] 이 기존에 개발한 snowdrift 모델이 각 영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모델링 하였

으나, saltation 영역을 실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 주변의 흐름 같은 

Non- equilibrium 유동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Tominaga Y, et al. [26] 은 새

로운 기법을 개발하여, 실험 데이터와 CFD 결과를 비교하고, 눈의 착설 형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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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착설 높이의 정량적 분포 측면에서도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모

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식을 이용한 모델보다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였다. 이 기법은 본래 suspension 층에 대한 해석에 사용하는 모델

을 saltation 과 suspension 층을 구별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Non- equilibrium 영역

에서는 equilibrium 가정을 하여 해석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입자 연속성 및 입자 운동량에 대한 부분을 Eq. (10), (11) 와 같이 미분 방정식

을 통해 유동 특성을 도출하고, 공기 중 눈 입자에 관한 특성 중 Φ  을 Eq. (12) 

에 나타낸 스칼라 수송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22,25,27] 

 

 
𝜕𝑈𝑖

𝜕𝑥𝑗
= 0 (10) 

 

 
𝜕𝑈𝑖

𝜕𝑡
+ 𝑈𝑗

𝜕𝑈𝑖

𝜕𝑥𝑗
= −

1

𝜌𝑎

𝜕𝑃

𝜕𝑥𝑖
+

𝜕

𝜕𝑥𝑗
[(𝜈 + 𝜈𝑡) (

𝜕𝑈𝑖

𝜕𝑥𝑗
+

𝜕𝑈𝑗

𝜕𝑥𝑖
)]  (11) 

 

 

Fig. 11 Three modes of snow particle transport[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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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𝛷

𝜕𝑡
+

𝜕𝛷𝑈𝑖

𝜕𝑥𝑗
+

𝜕𝛷𝑈𝑓

𝜕𝑥3
=

𝜕

𝜕𝑥𝑗
(−𝑢𝑗

′𝛷′̅̅ ̅̅ ̅̅ ) (12) 

Eq. (12) 의 방정식에서 𝑈𝑓  는 유동에서 부유 하는 입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퇴적되는 경향을 설명하며, 𝑈𝑓이 포함된 항은 눈 입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발

생하는 퇴적에 의한 대류효과를 나타낸다. 𝑈𝑓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형 입자에 관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침강 속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𝑈𝑓 =  − [
8

3
(

𝜌𝑎

𝜌𝑝
− 1)

𝑑

𝐶𝐷
𝑔 ]

1/2

 (13) 

 

Cheng [28]는 구형 입자에 관한 Stokes’s solution을 확장하여 침강 속도를 계산하

는 모델을 연구했다. 해당 모델은 다음과 같다. 

 

 𝑈𝑓 =
𝑢

𝑑
(√25 + 1.2𝑑∗

2 − 5)
1.5

 (14) 

 

Eq. (14) 에서 사용한 무차원화된 입자의 지름 𝑑∗  는 𝑏 = (𝜌𝑠 − 𝜌)/𝜌  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𝑑∗ = 𝑑 (
𝑔𝑏

𝜈2
) (15) 

 

눈 입자의 복잡한 결정 구조를 구형으로 가정하더라도 해당 형태에 적합한 입

자 밀도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관측에 기초한 입자 

직경을 사용하여 강설 침전 속도를 추정하였다[29]. Sundsbø [30]는 𝑈𝑓가 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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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비례한다고 가정했다. 눈 입자의 직경과 결정 구조가 균일하며, 강설 속도가 

종단속도와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강설 속도는 상수로 간주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연구는 𝑈𝑓 를 상수로 가정하여 사용했다.  

Eq. (12) 의 오른쪽에 난류 확산항은 Boussinesq 근사법을 통해 난류 플럭스를

다음에 나온 Φ  과 관련된 방정식의 평균 스칼라 농도 구배와 관련시키는 데 사

용한다. 

 

 −𝑢𝑗
′𝛷′̅̅ ̅̅ ̅̅ =

𝜈𝑡

𝑆𝑐𝑡
(

𝜕𝛷

𝜕𝑥𝑗
) (16) 

 

이 경우에, 𝑆𝑐𝑡  는 Φ  의 난류 확산 플럭스가 유동의 운동량의 확산과 유사하

다고 가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착설 연구에서 𝑆𝑐𝑡  값을 1.0으로 

사용해왔지만, 건물 주변의 유동에 대한 CFD 연구의 다양한 유동 특성 및 형상

에 따라 0.2에서 1.3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31]. 강설 속도

와 𝑆𝑐𝑡  는 입자 직경과 결정 구조에 따라 변하는 매개 변수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전 snow dfirt 연구에서는 난류에 대한 눈 입자의 영향은 무시하고, One-way 

coupling 을 가정하였다[25]. 그러나 Naaim et al.[32]는 saltation 과 suspension 같은 

눈 입자가 공기 중에서 퇴적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동장의 난류 에너지

가 소산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𝑘와 𝜀의 운송 방정식에 추가 용어를 도입했다. 

해당 모델의 지배 방정식은 Eq. (17),(18) 에 나와있다. 밑줄 부분이 눈 입자의 영

향으로 인한 난류 에너지의 감쇠를 표현하기 위해 추가한 항이다.  

 

 
𝜕𝑘

𝜕𝑡
+ 𝑈𝑗

𝜕𝑘

𝜕𝑥𝑗
=

𝜕

𝜕𝑥𝑗
(

𝜈𝑡

𝜎𝑘

𝜕𝑘

𝜕𝑥𝑗
) + 𝑃𝑘 − 𝜖 + 𝑆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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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𝜖

𝜕𝑡
+ 𝑈𝑗

𝜕𝜖

𝜕𝑥𝑗
=

𝜕

𝜕𝑥𝑗
(

𝜈𝑡

𝜎𝑘

𝜕𝜖

𝜕𝑥𝑗
) +

𝜖

𝑘
(𝐶𝜖1𝑃𝑘 − 𝐶𝜖2𝜖) + 𝑆𝜖 (18) 

 

𝑃𝑘 = 𝜈𝑡𝑆2 (19) 𝜈𝑡 = 𝐶𝜇𝑘𝑇 (20) 

 

𝑇 = min (𝑇𝑆, 𝑇𝐷) (21) 𝑇𝑆 =
𝑘

𝜖
 (22) 

 

𝑇𝐷 =
1

𝐶𝜇𝑆√6
 (23) 𝑆 = √

1

2
 (

𝜕𝑈𝑖

𝜕𝑥𝑗
+

𝜕𝑈𝑗

𝜕𝑥𝑖
)

2

 (24) 

 

Okaze et al. [33]는 수치 결과를 풍동 실험의 수치 결과와 비교하여 추가 용어로 

모델 계수를 수정하여 최적화했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때, 눈 입자는 구형

으로 가정하였다. 

 

𝑆𝑘 = −𝐶𝑘𝑠𝑓𝑠

𝑘

𝜌𝑠𝑡𝑟
𝛷 (25) 𝑆𝜖 = −𝐶𝜖𝑠𝑓𝑠

𝜖

𝜌𝑠𝑡𝑟
𝛷 (26) 

𝑓𝑠 = 1 − 𝑒𝑥𝑝 {−
𝑡𝑟

𝐴𝑠 (
𝑘
𝜖)

}

𝛼

 (27) 𝑡𝑟 =
𝐷𝑠

2𝜌𝑠

18𝜇
 (28) 

𝐶𝑘𝑠 = 20.0 × 103 

𝐶𝜖𝑠 = 0 

𝐴𝑠 = 10.0 

𝛼 = 1.0 

𝐷𝑠 = 150𝜇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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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모델 계수를 사용한 결과, 발달 경계층에서 눈 비산에 대한 풍동 실

험 데이터와 해석이 상당히 일치함을 보여주었다[33].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의 연구로는 회전익기에서 발생하는 Brown out 현상 규

명을 위한 연구가 있다. 모래 및 먼지가 많은 조건에서 회전익기를 지면과 가까

운 곳에서 운용하게 되면, 공기 중으로 먼지가 유입되고, 먼지로 인해 조종사의 

시야가 가려져 상황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잠재적으로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Brown out 현상이라 하며, 먼지 구름의 발생 및 

발달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계산 모델이 개발하였다. Brown out 현상에 대한 모

델링을 위한 수송방정식 Eq. (29) 는 Snowdrift 모델에서 사용한 수송방정식 Eq. 

(12) 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Eq. (29) 의 밑줄 친 소스항을 추가한 것이 

비교할 만한 특징이다. 

 

 
𝜕𝜌𝑝

𝜕𝑡
+ (𝑢 + 𝑢𝑔) ∙ 𝛻𝜌𝑝 = νp

𝜕2𝜌𝑝

𝜕𝑥𝑗
2 + 𝑆𝑝 (29) 

 

입자 수송 방정식에서 소스항 𝑆𝑝  는 지면에서 유동에 의해 입자가 공기 중으

로 유입되는 것을 설명하는 항이며, Brownout 모델에서는 지면 바로 위에서 복잡

한 물리학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동에 유입되는 

입자의 공급은 지표면에 대한 비산 입자의 플럭스에 비례한다.  

 

 𝑆𝑝 = 𝑄𝑒13.4𝑓−6.0 (30) 

 

비산으로 인해 지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입자가 유입하게 될 때, suspension 영

역으로 유입되는 입자의 양과 saltation 영역으로 비산하는 입자의 비는 지표면에

서 입자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Marticorena and Bergametti [35]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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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바로 위의 유속이 입자가 비산하는데 필요한 임계속도를 넘어갈 때, 입

자가 공기 중으로 유입하여 saltation 영역에서 비산하게 된다. 비산한 입자가 지

면과 충돌하면 더 많은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유입된다. 그 중 작은 입자는 

suspension 영역까지 유입되어 유동흐름에 동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비산 플럭

스와 𝑆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나, 이 관계는 점토의 비율이 0.2 미만인 토양

에서 적용할 수 있다. 비산 또는 수평상의 입자 플럭스 Q는 White[34]의 이론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입자 플럭스는 표면 바로 위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𝑄 = 𝐸𝑐𝑢3 (1 −
𝑢𝑡

𝑢
) (1 +

𝑢𝑡
2

𝑢2) (31) 

 

경험적으로 𝑐 = 0.261 이며, 𝐸는 전체 표면에 대한 유동으로의 입자 유입은 물

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 토양의 함습률 등 다양한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는 비산 과정에 대한 모델링의 경우 몇 가지 경험적 모델만 존

재할 뿐이다. 이러한 모델은 지표면의 세부적인 현상을 포착하는데 유용하지만, 

Brown out 모델에서는 더 간단한 임계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Eq. (32) 에는 건조한 

토양 표면의 흐름에 대한 임계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𝑢𝑡 =
1

𝑘
√𝑎1 (

𝜌𝑠

𝜌
𝑔𝑑 +

𝑎2

𝜌𝑑
) (32) 

 

MacKinnon, et al. [36]는  𝑘 값을 0.44로 보았으며, Lu, et al. [37]는 풍동 실험을 통

해 계수 𝑎1  및 𝑎2가 각각 약 0.0123  과 3 × 10−4 𝑘𝑔𝑠−2로 도출했다. 이 식이 

표면 거칠기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 환경에서는 다른 거칠기 요소

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한 가지 유형만 고려하는 것



 

25 

이 필요하고, 따라서, Brown out 모델에서는 단일 크기와 밀도, 임계속도를 가진 

입자가 지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있음을 가정했다. 

열차의 해석 영역은 suspension이 아닌 suspension 영역이므로, saltation 영역에 

대한 정확도 보다는 전체 형상에 대한 눈의 흩날림을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계산속도와 Non- equilibrium 유동장에 사용할 수 있는 Snow drift 모델을 이용했으

며, 눈에 관한 계수들도 이용했다. 열차풍과 지면의 상호작용이 회전익기에서 발

생하는 vortex와 지면의 상호작용과 물리적으로 유사한 현상이기 때문에, Brown 

out 의 수송방정식에서 지면에서 유동에 의해 입자가 공기 중으로 유입되는 것

을 설명하는 항을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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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열차 ICE3 유동해석 검증 

2.2.4  해석형상 

EN 14067-6:2010에서는 세 가지 기준 실험 모델로 ICE3 end car, TGV Duplex 

power car, ETR 500 power car 를 제시하고 있다[38]. 고속열차 모델 중 ICE3 end car

에 대한 참고자료가 많았고, 수치해석을 위한 매뉴얼과 실험, 수치해석 값이 상

세하게 나와 있는 연구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ICE3 end car를 이용하여 

착설 해석 예측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모델은 Fig. 12에 나타낸 1:25 축

소 모델 형상으로 EN 14067-6:2010에 제시된 단선로 위에 놓인 ICE3 end car 형상

을 이용한 것이다.  

  
(a) (b) 

 
(c) 

Fig. 12 ICE3 end car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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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CE3 end car domain 

Table. 1 ICE3 end car domain dimension following Fig. 13 

 Distance 

Real model 1:1 (m) Scaled model 1:25 (mm) 

L 210 8400 

W 175 7000 

H 70.0 2800 

LTR 56.6 2263 

WTR 68.5 2741 

L- 23.0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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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격자구성 

경계조건은 열차 진행 방향 기준으로 하여 열차 앞부분과 왼측면은 유동 유입

조건으로, 뒷부분과 우측면은 유동 유출조건으로 하였으며, 열차는 옆면에 대하

여 평행하게 배치하였다. 격자 생성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측풍각에 따른 격자를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하나의 해석영역과 격자를 이용하여 해석했다. Fig. 13 에 

제시된 해석 영역의 크기는 EN14067-6:2010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히 

크게 설정하였다. 해석 영역의 크기와 경계조건은 Table. 1과 Table. 2에 기재하였

으며, Prism layer에 대한 입력 값은 Table. 3에 나타냈다. Fig. 14에서는 해석영역에서

의 control volume 분포를 보임과 동시에 전두부에서의 격자분포와 prism layer를 

보이고 있다. prism layer는 Growth rate 1.2의 크기로 18개를 가지도록 설정하였으며, 

해석의 효율을 위하여 열차 전두부의 control volume 높이를 줄이고, 후류 부분에 

비중을 두도록 설정하였다. 

Table. 2 ICE3 end car domain boundary condition 

Boundary Setup 

Front Velocity inlet 

Left Velocity inlet 

Right Pressure outlet 

Rear Pressure outlet 

Top Symmetry 

Train No-slip, smooth wall 

STBR No-slip, smooth wall 

Ground No-slip, smoot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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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CE3 end car domain boundary condition 

 ICE3 model 

The number of prism layer 18 

Growth rate 1.2 

Reynolds number 5.5M 

 

 

Fig. 14 ICE3 end car domain grid an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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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검증 

EN 14067-6:2010의 CFD 해석 기준에 맞춰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ICE3 end car에 

대한 공력계수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실험값은 EN 14067-6:2010 Appendix C[3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력계수는 힘 계수와 모멘트 계수이며, full scale 기준으로 

특성면적은 A = 10 m2, 특성길이는 L = 3 m 트랙 너비의 반은 b0 = 0.75 m이다. 밀도

는 ρ = 1.225 kg/m3이고, 자유류 속도는 UR = 70 m/s이다. 

검증을 위한 값은 eq. (33),(34)에 나타나 있다. ICE3 end car에 대한 해석값 

CMx,lee,test을 실험값 CMx,lee,bmk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석 결과가 오차 범위를 만족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허용오차 한계는 EN14067-6:2010에서 𝜀𝑚𝑎𝑥 = 0.15, 𝜀𝑚𝑒𝑎𝑛 = 0.1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험값 CMx,lee,bmk과 허용오차 한계는 EN14067-6:2010 Appendix C에

서 확인할 수 있다[38]. 

 

 𝑚𝑎𝑥 [|
𝐶𝑀𝑥,𝑙𝑒𝑒,𝑡𝑒𝑠𝑡 − 𝐶𝑀𝑥,𝑙𝑒𝑒,𝑏𝑚𝑘

𝐶𝑀𝑥,𝑙𝑒𝑒,𝑏𝑚𝑘
  |]  <  𝜖𝑚𝑎𝑥 (33) 

 

 𝑚𝑒𝑎𝑛 [|
𝐶𝑀𝑥,𝑙𝑒𝑒,𝑡𝑒𝑠𝑡 − 𝐶𝑀𝑥,𝑙𝑒𝑒,𝑏𝑚𝑘

𝐶𝑀𝑥,𝑙𝑒𝑒,𝑏𝑚𝑘
  |]  <  𝜖𝑚𝑒𝑎𝑛 (34) 

 

항공 분야에서의 좌표방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Fig. 15와 같이 X축을 열차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도록 하고, Z축은 지면을 향한 방향을, Y축은 열차의 측면에 

수직인 방향을 나타낸다. 

CMx,lee는 lee rail에 대한 롤 모멘트를 말하며, 앞서 설명한 검증을 위해 사용되

는 계수이므로 검증 수행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Eq. (37)을 통해 CMx,lee는 롤 모멘

트와 양력 계수로 형성된 매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계수가 없는 2차

원 경우에는 차량의 회전을 예측할 수 있는 계수이다[38,39]. 이는 CMx,lee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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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기 역학적 하중의 전반적인 영향을 잘 측정한다는 의미이다[40]. 따라

서 이번 검증에서 중요한 공력계수로 측력, 양력, lee rail에 대한 롤링 모멘트 계

수를 선정했으며, 각각 Cy, Cz, CMx,lee로 나타냈다. 

 

 (𝐹𝑔𝑟𝑎𝑔, 𝐹𝑠𝑖𝑑𝑒 , 𝐹𝑙𝑖𝑓𝑡) =
𝜌𝑈∞

2

2
 𝐴𝑅 (𝐶𝑥, 𝐶𝑦, 𝐶𝑧 ) (35) 

 

 (𝑀𝑟𝑜𝑙𝑙 , 𝑀𝑝𝑖𝑡𝑐ℎ, 𝑀𝑦𝑎𝑤) =
𝜌𝑈∞

2

2
 𝐴𝑅𝐿𝑅 (𝐶𝑀𝑥, 𝐶𝑀𝑦, 𝐶𝑀𝑧 ) (36) 

 

 𝐶𝑀𝑥,𝑙𝑒𝑒 = 𝐶𝑀𝑥 −
𝑏0

𝐿𝑅
𝐶𝑧 (37) 

 

 

 
 

(a) (b) 

 

 

(c) (d) 

Fig. 15 View from (a) side (b) rear (c) top and definition of Mx,le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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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TRAIN[41]에 따르면 격자 의존성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격자를 1.25배를 

늘렸을 때와 기준 격자와 CMx,lee결과값에 대해 비교했을 때, 1% 이하의 차이를 

보여야한다. 이에 측풍각 30°일 때의 ICE3 end car Table. 4과 같이 해석 방식을 설

정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준 격자와 1.25배 늘린 격자의 모습은 Fig. 

16에 나타내었다. CMx,lee 결과는 실험 결과와의 오차가 각각 –4.9%, -4.2%으로 나

왔다. 이는 상호오차가 1%이내이므로, 격자 의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ICE3 end car의 유동해석의 검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냈으며, 위 결과를 Fig. 

17은 그림으로 나타내어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다. 측풍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력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Mx,lee의 최대 차이 값은 측풍 각도 

30°에 대해 -4.9%이며, 이는 15% 한계보다 작다. CMx,lee의 평균 차이 값은 -3.2%

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차 10% 이내로 들어오는 값이다. EN14067-6 검증 기준은 

CMx,lee에 대한 해석 결과와 풍동 테스트 결과와의 비교이므로, 검증결과를 충족

했다고 볼 수 있다. 

CMx,lee와는 별개로, 측력계수 Cy, 양력계수 Cz 및 롤 모멘트 CMx 자체도 측풍 

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로 값을 표시하고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

온 양력계수 Cz는 풍동실험 결과보다 –16.2% ~ 1.3%의 범위의 오차를 보이며, 다

른 두 계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측풍 각도가 

작을수록 압력저항보다 마찰저항의 영향성이 커진 것과, 결과값 자체가 작아진 

것이 오차가 크게 발생한 원인으로 보인다. Windward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Upwind)과 leeward는 바람이 불어나가나는 방향(Downwind)으로 정의하여 측풍

각 30°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를 압력계수로써 Fig. 18에 나타내었다. 열차 전두부

와 windward 부위는 압력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leeward측 열차 상부에서 낮은 

력계수를 보이다 후면 부위쪽에서 압력계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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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mesh refinement of ICE3 train, base mesh(left), fine mesh(right) 

Table. 4 fvScheme setting 

Calculation condition 

Time stepping Unsteady 

Gradient scheme Gauss linear 

Divergence scheme Gauss upwind 

Laplacian scheme linear corrected 

Interpolation scheme linear 

Pressure solver PCG 

Velocity solver PBiCG 

Non-orthogonal corrector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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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8 ICE3 end car pressure coefficient contour for yaw angle 30° 

(a) windward (b) leeward 

 
Fig. 17 ICE3 end car simulation results compare with EN results for yaw angle 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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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CE3 end car simulation results compare with EN results  

for yaw angle 10° - 30° 

Yaw angle Ref .name 
Force coefficient Moment coefficient 

Cy Cz CMx CMx,lee 

10 

EN (Exp.) 1.072 -0.775 0.582 0.776 

Fixed wall 1.108 -0.646 0.612 0.774 

Difference 3.4% -16.6% 5.2% -0.3% 

 

15 

EN (Exp.) 1.736 -1.662 0.952 1.368 

Fixed wall 1.671 -1.611 0.916 1.318 

Difference -3.8% -3.1% -3.8% -3.6% 

 

20 

EN (Exp.) 2.543 -2.631 1.396 2.053 

Fixed wall 2.390 -2.666 1.302 1.969 

Difference -6.0% 1.3% -6.7% -4.1% 

 

30 

EN (Exp.) 4.455 -4.702 2.457 3.632 

Fixed wall 4.267 -4.598 2.306 3.455 

Difference -4.2% -2.2% -6.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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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론 

눈의 부착률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열차 표면에 충돌하는 위치와 그

때의 강도를 예측해야 한다. 따라서, 열차에 대한 유동해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

를 eq.(3)에 활용하여 입자장을 Table. 6에 나타낸 해석조건으로 해석했다. Fig. 20에

는 측풍에 따른 열차 주변에서의 입자의 궤적을 나타내었다. Fig. 20 (a)에서 측풍

각이 10°일 때의 입자 궤적을 보면, 유동 방향과 동일하게 들어오다 열차 벽면

에 의해 변하는 유동흐름에 따라 궤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입사 

각도가 작아 유동의 방향 변화가 작다. 따라서 입자 궤적의 변화가 크지 않고, 

열차 표면에 입사하는 양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유동이 대차 후면부 부근에

서 90°에 가까운 각도로 급격하게 유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 이 부분에서 눈 입

Table. 6 Numerical simulation case 

Case 

U∞ [m/s] 70 

T∞ [°C] -2, -5, -8 

LWC [g/m³] 0.55 

MVD [μm] 20 

Uf [m/s] -0.2 

Crosswind angle [ ]̊ 0, 10, 1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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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질량 관성에 의해 궤적을 유동 흐름과 동일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열차 표

면에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Fig. 20 (a)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차부 내

에서는 유동이 복잡하나, 대차부 내에 입사하는 눈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아 충돌

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다. Fig. 20 (b)는 측

풍각 30°일 때의 열차 주변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눈 입자 궤적이다. 측풍 각도

가 크기 때문에 열차 옆면에서의 유동 방향이 변하고, 눈 입자는 열차 표면에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눈 입자가 대차부 부분에 입사하는 면적이 넓어지며, 측

풍각 10°일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눈 입자가 들어가서 충돌범위와 충돌량이 증가

하게 되며, 이를 Fig. 20 (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차 대차부에서는 주로 바퀴 

주변부와 대차부 뒷 부분에 눈 입자가 충돌하였다. 측풍각 10°의 입자장과는 달

리 측풍각 30°의 입자장에서는 열차에서 빠져나간 눈의 궤적이 측풍방향으로의 

거동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는 열차에 의한 와류가 발생하여 눈 입

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Fig. 20 에는 열차에 대한 눈의 충돌률을 측풍

에 따라 contour로 그려 나타냈다. 측풍각 10°와 30°에 대한 눈 충돌률을 함께 

보이며 측풍각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다. 앞서 Fig. 1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Fig. 20(a)에서는 열차 옆면에 대한 눈 충돌률이 없으나, (b)에서는 열차 벽면에 눈

의 충돌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측풍각 30°인 경우에는 대차부 옆면에 대한 눈 충돌도 확인할 수 있었고, 대

차부 후면에 대해서는 측풍각 10° 해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 깊숙한 곳까지 눈

이 충돌하여, 차축과 leeward 부근에서도 눈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측풍

각이 클수록 눈의 충돌량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눈 입자장을 통한 

눈 충돌률 예측과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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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9 Snow particle trajectory on ICE3 end car for yaw angle (a) 10°, (b) 30° 

 

 

 

 

  
(c) (d) 

𝛽𝐼𝑚𝑝  
 0                           0.4                           0.8 

Fig. 20 Snow impingement efficiency, windward, for yaw angle (a)10°, (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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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눈 부착특성 해석 

눈 충돌량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눈 부착특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17에서는 충돌 각도에 따른 부착특성을 고려한 경우와 함습률까지 함께 

고려한 경우를 보인 것이다. 충돌 각도를 고려하게 되면 측풍 각도와 관계없이 

열차 측면부와 상부에 대한 눈 부착은 발생하지 않고, 열차 전두부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열차 옆면에서의 급격한 유동의 변화 속에서 

눈 궤적이 이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열차 표면에 충돌하지만, 이때의 충돌 각도

가 45° 이상이 되면서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측풍각 10°

일 때보다 30°일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며, 열차 측면부뿐만 아니라 대차부 

측면과 leeward 부근에서도 발생했던 눈의 충돌이 부착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에서 (c)와 (d)는 열차가 –5°C에서 주행할 때를 가정하여 

함습률을 계산하고 해석한 결과를 보였다. Fig. 17(a), (b)와 비교하여 볼 때, 부착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착 강도에 대해서만 부착특성계수

만큼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 열차 부분에 해당하는 현상이었다. 기존 

눈 부착률 대비 -2℃일 때는 80%, -5℃일 때는 21%, -8℃일 때는 0.78% 로 나타

났다. 이는 건설일수록 눈의 부착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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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𝛽 
 

 0                           0.5                           1.0 

Fig. 22 Snow collection efficiency with threshold angle on ICE3 end car, 

windward, for yaw angle (a)15°, (b) 30° 

 

 
(a) (b) 

Fig. 21 Snow collection efficiency with temperature on ICE3 end car, 

windward, for yaw angle (a)15°, (b) 30°  

β

arc_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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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눈 비산특성 해석 

비산 모델링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위하여 측풍이 없는 ICE3 형상을 이용하

여 눈 비산장 형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을 수행했다.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상

황에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면과 레일에 moving wall 경계조건을 이용한 

CFD 케이스를 이용했다. 그리고,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snow drift 모델과 같이 

눈 입자가 유동장에 영향을 주는 two-way coupling이 아닌, one-way coupling 으로 

해석을 수행했으므로, 유동장에 대해 비산장이 수렴된 상황을 그려냈다. 비산장

에 대한 CFD 해석 결과를 Fig. 18에 실제 KTX 가 주행하며 발생시킨 눈의 비산

장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KTX 후미에 발생한 눈 입자 구름의 형상이 CFD 결

과와 정성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Fig. 24에 나타낸 결과는 측풍이 없는 상

황과 측풍이 30° 인 상황에서 주행 중인 열차에 대한 비산장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눈 입자의 거동 특성상 비산장이 와류분포와 기하하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4 (a)와 (b)를 보면 측풍이 없는 경우 열차가 주행

하면서 만들어내는 와류로 인해 비산한 눈 입자들이 후류영역으로 이동하여 유

동의 흐름에 동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열차 형상과는 다르지만, 

ICE3 end car 에 붙어있는 더미차량 주변에서의 비산장 결과를 보면 separation 및 

recirculation 영역에 들어간 눈 입자들이 유동의 영향을 받아 눈 입지가 더미 차

량의 후미 상단까지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Fig. 25 (e) 에서도 열차 

벽면에 대한 contour 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Fig. 24 (b)를 보면 대차부에서 

만든 와류로 인해 열차 옆면에서도 눈 입자의 비산장이 기둥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측풍이 30° 에서는 0° 일 때보다 지면 부근에서 눈 입자 구름이 많이 관측되

는 것은 측풍에서 y 방향의 유동 흐름으로 인해 far field의 지면에서부터 눈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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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비산한 눈 입자가 있는 공간을 열차가 지나

가기 때문에 측풍각 0° 일 때보다 더 큰 형태의 비산장이 열차 전두부에 형성되

고 있다. 비산한 눈 입자는 전두부에서 발생한 와류로 인해 측풍 유동의 진행방

향으로 진행하며 소산되지 못하고, 열차의 재순환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

다. 재순환 영역 내로 들어간 눈 입자는 열차의 두번째 대차부 주변으로 유입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미 열차 후미 부분에서는 열차가 만들어낸 와

류로 인해 측풍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며 소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STBR 과 열차로 인한 음영지역 또한 발생함을 부가적으로 볼 

수 있다.  

Fig. 25 에는 측풍각 0°, 30° 일 때, 열차 표면에서의 Φ 을 나타낸 contour로 Fig. 

25 비산장 iso-surface 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열차 표면에의 비산장 분포를 보이

고 있다. Fig. 25 (a)와 (b) 는 측풍각 0° 에서의 열차 좌우 측면에 대한 Φ  결과이

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두부에서의 유동으로 발생한 눈의 비산은 첫

번째 대차부 주변에 영향을 주고, 앞서 설명한대로 열차 측면 하부 와류 기둥을 

따라 빠져나가는 모습을 contou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차의 진행에 따라 비

산량이 증가하여 더미 열차에는 많은 양의 비산입자가 열차 주변에 분포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5 (e) 에서는 비산으로 인해 더미 열차 후미상단까지 

눈 입자가 올라온 것도 알 수 있다. 반면에, 측풍이 30°에서는 열차 옆면을 타고 

빠져나가는 눈 입자만 후미에서 관측할 수 있음을 Fig. 25 (f)에서 볼 수 있다. Fig. 

25 (a)와 (c)를 비교해보면 측풍각 30°일 때에는 비산한 눈 입자가 열차 측면 하

부를 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측풍의 영향으로 비산장이 열차 벽면을 타고 

올라가며 소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d)를 보면 전두부에서 형성된 

재순환 영역으로 타고 들어온 눈과 대차부에서 빠져나온 눈 입자가 두번째 대차

부 상단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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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3 Snow spindrift (a) ICE3 end car CFD result and (b) KTX in real[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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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4 ICE3 end car Snow spindrift CFD iso-surface result at crosswind 0° 

(a) rearward (b) forward and at crosswind 30° (c) rearward (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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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𝛽  

 0                          0.005                          0.01 

Fig. 25 ICE3 end car Φ result contour crosswind 0° (a) windward (b) leeward  

(e) rearward and at crosswind 30° (c) windward (d) leeward (f) rea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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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적절한 제방/방빙 장치의 설계라 함은 설빙이 생성되는 지점을 예상하고, 조건

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작동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설빙의 생성지

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착설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다. 고속

열차 착설해석자와 항공기 착빙해석자는 동일한 Eulerian 기법의 다상유동 이론

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눈 입자는 벽면에 충돌할 때 관측되는 물리적 현상이 

액적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충돌 후에 상황에 관한 별도의 모델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상에서 주행하는 만큼 지면효과에 의한 눈 입자의 비산도 모사할 수 

있는 모델을 해석자에 구현해야 했다. 본 연구에서는 눈의 부착임계각도와 눈 

자체의 함습률 모델을 해석자에 적용하여 눈 입자가 벽면에 충돌한 후 발생하는 

현상을 모사하고자 했다. 고속열차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산 현상의 경우에는 적

설지역을 통과하는 고속열차의 열차풍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고려하였으며, 이

와 유사한 현상을 연구한 회전익기 brown out 모델을 응용하여 눈보라 현상에 대

해 연구한 Snowdrift 연구 내용과 더해 착설 해석자에 구현했다. 

계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OpenFOAM 자체 내에 있는 유동해석 코드를 모듈화

했고, 입자장 해석 모듈과 함께 하나의 해석코드로 구성했다. 착설 위치와 강도

를 예측하기에 앞서 지상 주행 체에 대한 OpenFOAM의 유동해석 정확도 확인

이 필요했고, 이에 ICE3 모델에 대한 EN14067-6:2010의 측풍실험 데이터를 활용

하여 유동해석 검증을 수행했다. 열차의 측력과 양력에 대해 실험 결과 및 

OpenFOAM 해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lee 

rail에 대한 열차의 롤 모멘트값에 대해서도 해석 결과를 검증범위 내로 예측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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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입자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을 이용하여 눈 입자장을 해석했

고, 열차 및 대차부 주변에서의 거동과 충돌률을 통해 눈 입자이 물리적 거동특

성을 확인했다. 측풍각이 크면 windward 뿐만 아니라 leeward 부근의 대차부에서

도 눈이 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돌률에 부착임계각도 모델을 적용하면, 해석자는 눈 입자의 벽면 충돌 각도

를 계산하여 눈의 부착률을 해석한다. 앞선 계산결과에서는 열차 측면에서눈 입

자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부착임계각도를 적용하면 눈 

입자가 튕겨 날아가며 전두부에와 대차부에서만 눈이 부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풍각이 클 때 대차부 leeward 방향에서 발생했던 눈 충돌은 부착까지 이어지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부착특성 인자인 함습률은 온도에 대한 함

수이며, 온도가 낮을수록 건설이 되면서, 대차부에 대한 눈 부착률을 감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충돌 임계 각도는 눈의 부착 범위를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함습률은 부착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차에는 전두부와 대차부에만 눈의 부착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의 비산장 해석에 대한 결과를 보았을 때 실제 열차가 만들어내는 눈 입자

의 비산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산장은 공기역

학적으로 열차의 주행에 의해 생성되는 와류 분포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비산장은 열차의 측면과 후미에서 크게 발달하여, 측면에서는 대

차부에서 발생한 와류를 따라 진행하며 다음 대차부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후미에서 발생한 재순환 영역에 의해 비산한 눈 입자는 열차 후미 상당까지 상

승하였다. 강설환경에서는 측풍이 발생함에 따라 열차와 대차부에 입사하는 눈 

입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비산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측풍각이 커짐에 따라 재

순환 영역이 열차에서 멀어지며 대차부에 입사하는 눈 입자의 양이 감소함을 확

인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기존 연구 대상에 최적화된 모델이므로, 열

차에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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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최적화를 수행하고, 검증하여 재현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착설이 얼

음화 과정을 거치며 설빙으로 발달하는 현상을 모델링해야 설빙 형상과 질량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결빙 해석이나 기존의 열차 착설 사례와는 달리 눈 부착의 물리적 현상과 비

산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열차의 착설 해석 모델에 추가해야 할 물리적 현상을 

제안하고 고찰하여 착설 해석코드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상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열차에 대한 착설 강도에 대한 정량적 

예측 방법은 향후 동절기 관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해석자에 노선 주변부의 기상 데이터 조사를 통한 눈 

특성 계수 도출이 가능하면, 착설 강도 예측을 통해 자갈 비산에 대한 대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로 및 열차를 설계할 때 착설현상에 관한 이해

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향후 착설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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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imation of Snow Collection 

Efficiency on Train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Snow 

Hanbit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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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now accretion on trains could cause ice to be detracted, damaging trains and surrounding 

facilities. Rail operating companies are implementing measures to slow down the speed of the 

train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snow accretion, but it will affect the on-time and safety 

of the train,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n anti/de-icing devices. In order to design the efficient 

device, the location and mass of snow ice must be predictable, so simulation is required to 

perform snow accretion analysis. Although previous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simulation 

technology have shown progress in predicting the location and amount of snow particles 

colliding with trains through theoretical studies on multiphase flow,  the snow particles 

sticking to the wall after impa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now have not reflected the physical 

phenomena. In addition,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only when the train was running under 

snowing conditions, where snow particles were in the air, but there was a limit in expl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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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accretion due to snow spindrift of snow caused by train wind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simulation is needed to reflect the adhesion characteristics of the snow and the snow 

spindrift phenomenon. This study applies snow characteristics such as drag, threshold angle, 

and liquid water content of snow(LWCS) and finds the role of the snow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snow collisions on the train surface. This paper predicted the snow collection 

efficiency for the train and confirmed the results. Through the study of particle transport theor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now spindrift phenomena in trains were investigated. The 

threshold angle reduces the area of snow adhesion, as a result, in the train, the snow attaches 

only to the front and the bogie. In consideration of LWCS the collection efficiency was 20% at 

-2 ℃, 79% at -5 ° C and 99.22% at -8 ° C compared to that of impingement. The snow spindrift 

generated by the running of the train seems to be related to the geometrical structure of the vortex 

distribution of the train, and it is confirmed that the actual train qualitatively matches the snow 

spindrift that can be observed while driving. Snow particles scattered into the recirculation area 

at the rear of the train and rose to the top of the rear of the train. On the train side, the snow 

particles moved along the vortices generated from the bogie, affecting the next bogie. In a snowy 

condition, as the crosswind occurs, the snow particles attachment on the train and the bogie is 

increased, whereas, in an environment where snow spindrift occurs, the recirculation area 

moves away from the train as the crosswind angle increases, and then the amount snow was 

decreased. 

         

  

keywords       : Snow accretion, Snow spindrift, Threshold angle, Liqui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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