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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and Analysis for the Upper Side Flow Boundary Layer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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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열차 주위의 유동특성은 거대한 3차원 형상에 따른 난류경계층의 성장, 열차표면에서의 유동 박리 및 재부착, 후미부에

서의 거대한 유동박리 그리고 차량주위의 큰 웨이크 등 복잡한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속열차는 빠른 운행속도와 상대적으로

큰 형상에 의하여 매우 높은 레이놀즈수의 유동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 유동특성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

한 열차주위의 유동특성의 파악은 고속열차에서 공력으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들(주행저항 및 소음의 증가 등)의 해결과는 직접

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단서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

요하다[1]. 따라서 고속열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소음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속열차 주위의 유동을 측정 및 해석

하고 이해하려는 수많은 연구[1-7]가 있어왔다. 

고속열차 주위의 유동은 열차의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1]. 우선 열차 선두부 영역은

기본적으로 비점성 유동으로서 유체의 속도 및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열차의 소음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열차의 길이방향에 따른 경계층 영역으로서 열차측면 및 옥상부 그리고 열차하부의 유동이 이에

속하기 때문에 주행저항, 자갈비산, 소음발생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열차 후미부의 웨이크 영역으로 열

Abstract The flows around a high speed train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could affect the aerodynamic charac-

teristics such as drag and acoustic noise. Especially the boundary layer of flows could represent the characteristic of

flows around the high speed train. Mo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boundary layer region along the train

length direction for the side of the train and underbody.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boundary layer for the roof

side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it could determine the flow inlet condition for the pantograph. In this study, the roof

boundary layer was measured with a 1/20 scaled model of the next generation high speed trai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full-scal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results to confirm their validit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low inlet condition for the pantograph is about 85% of the train speed.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undary layer, which increases along the train direction, was also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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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속열차의 주위의 유통특성은 열차의 항력 및 소음 등 전반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특히 고속

열차의 유동 경계층은 유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열차 주행 시 발생하는 측면 열차풍이나

열차의 하부 열차풍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열차 상부 경계층의 측정 및 분석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열차

상부에 위치한 팬터그래프의 유동입력 조건에 상부 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1/20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열차의 상부경계층 조건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풀 스케일 전산유체해석결과

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속도는 열차 주행속도의 약 85% 수준

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열차 길이방향에 따른 유동 경계층의 성장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고속열차, 유동경계층, 풍동시험, 전산유체역학, 축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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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뿐 아니라 자동차 등의 압력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하여 열차주위의 유동 분석은 각각의 영역의 특성에 맞게

연구되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열차의 교행이나 측풍에 의한 열차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특히 열차의 길이방향에 따른 경계층 영역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는데, 그 이유는 고속열차의

공기저항 중 표면마찰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8,9]. 움직이는 물체의 표면마찰저항은 유동 경계층의 성장에

따른 운동량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표면마찰저항의 저감을 위해서는 열차의 길이방향에 따른 경계층 유동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열차의 경계층 성장에 따른 승강장 주변에서의 열차풍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그 유동 특성의 분

석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2,4]. 열차의 길이방향에 따른 경계층 유동 특성은 크게 열차측면, 열차하부 그리고 열차 상

부(옥상부) 유동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열차측면 경계층 유동특성의 측정은 실제 운행열차 및 풍동에서의 축소모델을 통하여 많이 수행이 되어왔다[2-4]. 실제 운행

열차 측정의 경우 선로변 혹은 플랫폼에 설치된 피토 튜브 어레이(Pitot tube array) 등을 통하여 열차측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유속을 측정하여 그 경계층 유동의 특성을 평가하였고[2,3], 풍동시험의 경우 주로 열선유속계를 축소모델 열차의 표면에 부착

하여 그 경계층의 성장을 측정하였다[4]. 이러한 열차 측면 유동경계층의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난류강도의 측정을 통한 열차

풍의 예측이 가능해지며[2], 고속열차의 공기저항 예측 및 해석 정확도 향상의 필수적인 정보인 경계층 두께(Boundary layer

thickness) 및 국부 표면마찰계수(Local skin friction coefficient) 등의 정보 획득도 가능해진다[3,4]. 

열차하부 경계층 유동특성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1]. 그러나 현재 KTX 운행 중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자갈비산 현상에 의한 차체 및 선로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Kwon and Park [5]은 자갈도상

선로에 피토튜브를 설치하여 300km/h 주행 시 차량 하부의 유동 특성을 차량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에 대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

과 차량하부 경계층 유동이 매우 강한 난류경계층을 형성함을 알아냈었다. 또한 차량 하부의 경계층 특성이 통상적인 경계층

특성과 다름을 알아내었다. 최근에 Ido 등[6]은 Fastech 360 시험열차 하부에 LDV(Laser Doppler Velocimetry)를 설치하여 각

차량별 하부 경계층 유동의 특성 및 도상종류(콘크리트 및 자갈 도상)에 따른 난류강도 등을 측정하여 자갈비산 등의 메커니즘

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열차상부 경계층 유동의 경우 현재까지는 실차나 풍동시험에 의한 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1], 특히 실차에서의 상

부경계층의 측정은 전차선이라는 현실적 제한조건이 있어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풍동에서의 축소모델 시험이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 팬터그래프에 의한 공력소음이 중요시되고 있어[10,11] 팬터그래프가 위치한 열차 옥상부의 유동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특히 팬터그래프의 공력 소음 측정 및 해석에 있어서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이 되지 않았다. 고태환 등[12]은 전산유체해석을 통하여 차세대고속열차의 팬터그래프

의 공력특성을 평가하였으나 이때의 유동 입력조건은 차량의 주행속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차량에서

의 특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고속철도차량에서 팬터그래프가 차량의 후미부에 위치하게 되어 옥상부 경계층의

성장에 따른 유동의 입력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고속열차의 1/20 축소모델을 이용한 풍동시험을 실시하여 열차의 상부경계층 조건을 확인하였

고, 그 결과를 풀 스케일 전산유체해석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해석결과를 통하여 팬터그래프로 유

입되는 유동조건을 도출하고, 열차 길이방향에 따른 옥상부 경계층의 성장특성을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풍동시험

2.1.1 풍동시험을 위한 모델 및 시험방법

기존 열차 상부경계층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포항공과대학교 아음속 풍동에서 풍동실험을 수행하였다. 포항공과대학교 아음속

풍동은 시험부의 크기가 1.5m(높이)×1.8m(너비)×4.6m(길이)이며 75m/s일 때 0.2% 난류도를 갖는다. 

열차 상부경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실차시험 중에 있는 차세대고속열차 차량을 1/20 스케일로 축소하여 모델을 제작하

였다. 실험모델은 다음 Fig. 1과 같이 3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두부(1번 차량), 객차(2번 차량), 후미부(3번 차량)로 구성된다.

제작공차는 1/100으로 제작되었으며, 열차 모델의 공기역학적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모든 풍동은 풍동시험부 내의 경계층 성장과 풍동의 가동에 의한 진동에 따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포항공과대학

교 아음속 풍동의 시험부는 70m/s에서 약 15cm의 경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부에 실험모델을 직접 설치하여 압력이나

공기역학적인 힘을 측정 시 실험모델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풍동시험부 내에 지상판[1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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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후, 실제 시험 대상인 열차모델을 지상판 위에 설치하였고 이는 Fig. 2에 잘 나타나있다. 

다음 Fig. 3은 열차 상부 경계층 측정을 위한 Micro-rake array 장비의 장착사진과 치수를 나타내고 있다. Micro rake array

장비는 25채널이며, total pressure를 측정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경계층을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계층 측정

을 위한 total pressure는 PSI-9016 유체압력계와 Multi-purpose DAQ(Data Acquisition)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센서

의 측정정확도는 0.05%이고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Labview 소프트웨어를 통해 후처리 후 저장된다. Fig. 4는 열차모델의

상부경계층을 측정하는 장면으로 측정위치는 팬터그래프 장착위치와 동일하며, 풍동의 유속(U0)은 풍동이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10m/s부터 60m/s까지 10m/s 단위로 변화시키며 경계층을 측정하였다.

2.1.2 지상판에 의한 경계층 영향검토

지상판에 의한 경계층 성장이 풍동시험모델의 옥상부 경계층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판에 Micro-rake 장비를 설

치하여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 5와 Fig. 6은 주유동속도 10m/s부터 50m/s에 대하여 풍동시험모델을 설치하기 이전 지

상판에서의 경계층을 지상판 시작지점에서 300mm, 1575m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지상판 역시 평판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유동의 점성영향으로 경계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판 시작지점에서 300mm 떨어진 지점에서는

경계층의 두께가 약 25mm이며, 1575mm 떨어진 지점에서의 경계층은 45mm이다. 1/20 스케일 3량 모델의 높이는 대략

185mm로서 지상판에 의한 경계층 두께보다 매우 두꺼우므로 지상판 경계층이 열차모델의 상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3 상부경계층 측정결과

열차속도에 따른 상부경계층을 Fig. 4와 같이 Micro-rak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그림에서 보이는

Fig. 1. 1/20 scaled model of test train for wind tunnel tests. Fig. 2. Experimental setup of the scaled model on the ground

plate.

Fig. 3. Installation of micro-rake and its dimension. Fig. 4. Scaled train models with the Mirco-rake in a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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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열차의 지붕에서 경계층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유동의 방향인 열차의 길이방향으로 경계층이 성장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열차의 상부경계층 두께를 예상하여 보면, 1번 차량의 경우 유동이 전두부 형상으로 인해 열차의 형

상을 따라 흐르다가 평평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상부경계층이 형성이 되며 점차 경계층이 성장된다. 1번 차량의 상부경계층은 실

험결과 약 17mm이며, 실제 차량에서는 약 34c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번 차량은 1번 차량의 뒷부분 형상과 같이 평평한 형

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1번 차량부터 성장한 상부경계층이 계속 성장하여 1번 차량의 경계층보다 경계층이 더 두꺼워짐을 알 수

있으며 2번 차량 상부경계층은 실험결과 약 34mm로 측정되었으며 실제 차량에서는 68cm으로 예상된다. 본 풍동실험에서는 실

험장비의 한계로 3량만을 이용하여 상부경계층을 측정하였지만, 1번 차량과 2번 차량의 상부경계층 결과를 토대로 진행방향 후

부차량의 상부경계층을 예상하여 본다면 팬터그래프가 설치되는 열차 후미부에서는 6량 1편성 실차기준으로 약 1~2m 두께의

상부경계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평판난류경계층의 두께가 길이의 6/7승에 비례하는 특성[14]

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로는 옥상에 설치되는 페어링 등 구조물 등의 영향으로 더욱 두꺼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1)

유속의 변화에 따른 상부 경계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Fig. 8과 Fig. 9에 잘 나타나 있다. Fig. 8의 경우 1번 차량(전

두부)의 뒷부분에서 생성된 경계층 결과이며 유동속도가 증가할수록 상부경계층의 두께는 점성영향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계층

δ

x
--

0.16

Re
x

1 7⁄
-------------≈

Fig. 5. Boundary layer on the ground plate at a 300mm dis-

tance from the plate end.

Fig. 6. Boundary layer on the ground plate at a 1575mm dis-

tance from the plate end.

Fig. 7. Boundary layer characteristic of the first car and second car for U0 = 6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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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가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번 차량의 상부경계층의 경우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속도가 증가할수록 경

계층의 두께가 매우 조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상부경계층의 두께가 매우 두꺼우므로 상부경계층의 변화량은 무시

할 수 있다. 반면에 Fig. 8과 Fig. 9를 비교해보면 1번 차량에서 성장된 경계층이 유동이 열차 상부를 따라 흘러가면서 계속 성

장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번 차량대비 2번 차량의 상부경계층 두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판에서의 난류경계층 성

장이 주유동 속도의 1/7승에 반비례하고, 길이의 6/7승에 비례하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고, 열차상부 경계층의 두께는 차량의

주행속도보다는 차량의 길이방향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차의 전력공급장치인 팬터그래프가 위치하는

곳은 열차의 후부이므로 경계층이 충분히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팬터그래프 주위 유동을 연구할 시 상부경계층에 의한 조

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2 전산유체역학 해석

2.2.1 전산해석 기법

앞 절에서는 축소모델을 이용한 풍동시험을 통하여 열차의 상부경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팬터그

래프 주위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앞 절에서 수행한 상부경계층 측정결과와 전산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실차에서 팬터그래프

로 유입되는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산해석은 축소모형과 동일하게 차세대고속열차의 3차원 형상을 1:1스케일 모델링 및 실차편성인 6량 모델을 정확히 모사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복잡한 외부형상에 맞는 정밀한 격자를 생성하고 지배방정식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

다. 수치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용 유체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정

확한 공기저항 예측을 위해 3차원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난류모델은 k-ω SST model을 사용하였다. 고속 주행 시

상부 유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열차 주행속도는 차세대 고속열차의 최고 시험 속도인 430km/h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간

차분을 위해서는 2차 upwind scheme을 적용하였으며, 열차의 표면 경계조건은 유체의 점성을 고려하여 non-slip 조건을 적용

하였다. 또한 실제 열차가 지면에 근접하여 주행하는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이동지면 조건을 선택하였다.

2.2.2 해석모델

수치해석에 사용된 열차 해석모델은 팬터그래프와 대차를 모두 포함시켰고, 복잡한 열차형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 비정렬 격

자(Unstructured Grid)를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곡면에 격자를 집중적으로 배열하여 형상이 변하는 곡면에서의 유동변화

를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차 표면과 지면에서의 경계층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10층으로 구성된 26mm 두

께의 Boundary prism mesh를 생성하였으며, 열차의 실제 주행상황을 모사하기 위해 너비, 높이, 길이가 각각 300m, 80m,

750m 인 해석공간을 설정하였으며, 이때의 Blockage ratio는 6.17×10-4으로 경계조건이 열차주위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격자수는 총 1370만개를 사용하였고, 해석모델 및 상세 격자는 다음 Fig.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2.2.3 해석결과 및 풍동시험결과와의 비교

해석을 수행한 결과 열차모델 벽면에서의 y+ 값은 대체로 2이하로 도출되어 벽면 근처의 유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열차의 상부유동의 전산해석결과는 다음 Fig. 11과 Fig. 12와 같다. Fig. 11는 고속열차 주위의 열차길이 방향 속도분포 결

Fig. 8. Boundary layer characteristic at the end of the first car. Fig. 9. Boundary layer characteristic at the end of the second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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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열차 상부의 경계층이 상당히 두꺼움을 알 수 있으며, 상부 경계층 역시 1번 차량(전두부)에서 매우

작게 나타나나 후미 차량으로 갈수록 경계층이 성장하고 유동이 복잡해짐을 알 수 있다. 차량옥상부의 경계층을 자세히 알아보

기 위하여 Fig. 12와 같이 차량모델 옥상부의 유선(streamline)분포를 나타내었다. 유선분포에서도 역시 유동이 차량 길이방향으

로 진행함에 따라 큰 경계층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팬터그래프가 위치한 5번째 차량에서는 상당히 두꺼운

경계층이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해석결과로부터 선두부 차량 끝에서의 경계층 두께를 1/20 축소모델 풍동시험에서 측정된 상부 경계층 두께와 비교하

였다. Fig. 13은 축소모델 풍동실험에서 측정된 선두부 차량 끝에서의 경계층 두께와 실스케일모델 전산해석에서 얻은 경계층

두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풍동시험 결과 경계층 두께는 17mm로서 실제 스케일로 확장하면 34cm이고, 전산해석으로 얻은 선

두부 차량 끝에서의 상부경계층 두께는 약 31cm로서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또한 영국 고속열차(2PC+8T, 실제차량길이 약

200m)에 대한 1/76 축소모델 풍동시험결과[3]에서 측정한 선두부 차량의 상부경계층의 두께는 약 4.65mm로서 실차 스케일 환

산 시 35~36cm 수준이며 이는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열차 모형의 풍동시험과 관련하여 레이놀즈수의 영향은 주로 공기저항의 측면에서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Wilemsen[14]

은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에 따른 구의 공기저항계수가 2×106에서 4×106사이의 임계레이놀즈수 이상에서 일정하게 유

Fig. 10. Unstructured grid which includes the train model and surroundings for numerical analysis.

Fig. 11. Velocity distribution for the roof boundary layer from the numerical analysis (U0=430km/h).

Fig. 12. Streamlines over the roof side from the train numerical model (U0=4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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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로 풍동시험 시 열차의 공기저항이 0.5×106에서 0.75×106 사이의 임계 레이놀즈수 이상에서 일정하게

유지됨을 보였다. 그러나 구나 열차의 공기저항에 있어 레이놀즈수는 주로 후미부의 압력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 열차

상부 경계층의 발달 과정이나 두께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본 시험모델의 전두부 형상은 이상적

인 곡면이 아니라 전면유리창 앞단이나 전면 상단의 안테나 돌기부 등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형상이 야기하는 유동

의 교란에 의해 층류 유동에서 난류 유동으로의 천이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레이놀즈수에 따른 천이지점의 차이는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교된 첫 번째 열차 끝단 지점과 두 번째 열차 끝단 지점에서의 유동은 모두 난류 유

동으로 볼 수 있으며 난류로의 천이가 전두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동시험이나 전산해석의 결과의 비교에 있어 레이놀

즈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Fig. 8과 Fig. 9에서 나타난 속도별 경계층 형상의 비교 시 속

도에 따른 경계층 형상의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최고 시험유속 60m/s에 근접할수록 경계층 형상의 변화가 매우 미미해진다는

결과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전산해석의 결과는 열차의 상부경계층의 특성과 개략적인 크기의 예측에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

히 시험장치의 제약으로 풍동시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4량 이후의 열차 상부경계층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4 팬터그래프 유동입력조건 도출 및 유동경계층의 성장 특성

팬터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의 전방류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석결과로부터 차량 옥상부의 유동경계층의 성장 특성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열차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경계층은 점차 두꺼워짐을 알 수 있으며, 차량이 길어질

수록 초기 경계층에 비하여 6량 1편성 열차의 경우 9.5배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계층의 두께는 앞서 2.1.3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차량의 운행속도보다는 차량의 길이방향에 따른 영향이 훨씬 크므로 Table 1의 경계층 특성은 300km/h 이상의

다양한 속도대역에서 근사적으로 적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팬터그래프가 위치한 5번째 차량의 끝에서 상부경

계층 두께는 약 3.53m 로서 팬터그래프가 설치되는 차량 옥상부로부터 전차선까지의 높이인 1.33m를 고려하면, 팬터그래프로

Fig. 13. Comparison of the boundary layer characteristics between the wind tunnel test results and CFD results at the end of the first

car (U0=430km/h).

Table 1. Roof boundary layer thickness and its growth along the train direction (U0=430km/h).

Location Boundary layer thickness (m) Relative growth ratio

Flat surface start point in 1st car 0.05 0

At the end of 1st car 0.37 1

At the end of 2nd car 1.9 5.1

At the end of 3rd car 2.89 7.8

At the end of 4th car 3.46 9.3

At the end of 5th car 3.5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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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유동은 모두 경계층 안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팬터그래프에 대한 유동해석 및 풍동시험을 수행할 때 전방류 입력조건은 주유동 속도(차량의 운행속도)가 아닌 경계

층 내부 유동속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난류경계층에서 표면으로부터 높이에 따른 유동의 속도분포인 1/7승 법칙[15]을 적용하

여 보면 팬터그래프의 knee 위치(옥상으로부터 0.6m)로 입력되는 유동은 주유동의 약 78% 수준이며, 주습판의 위치(옥상으로

부터 1.3m)로 입력되는 유동은 주유동의 약 87% 수준이다. 따라서 난류 경계층의 속도 프로파일을 검토하였을 때 팬터그래프

의 유동해석 및 풍동시험 시 적용하는 전방류 입력조건은 6량 1편성 열차의 경우 주유동의 약 85%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단 집

전판이 팬터그래프의 단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므로 팬터그래프의 항력 등을 평가할 때는 주유동의 80%를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최근 실차에서의 팬터그래프 주행저항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전두부의 팬터그래프가

올라가는 비상모드에서의 주행저항이 후미부의 팬터그래프가 올라가는 정상모드보다 주행저항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16].

이는 경계층에 성장에 따른 후미부에 위치한 팬터그래프로 들어가는 유속이 작아지기 때문이며 본 풍동시험 및 해석결과를 뒷

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열차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경계층의 두께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옥상부 유동의 경계층 특성을

수치해석 및 풍동시험 등을 통하여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KTX-산천과 같은 실제 상업열차의 옥상부 유동특성에 대한 연

구 역시 해당열차의 공력성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선두부 및 팬터그래프 주위의 공력소음특성에 대한 연구도 유동해

석 및 풍동시험 등을 이용하여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고속열차 차량의 1/20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풍동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열차 옥상부 경계층의

성장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경계층 두께를 전산해석 결과 및 기존문헌결과와 비교하여 전산해석의 적절성을 검증하

였고, 전산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실제차량에서의 옥상부 유동 경계층 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20 축소모델의 풍동시험 결과 옥상부 유동 경계층은 차량의 방향 (주유동의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경

계층 두께는 유동의 속도보다는 위치에 따른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이는 기존 경계층 이론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이다. 

2) 풀스케일 전산해석 결과를 통한 경계층의 두께는 풍동시험 결과 및 기존문헌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고, 전산해석결과

로부터 옥상부 유동 경계층의 성장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6량 1편성 열차의 경우 열차 후미부에 위치한 팬터그래프로 유

입되는 유속은 열차운행속도(주유동 속도)의 약 85%수준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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