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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교량의 고가화,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철도차량이 강풍에 노출되는 빈도가 커지고, 고속

철도의 개통, 기존철도의 고속화 및 철도차량의 

경량화로 인하여 강풍 시 열차의 전복 및 탈선위

험이 증가하고 있다. 강풍에 의한 차량전복은 주

로 교량이나 높은 성토구간에서 고속주행 시 발생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형 인명, 재산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마다 빈번히 발

생하는 태풍과 해안선, 고가교량의 자연풍 등 강

풍에 대한 운행안전을 확보하여 국가 기간 교통망

으로서의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

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1994 년과 1998 년 사이 독일철도(DB)와 프랑스

국철(SNCF)와 같은 철도 운영사와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운행 중인 200km/h 이상의 고

속 철도 시스템에 대한 공기역학적인 연구를 목표

로 한 TRANSAERO Project(1)가 수행되었으며, 이

를 통해 측풍에 의한 측력, 두 열차의 교행 그리

고 터널 내부에서의 압력파 등이 연구되었다. 이

후 유럽의 고속철도 상호운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

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연구(DEUFRAKO)의 일환

으로 DEUFRAKO crosswind program(2)이 2001 년부

터 시작되어 250km/h 급 고속철도에 대한 강풍안

전도 분석의 방법을 개발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잦은 강풍에 의한 전복사고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

하에 풍속에 따른 운전규제 및 운전재개 규정을 

운영 중이며,(3) 최근에는 강풍감시법, 실규모 차량

Key Words : Railway Vehicle(철도차량), Crosswind(측풍), Derailment(탈선), Aerodynamics(공기역학), Wind 

Tunnel Testing(풍동시험) 

초록: 측풍 시 AREX 열차에 가해지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풍동시험이 수행되었다. 5% 

축소 시험 모델은 연결부, 하부 및 대차부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한 자세하게 모델링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풍동은 폭 4m × 높이 3m 의 시험부를 가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중형 아음속 풍동이다. 

두 종류의 선로 모형에 놓여진 열차 모델에 가해지는 공기역학적 하중과 모멘트는 요각에 따라 

도시되었으며, 실험 조건에 따른 공력 계수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aerodynamic forces acting on an AREX train in a crosswind by wind tunnel 

testing. A detailed test model scaled to 5% of the original and including the inter-car, under-body, and the bogie systems 

was developed. The aerodynamic forces on the train vehicles have been measured in a 4 m × 3 m test section of the 

subsonic wind tunnel located in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The aerodynamic forces and moments of 

the train model on two different track models have been plotted for various yaw ang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erodynamic coefficients have been analyzed at the experimental conditions. 

§ 이 논문은 2010 년도 대한기계학회 동역학 및 제어부문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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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공력 관측, 중대형 풍동시험을 통하여 방

대한 실측데이터에 기반한 강풍경보시스템과 방풍

벽을 개발 중에 있다.(4,5)  

강풍에 의한 철도사고 중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

면, 2006 년 9 월 17 일 일본 규슈 미야자키 현에서

는 최대 순간풍속 58m/s 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산산에 의해 역 구내로 진입하던 5 량의 특급열차

가 탈선하여 전체 승객 30 명 중 6 명이 중상을 입

었다. 또한 같은 해 12 월 25 일에는 동경 서북방 

290km 떨어진 야마가타(山形)현 쇼나이(壓內)에서 

아키타(秋田)에서 니가타(新渴)로 가던 특급 열차

(6 량 편성)가 강풍으로 탈선 전복되어 5 명 사망, 

33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인 JR 오에쯔 선 모가미강 제 2 교량은 

해안에서 8km 지점에 해안선과 평행하게 놓인 간

선 철도 교량으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

에서 불어오는 강한 해풍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

어 탈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2007 년 2 월 28

일에는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에

서 40m/s 이상의 황사폭풍에 의해 운행 중이던 

5906 호 야간열차의 19 량 중 11 량이 탈선하여 사

망자 4 명을 포함한 10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

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개통 이

후 강풍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탈선, 전복 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상변화와 

궤도와 차량 등 철도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안전도

를 평가하고 관리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의 안전도

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

하는 코레일 공항철도에서 운행하는 AREX 열차

에 대하여 측풍 시 열차에 가해지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을 이용한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 설정 

2.1 시험 설비 

 

2.1.1중형 아음속 풍동 

항공우주연구원(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중형아음속풍동(Fig. 1)은 폐회로형으로 시험부 

교환형으로 설계되었다. 현재 보유한 시험부는 폭 4m, 

높이 3m 의 표준 시험부이고, 시험부에서 얻을 수 

있는 유속은 1 ~ 120 m/s 이다. 시험부 내부는 

경계층의 성장에 의한 수평 부력효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험부 단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tapered 

corner fillet 이 부착되어 있다. 풍동의 main fan 은 

4100kW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12 개의 블레이드와 

7 개의 흐름안정지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회전수는 387rpm 이다. 시험부 길이는 10m 이며, 

시험부 중심에 직경 2.7m 회전판이 장착되어 있다. 

풍동의 유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시험을 

통해 얻어진 시험부 유질을 Table 1 에 요약하였다.  

 

2.1.2데이터 취득 

  시험에 사용된 주요 측정변수 및 계측장비는 다

음과 같다. Table 2 에 나타난 정밀도는 제품의 사

양에 나타난 정밀도이다. KARI LSWT 에서 사용하

는 기본적인 계측장비는 NEFF471 과 HBM 으로 

풍동운영조건에 관련된 장비는 NEFF471 로 측정

하였으며, 풍동저울과 관련된 장비는 HBM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Flow quality in the test section 

항목 결과(2 σ) 

동압 변동률 ( q/△ qo) ±0.30% 

정압 변동률 ( Cp/dx△ ) 0.002/m 

흐름각 오차 ( α,β△ ) ±0.08°, ±0.12° 

흐름 방향 난류 강도 

(u'/ V∞) 
0.07% 

수직 방향 난류 강도 

(v', w'/ V∞) 
0.12% 

온도 변화 ( T△ ) ±0.3℃ 

 
 

Table 2 Measurement variables and Data Acquisition 
Systems 

측정변

수 
센서 

센서정

밀도 
DAQ 

DAQ 정

밀도 

시험부 

정압 

(절대압) 

MKS 

1000 torr 
0.01% 

NEFF47

1 
0.05% 

시험부-

정체실 

차압 

MKS 

100 torr 
0.01% 

NEFF47

1 
0.05% 

정체실 

온도 
RTD 0.2 도 PLC   

요각 
Potentio

meter 
0.1 도 

HBM 

801 
0.05% 

6 분력 IB6-013 0.1% f.s. 
HMB 

ML38B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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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ad range of the internal balance 

Component Load Range 
Accuracy  

(% of fs) 

측력(Fy) 882.9 N 0.04 

수직력(Fz) 441.5 N 0.04 

롤링모멘트(Mx) 28.0 Nm 0.12 

피칭모멘트(My) 33.6 Nm 0.1 

요잉모멘트(Mz) 22.4 Nm 0.1 

 

 

 

 

  

Fig. 1 Low Speed Wind Tunnel(LSWT) in KARI 

 

 

2.1.3내장형 저울 

  시험에 사용된 풍동저울은 5 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장형 풍동저울(Internal balance)이며  Table 

3 에 풍동저울의 측정 가능 범위 및 정밀도가 나

타나 있다. 

 

2.2 시험 모델 

 

2.2.1열차 모델 

  시험에 사용된 모델은 AREX 열차의 5% 모델

로서 열차는 3 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차에 가

해지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차량 별로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열차의 형상은 연

결부, 하부 장착물, 대차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

델제작의 편의와 추후 수치해석 모델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측풍 시 공기역학적 하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 형상은 단순화하여 제작하였다.  

 

2.2.2선로 모델 

  평면의 개활지를 모사하기 위하여 자갈면과 레

일로  이루어진  모델을  제작하여  회전판  위에  

 

Fig. 2 AREX train model on the flat ground track model 
(Measurement vehicle : T1) 

 

 

Fig. 3 AREX train model on the embankment track 
model (Measurement vehicle : T2) 

 
설치하였다. 평지 선로 모델은 ABS 재질로 제작

하였으며 높이 30mm, 폭 675mm, 길이 3080 mm

로 제작하였다. Fig. 2 에 평지 선로 모델 위에 장

착된 AREX 열차 모델의 사진이 나타나 있다. 

성토 모델은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아크릴 패널로 

제작하였으며 및 AREX 열차가 성토 선로모델에 장

착된 모습이 Fig. 3 에 나타나 있다. 성토 모델은 높이 

250mm, 하단부 폭 1445mm, 길이 3380mm, 측면의 각

도는 35 도로 제작하였으며 성토 모델의 상부에 자갈/

레일 선로 모델을 결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선로 모델은 복선 노선을 모사하여 제작되었고, 

열차 모델은 좌측 선로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따라서, 양의 요각에서는 열차 모델은 차측 선로 

변에서 측풍이 불어오게 되며, 반대로 음의 요각

에서는 차 반대측 선로에서 측풍이 부는 상황이 

된다. 열차모델의 위치와 요각의 관계는 Fig. 4 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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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st conditions and corresponding run numbers     
(Run numbers are shown in italic type) 

Model Configuration Force Wind Velocity 

(run number) 

Track 

condition 

Vehicle 

number 

Va 40 50 

Open space T1 Side   30 

Nomal   27 

T2 Side   29 

Nomal   28 

Embankment T1 Side 31 32  

Nomal  35  

T2 Side  33  

Nomal  34  

 

 

 

Fig. 4 Definition of Yaw angle 
 

 

2.2.3시험 조건 

AREX 열차 모델에 대하여 평지 및 성토 조건

에서 풍동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차량의 종류에 따

라 요각을 360° 혹은 180° 회전시켜가며 측정을 

수행하였다. 아래 Table 4 에는 모델 형상, 측정 하

중 및 자유류 유속으로 조합된 시험조건과 해당하

는 Run number 를 나타내었다. 시험 유속은 개활지 

선로 조건에서는 50m/s 이고, 성토 조건에서는 성

토모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40m/s 로 낮추어 시

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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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orce coefficients at T1 vehicle on the flat ground 

tr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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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ment coefficients at T2 vehicle on the flat 
ground track model 

 
 

3. 시험 결과 

3.1 평지 선로 조건 

  열차 모델에 가해지는 힘과 모멘트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무차원화된 공력계수를 이용하였다. 

 

  Cy = Fy/(q×h×l) 

  Cz = Fz/(q×h×l) 

  Cl = Ml/(q×h×l×h)                          (1) 

  Cm = Mm/(q×w×h×l) 

  Cn = Mn/(q×h×l×l) 

  

  위에서 q 는 자유류의 동압, w, h, l 은 각각 측정 

차량의 너비, 높이 및 길이이다.  

  Fig. 5 에 나타난 첫 번째 차량의 측력과 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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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orce coefficients at T2 vehicle on the flat ground 

tr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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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ment coefficients at T2 vehicle on flat ground 

track model 

 
계수를 살펴보면, 요각이 0°에서는 두 값 모두 0

을 나타내며, 요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측력과 

양력이 모두 증가하다가 모델과 풍향이 직각을 이

루는 90°의 요각 전후에서 완만한 피크를 유지하

게 되며, 이후 점점 감소하여 모델이 정후방으로 

향하는 180°에서 0 의 값을 갖게 된다. 음의 요각

에서는 측력이 음의 값을 갖게 되나, 측력과 양력 

모두 요각의 변화에 따른 공력계수의 변화는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요각이 음인 경우에는 선로 반

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선로를 거치면서 상류 조건이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양의 요각에 비해 음의 요각에서의 공

력계수의 절대값이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다. 

  Fig. 6 에는 첫 번째 차량의 모멘트 계수를 나타

내고 있다. 롤링모멘트의 경우에는 두 번의 실험 

결과가 모두 잘 일치하고 있으며, 양의 요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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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orce coefficients at T1 vehicle on the embank-

ment track model  
 

음의 롤링모멘트가 측정되는 것을 보아 후류 방향

으로 넘어지려는 롤링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칭 모멘트의 경우도 양의 요각에 대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측풍에 의해 피

치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모

멘트계수 모두 양력 및 측력계수의 곡선과 유사하

게 90°이전에 최대값을 나타내고 0 도 및 ±180°에

서 0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요잉모멘트의 경우에

는 90°이전에는 양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후에는 매우 작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차량의 경우에는 전후가 동일하므로 -90°

에서 90°까지만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7 에서 보

이듯이 측력 및 양력 계수는 첫 번째 차량과 유사

하게 90°근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의 요각에서의 공력계수가 음의 요각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멘트 계수의 경우도 첫 번째 차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요잉모멘트의 경우에는 거

의 모든 요각에서 0 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는 두 번째 차량이 전후 대칭의 형상을 갖

고 있고, 첫 번째 차량과 달리 두 번째 차량은 전

후가 모두 차량이 연결되어 있어 전후의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의 전방과 후방에서의 측력

이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2 성토 선로 조건 

  성토 선로조건에서의 힘과 모멘트 계수를 Fig. 9

에서 Fig. 12 에 나타내었다. 성토 선로모델의 경우

에는 측풍이 성토경사면을 따라 상향하여 불어오

게 되어 상류 조건이 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공력계수도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의 요각, 즉 근접선로에서 불어오는 경우 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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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곡선은 평지에서와 유사하나 최대값이 크게 증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의 요각에서는 측력이 

변화가 불규칙적이며, 최대값도 양의 요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토경사면을 따라 가속된 

측풍이 상류측 선로에는 측력을 증가시키는 역할

을 하지만, 하류측 선로에 도달할 시점에는 요각

에 따라 유동의 박리 및 와류의 생성 등 불안정한 

유동구조를 갖게 되어 측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력의 경우에는 음의 요각에서는 약간의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평지 선로조건과 유사한 

경향과 최대값을 갖는데 반하여 양의 요각에서는 

90°근방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성토경사면을 따라 상부로 향하는 속도성분

을 갖게 된 측풍이 상류측 선로에서는 열차 지붕

에서 박리되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양

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류측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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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ment coefficients at T1 vehicle on the 

embankment tr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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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orce coefficients at T2 vehicle on the embank-

ment track model 

에서는 측풍의 수직 속도성분이 감소하여 지붕에서의 

박리현상이 완화되어 양력의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10 에 나타난 성토 선로조건에서의 첫 번째 

차량의 모멘트 계수들도 힘 계수와 마찬가지로 성

토경사의 영향이 유사하게 반영되고 있다. 양의 

요각에서는 평지 선로조건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피칭 모멘트 절대값의 최대치가 

평지 선로조건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력계수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동박리로 인하여 차량 지붕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전반적인 상부 압력

의 증가가 피치다운 모멘트의 이어지는 것으로 보

여진다. 그리고, 음의 요각에서는 유동의 불안전성

으로 인하여 매우 불규칙한 모멘트 계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 과 Fig. 12 에 나타난 두 번째 차량의 공

력계수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의 요각에서는 

양력이 크게 감소하고 피칭모멘트가 크게 증가하

는 반면, 음의 요각에서는 공력계수의 변화가 매

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3.3 선로조건 별 측력 비교 

각 차량 별로 선로조건에 대한 측력의 변화를 

을 Fig. 13 과 Fig. 14 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고, 

최대 측력계수 및 그 때의 요각을 Table 5 에 나타

내었다.  

최대 측력계수는 차량에 관계없이 양의 요각 즉 

열차가 상류측 선로에 있는 경우에 나타났으며, 

음의 요각에서는 측력계수의 불규칙성이 나타났다. 

차량 및 선로조건에 따라 70°에서 90°사이에서 최대 

측력계수를  나타냈으며 ,  성토  선로조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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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ment coefficients at T2 vehicle on the embank-

ment tr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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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ximum side force coefficients 

IInnffrraa  ttyyppee CCaarr  nnuummbbeerr 
SSiiddee  ffoorrccee  ccooeeffffiicciieenntt 

MMaaxxiimmuumm @@YYaaww  aannggllee   

FFllaatt  ggrroouunndd 
TT11 00..663311 7700 

TT22 00..662244 9900 

EEmmbbaannkkmmeenntt 
TT11 00..993366 7755 

TT22 11..000011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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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ide force coefficients at T1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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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de force coefficients at T2 vehicle 

 
 

최대 측력계수가 평지 조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측풍 시 철도차량에 가해지는 공기역학적 하중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REX 열차의 5% 축

소모델에 대해 풍동시험을 실시하여 공력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요각이 증가할 수록 공력계수가 증가하며, 열

차와 자유류가 직교하는 90°부근에서 공력계수는 

완만한 피크를 나타내었다.  

- 성토 선로 조건의 상류측 선로에서는 자유류

가 성토면을 타고 올라오면서 유속이 증가하여 측

력이 강해지고 수직방향의 속도성분이 생겨서 양

력은 감소하게 된다.  

- 성토 선로 조건의 하류측 선로에서는 유동구

조가 불안정해져 요각에 대한 공력계수의 불규칙

성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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