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항공우주신기술

연구소

E-mail : dongholee@snu.ac.kr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세대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초고속열차연구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소재틸팅열차시스템연구단

협소터널 고속 주행시 압력변동 및 미기압파 저감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Numerical Study of Reduction of Pressure variation and Micro-Pressure 
Wave for high-speed train in narrow tunnel

                   이정욱*   윤수환**   곽민호*   이동호†   권혁빈***   고태환****

Jung-Uk Lee   Su-Hwan Yun   Min-ho Kwak   Dong-ho Lee   Hyeok-bin Kwon   Tae-Hwan Ko

ABSTRACT

  When a train passes a conventional tunnel at high speed, an environmental noise issue arises by pressure 
variation and micro-pressure waves at the exit of the tunnel. It is known that this issue can be reduced by using 
dummy tunnel duct on the tunnel entrance. We studied the variances of micro-pressure waves at the exit of tunnel 
and pressure variation within the tunnel, by altering surface area and length of the dummy tunnel duct. For analyze 
this train-tunnel relation problem, axi-simmetric steady compressible flow solver was used. Changing the length of 
the dummy tunnel duct can adjust pressure variation, changing the surface area of the dummy tunnel duct can 
adjust volume and pressure variation of the micro-pressure wave. Thus, optimized surface area and length of the 
dummy tunnel duct can simultaneously reduce environmental noise pollution by micro-pressure wave and issues 
by the pressure variation.

1. 서론

  열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차의 주행에서 공기역학적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터널 단면

적이 협소한 기존선을 열차가 고속으로 통과할 때, 열차 표면의 압력 변동 문제와 터널 출구에서 미기

압파 문제가 고려되어야한다. 

  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때 터널 내부에서 강한 압축파가 발생한다. 이러한 압축파는 음속에 가까운 속

도로 터널 내부에 전파되어 터널 출구에서 일부는 팽창파의 형태로 터널 입구 방향으로 반사되고 일부

는 터널 출구로 방출된다[1]. 터널 입구 방향으로 반사된 팽창파는 터널 입구에서 다시 터널 출구방향

으로 반사되며 터널 입구와 터널 출구를 왕복한다. 열차 후미부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팽

창파 또한 터널 출구에서 일부는 방출되고 일부는 터널 입구 방향으로 압축파의 형태로 반사된다[2]. 

이러한 압축파와 팽창파의 터널 내부에서 왕복은 터널을 통과하는 열차에 압력 변동을 일으킨다[3]. 열

차의 급격한 압력변동은 차량의 피로하중을 증가시켜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승객에게 이명감을 주

어 승차감을 감소시킨다[4]. 터널 출구로 방사되는 압축파는 강한 충격성 소음(sonic boom)을 발생시

켜 주위 환경에 환경 소음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충격성 소음을 미기압파(micro pressure wave, 

MPW)라 부른다[5]. 미기압파의 크기는 터널 내부의 압력 구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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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내부에서 열차 표면의 압력 변동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선 전두부 형상을 최적화 시키는 방법과 

터널 입구에 터널보다 단면적이 큰 후드를 설치하거나 단면적의 크기는 같으나 입구가 경사진 후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터널 입구에서 압축파의 형성 과정에 수정을 가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터널에 통기구멍과 다공성벽면 또는 음향 임피던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는 터널 

내에서 전파되는 압축파의 파면 형상을 변화 시키는 방법이다[7]. 또한 더미터널덕트를 이용하여 압축

파와 팽창파를 중첩시켜 차량의 압력변동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8]. 미기압파에 의한 충격성 소음의 경

우, 터널 내부의 압력 구배에 비례하므로 터널 입구에 단면적이 터널보다 큰 후드를 설치하여 압축파의 

파두를 변화시켜 방출되는 미기압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김병열 등은 미기압파 저감을 위한 후드 단면적 크기와 후드의 길이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9]. 그러나 터널 입구에 설치하는 터널 후드의 경우 미기압파 저감에는 효과가 있으나 열차 표면의 압

력 변동 저감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입구에 더미터널덕트를 적용하여 미기압파

와 열차 표면의 압력 변동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2. 본론

  

2.1 수치해석 기법

2.1.1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법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부의 압력 변동과 터널 출구의 미기압파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해 일반 곡면 좌

표계에서 유도된 축대칭 비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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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보존량 벡터,  는 플럭스 벡터, 는 축대칭 소스 항을 나타내고, 는 밀도,  는 각

각  방향의 속도를 나타낸다. 

  초기조건에서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수치적인 압축파를 피하기 위해서 터널 

입구에서 충분한 거리에 열차를 위치시켜, 열차와 터널의 상호 작용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정상 유동장 

상태를 올바르게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혁빈[1]이 제안한 완만한 출발(Smooth start)

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식 (2)와 같이 속도의 2차 미분까지 연속되도록 하는 5차 다항식을 이용하여 

열차를 정지 상태에서 주행속도까지 가속시키는 것으로서 수치적 파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속도 변화가 완만하고, 짧은 거리에서도 출발이 가능하므로 계산 시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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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역분할 기법

  상대적 운동이 있는 물리 영역을 하나의 계산 영역으로 이산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선의 상

대적 운동을 하는 물체와 각각의 영역이 H-typedls 격자계에 대해서 겹쳐지는 블록들 간의 격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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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유동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상경계면을 이용한 Patched 격자기법을 이용하

였다. 

2.2 더미터널덕트

  Su-Hwan Yun[8]이 제안한 더미터널덕트는 열차의 전두부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 압축파

의 반사파와 열차의 후미부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 팽창파의 중첩 현상을 이용하여 터널 내부

의 압력 변동을 줄이는 방법이다. 터널 길이에 따라 압축파와 팽창파가 중첩되는 위치가 바뀌며 적절한 

터널 길이에서는 압축파와 팽창파가 완전히 중첩되어 터널 내부의 압력 변동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적

절한 터널 길이를 임계터널(critical tunnel)이라 하고, 임계터널 길이는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기

존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의 길이가 임계터널보다 짧을 때, 터널 입·출구에 터널 길이를 늘려주는 더미터

널덕트를 설치하여 손쉽게 압력 변동을 줄일 수 있다. 

    


 





∆ (3)

    : critical tunnerl length

    : speed of sound

    : train length

    : train velocity

  ∆ : overlapping distance

  일반적으로 팽창파의 크기가 압축파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10] 압축파가 충분히 성장한 위치에서 

팽창파와 중첩시켜야한다. 따라서 ∆는 양수 값을 가진다. 임계터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주

행 조건에서 ∆를 구해야 한다. ∆는 열차의 속도와 무관하게 열차의 전두부 형상과 터널 단면적 

비에 의해 결정된다. ∆는 pressure variation rate(PVR) 분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PVR은 식 (4)에 

의해서 구할 있다. PVR은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동안 열차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PVR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압력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 Total travel time through the tunnel

    : Pressure of the train surface

    : Mean value of the surface pressure

2.3 더미터널덕트 계산

2.3.1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틸팅열차의 단면적 분포와 기존선인 호남선 터널 단면적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열차의 길이는 200m이며, 주행속도 200km/h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차 차체의 압력은 

열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하였고, 미기압파는 터널 출구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Table. 

1은 자세한 해석 조건이다. 

  터널과 동심원을 이루는 더미터널덕트에 대하여, 더미터널덕트의 길이를 30m로 고정하고 더미터널덕

트의 반지름을 터널 반지름의 1.1배에서 1.5배로 바꿔가며 해석하였다. 또한 더미터널덕트의 반지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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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반지름의 1.2배와 1.4배일 때, 더미터널덕트의 길이 변화에 따른 압력 변동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였다. 

열차 길이 ( ) 200

터널 단면적 ( ) 61.1

터널 길이 () 500

열차 전두부 길이 () 10.45

열차 단면적 () 9.13

열차 주행속도 () 200

Table. 1. 수치해석 조건 

2.3.2 해석 결과 

2.3.2.1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이 미기압파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위하여 더미터널덕트의 길이를 30m로 고정

하고 단면적을 터널 지름(D)의 1.1배에서 1.5배로 변화시켜가며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터널의 길이는 

520m로 고정하였다.

터널 후드 단면적 PVR 감소율(%) 미기압파 (Pa) 감소율 (%)

No hood 116638.70 ⦁ 17.47 ⦁
1.1D 88515.74 24.1 15.22 12.9

1.2D 84360.86 27.7 11.88 32.0

1.3D 83041.84 28.8 9.49 45.7

1.4D 83329.19 28.6 7.73 55.8

1.5D 84692.71 27.4 9.28 46.9

Table. 2. PVR and Micro-pressure wave comparison of 

various dummy tunnel duct size (tunnel length : 520m )

Fig. 1.  Pressure variation of 

various dummy tunnel duct size  

   

Fig. 2. Micro-pressure wave of 

various dummy tunnel du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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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과 Fig. 2은 각각 다양한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크기에 대하여 터널 내부 압력과 터널 출구에

서 미기압파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각 더미터널덕트 단면적 크기에서 압력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PVR 값과 최대 미기압파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한 경우 최대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최대 압

력의 감소는 터널 후드를 설치할 경우 그 전과 비교해서 약간의 압력 변동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는 

Table. 2의 PVR 값이 터널 후드 설치 시 감소하는 것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크기에 따른 압력 변동 저감 효과는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압력 변동의 저감효

과가 커지다가 1.3D와 1.4D에서 최대 저감 효과가 있고 이후 점차 압력 변동 저감 효과가 줄어들었다. 

  Fig. 1에서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압력이 한 번에 최대값까지 상승하는 반면 더미터널

덕트가 설치 된 경우 열차가 더미터널덕트를 지날 때 압력이 한번 상승한 후, 열차가 터널 입구를 통과

할 때 다시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2에서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미기압파가 a 지점에서 한 번에 상승한 반면,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한 경우 a, b 두 지점에 걸쳐 미

기압파의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이 1.1D에서 1.3D 까지는 

열차가 더미터널덕트를 통과할 때(a 지점) 발생한 미기압파의 크기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b 지점) 

발생하는 미기압파의 크기보다 크고,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이 1.5D인 경우에는 열차가 터널 입구를 통

과할 때 발생하는 미기압파의 크기가 더미터널덕트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미기압파보다 크다. 더미터널

덕트의 단면적이 그 중간 크기인 1.4D 인 경우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미기압파와 더미터널덕

트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미기압파가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크기 변화에 대하

여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이 1.4D인 경우에 미기압파의 최대값이 가장 작다.

  따라서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의 크기를 1.4D로 설치 하는 것이 터널 통과 시 열차의 압력 변동과 터

널 출구에서 미기압파의 크기를 동시에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2.3.2.2 더미터널덕트 길이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압력 변동을 줄이기 위해 단면적이 터널 단면적보다 1.4배 큰 더미터널덕트를 이용하

여 임계터널길이를 구해보았다. 임계터널길이에서는 열차 전두부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한 압축

파와 열차 후미부가 터널 입구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팽창파의 중첩을 통해 압력 변동이 크게 줄어든

다. 임계터널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터널 후드 길이가 10m, 20m, 30m 인 경우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다. 

  Table. 3은 각 더미터널덕트 길이가 설치된 몇가지 터널 길이에서 PVR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은 각 더미터널덕트 길이에서 터널 길이에 대한 PVR값을 나타낸 것이다. 

10m dummy tunnel duct

터널길이 490(m) 550(m) 570(m) 590(m)

PVR 115867.85 89967.27 94030.11 106550.93

30m dummy tunnel duct

터널길이 470(m) 530(m) 540(m) 570(m)

PVR 88869.61 82077.79 81440.26 89621.00

50m dummy tunnel duct

터널길이 450(m) 500(m) 540(m) 600(m)

PVR 104482.00 88922.92 78911.42 96889.05

Table. 3. PVR of various tunnel length and 

dummy tunnel duct length 

74



Fig. 3. PVR vs tunnel length  

   더미터널덕트의 길이가 10m 인 경우, 임계터널 길이는 550m로 더미터널덕트의 길이를 포함하면 

560m의 터널이 된다. 이때 PVR은 89967.27이다. 더미터널덕트의 길이가 30m 일 때와 50m 일 때는 

임계터널 길이가 540m로 더미터널덕트의 길이를 포함하면 각각 570m와 590m 터널이 된다. 

Fig. 4. Pressure variation rate of various critical tunnel 

  Fig. 4와 Fig. 5는 각각의 더미터널덕트 길이에서 임계터널을 만들었을 때, 열차 표면의 압력변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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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압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하기 전의 터널과 비교해서 더미터널

덕트를 설치하여 임계터널을 만든 경우 압력 변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Fig. 5에서 미기압파

를 보면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크기를 1.4D로 설치하였을 경우 미기압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미터널덕트가 설치되었을 경우 미기압파의 상승이 두 번에 나누어 이루어진다. 더미터널

덕트의 길이가 30m 인 경우 두 번의 미기압파 상승이 균형을 이루지만, 더미터널덕트의 길이가 50m 

인 경우 두 번째 미기압파의 상승이 첫 번째 미기압파의 상승보다 더 큰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더미터

널덕트의 길이는 50m를 넘지 않아야 미기압파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Fig. 5. Micro pressure wave of various 

dummy tunnel duct length 

3. 결론

  단면적이 작은 기존선을 열차가 고속으로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열차 차체의 압력변동과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의 저감을 위한 더미터널덕트 적용을 위하여 더미터널덕트의 단면적 크기와 길이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더미터널덕트 설치 시, 미기압파의 상승 곡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준다. 나누어진 미기압파는 더미

터널덕트 단면적이 커질수록 첫 번째 미기압파의 크기가 작아진다. 더미터널덕트 단면적 변화는 터널 

내부 압력의 최대값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압력 변동은 크게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미터널덕트의 길이가 10m에서 50m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임계터널에서 압력 변동 정도를 나타

내는 PVR값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더미터널덕트 길이의 증가는 첫 번째 미기압파의 크기를 감소 시킨

다. 따라서 터널 후드 길이는 50m를 넘지 않는 것이 압력 변동과 미기압파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기존선의 터널길이 520m인 터널과 비교하여 지름 1.4D, 길이 50m 인 더미터널덕트를 설치하여 임계

터널을 만들었을 때, 미기압파의 53.8%, 압력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PVR의 32.3%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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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터널덕트 

길이

더미터널덕트 

크기
PVR 감소율 (%) 미기압파 (Pa) 감소율 (%)

No dummy tunnel duct 116638.70 ⦁ 17.47 ⦁
10 1.4D 89967.27 22.9 7.20 58.8

30

1.1D 83564.24 28.4 15.19 13.1

1.2D 81365.08 30.2 11.87 32.1

1.3D 81012.76 30.5 9.46 45.9

1.4D 81440.26 30.2 7.72 55.8

1.5D 82841.40 29.0 9.30 46.8

50 1.4D 78911.42 32.3 8.07 53.8

Table. 4. Pressure variation rate and Micro-pressure wave 

comparison of various dummy tunnel duct in critical tunne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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