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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한 상용 고속열차 전두부 형상 최적설계

Optimal Design for the Nose Shape of Commercial High-speed Train

Using Function of Train Configuration

곽민호*·윤수환·박춘수

Minho Kwak·Suhwan Yun·Choonsoo Park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환경, 에너지 문제가 각광받고 있고 고속열차는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용성이 좋은 것으

로 알려져 있어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최근의 경향에 따라 고속열차의 장점을 강하게 내세우고 녹색기술 보유국

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통해 고속열차의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속열차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는 기존 상용 열차의 저항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축소시켜 주행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같은 추

진력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300km/h 이상의 고속에서는 공기저항이 열차의 주행저항의 7~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행저항을 줄이기 위해

서는 공기저항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1]. 고속열차의 공기저항을 저감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열차의 전두부 형상은 열차의 공기역학적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변화가 다른 부분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고속열차의 공력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2]. 고속열차 전두부 형상의 경우에는 최적설계를

통해 공력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에 운행중인 상용 열차는 열차의 설계/제작 단계에서 외부 형상,

내부기기의 위치 및 크기 등이 결정되어 있어, 공력성능 향상을 위해 임의로 형상을 변형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상용 열

차의 공기저항을 저감하는 전두부 형상 설계를 위해서는 내/외부의 제약조건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상용 열차의 전두부 형상을 제

대로 모사해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계 방법론이 필요하다.

외부형상의 공학적 디자인 방법은 주로 항공분야에서 개발되어 왔다. 그 중에 최근에는 Kulfan 등이 Bernstein 다항식을 이용해

Abstract Using the Vehicle Modeling Function, which can model various 3D nose shapes, nose shape optimization is

performed to reduce the aerodynamic drag of the KTX Sancheon. 2D characteristic shapes of the KTX Sancheon nose were

extracted and a base model of the KTX Sancheon was constructed for design optimization using the Vehicle Modeling

Function. The design space was constructed with the base model and does not violate the shape constraints of commercial

trains. Through nose shape optimization with the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algorithm, the aerodynamic drag of

the optimized shape was reduced by 6% compared to that of the base model. The longer nose and sharper edge of the opti-

mized shape weaken the vortices behind the last car and can reduce the aerodynamic drag.

Keywords : Nose shape, Vehicle modeling function, Design optimization, Aerodynamic drag, Commercial high-speed train

초 록 다양한 3차원 전두부 형상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하여 실제 차량인 KTX 산천 전

두부 형상의 공기저항을 저감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KTX 산천 전두부의 2차원 단면형상의 특성 곡선을 추출하고

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하여 KTX 산천의 최적설계용 유선형 기본형상을 구성하였다. 기본형상을 이용해 상용 고속열차 전

두부의 형상 제약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설계공간을 구축하였다.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적설계를 수행하여 기본형상 대비 약 6%의 공기저항을 저감할 수 있었다. 최적형상은 기본형상에 비해 전두부 길이가 길

고 끝단이 약간 날카로운 형상을 가져 후미차량에서의 와류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공기저항을 저감하였다.

주요어 : 철전두부 형상, 열차형상함수, 최적설계, 공기저항, 상용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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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익형에 대한 형상 설계 방법을 개발하였다[3].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 익형의 설계방법인 형상함수를 노주현 등은 자동차 형

상에 적용하였고 구요천 등은 고속열차 전두부 형상에 적용한 열차형상함수를 개발하여, 전두부 형상의 공기역학적 분석과 최적설

계 등에 응용하였다[4-7]. 열차형상함수는 3차원 형상을 공학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3차원 형상 변화

를 반영할 수 있어 형상 변화에 따른 고속열차 후류 영역에서의 공기저항 변화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7]. 또한 실재하는

형상의 공학적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중인 영업용 고속열차 전두부의 형상을 모사하여 구현하고 공력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운영중인 상용 고속열차인 KTX 산천의 전두부 형상을 구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0량 길이의 유선형형상 모델을 구성하고 고속열차 모델의 공기저항을 저감할 수 있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배경 이론

2.1 열차형상함수

고속열차의 전두부 형상을 모사하는 열차형상함수는 Fig. 1과 같은 기본곡선을 바탕으로 한다. 시작점(Xp,Zp)과 폭(L), 높이(H)

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곡률을 조절하는 계수에 의해 그 형상이 결정된다. 열차형상함수의 기본 곡선들을 다수 조합하여 고

속열차의 2차원 단면형상들을 모사할 수 있고 2차원 단면형상들을 바탕으로 3차원 형상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5,6].

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하여 KTX산천 열차의 3차원 형상을 구성해내는 과정은 열차 형상 함수로 3차원 형상을 구성하는 과정과 유

사하며 Fig. 2에 나타나 있다. 우선 Fig. 2-(a)의 실제 열차인 KTX 산천을 평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2차원 투영 형상을 추출

한다. 다음으로 Fig. 2-(b)와 같이 정면에서 길이방향의 단면형상들을 추출하여 3차원 기본 골격을 구성한다. 열차형상함수의 계수

들을 변화 시켜 가며 반복계산을 통해 추출된 단면 형상들을 가장 잘 모사하는 계수들을 도출한다. 도출된 계수들을 이용해 Fig. 2-

(c)와 같은 3차원 형상을 구성하여 KTX 산천 형상을 함수화하는 것이다. Fig. 3에 KTX 산천의 실제형상과 설계용으로 추출된 기

본형상을 비교하였다. 측면과 평면에서 바라본 2차원 형상을 비교한 결과 기본형상은 비교적 유사하게 실제형상을 모사하고 있다.

형상적인 불규칙함을 일일히 표현하는 것은 함수화의 특징상 어려우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모사가 이루어졌다. 높이와 너비의 차

이는 설계용 기본형상 모델에서는 실제형상과 달리 선두차, 후미차와 다른 객차간의 단차를 없애주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Fig. 1. Basic curve of vehicle modeling function.

Fig. 2. Forming process of KTX-sancheon by vehicle model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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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해석기법

해석모델은 Fig. 4와 같은 KTX 산천 10량 길이의 대차와 팬터그래프 형상이 없는 유선형 모델이다. 열차형상함수를 이용해 도

출된 전두부 형상을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에 적용하였다. 전두부 형상에 의한 영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른 영향 요소들은 제거

한 유선형 모델을 해석 모델로 이용하였다.

현재 KTX 산천 형상은 선두차, 후미차와 다른 객차 간에 높이와 너비가 달라서 단차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공기저항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친다. 차량간의 단차로 인한 공기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두부 형상에 의한 영향에 집중하기 위해 선두/후

미차의 높이를 낮추고 차폭을 넓혀 단차를 없앤 단면 형상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 유선형 형상을 구성하였다. 열차 모델의 너비는

2.97m, 높이는 3.46m이고 총 길이는 200.89m이다[8]. 열차모델과 지면간의 간극은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참고하여 열차 바닥면과 대

차 바퀴 형상간의 거리에 레일 높이를 더한 0.382m로 선정하였다[9].

Fig. 5는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열차 모델과 전체 계산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한 형상을 잘 모사하기 위해 Fig. 6-(a)

와 같이 비정렬 격자를 적용하였다. 지면 경계층과 같은 열차 형상 주변의 복잡한 유동을 자세히 모사하기 위해 Fig. 6-(b)와 같은

10층의 Prism layer를 적용하였고 Prism layer의 총 두께는 약 0.102m이다. 열차모델의 모든 면은 고정지면조건이고 No-slip 상태

를 적용하였다. 지면 바닥면의 경우에만 지면과 열차의 상대적인 운동을 모사하기 위해 이동지면조건을 적용하였다. 전체 계산 영

역의 총 격자수는 약 500만개이다.

공기저항 해석은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고 지배 방정식은 식 (1)과 같은 3차원 압

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Fig. 3. Comparison of 2D shapes between the real shape and the base model.

Fig. 4. 10-car streamlined train model.

Fig. 5. Dimension of the computation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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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re   

난류모델은 k-ω 모델과 k-ε 모델의 장점을 잘 혼합시켰다고 알려져 있는 k-ω sst 모델을 사용하였다[10]. 수치해석은 KTX 산천

의 향상 목표 속도인 350km/h에서 수행되었으며 열차의 속도(V=350km/h)와 높이(h=3.46m)를 기반으로 한 Re#는 2.32×107이다.

공기저항 비교를 위해서 식(2)와 같은 공기저항계수를 사용하였고 기준 단면적은 표준 단면적인 10m2으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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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grid system at the symmetric lateral surface.

Fig. 7. Convergence criteria during numerical simulation at V=35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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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수치해석 과정에서의 residual과 공기저항계수 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Residual을 나타낸 Fig. 7-(a)를 살펴보면

continuity와 energy의 residual값이 거의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한다. 모든 residual은 마지막에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며 수

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b)의 공기저항계수의 경우에도 특정 공기저항계수 값으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esidual과 공기저항계수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값을 사용하여 비교분석과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3 최적설계기법

기본형상 분석을 통해 영업용 차량의 형상적인 간섭조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저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설계

변수가 선정되었다. 전두부 길이, 전두부 끝단 높이, 측면관점에서의 상면 곡률과 하면 곡률 그리고 평면관점에서의 측면곡률이다.

영업용 차량의 전두부 형상을 설계하는 과정이므로 내부기기의 공간적 여유와 운전시야각 등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공간을 설정하였다. 각 설계변수의 설계공간 내에서의 변화는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실제 영업차량 형상의 한계로 인해 비

교적 설계공간이 작게 형성되었다.

설계공간을 구성하는 실험점 도출을 위해 Maxi-min Latin Hypercube 방법을 이용하였다. Maxi-min Latin Hypercube 방법은 전

산해석을 이용한 실험계획법에 유리한 방법으로 중첩 없이 설계공간 전체에 실험점을 뿌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1]. 총 30개의

실험점을 추출하여 설계공간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비선형 현상들을 잘 모사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공 신경망모델을 이용하여 최적형상 도출을 위한 근사

모델을 구성하였다 [12]. 설계변수 5개에 대해 Hidden node는 8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근사모델의 R2
adj는 약 0.99이므로

Table 1. Shape deformations according to variations of the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2d shape variation Lower limit Base model Upper limit

1. Nose length

2. Nose tip height

3. Upper surface 

curvature

4. Lower surface 

curvature

5. Side surface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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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출된 근사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변수의 목적함수에 대한 민감도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8에 나타

냈다. 전두부 길이와 측면 곡률이 목적함수인 공기저항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최적형상 도출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설계는 다음의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Determine : 고속열차 전두부 3차원 형상

Minimize : 10량 편성차량 전체 공기저항

3.67 ≤ 전두부길이 ≤ 5.67

0.5 ≤ 전두부끝단높이 ≤ 1.3

0.8 ≤ 상면곡률 ≤ 1.2 (3)

0.4 ≤ 하면곡률 ≤ 0.8

0.35 ≤ 측면곡룰 ≤ 0.55

최적설계기법으로는 제약조건이 없는 최적설계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사기반 방법의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

고리즘을 사용하였다[13].

3. 상용 열차 전두부 형상 최적설계

기본형상과 최적형상의 공기저항을 비교하면 Fig. 9와 같다. 전체 10량 모델의 공기저항은 기본형상에 비해 최적형상의 경우가

6.0% 저감되었다. 선두 차량의 경우 9.8%, 후미차량의 경우는 18.5%가 저감되어 형상이 변하는 선두차량과 후미차량만의 공기저

Fig. 8. Aerodynamic drag variation according to each change of each design variable.

Fig. 9. Comparison of drag coefficients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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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비교했을 때 14.2%가 저감되었다. 형상이 변하는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의 공기저항의 저감이 전체 공기저항의 저감에 큰 영향

을 미치며 특히 후미차량에서의 저감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두부 형상의 변화로 인한 중간차량의 공기저항 변화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차량, 중간차량, 후미차량의 각각의 압력저항과 점성저항을 Table 2에 나타냈다. 형상변화에 의한 선두차

량과 후미차량의 압력저항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두부 길이가 길어지면서 선두차량과 후미차량의 점성

저항은 오히려 증가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상과 최적형상 각각의 설계변수 값과 전체 차량의 공기저항계수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Fig. 10-(a)는 평면과 측

면에서 바라본 2차원 형상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형상에 비해 최적형상은 전두부 길이가 더 길고 곡률이 작아지면서 덜 뭉툭한 형

태를 보인다. Fig. 10-(b)의 3차원 형상을 비교한 그림에서는 전두부가 뾰족해진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하면의 곡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쐐기 타입에서 좀 더 3차원적인 뿔 타입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미차량의 공기저항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Fig. 11과 같이 기본형상과 최적형상의 후미 차량 주변에서의 유선

모양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본형상의 경우 열차형상을 따라 흐르던 유선이 떨어져나오면서 한 쌍의 강한 나선형 와류를 형성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최적형상의 경우, 비교적 날카로운 끝단 형상으로 인해 기본형상의 후류 영역에서 나타나던 와류의 크

기가 작아지고 가운데 방향으로 몰려 중첩되면서 오히려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미차량의 형상저항을 크게 만

들던 나선형 와류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공기저항을 저감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12는 후미차량 주변에서

Table 2. Comparison of pressure drag coefficients and viscous drag coefficients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Model
Pressure drag coefficient Viscous drag coefficient

First car Middle cars Last car First car Middle cars Last car

Base model 0.057 0.005 0.069 0.045 0.251 0.035

Optimized shape 0.045 0.006 0.049 0.047 0.251 0.036

Variation ratio -20.7% 22.3% -29.2% 4.2% 0.1% 2.6%

Table 3. Comparison of design variables and aerodynamic drag coefficients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Model

Design variable
Aerodynamic drag 

coefficientNose length Nose tip height
Upper surface 

curvature

Lower surface 

curvature

Side surface 

curvature

Base model 4.67 0.9 1.0 0.6 0.45 0.462

Optimized shape 5.67 0.9 1.0564 0.4 0.55 0.434

Fig. 10. Shape comparisons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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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상의 전두부의 끝단 높이(h=0.9m)에서의 속도크기 컨투어를 비교한 그림이다. 같은 현상을 후미차량 주변에서 속도크기의 컨

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상 후미차량 주변의 유동을 살펴보면 나선형 와류가 형성되면서 유동의 박리가 일어나는 부분

에서 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최적형상의 경우 Fig. 11에서 확인했듯이 와류에 의한 박리가 일어나고는 있

지만 한 쌍으로 생성되던 와류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약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후미차량 뒤에서의 속도벡터를 나

타낸 Fig.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후미차량 뒷부분에서 한 쌍의 와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에서 와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같이 기본형상의 경우 크게 나타나던 와류가 최적형상 뒤에서는 그 크기가 작아진 것 역

시 확인할 수 있다.

Fig. 11. Comparison of streamline patterns behind the last car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Fig. 12. Comparison of velocity contour behind the last car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Fig. 13. Comparison of velocity vector field behind the last car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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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기본형상과 최적형상 각각의 선두차량과 후미차량 주변의 압력 컨투어를 나타낸 것이다. 선두 차량 주변에서는 기본 형

상의 경우 정체영역이 비교적 크게 형성되고 그 이후 급격하게 압력이 저하되어 공기저항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에 최적형상 주변에서는 뾰족한 끝단과 더 길어진 전두부 길이로 인해 비교적 정체영역이 작아지고 압력 역시 비교적 완만하게 변

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미 차량 주변에서는 역시 최적형상의 긴 전두부 길이로 인해 압력변화가 비교적 부드럽게 일어나

고 있으며 끝단 영역에서의 압력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공기저항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결 론

실제 상용 고속열차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저항을 저감하는 전두부 형상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상용열차의 형상

제약조건들을 반영하면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고속열차 전두부의 3차원 형상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열차형상함수를 사용하

였다. 열차형상함수로 KTX 산천 형상을 도출/구성한 후 최적설계의 기본형상으로 적용하였다. 도출된 기본형상을 바탕으로 공기저

항을 저감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여 전체 10량 편성차량 공기저항의 약 6%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적형상의 긴 전

두부로 인해 압력이 완만하게 변화하였고 뾰족한 끝단 형상으로 인해 후미부 뒷부분에서의 와류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공기저항이

저감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적형상이 후미 차량 주변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에 의한 전체 공기저항 변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

된다. 열차형상함수가 3차원 형상 모델링과 실제 형상 추출에 유용한 도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4RTRP-B067706-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Fig. 14. Comparison of pressure contour around the first car and the last car between the base model and the optimiz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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