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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고속열차 형상 최적설계 연구

Study of Shape Optimization for Aerodynamic Drag Reduction of 

High-spee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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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열차의 최고운영속도는 단순한 속도의 의미를 넘어, 고속철도 시스템의 기술수준과 신뢰성을 대변하는 주요지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 프랑스 그리고 중국은 고속철도 운영속도를 320km/h 혹은 350km/h로 향상시켜 세계 고속철

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궤도/노반 설계속도가 350km/h 지만, 고속열차는 300km/h로 해외 국가들

에 비해 낮은 속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고속철도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고속열차 운영속도를 350km/h로 상승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때, 고속열차의 운영속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승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저항 저감이 필수적이다. 특히, 350 km/h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에서는 주행저항의 대부분이 공기저항에 의

해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항공분야에서는 공기저항 저감이 연료비 절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공기저항 저감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고속열차분야에서는 공기저항 저감 보다 고속열차의 시스템사양 결정을 목적으로 편성열차의 공기저항 평가 혹은 주행

저항 예측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고[1-4], 추후, 고속열차의 속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공기저항 저감 연구가 수행되었

다[5-7].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공기저항 유발 수준이나, 구성요소별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 없이 일부 구성요소에 국한되어 수

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열차 편성열차에 대한 공력설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산해석을 통해 각

구성요소별 공기저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공기저항 저감 방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편성열차 중심으로 공기

저항 저감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설계된 편성열차에 대한 공기저항 향상 수준을 KTX-산천과 비교하였다.

Abstract To reduce the aerodynamic drag of high speed trains, aerodynamic drag of KTX-Sancheon was analyzed in

detail according to individual components. Aerodynamic drag values of the power cars (front car, rear car) and bogies

are about 42.9% and 10.1% of the total aerodynamic drag, respectively. For the aerodynamic drag reduction of a power-

car, a nose shape optimiz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optimum method. Shape

change of a power car and bogie fairing adaptation are used to reduce the aerodynamic drag of a car body. The aerody-

namic drag of the optimized train-set dropped by 15.0% compared to the aerodynamic drag of the KTX-Sancheon; a

running resistance reduction of 12% is expected at the speed of 350km/h.

Keywords : High-speed train, Aerodynamic drag, Running resistance, Nose shape optimization, Bogie fairing

초 록 고속열차의 공기저항 저감을 위해 KTX-산천의 구성요소별 공기저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전체 공기저항

의 약 42.9%는 동력차(선두차, 후미차)에서 그리고 약 10.1%는 대차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부의 공기저

항 저감을 위해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기법을 이용한 전두부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차체 공기

저항 저감을 위해 동력차 형상 변화 및 대차커버를 적용하였다. 공기저항 저감을 위해 최적설계된 편성열차의 공기저

항은 KTX-산천 대비 약 15.0% 저감되었으며, 주행저항은 속도 350km/h에서 약 12%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고속열차, 공기저항, 주행저항, 전두부 최적설계, 대차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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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KTX-산천 공기저항 상세분석

2.1.1 KTX-산천 전산해석 및 검증

KTX-산천의 공기저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350km/h로 개활지를 주행하는 상황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Fig. 1). 전산모

델은 길이방향의 대칭면을 기준으로 반쪽 10량으로 구성된 KTX-산천을 구축하였으며, 열차형상이 잘 모사될 수 있도록,

3.5~60mm 크기의 격자를 차량표면에 분포시키고, 점성경계층 포착을 위해 총 15층의 프리즘 레이어를 구성하였다(Fig. 1(a)).

약 1,500만개의 격자로 구성된 전산해석모델에 대하여, 지배방정식은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수치

해석기법은 공간적분항에 대하여 Roe의 플럭스 차이분할법 그리고 시간적분항에 대해서 Euler 후방 내재적 방법을 사용하고 난

류모델로 k-ω SST를 적용하였다[8-10]. 그리고 해석툴은 상용S/W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또한, 열차가 이동하는 상황

에 대한 지면효과를 고려하여 위하여, 이동지면(Moving Ground)경계조건 350km/h을 적용하였으며, 열차표면은 점착 벽면조건

(no-slip, wall) 그리고 지면과 차량을 제외한 경계는 원방경계조건(pressure far-filed)을 적용하였다. 해석결과 검증을 위해

300km/h까지 수행된 KTX-산천(호남)의 타행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Fig. 1(b)에 제시하였다[3]. 300km/h에서의 주행저항을 비교

하면, 타행시험에서는 약 51.324kN 그리고 전산해는 약 52.703kN으로 약 2.7% 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공기저항계수

(Reference area:10m2)는 타행시험에서는 0.914 그리고 전산해는 0.964로 약 5.5%의 오차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산해석 결과는

타행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1.2 KTX-산천 공기저항 상세분석

공기저항 저감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산해석모델의 공기저항을 분석하였다. 공기저항 분포를 구분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편성열차를 선두차, 중간객차, 후미차, 대차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중간객차는 총 8량이며, 대차는 총 13기로 구

성되어 있다. 전산모델 각 구성요소의 공기저항과 분포율 그리고 압력저항과 점성저항 비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 구성요

소별로 나타나는 공기저항 분포를 살펴보면 선두차와 후미차에서 각각 23.4%와 19.5%로 동력차에서 전체 공기저항의 약 43%

가 나타난다. 또한 2번과 9번차량이 각각 7.5%와 11.2%로 다른 객차(No. 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대차

에서는 10.1%의 공기저항 분포 비율에 비해 압력/점성저항 비가 38.1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력차와 2번, 9번 차량은

전두부 최적설계 및 동력차 형상 개선을 통해 공기저항을 저감하며, 대차에서는 대차페어링을 통해 공기저항을 저감하는 방법

으로 접근할 수 있다.

Fig. 1. Numerical analysis of KTX-sancheon to obtain aerodynamic drag.

Fig. 2. Components of numerical base mode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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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두부 공력 최적설계

2.2.1 최적설계과정

전두부 최적설계 시, 전두부의 스포일러, 하부스커트 또는 대차와 같은 상세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달리 KTX-산천 전두부의 3차원 형상을 수치적으로 정의하여 최적설계용

기본모델을 구축하였다. 설계변수는 전두부길이, 전두부 끝단 높이, 상면 곡률, 하면 곡률 그리고 측면 곡률이며, 영업용 차량의

형상적인 제약조건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속열차의 공기저항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형상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Fig. 3과 같이 5가지 변수에 대하여 Maxi-min Latin Hypercube 기법을 이용하여 총 30개의 실험점을 추출하여 설계공간을 구

성하였다[10]. 

각 실험점에 해당하는 전두부 형상에 따라 10량 길이의 유선형 형상으로 해석 모델을 구성한 후,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점 모델 각각의 전산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총 8개의 Hidden node를 사용한 인공

신경망모델을 구축하였다[11]. 최적설계는 다른 제약조건 없이 10량 해석모델 공기저항의 최소화를 목적함수로 하여 경사기반

최적설계 방법인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12].

Table 1. Aerodynamic drag analysis of each component.

Component Aerodynamic drag coefficient Distribution(%) Pressure/Viscous drag ratio

Front car 1 0.226  23.4  6.0

Middle cars

2 0.072  7.5  1.5

3 0.047  4.9  1.1

4 0.046  4.8  1.1

5 0.046  4.8  1.1

6 0.045  4.7  1.1

7 0.045  4.6  1.1

8 0.044  4.5  1.1

9 0.108  11.2  3.4

Rear car 10 0.188  19.5  7.0

Bogies 0.097  10.1 38.1

Train set 0.964 100.0  3.0

Fig. 3. Design variables and shape variation for nose shape optimizati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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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적설계결과

전산해석을 이용한 전두부 형상 최적설계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다. 최적설계된 전두부 형상은 기본형상에 비해 전두부 길

이가 길어지고, 상부곡률과 측면곡률이 감소한 반면 하부 곡률은 증가하는 형상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기본형상과 최적형상

의 공기저항계수를 식(1)과 식(2)에 따라 압력저항계수(CDp)와 마찰저항계수(CDf)로 구분하여 Table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최적

형상은 전두부가 길어지면서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형상에 비해 마찰저항계수가 약 0.6% 증가하는 반면, 압력저항계

수가 약 6.7% 줄어들어 전체 공기저항계수는 약 6.1% 저감되었다.

Fig. 4. 3D shape comparison between base model and optimized shape.

(1)

(2)

FD,pressure: Pressure drag, FD,friction: Skin friction drag, ρ: Air density, V: Velocity, A: Reference area

2.3 차체 공기저항 저감

2.3.1 동력차 형상에 따른 공기저항 변화

동력차 형상(차고, 차폭)변화에 따른 공기저항 저감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력차 높이와 폭을 변화시킨 조합의 모델을 Fig. 5

에 정리하였다. KTX-산천 형상(case1)을 기준으로, case2는 동력차(1, 10)와 2,9번 차량의 높이를 축소한 것이고, case3은 동력

차의 폭을 객차와 같이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case4는 동력차의 폭과 높이 모두를 객차와 일치시킨 것이다. 여기서, 차고 축소

량은 344mm, 차폭 확대량은 164mm이다.

전산해석을 통해 각 형상별 공기저항을 도출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KTX-산천 대비 각 형상의 공기저항 변화량을 살펴

보면, case2와 case4가 각각 7.4%, 5.8% 감소하였고, case 3은 3.1% 증가하였다. 이처럼, 편성열차 전체의 차고와 차폭을 변화

시키지 않고, 동력차와 2번, 9번 차량의 차고만을 변화시켜도 최고 7.4%의 공기저항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3.2 대차커버에 의한 공기저항 저감

대차에서 압력/점성저항 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출된 대차 측면 부위로 고속유동이 유입되면서 표면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차측면에 커버를 설치하여 대차로 유입되는 공기의 모멘텀을 줄임으로써, 공기저항을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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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Base model Optimized shape Drag reduction contribution (%)

CDp CDf CDp CDf CDp CDf

Front car 0.054 0.044 0.043 0.045  -2.5  0.4

Middle car 0.005 0.245 0.005 0.245  0.0  0.0

Rear car 0.065 0.034 0.046 0.035  -4.2  0.2

Total 0.447 0.420  -6.1

CDp

FD pressure,

1

2
---ρV

2
A

--------------------------=

CDf

FD friction,

1

2
---ρV

2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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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차커버의 공기저항 저감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대차커버가 적용된 해석모델을 구축하고 전산해석을 하

였다.

Fig. 7은 대차커버 설치 유/무에 따른 대차 주변에서의 압력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대차커버가 없는 Fig. 7(a)에서는 후위 바

퀴 주변에 고압이 발생하고, 차체측면으로 저압영역이 넓게 분포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대차커버를 설치한 Fig. 7(b)에서는 후

위 바퀴 고압이나 차체측면 저압이 급격히 감소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압력분포 변화로 인해 열차의 공기저항은 감소하게 되는

데, 결과적으로 대차커버를 설치하면 공기저항은 Table 4와 같이 8.5% 감소한다.

2.4 최적설계 편성열차 공기저항 저감효과

전두부 최적형상과 공기저항 저감형 차체를 조합하여 Fig. 8과 같이 최적설계 편성열차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최적설계 편성

열차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각 차량별(대차비율을 차체에 포함) 공기저항계수와 공기저항 저감율을 Table 5에 나타냈다.

최적설계 편성열차의 공기저항은 0.819로 KTX-산천 대비 15.0%의 공기저항 저감 효과가 나타난다. 각 차량별 공기저항 저감

율을 살펴보면, 1, 10번 차량에서 각각 4.1%, 4.7% 로 동력차에서 공기저항 저감 효과가 가장 크며, 객차 총 8량에서는 6.2%

로 저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Fig. 5. Car body variation lists for power car drag reduction.

Table 3. Aerodynamic drag reduction with change of power car.

Case No. Aerodynamic drag coefficient Drag reduction(%)

1 0.964  Base

2 0.893  -7.4

3 0.994  3.1

4 0.908  -5.8

Fig. 6. Car body configuration equipped with bogie fa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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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bogie (upper: without bogie fairing, bottom: with bogie faring).

Table 4. Aerodynamic drag reduction using bogie fairing.

Case No. Aerodynamic drag coefficient Reduction ratio(%)

1 0.964 Base

5 0.882 - 8.5

Fig. 8. Configuration of optimized trai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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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설계 편성열차가 고속선 주행 시 예상되는 주행저항 곡선을 Fig. 9에 제시하였다. 속도 350km/h에서 KTX-산천과 최적

설계 형상의 주행저항을 비교하면, KTX-산천은 약 70.2kN 그리고 최적설계 편성열차는 약 61.7kN이다. 따라서, 350km/h 주행

시 최적설계 편성열차의 주행저항은 KTX-산천에 비해 약 12%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 론

350km/h급 고속열차의 외형설계를 위해 KTX-산천을 기반으로 공기저항 저감형 최적설계 편성열차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산해석을 이용하여 KTX-산천의 공기저항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하고, 공기저항을 목적함수로 전두부 최적설계를 수행하였으

며, 동력차 형상변화 및 대차커버를 적용하여 차체 공기저항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KTX-산천 구성요소 중, 선두차와 후미차

에서 나타나는 공기저항은 각각 23.4%와 19.5% 로 전체 공기저항의 약 43%이며, 대차에서의 공기저항은 10.1%이다. 전두부

최적설계 및 동력차 형상변경을 통해, 선두차(1번)와 후미차(10번)에서 각각 4.1%와 4.7%의 공기저항이 저감되고, 나머지 객차

에서 약 2.5% 의 공기저항이 저감되어, 최종적으로 최적설계 편성열차의 공기저항은 KTX-산천 대비 약 15.0% 줄어들었다. 또

한 최적설계 편성열차의 주행저항은 주행속도 350km/h에서 KTX-산천에 비해 약 12%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5. Aerodynamic drag reduction of each car.*

Car No. Base(KTX-sancheon) Optimum Drag ratio(%) Contribution(%)

1 0.243 0.203 -16.4  -4.1

2 0.084 0.082  -2.8  -0.2

3 0.055 0.049  -9.8  -0.6

4 0.054 0.048 -11.9  -0.7

5 0.054 0.047 -13.2  -0.7

6 0.053 0.046 -12.1  -0.7

7 0.052 0.047 -11.0  -0.6

8 0.052 0.045 -12.7  -0.7

9 0.120 0.100 -16.7  -2.1

10 0.197 0.152 -23.0  -4.7

Total 0.964 0.819  -15.0

(*Aerodynamic drag of a car contains the aerodynamic drag of each bogie.)

Fig. 9. Change of running resistance as a function of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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