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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갈비산 현상은 열차 주행 시 차체 하부에서 발생하는 열

차풍과 겨울철 차량 하부에 부착된 설빙의 낙하가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비산된 자갈이 차체 하부에 충돌

하게 되면 열차속도에 해당하는 속도로 가속되어 커다란 운

동에너지를 얻은 자갈은 선로주변으로 고속으로 비산하거나

도상의 또 다른 도상자갈과 충돌하여 순간적으로 다량의 자

갈의 연쇄적인 비산을 야기하여 차량과 궤도 및 선로주변의

인명과 시설에 각종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1]. 

열차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열차풍의 크기가 커지며, 이

는 자갈비산의 확률이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열차풍은 주

행 시 차량 표면에 형성되는 유동 경계층과 차체 하부에 부

착된 각종 기기와 대차, 차량 연결부 등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유도되는 강한 난류 유동이며, 열차의 속도가 증가

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열차풍은 차

량의 하부형상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동일한 주행 속

도에서도 열차의 종류에 따라 열차풍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자갈비산의 확률도 달라질 수 있다.

권혁빈[2,3]은 고속열차의 주행 시 발생하는 열차풍을 측

정하고 이를 풍동시험을 통해 관찰한 자갈의 비산 조건과 비

교하여 열차풍과 자갈비산 확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또한, 이동호[4] 등은 고속열차의 하부 열차풍 감소

를 위한 침목 형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형상의 침목 형상이 열차풍의 크기에 대해 미치는 효과를 수

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화 계획[5]이 수립된 6개의 주요 철도

노선에 대한 열차풍 예측을 위하여 대상 노선에 투입 예정

인 TTX 열차와 EMU 차량의 일종인 누리로 열차를 대상으

로 각각 호남선과 경부선에서 열차풍 현장 측정 시험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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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ed-up plan of Conventional line[5]

구분 최고속도 차량종류

경춘선 180km/h EMU180

장항선 230km/h EMU230

동해선 230km/h EMU230

중앙선 200km/h TTX

전라선  200km/h KTX-Ⅱ

경전선 230km/h KTX-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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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또한, KTX-II 열차의 열차풍 예측을 위하여 하부

형상이 유사한 KTX 열차에 대해서도 현장 측정 시험을 수

행하였다.

2. 본 론

2.1 차량 하부 형상 및 특징

2.1.1 KTX-II 열차

KTX-II 열차는 하부를 강판으로 감싼 후 그 위에 기기를

배치한 구조로서 동력차 하부 및 차간 연결부에 위치한 대

차 이외에는 평평한 형상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경부고속선

에서 운행 중인 KTX 열차와 KTX-II 의 Proto-type인 G7열

차도 이와 같이 하부가 감싸인 구조를 하고 있으며, 객차 간

연결에는 연접대차를 이용하는 등 하부 열차풍에 영향을 미

치는 하부 형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Fig. 1은 KTX 열차의 하부 형상으로서 대차부를 제외하

고는 평평하게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방

향에 수평하게 놓인 평면은 유동의 점착조건 때문에 열차풍

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열차의 하부가 완전한 평면일 경우

에는 노반에서의 열차풍의 속도가 크지 않지만, 실제 열차

의 하부에는 미소한 요철과 돌출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차

바닥이 유도하는 열차풍은 무시할 만큼 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g. 2는 KTX 열차의 동력차와 동력차 연결부로서 각각

의 차량에 일반대차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이들 대

차부와 차간 연결부 하부의 큰 공동(Cavity)에 의하여 강한

유동교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1.2 EMU 열차

EMU 열차는 분산형 전기동차로 이루어진 간선형 열차를

통칭하며 기존선 고속화 시 경춘선의 경우에는 180km/h, 장

항선과 동해선의 경우에는 230km/h 급의 EMU 차량을 투

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노선에 투입될

차량은 아직 발주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의 형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갈비산의 정확한 평

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

행하고 있는 EMU 열차인 누리로 열차의 열차풍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EMU 차량의 자갈비산 특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Fig. 3에는 누리로 열차의 하부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누리로 열차의 하부는 차체 하부에 기

기가 취부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과 하면으로 기기들이 노출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기기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기들에 대한 접근이 간편해 유지보수성이 좋아지는 장점

이 있지만,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돌출부에 의한 열차풍

의 증대, 기기 사이에 눈이 유입되어 설빙이 형성되는 문제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2.1.3 TTX 열차

TTX 열차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180km/

h 급 신소재 틸팅 열차로서 중앙선의 200km/h 증속 시 투

입 계획을 갖고 있다. 2001년 한국철도연구원이 사업 주관

기관으로 개발을 시작한 이후 2007년 6량 편성의 시제 차

량이 제작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시험 운행을 계속하고 있

다. TTX의 하부는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누리로 열차와

마찬가지로 차체 하부에 각종 기기들이 노출된 채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4 하부 형상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3종의 열차의 하부 형상을 비교하여 아

래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고속열차인 KTX-II 열차는

하부가 완전히 편평하여 대차 이외에는 유동을 교란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리고, 객차의 최저 지상고는 침목 상

Fig. 1 Underbody shape of the KTX train 

Fig. 2 Inter-car between 1st and 2nd car of the KTX Train

Fig. 3 Underbody shape of the Nuriro train 

Fig. 4 1st car of the TTX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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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기준으로 511mm(레일 상면 기준 311mm)이며, 하부로

의 돌출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저 지상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누리로 열차는 하부에 기기가 장착되어 돌출

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객차의 지상고는 1275m이지만 돌

출물에 의한 최저 지상고는 400mm로서 KTX-II 보다 더 낮

은 지상고를 보인다(Fig. 5). TTX 열차의 경우에도 누리로

와 동일한 돌출형 하부구조를 가지며 객차 지상고와 최저 지

상고의 경우에도 누리로 열차와 유사한 1228mm와 385mm

로 각각 측정되었다. 

Fig. 5 Ground clearances of the Nuriro Train

2 열차풍 현장계측 시험

2.2.1 시험 장비

열차 하부 유동장 측정을 위하여 Kiel-probe를 이용한 열

차풍 측정 프루브 어레이(Train Gust Probe Array)[6]를 이

용하였다. Kiel-probe는 레이크 형상의 측정부를 원통으로 감

싸 전방 15o 이내 유속의 절대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열차

풍과 같이 약간의 교란을 가지며 부는 유동의 절대속도를 측

정하기에 적당한 장치이다. 어레이 구성을 위해 Kiel-probe

를 세로방향 6개, 가로방향 8개의 전압(Total Pressure) 프루

브,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정압(Static Pressure) Probe 1

개 등 총 15개의 프루브가 지지대에 부착되며, 레일 사이에

설치되어 다수 지점의 열차풍 유속을 측정하게 된다(Fig. 6).

열차풍 측정 프루브 어레이를 통해 전달되는 물리적인 압

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의 압력을 동

시에 읽어 전송할 수 있는 다채널 압력측정 시스템(Multi-

channel Pressure Scanning System)[7]을 이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다채널 압력측정 시스템은 미국 Pressure

Systems 사(社)의 9016 모델로서 16개 채널에서 초당 100

회의 간격으로 압력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할 수 있

으며,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 압력값은 TCP/IP 신호를 통해

Data 획득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열차풍 측

정 프루브 어레이와 공압튜브로 연결된 다채널 압력측정 시

스템의 사진은 Fig. 7에 나타나 있다.

9016 모델은 Ethernet 기반의 TCP/IP Protocol을 사용하기

때문에 Lan card를 탑재한 PC에 연결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측정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16 모델에 번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획득된 데이터는 시간

과 각 채널에서의 압력값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본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압력을 속도로 변환하는 방법은 아

래 식 (1)과 같다.

(1)

위 식에서 Ui는 각 측정 지점에서의 유속이며, Pi는 프루

부에서 측정한 전압(Total Pressure), Ps는 공통으로 측정된

정압(Static Pressure)이다. 그리고 ρ는 대기의 밀도를 나타

낸다. 그리고, 통과 열차의 속도 측정에는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

2.2.2 시험 조건

실제 선로 상에 발생하는 열차풍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하

여 열차풍 측정 프루브 어레이를 이용한 현장계측시험을 실

시하였다. 현장계측 장소는 호남선 다시역 부근과 경부선 평

Table 2 Comparison of the underbody shapes

차종 KTX-II 누리로 TTX

하부 형상 편평형 돌출형

객차 지상고

(침목 상면 기준)
511mm 1275mm 1228mm

최저 지상고

(침목 상면 기준)
511mm 400mm 385mm

Ui
2

ρ
--- Pi Ps–( )=

Fig. 6 Kiel-Probe Array Installed in Seoul-Busan Lin

Fig. 7 Multi-cahnnel Pressure Scanning System



기존선 고속화 시 열차 하부 열차풍 예측을 위한 현장 측정 시험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2010년 8월) 379

택~성환역 구간의 유동장의 간섭현상이 없는 지점을 택하여

실시하였다. 

아래 Table 3에는 시험조건을 나타내었다. KTX 열차는 3

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156km/h 내외의 일정한 주행속도

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누리로 열차도 3회의 측정을 실시

하였으며, 123km/h에서 141km/h의 속도로 측정을 수행하였

다. TTX 열차는 172km/h에서 182km/h의 속도로 3회 측정

을 실시하였다. 

2.2.3 시험 결과

Fig. 8에서 Fig. 10에는 KTX 열차, 누리로 열차, 그리고

TTX 열차의 통과 시 측정된 열차풍 유속에 대한 각각의 대

표적 세 가지 경우(run ID: 05, 07, 06)를 나타내고 있다. 모

든 경우에서 열차 전두부의 진입 직후부터 유속이 급격히 증

가하여 열차 통과 중에는 유속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화

하며, 열차의 후미부 통과 시 최고 유속을 기록하고 이후 유

속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두부 통과 시 발생하는 높은 유속은 전두부 유동교란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열차풍은 열차

하부의 점착조건 또는 돌출된 하부 형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유속변동은 대략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KTX 열차는 20~25회, 누리로 열

차는 7~9회, TTX 열차는 11~13회의 피크값을 나타내는 것

을 보아 유속변동의 주기는 열차의 대차 개수에 대략 상응

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는 대차의 형상에 의한 유동 교란이 열차풍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열차풍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 식 (2)

와 같이 열차풍 평균유속(average wind velocity of train

gust)을 정의하였다. 

(2)

위 식에서 ttail passing과 tnose passing 는 각각 후미부가 통과하

는 시간과 유동이 완전전개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위 식에

서 계산된 열차풍 평균유속은 전두부와 후미부가 통과하는

동안 열차풍 유속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Table 4에서 Table 6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측정 높이

에 따른 별 평균 유속 및 최대, 최소 유속이 나타나 있다.

모든 경우에서 측정 높이가 높아질수록 유속이 커지는 경향

을 나타내는데, 이는 열차에 가까워질수록 열차에 의한 유

동 교란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침목 상면 기준

Table 3 Test conditions

ID location train type
train length 

(m)

time of 

passing 

(sec)

train speed 

(km/h)

01 호남선 KTX 388.104 9.00 155.24 

02 호남선 TTX 144.000 3.00 172.80 

03 호남선 KTX 388.104 8.93 156.40 

04 호남선 TTX 144.000 2.97 174.74 

05 호남선 KTX 388.104 8.87 157.58 

06 호남선 TTX 144.000 2.83 182.96 

07 경부선 누리로 94.000 2.40 141.00

08 경부선 누리로 94.000 2.57 131.84 

09 경부선 누리로 94.000 2.73 123.80

U
U t( )

ttail pas gsin tnose pas gsin–
------------------------------------------------------ td

tnose pas gsin

ttail pas gsin

∫=

Fig. 8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KTX train, 157.58km/h)

Fig. 9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Nuriro train, 141.00

km/h)

Fig. 10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TTX train, 182.96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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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높이에서의 측정값을 세 열차 간 비교해 볼 때 KTX

열차가 평균유속이 21.34m/s로 가장 낮았으며, 누리로는

KTX 열차보다 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25.19m/s를 나타

냈으며, 가장 속도가 높은 TTX 열차의 경우에는 35.64m/s

의 가장 높은 평균유속을 나타내었다. 최고 유속의 경우에

도 TTX 열차가 59.23m/s로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Fig. 11에서 Fig. 13에는 각각의 열차에 대해 측정한 열차

풍 평균유속을 열차속도로 무차원화하여 측정 높이 별로 나

타내었다. Fig. 11에는 본 시험에서 측정한 156 km/h 에서

의 KTX 열차 열차풍 평균유속과 함께 권혁빈[2]이 수행한

고속열차 열차풍 현장계측 시험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평

균유속은 지면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경향

을 나타내는데, 최고 측정점인 침목 상면으로부터 200 mm

위치에서는 열차속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열차풍 평균

유속을 나타내었다. 또한, 열차 속도가 거의 두 배 정도 차

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차종과 열차속도에 따른 편차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시험에서 도출된 무차원 열

차풍 평균유속이 150km/h에서 300km/h 사이의 열차 속도

대역에서 유효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TX 열차와 G7 열차의 측정 결과의 편차가 적다는 점을 감

Table 4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 (KTX train, 157.58

km/h)

Height from sleeper Mean( ) Max Min

0 11.19 23.19 0.39 

40 14.23 28.32 0.59 

80 16.52 29.72 0.91 

120 18.28 30.70 2.55 

160 19.80 33.26 2.18 

200 21.34 33.10 0.62 

Table 5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Nuriro train, 141.00

km/h)

Height from sleeper Mean( ) Max Min

0 15.73 30.02 4.87 

40 18.63 33.65 6.00 

80 20.89 36.64 8.71 

120 22.32 37.22 10.19 

160 23.93 39.31 12.23 

200 25.19 39.62 12.57 

Table 6 Wind Velocity During Train Passage(TTX train, 182.96

km/h)

Height from sleeper Mean( ) Max Min

0 18.42 35.57 1.01 

40 24.11 42.80 2.59 

80 28.76 48.31 12.69 

120 31.89 51.90 12.39 

160 33.89 57.67 11.47 

200 35.64 59.23 16.60 

U

U

U

Fig. 11 Average wind velocity nomalized by train speed (KTX,

G7 train)

Fig. 12 Average wind velocity nomalized by train speed (Nuriro

train)

Fig. 13 Average wind velocity nomalized by train speed (TTX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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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이들 열차의 무차원 열차풍 분포는 열차 길이에 상

관없이 동일한 하부구조를 갖는 KTX-II 열차의 열차풍을 예

측하는데 바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누리로 열차와 TTX 열차의 무차원 열차풍 평균유속을 살

펴보면, KTX 열차와 마찬가지로 지면에서 상부로 올라갈수

록 평균유속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고측정점

200mm에서의 평균유속이 열차속도의 0.7배 내외로 KTX 열

차에 비해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부가 편평하

고 매끄러운 KTX 열차와 달리 하부기기들이 노출된 돌출

형 하부구조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 Table 7과 Fig. 14에는 열차별로 측정된 무차원 열

차풍 평균유속값들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KTX 열차의 경

우 침목 상면 부근에서는 0.265의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누리로 열차는 0.38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TTX 열차는 0.349로 누리로 열차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

냈다. 평균유속은 높이가 높아질 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200mm 높이에서는 KTX 열차가 0.5의 평균유속을 나타내

고 있으며 누리로 열차는 0.63, TTX 열차는 0.693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14를 보면 침목 상면 부근에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평

균유속의 구배는 점점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TTX 열

차는 누리로 열차에 비해 침목 부근에서는 더 작은 값을 갖지

만 높이가 높아질수록 구배가 더 급해져 50mm 이상의 높이

에서는 가장 높은 열차풍 유속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화 계획이 수립된 6개의 주요 철도 노

선에 대한 열차풍 예측을 위하여 KTX 열차, 누리로 열차 및

TTX열차를 대상으로 호남선과 경부선에서 열차풍 현장 측

정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열차가 통과하는 동안의 열차하부 평균유속을 열차의

속도로 무차원화할 경우, 150km/h에서 300km/h 사이의 열

차 속도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이는 열차의 종류와 열차 속도가 정해질 경우, 열차 하

부의 유속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또한, 하부 형상이 편평한 KTX 열차의 경우에는 열

차풍 평균유속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4) 하부의 기기들이 돌출되어 장착된 TTX 열차 및 누리

로 열차의 경우에는 열차풍 평균유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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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ean of normalized average wind velocity w.r.t height

Table 7 Mean of normalized average wind velocity w.r.t height

차종

측정 높이
KTX-II 누리로 TTX

0 0.256 0.385 0.349 

40 0.331 0.459 0.461 

80 0.391 0.518 0.549 

120 0.435 0.553 0.613 

160 0.469 0.597 0.656 

200 0.500 0.630 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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