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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erodynamic drag characteristics of HEMU-400X which has been being developed for the maximum 

speed of 430km/h were analyzed experimentally as the variations of the pantograph cover configurations to 

reduce the acoustic noise and the aerodynamic drag of the pantograph system. The wind tunnel tests were 

performed with three pantograph cover models upon 1/20 scaled 5-car model of HEMU-400X. Two kinds of 

wedge shapes which induce up-flow in the vicinity of the pantograph and one cone shape which reduces the 

whole train drag were used in order to compare the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s the pantograph cover shape 

changes. The each axial force of 5 each car was measured at a time with the test velocities, 30, 40, 50, 

60m/s. Through the wind tunnel test the base drag forces of HEMU-400x model and the forces by the 

pantograph cover on the train model were investigated and the aerodynamic drag characteristics of the train 

model by the pantograph cover configurations were analyzed.

1. 서론

 고속전철은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개발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최고속도 430km/h를 목표로 HEMU-400X(High speed Electrical Multiple Unit)을 

개발하고 있다. 열차의 운용 속도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열차의 공기역학적 효율을 저하하는 급격한 항력증

가, 공력소음 발생과 같은 심각한 공기역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역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키

는 원인 중 하나로 팬터그래프 시스템이다.[1-5] 팬터그래프 시스템은 열차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집진장

치로서 여러 가지 부재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열차의 지붕에 위치하여 외부 유동에 

직접 노출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팬터그래프 시스템의 공기역학적 효율이 현저히 낮다. 특히 

불규칙적인 압력섭동으로 인하여 공력소음이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철도

연구자들은 팬터그래프에 대하여 저공력, 저소음으로 설계를 수행하거나 기존의 팬터그래프의 성능개선과 공

력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팬터그래프 커버를 장착하였다.

선행연구로서 팬터그래프의 공력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팬터그래프의 팬헤드 형상을 최적화하고[6,7], 

팬터그래프 암 형상에 따른 공력특성 분석[8,9], 팬터그래프 커버형상에 따른 팬터그래프의 공력특성을 분석

하였다.[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팬터그래프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전체적인 고속열차 관점에 대한 시

스템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팬터그래프 커버의 형상에 따라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20 스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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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풍동 시험부 실험모델 장착사진

HEMU-400X 5량 풍동실험모델을 이용하여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라 각 차량에 작용하는 항력을 측정

하여 팬터그래프 커버가 열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조건

2.1 실험 모델

풍동실험을 위하여 1/20 스케일의 5량 HEMU-400X 축소모델을 이용하였다.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

은 윗 흐름을 유도하는 쐐기형상 1, 2(M1, M2)와 유선형형상인 원뿔형상(C)을 이용하였다. 팬터그래

프 커버 형상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팬터그래프 주위의 흐름을 윗흐름으로 유도하는 것은 열차가 터

널통과 시 발생되는 미기압파와 터널 벽면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며 팬터그래프 주위의 유

동 속도를 감소시키 위한 개념이다. 원뿔형상은 팬터그래프 커버 장착 시 항력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그림 1. 팬터그래프 커버 풍동실험모델(좌: 원뿔형상(C), 중: 쐐기형상1(M1), 우:쐐기형상2(M2))

 

2.2 실험 장비 및 조건

풍동실험은 공군사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중형 아음속 풍동에서 수행되었다. 시험부의 크기는 

2.45m(높이)×3.50m(너비)×8.70m(길이)이다. 풍동의 난류도는 74m/s에서 0.076%이다. 시험 속도는 

30, 40, 50, 60m/s이며, 실험모델의 높이를 기준으로 실험 레이놀즈수는 370,000~620,000이다. 시험부

와 실험모델의 설치 사진은 그림 2와 같다. 풍동시험부의 벽면 경계층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상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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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터그래프에 작용하는 공력은 실험모델의 각 차량마다 장착된 로드셀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차량에

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NI-6110가 장착된 다목적 DAQ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데이터는 

LABVIEW를 이용하여 처리 저장하였다.

풍동실험은 팬터그래프 커버형상이 없는 기본형상과 팬터그래프 형상별로 속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여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커버 형상에 따른 열차의 공력특성을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다음 그림 3은 팬터그래프 커버를 장착하지 않은 HEMU-400X 기본형상에 대한 항력비교를 나타내

고 있다. 기본형상의 각 차량에 작용하는 항력은 전두부(T1)과 후미부(T5)가 다른 차량에 비해 높다. 

이것은 전두부(T1)은 유동이 차량에 직접적으로 마주치게 되어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항력이 크기 

때문이고, 후미부(T5)는 후미부 형상에 의해 발생하는 강한 와류발생으로 압력항력이 크다. 전두부와 

후미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항력이 감소하는 것은 전두부에 의해 압력항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대부분 표면마찰항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량에 따라 항력을 살펴보면 T1>T5>T2>T4>T5 순

으로 다른 고속열차의 항력 분포와 비슷한 분포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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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ENU-400X 기본형상의 항력 비교

 다음 그림 4~6은 팬터그래프 커버를 적용한 HEMU-400X의 차량별 항력을 속도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쐐기 형상의 경우 기본형상에 비해 팬터그래프 커버형상의 적용으로 전두부(T1, T2)와 후미부

(T4, T5)의 항력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본형상에 비해 팬터그래프 커버를 적용하게 

되면 단면적이 증가하고, 팬터그래프 커버 끝단에서 발생되는 유동박리로 유동 흐름이 복잡해져 항력

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열차 단면적을 실차로 환산해보면, 팬터그래프 커버가 없는 기본형상의 차

량 단면적이 10.2m
2
인 것에 비해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의 적용으로 단면적이 11.7m

2
으로 증가하게 된

다. 실험결과를 미루어 보아 팬터그래프 커버를 적용하게 되면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열차 자체의 

항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5에서의 쐐기형상에 따른 항력 결과를 살펴보면, 쐐기의 각이 더 큰 M2를 적용한 경우 차량의  

항력이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M1의 윗 흐름 유도 각보다 M2의 윗 흐름 유도각이 더 크기 때

문에 팬터그래프 커버의 끝단에서 유동박리 영역이 더 넓어지고 유동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차량의 

항력증가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T4와 T5의 경우에는 열차 자체표면에서의 경계층 성장과 전두부에서 

박리된 유동의 혼합으로 인해 항력이 기본형상의 항력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원

뿔형상의 팬터그래프 커버를 적용한 경우 M1, M2와 달리 전두부(T1)의 항력 증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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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기본형상의 전두부에 유선형형상의 커버를 장착하여 단지 단면적 변화가 커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항력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2의 경우 윗 흐름을 유도하는 M1과 M2 팬터그

래프 커버 형상과 달리 박리된 흐름과 Cavitation flow의 영향으로 항력이 큰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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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쐐기형상 1(M1) 팬터그래프 커버 적용 시 항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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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쐐기 형상 2(M2) 팬터그래프 커버 적용 시 항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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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원뿔 형상(C) 팬터그래프 커버 적용 시 항력 비교

91



T1 T2 T3 T4 T5

0

5

10

15

20

25

D
ra
g
(N

)

Train No.

 Train w/o  cover at V=60m/s

 Train w/ M1  at V=60m/s

 Train w/ M2  at V=60m/s

 Train w/ C at V=60m/s

그림 7. 기본형상과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른 항력 비교(V∞=60m/s)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른 열차의 항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60m/s에서 기본형상과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른 항력을 그림 7과 같이 비교하였으며, 팬터그래프 커버형상에 따른 항력 증가율에 대

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7과 표 1에서와 같이 기본 형상과 팬터그래프 커버 장착 시 전체적으로 

열차의 항력이 30%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60m/s

기본형상 0%

쐐기형상1(M1) +32%

쐐기형상2(M2) +38%

원뿔형상(C) +30%

표 1. 기본형상과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른 항력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팬터그래프 커버 형상에 따라 열차의 항력 특성에 대해 실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

험결과, 팬터그래프의 소음을 감소시키고자 장착하는 팬터그래프 커버 장착 시 60m/s(216km/h)에서 열

차의 공기역학적 항력이 30% 이상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운용속도 111.11m/s(400km/h) 이상에서

는 항력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팬터그래프 커버에 대하여 팬터그래프 관점과 고속철

도 관점에서 요구하는 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팬터그래프 커버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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