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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speed railway system is exposed to severe aerodynamic problems and has various requirements both on 
design and operation; 80% of running resistance is composed of aerodynamic drag, the cross-sectional area and 
portal shape of tunnel should be designed under aerodynamic consideration, and natural wind velocity should 
always be monitored to prevent the overturning of train by crosswinds. In addition, most of the aerodynamic 
problems are proportional to the running speed or square of the running speed. Thus, when the running speed of 
a high-speed railway system either on operation or under construction is to be increased, the aerodynamic problems 
should be assessed in advance and the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alleviate the aerodynamic problems 
to meet certain requirements. 
  In this study, aerodynamic problems that could occur at speed up of high-speed line have been investigated and 
aerodynamic requirements to meet the increased operational speed have been studied referring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ules, guidance, and recommendations. 

1. 서론

고속철도에서 영업속도를 높여 승객의 시간편익을 증대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1964년 일본의 
신칸센이 최고속도 190km/h로 운행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의 최고 영업속도는 산양 신간선 500계의 
300km/h에 이르렀으며, 2004년 한국의 KTX는 300km/h로 운행을 시작했다. 최근 중국은 2008년부터 
최고 350km/h의 속도로 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고속철도의 운행속도를 
350km/h 혹은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속철도는 종래의 철도차량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
며,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역학적인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속도증가를 위해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이러한 공기역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검증과 이를 위한 적절한 요구사항의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고속철도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기역학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량
적 평가기준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속도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공기역학적 영향의 증가에 대
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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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고속철도의 공기역학적 문제

Raghunathan 등[1]은 고속철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문제(Aerodynamic problem)를 공기
저항등 총 8개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시스템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에는 Raghunathan 등이 
제시한 8개의 공기역학적 문제를 차량에 작용하는 공기력, 열차-터널 상호작용, 환경에 대한 영향의 3
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관련 시스템 항목도 속도, 에너지 소비, 안전, 승객 승차감, 차량 
설계, 환경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항목 간 연관관계를 화살표로 도시하였다. 또한 고속
철도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공기역학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공기역학적 구성요소로 제시하였
으며, 이들과 공기역학적 문제와의 연관관계를 화살표로 도시하였다. 

그림 1. 고속철도의 공기역학적 문제

본 고에서는 차량 공기저항, 측풍 시 차량 공력특성, 터널 내 압력변동, 터널 출구 미기압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로 논할 것이다.

2.1.1 차량 공기저항

물리적인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열차의 주행이란 주행저항을 추진력이 극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
으며,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공기저항과 속도에 따라 감소하는 추진력의 교점이 열차의 최고속도임을 
감안할 때 차량 공기저항은 추진력과 함께 열차의 최고속도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또한, 추진력을 발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이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차량
의 공기저항은 시스템의 에너지 소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의 공기저항은 차량의 단면, 전두부/후미부, 차간 연결부, 대차의 형상 및 커버 유무, 그리고 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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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시스템 등 차량의 거의 모든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열차가 터널 내를 주행할 때에는 
공기저항이 증가하게 되므로 선로시스템 중 터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다. 

열차의 주행저항은 Davis equation이라 불리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2]. 

      (1)

위 식에서 R은 주행저항이고, V는 열차의 속도이다. 계수 A와 B는 기계적 저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열차의 질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약 100km/h 이하의 저속에서는 주행저항은 원칙적으로 열차의 질량에 
비례하게 되며, 열차의 경량화는 주행저항의 저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고속에서는 공기역학적 저항
에 해당하는 CV2항이 지배적인 항이 된다. 공기저항은 바람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열차속도의 
증가는 공기저항의 급격한 증가를 낳게 되며, 또한 터널에서는 열차 전방의 공기가 압축되면서 공기저
항이 평지에 비해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율은 터널의 단면적에 관계된다. 

Gawthorpe[3]에 따르면, 유선형의 열차가 시속 250km에서 300km로 주행할 경우 전체 주행저항의 
75-80%는 공기저항으로 인한 것이며, Peters[4]는 공기저항 중 30%는 표면 마찰저항, 8-13%는 전
두부와 후미부의 압력저항, 38-47%는 대차, 8-20%는 팬터그래프 및 상부 기기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
였다. 

2.1.2 측풍 시 차량 공력 특성

측풍 시에는 열차의 좌우 측면에 압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측력과 롤링 모멘트가 발생한다. 이러한 
측력과 모멘트를 휠/레일 답면에서의 롤링모멘트로 환산했을 때 이 값이 열차 자중에 의한 모멘트를 초
과하게 되면 열차가 전복하게 된다. 또한 열차에 가해지는 측력은 열차의 탈선계수를 증가시키게 되므
로 측풍에 대한 측력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주행 중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철도교량의 고
가화,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철도차량이 강풍에 노출되는 빈도가 커지고, 고속철도의 개통, 기존철
도의 고속화 및 철도차량의 경량화로 인하여 강풍 시 열차의 전복 및 탈선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측풍 시에는 열차의 공기저항도 증가한다. 측풍의 유속이 열차의 주행속도와 결합하게 되면, 열
차는 요각 β의 바람을 맞는것과 같은 조건이 되는데, Peters[5]는 요각 β에 대한 공기저항의 수정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2)

Gawthorpe[6]는 바람이 잔잔한 날에도 10%의 공기저항 증가가 있고, Beaufort Scale Force 8 수준
의 측풍이 불 때 160km/h 속도의 열차가 주행할 경우에는 50%의 공기저항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
했다. Peters[4]는 15m/s의 풍속에서 250-300km/h 속도로 열차가 운행할 경우 바람각도 30˚가 최악의 
조건이며, 이 때 저항이 6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1.3 터널 내 압력변동

고속철도차량이 터널에 진입하게 되면 터널 내의 공기를 압축하여 터널 내에 압축파가 생성되며, 생
성된 압축파는 음속으로 터널 내를 진행하다가 끝단에서 반복적으로 반사되면서 열차 주위의 압력을 급
격히 변동시키게 된다. 열차의 터널 진입시 생성되는 압축파를 진입압축파(Entry compression wave)라
고 하며, 진입압축파의 크기는 터널 내 압력변동의 스케일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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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열차와 터널의 공기역학적 상호작용

아래 식 (3)은 진입압축파의 크기의 예측을 위한 식이다. 진입압축파의 크기는 열차의 속도, 열차-터
널의 단면적비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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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R은 열차와 터널의 단면적비이며, C는 음속, ρ는 공기밀도이다. 
열차 주위의 압력변동으로 인하여 객실 내의 압력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객실 내의 승객은 

청각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제작과 선로의 설계 시에는 객실 내 기압변화의 기준
을 만족할 수 있도록 차량의 기밀도, 터널의 단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준의 만족 여
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1.4 터널 출구 미기압파

진입압축파는 터널 출구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반사되지만, 일부는 펄스파의 형태로 터널 출구 바깥
으로 방사되며, 이를 미기압파라고 부른다. 미기압파는 터널 출구 부근에서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의 원
인이 되며, 센칸센의 초기 속도증가에 가장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미기압파의 크기는 진입
압축파의 파두 구배에 비례하는데, 이는 열차의 전두부의 형상, 특히 전두부 면적분포에 좌우된다. 또한 
압축파가 터널 내를 전파하는 동안 압축파의 구배가 변화하므로, 터널의 길이, 터널 및 궤도의 특성에 
따라 미기압파의 크기도 변화할 수 있다. 

2.2 고속철도의 공기역학적 요구조건

2.2.1 차량 공기저항

차량의 공기저항은 고속철도의 주요 설계요구조건 중의 하나이며, 일반적인 제약조건은 없다. 다만, 
시스템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기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목표로 하는 속도에서의 
총 주행저항이 추진시스템의 추력을 초과할 경우 증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권혁빈 등[7]은 아래 식 (4)와 같이 KTX-산천 열차의 주행저항식을 예측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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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300km/h에서의 공기저항은 5161.9daN이며, 350km/h 증속 시 공기저항은 6716.9daN이
며, 380km/h의 속도에서는 7751.3daN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 측풍 시 차량 공력 특성

측풍에 대한 요구조건은 주로 측풍의 모니터링과 운전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
사는 고속철도[8]와 기존철도[9] 및 공항철도[10]에 대해 아래 표 1.과 같이 운전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 

고속철도 기존철도 공항철도
열차최고속도 300km/h 140km/h 110km/h

(영종대교는 100km/h)
규제 주체 관제사 역장/관제사 관제사

풍속 측정 방법
METEO

(현장측정값에서 1.5 
보정하여 CTC에 현시)

육안으로 관측 기상통보 및 강풍표시기 
제어시스템(WCCC)

최대 규제풍속
45m/s 

(현장측정값 환산 
30m/s)

30m/s 30m/s
(영종대교는 25m/s)

최소 규제풍속
30m/s 

(현장측정값 환산 
20m/s)

20m/s 20m/s

풍속별 
운전규제

최대 
규제풍속 

이상
운전 중지 운전 중지(관제사) 운전 중지

대피(필요시)

최소 
규제풍속  ~ 

최저 
규제풍속

- 40~45m/s: 90km/h
- 30~40m/s: 170km/h

- 25m/s~30m/s: 역장이 
열차출발 또는 통과를 
중지 (필요시)

- 20~25m/s: 역장이 관
제사에게 통보

- 25m/s~30m/s: 열차출
발 또는 통과를 일시 
중지(필요시)

- 20~25m/s: 60km/h 
이하(영종대교의 경우 
40km/h 이하)

운전규제 해제 방법
- 매 15분마다 풍속 측

정
- 순회점검 및 열차탑승 

점검
운행 재개 시 조치

- 최초열차는 170km/h
로 서행 운전 및 순회
점검

표 1. 국내의 강풍시 열차운전규제 현황

한편, 유럽연합은 2003년 EN14067-2[11]를 통해 측풍에 의해 발생하는 롤링 모멘트를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영향인자를 규명하였으며, 2010년에는 측풍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방법론 및 관련 데
이터를 수록한 EN14067-6[12]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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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차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열차의 전복이 발생하는 한계풍속은 점점 감소한다. 이는 측풍의 각
도에 따라 열차가 받는 체감유속이 증가하여 같은 공력계수에 대해서도 동압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측
력 및 롤링 모멘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권혁빈 등[13]은 측풍에 대한 철도차량의 측
력을 측정한 바 있으며, 상기 논문에 나타난 방법과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KTX, KTX-II 
및 차세대 고속철도차량(HEMU)의 공력계수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3.과 같이 전복 한계풍속을 제시하
였다. 그림에서 풍속에 증가할수록 전복한계 풍속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열차의 증속이 
전복한계 풍속의 감소를 야기하여 측풍에 대한 안전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
차속도의 증가 시 이러한 측풍에 대한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열차의 설계에 반영하거나 안전규제 
풍속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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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속열차의 전복한계풍속

2.2.3 터널 내 압력변동

국내에서는 정부가 객차 등의 기압변화 세부기준[14]에서 고속철도차량의 객실 내 기압변화에 대해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열차 운행 시 기압변동이 승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본 기준
은 차량의 기밀도와 객실 내 압력변화의 최대값을 기준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철도차량에 대한 객실 내 기압변화 기준
    3000Pa -> 1100Pa의 압력 변화 소요 시간 : 18초 이상

 -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때의 객실 내 기압변화 기준
  (1) 단위 시간당 압력변화 ; ΔP/Δt≤ 500 Pa/s
  (2) 3초간 최대 압력 변화 : ΔP≤ 800 Pa    
  (3) 10초간 최대 압력 변화 : ΔP≤ 1000 Pa   
  (4) 60초 이상에서의 최대 압력 변화 : ΔP≤ 2000 Pa   

축대칭 전산유체해석[15] 기법을 이용하여 370km/h 및 400km/h의 속도에서 실내압 변동을 예측한 
결과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계산결과, 1열차의 단독주행 시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실내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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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기준을 만족하나, 2열차의 터널 내 교행 시에는 각 열차가 유발하는 압력파가 중첩되어 각각의 열
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진입 시격에 따라 각 차량의 실내압 변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석대신 교행 시의 최대 실내압 변동이 단독 주행 시
의 실내압 변동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교행 시의 압력변동을 평가하였다. 

위의 가정에 의하면, 경부고속선 터널의 370km/h 주행 시에는 교행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나, 이외의 
경우에서는 교행 시 실내압 변동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호남고속선 터널 
400km/h 주행 시에는 교행 시 실내압 변동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 차량의 기밀
도를 향상시켜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존의 터널의 단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막대
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차량의 기밀도를 향상시켜 실내압 변동 기준을 충족시키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행 단계에서의 기밀도 향상 목표치는 3차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교행해석 
또는 이와 동등한 정확도를 가지는 방법을 이용하여 진입시간 별로 수행한 결과를 통하여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노선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기준

(참고기준)터널 기준 단면적 107.2 m2 96.7 m2
열차 속도 370 km/h 400 km/h 370 km/h 400 km/h

최대 
실내압 
변동※2

1초간 151.5 Pa 179.3 Pa 172.6 Pa 204.4 Pa < 500 Pa
3초간 333.6 Pa 381.0 Pa 388.3 Pa 443.4 Pa < 800 Pa
10초
간 497.7 Pa 571.1 Pa 681.0 Pa 824.0 Pa < 1000 Pa

미기압파 59.0 Pa 72.8 Pa 62.2 Pa 81.5 Pa < 50 Pa

표 2. 고속선의 최대 실내압 변동 예측

2.2.4 터널 출구 미기압파

열차의 터널 진입에 따른 터널 출구에서의 미기압파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마
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미기압파로 인한 소음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16]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 미기압파는 터널 갱구 중심으로부터 20m지점에서 원칙상 50Pa, 민가 근방에서는 최대값이 20Pa 
이하일 것.

앞 절의 표 2.에 나타난 계산결과에 의하면 미기압파는 모든 경우에서 참고기준을 초과하며, 이에 대
한 기준의 정립 및 터널 후드 등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본 고에서는 고속철도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기역학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량
적 평가기준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속도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공기역학적 영향의 증가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6



- 공기저항은 고속철도의 최고속도와 에너지 소모를 결정하는 인자이며, 열차의 운행속도가 증가하면 
열차의 공기저항은 열차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열차의 주행저항도 이와 근사하게 비례한다. 
KTX-산천 열차의 경우, 300km/h에서의 공기저항은 5161.9daN이며, 350km/h 증속 시 공기저항
은 6716.9daN이며, 380km/h의 속도에서는 7751.3daN인 것으로 나타났다. 

- 측풍 시 열차의 전복한계풍속은 열차의 속도에 비례하며, 열차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측풍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전두부 등 열차형상의 설계를 통해 전복한계풍속을 높이거나, 운전규제를 통
하여 운행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열차 주위의 압력변동으로 인하여 객실 내의 압력도 변화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객실 내의 승객은 청각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부고속선 및 호
남고속선 터널에 대하여 차량 실내압 변동을 평가한 결과 특히 호남고속선 터널 400km/h 주행 시
에는 교행 시 실내압 변동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 차량의 기밀도를 향상시켜
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70km/h의 속도에서 터널 미기압파는 일본의 참고기준을 초과하며, 이에 대한 기준의 정립 및 터
널 후드 등 대책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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