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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풍동시험을 통해 고속열차 공력제동시스템의 적용방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적용효

과 분석을 위해서 공력제동시스템 적용위치와 개수, 제동패널 작동각, 제동패널 펜스을 변수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를 3수준으로 구분하고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총 25 조건에 대한 풍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풍동시험 분석결과 공력제동시스템의 적용위치는 제동효과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며, 적용개수와 제동패널 작동각이 공력제동시스템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제동패널 형상 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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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00km/h급 고속열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고 안전한 제동력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휠/레일 접촉식 

제동시스템은 휠과 레일의 마찰한계로 인해 

충분한 제동력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접촉식 공력제동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열차 공력제동시스템의 

적용 방법에 따른 공력제동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2. 본 론

2.1 풍동시험  

 풍동시험을 위해 KTX-산천 1/30th 축소모형을 

이용하였다. 풍동시험모델은 선두차, 후미차 

그리고 4량의 객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차량에 해상도 0.01N의 로드셀을 삽입하여 

공기저항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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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력제동시스템 적용효과 분석을 위해 

공력제동시스템 적용위치, 개수, 제동패널 

작동각, 제동패널 펜스높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하여 3수준의 

CCD(Central Composite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총 25개의 실험점을 도출하였다. 각 

실험점에 대하여 시험풍속 40m/s로 고정하고, 

각각에 대한 공기저항 계수를 도출하였다.

2.2 시험결과

풍동시험결과를 통해 도출된 각 변수들의 

민감도를 분석하면 각 변수들에 대한 

적용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공력제동시스템의 적용위치 즉, 객차의 

위치에 따른 공기저항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용개수에 따른 

공기저항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났으며, 

적용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제동패널 작동각 또한 

매우 민감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제동각의 

크기가 가장 클 때, 가장 높은 공기저항이 

나타난다. 한편, 제동패널의 펜스는 어느 

특정한 높이까지 공기저항을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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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공력제동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풍동시험을 이용하여 

공력제동시스템의 적용위치, 개수, 작동각 

그리고 펜스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그결과, 

공력제동시스템 제동력은 적용차량의 

위치와는 관계가 없으며, 적용개수와 

작동각에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펜스가 있는 제동패널이 없는 경우 보다 더 

높은 제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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