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력구조팀

E-mail : cwkim@kari.re.kr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커버 형상에 따른 고속전철 판토그래프의 공력특성 해석

Aerodynamic Analysis of a Pantograph of a High Speed Train

With a Pantograph Cover

 강형민* 김철완† 조태환*  김동하* 윤수환** 권혁빈**

        Hyung-Min Kang      Cheol-Wan Kim      Tae-Hwan Cho      Dong-Ha Kim     Su-Hwan Yun     Hyeok-Bin Kwon

ABSTRACT

The aerodynamic features of a pantograph of a high speed train are analyzed according to shapes of pantograph 

covers. For this purpose, two types of pantograph covers were selected: a wedge type cover and a cone type cover. 

Then, the change of the aerodynamic forces of the pantograph affected by each type of the pantograph cover was 

compute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original lift force of the pantograph. From the results, the cone 

type cover changes the flow direction from side to side compared with the wedge type cover. Consequ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the wedge type cover on the lift force of pantograph i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e type cover.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주행 속도가 400km/h 이상인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차의 고속 주행에 따라 생기게 되는 다양한 공기역학(이하 공력)적 문제들에 대해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공력 소음의 경우 열차 속도의 6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열차 고

속 주행 시에 열차 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속 열차 개발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따라서 고속 열차에서의 유동 현상 연구 및 이를 이용한 공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6].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주요한 공력 소음원 중 하나인 고속열차 판토그래프 시스템의 소음 저감을 

위해 판토그래프 커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판토그래프는 전력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집

전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붕 위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고속 유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

각한 공력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판토그래프 주변에 판토그래프 커버를 설치함으로써, 판토그래프로부

터 주변으로 전파되는 소음을 차폐하여 소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판토그래프 커버는 판토그래

프로 유입되는 유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판토그래프가 가지고 있던 압상력 특성이 바뀌게 된다. 이 때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전력선이 심각하게 마모되어 유지/보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팬해드와 전력선과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Arcing 소음이 발생

하여 소음 면에서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판토그래프 커버가 기존의 판토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

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 주위의 유동장에 대해 다양한 실험적/수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고속철도 과제의 일환으로 일본철도기술연구소 (이하 RTRI) 풍동을 이용하여 판토그

래프가 갖는 압상력 및 공력 소음에 대하여 풍동실험이 수행되었다[4]. 또한 강형민 등은 판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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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유동장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5], 이영

빈 등은 다양한 형태의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을 고려한 판토그래프 주위 유동에 대해 풍동 실험을 수행

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 판토그래프 커버가 판토그래프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 주위의 유동장에 대해 FLUENT를 이용하여 전산해석(CFD)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의 경우 기존에 수행하였던 판토그래프 커버 관련 풍동 실험을 참조하여 쐐기 형

태 및 뿔 형태의 서로 다른 2가지 형태의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을 선정하였다[6]. 그리고 FLUENT를 

이용한 해석 기법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RTRI 풍동 시험에서 사용하였던 판토그래프 모델을 이용하였

으며[4], 압상력 계산 결과를 풍동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후에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을 추가하여 

전체 유동장에 대한 CFD를 수행하여 커버 형상에 따른 판토그래프의 압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본문

격자 생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RTRI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실제 판토그래프의 IGES 파일을 이용하

여 3차원 해석 격자를 생성하였다. 또한 판토그래프 커버의 경우 쐐기 형태 및 뿔 형태의 2가지 판토그

래프 커버 형상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총 3 종류의 3차원 격자를 생성하였다. 공력해석

을 위해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를 이용하여 비압축성 유동에 대하여 2방정식 난류 모델인 

   SST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7, 8]. 이후 각각의 커버 형태가 판토

그래프 압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였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판토그래프/판토그래프 커버 해석 격자 생성

본 연구에서는 RTRI 풍동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실제 판토그래프의 IGES 파일을 이용하여 해석 격자

를 생성하였다. 판토그래프의 초기 형상은 그림1(a)와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활

한 격자 생성을 위해서 실제 형상을 크게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형상의 절반만을 이용하여 

판토그래프 형상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단순화된 공력해석용 판토그래프의 형상을 그림1(b)

에 도시하였다. 이 때 Balance rod의 경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Balance rod가 받는 압상력만큼을 전체 

결과에서 보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판토그래프가 받는 압상력을 계산하였다.

            

            (a) 판토그래프 초기형상                      (b) 단순화된 판토그래프 형상

그림1. 판토그래프 형상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풍동 실험을 참조하여 쐐기 형태와 뿔 형태의 총 2종의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을 선정하였다[6]. 각각의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을 그림2에 도시하였다.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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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모두 앞뒤 길이는 약 13m, 폭은 약 2m 정도이며, 높이의 경우 쐐기 형태 커버의 경우 약 0.76m, 

뿔 형태 커버의 경우 가운데 높이가 약 0.72m, 옆면 높이는 약 0.28m 정도로 하였다. 

     

                 (a) 쐐기 형태 커버                             (b) 뿔 형태 커버

그림2. 판토그래프 커버 형상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의 표면 형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GAMBIT 및 

T-GRID를 이용하여 3차원 격자를 생성하였다. 이 때 계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 주변에 격자가 조밀하게 분포해야 한다. 효율적인 격자 생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림3과 같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였다[5]. 이후 내부 영역은 총 20층의 Prism Layer를 적층한 후 4면

체 격자를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으며, 외부 영역의 경우에는 직육면체 격자를 이용하여 3차원 격자

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판토그래프 해석의 경우에는 약 1650만개의 격자를, 쐐기 형태의 커버가 추가

된 모델의 경우에는 약 2180개의 격자를, 뿔 형태의 커버가 추가된 경우에는 약 2120만 개의 격자를 

사용하여 전체의 해석 격자를 생성하였다. 

그림3. 판토그래프 내/외부 형상 결합

2.2 경계 조건 및 해석 기법 선정

비압축성 유동에 대해 정상 상태의 3차원 유동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FLUENT를 이용하였다. 이 때 경계 조건의 설정을 위해 유동의 Inlet 부분은 Velocity inlet condition을 

선정하였으며, 판토그래프 유동 해석의 경우 250km/h 및 400km/h의 2가지 속도를 설정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 주위 유동장 해석의 경우에는 차세대고속전철 목표 주행 속

도인 400km/h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Outlet 영역은 Pressure outlet condition을 설정하였으며, Wall, 

Inlet, Outlet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ymmetric condition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방향 및 역방

향 유동 시의 공력특성도 고려하기 위해 반대 방향의 유동에 대해서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총 8

개의 Case에 대해 정상 상태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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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토그래프 주변에서 생성되는 난류 계산을 위해서는 2방정식 모델 중  SST 모델을 이용하였다 

[7, 8].  SST 모델의 경우 Wall 근처에서는  모델을, Far field에서는  모델을 쓸 수 있도

록 Blending 함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델을 결함한 형태이다. 각각의 영역에 적합하도록 난류 모델의 

Switching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난류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방정식의 

 SST 모델을 이용하여 난류 계산을 수행하였다. 

2.3 해석 결과

격자계 및 해석 기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250km/h 및 400km/h의 속도에

서 판토그래프 주위 유동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RTRI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속도 

250km/h 및 400km/h에서의 정방향 유동에 대하여 압력 Contour를 그림4에 도시하였다. 정체압력 영역 

및 유동의 가속으로 인한 저압 영역 등이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량적

인 비교를 위해 각각의 유동 방향 및 속도에서 판토그래프가 받는 압상력을 계산하여 RTRI 풍동 실험

에서의 실험값과 함께 도표 1에 정리하였다. 이 때 해석의 경우 중앙을 대칭면으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

였기 때문에 압상력 계산 시에 Balance rod의 압상력이 2배로 계산된다. 따라서 압상력 계산 시에는 

Balance rod가 받는 압상력을 전체에서 빼 주는 방법으로 하여 압상력 보정을 수행하였다. 표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압상력의 계산값이 250km/h 역방향 유동을 제외하면 5% 내외로 실험치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a) 250km/h                             (b) 400km/h

그림4. 각 모델별 Path line 분포

도표 1 압상력 비교 

유속
정방향 역방향

해석 (N) 실험 (N) 해석 (N) 실험 (N)

250km/h
97.2 96.7 45.2 38.1

Error (%) 0.5 Error (%) 18.6

400km/h
250.8 253.6 120.0 130.3

Error (%) 1.1 Error (%) 7.9

검증된 해석 기법 및 격자계를 바탕으로 하여 400km/h의 속도에서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뿔 모

델, 판토그래프+쐐기 모델에 대해 정방향 및 역방향 유동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압력 Contour를 

그림5에 나타내었다. 이 때 판토그래프 커버를 고려한 유동 해석의 경우 정방향 유동에서 (+) 압상력

을 발생시키는 Trust rod 및 Lower frame이 판토그래프 커버 속 유동에 잠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판토그래프만의 유동에 비해 Trust rod 및 Lower frame 전면부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

며, 이로 인해 Trust rod 및 Lower frame에서 발생하는 (+) 압상력이 판토그래프 커버가 장착된 경우 

상대적으로 작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뿔 형태 커버의 경우 유동 방향에 대해 뒤쪽 커버에서 고압 

영역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쐐기 형태 커버의 경우 커버를 따라 유동이 부드럽게 흐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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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해 뿔 형태 커버의 경우 앞쪽 커버에서 박리된 유동이 뒤쪽 커버의 수직 단면 부분에 강하게 부딪히

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를 토대로 커버 항력 면에서는 두 가지 형태 중 쐐기 형태의 커버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정방향 역방향

판토그래프

판토그래프

+ 쐐기 형태 

커버

판토그래프

+ 뿔 형태 

커버

그림5. 정/역방향 유동에서의 압력 분포

그림6에는 각각의 판토그래프 커버에 의해 유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확인하기 위해 Path 

line을 도시하였다. 쐐기 형태 커버의 경우 그림6(b)와 같이 커버 형상을 따라 Path line이 Pan head 쪽

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판토그래프 쪽으로 유입되는 유동의 받음각이 증가하며, 받음각 증가로 

인한 압상력 상승을 통하여 Trust rod 및 Lower frame에서의 압상력 감소분이 많이 상쇄됨을 알 수 있

다. 이에 반해 뿔 형태 커버의 경우 그림6(c)에 도시된 것과 같이 쐐기 형태 커버에 비해 판토그래프로 

유입되는 유동의 받음각 증가는 미미하다. 따라서 쐐기 형태 커버에 비해 기존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많이 낮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각각의 커버 형태가 판토그래프 압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Case에 

대해 압상력을 도표 2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방향의 경우 쐐기 형태의 커버 모델에서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약 67% 유지되는 데 반해 뿔 형태 커버의 경우 압상력이 원래의 판토그래프 압

상력의 약 24% 정도로 낮아진다. 역방향 유동 시에는 쐐기 형태 커버에서 원래 압상력의 약 81%, 뿔 

형태에서 약 55% 정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뿔 형태 커버 모델은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을 많

이 낮추는 데 반해 쐐기 형태의 커버 모델은 원래의 판토그래프가 가지고 있던 압상력을 어느 정도 유

지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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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토그래프                   (b) 판토그래프 + 쐐기 형태 커버

(c) 판토그래프 + 뿔 형태 커버

그림6. 각 모델별 Path line 분포

도표 2 압상력 비교

정방향 (N) 비율 (%) 역방향 (N) 비율 (%)

Pantograph 250.8 100.0 120.0 100.0

Pantograph + 쐐기 모델 166.8 66.5 96.8 80.7

Pantograph + 뿔 모델 60.8 24.2 65.9 54.9

3. 결론

고속열차 판토그래프 시스템의 공력 소음 저감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판토그래프 커버가 판토그래프 

공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판토그래프 및 판토그래프 커버에 대해 CFD를 수행하였다. 우

선 해석 기법 및 격자계의 적합성을 파악코자 판토그래프 압상력의 계산값을 RTRI 풍동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실험값과의 오차가 5% 내외로 비교적 정확하게 유동 해석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쐐기 및 뿔 형태의 판토그래프 커버 모델이 판토그래프 압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쐐기 형태의 커버 모델의 경우 커버 형상을 따라 유동이 흐르면서 받음각이 상승

하여 기존 판토그래프가 가지고 있던 압상력이 정방향의 경우 67%, 역방향의 경우 81% 정도로 기존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해 뿔 형태 커버 모델의 경우 판토그래프로 유

입되는 유동의 받음각이 상승하지 않고 유동이 좌우로 분산되어 압상력이 정방향의 경우 24%, 역방향

의 경우 55% 정도만이 유지되어 기존 판토그래프의 압상력이 많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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