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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hows development of 1-3 dimensional hybrid mesh method to analysis flow induced by ultra-high 

speed vehicle inside a long distance tunnel. For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tunnel system many meshes 

are required. However it is not efficient to calculate the whole tunnel system in three-dime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ree-dimension meshes was used to describe stations, shafts and around vehicle, and 

one-dimension meshes was used to describe the tunnel except these three sections. And unsteady flow analysis 

of the ultra-high speed vehicle was performed with UDFs in commercial software, Ansys vr. 12.0.

국문요약

본 논문은 장거리 터널 내에서 운송체의 고속운행에 의해 발생한 유동을 해석하기 위한 격자 기법 개

발에 관한 내용이다. 수십 km의 터널 시스템을 3차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격자가 요구된

다. 그러나 전체 터널 시스템을 3차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터널 내 유동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달리는 운송체 주위, 정거장과 환기구는 3차원으로 

격자를 구성하였고 그 외의 직전 터널 구간은 1차원 격자로 구성하였다. 터널 내의 유동은 열차가 달릴 

때 생성되는 열차 주위의 유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열차 주위에는 격자를 조밀하게 생성시켜 주

었다. 그리고 이 격자는 열차가 이동할 때 함께 움직이도록 하여 격자의 질을 유지하게 하였다. 열차의 

운행 속도는 가속, 등속, 감속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장거리 터널 내 비정상 고속 운송체 유

동을 해석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vr. 12.0의 UDFs(User-Defined Functions) 기능을 사용하였

다.

주요어 : 1-3D Hybrid Mesh, Ultra-High Speed Vehicle, Tube Train, Dynamic Mesh, Moving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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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표적인 지상 교통수단의 하나로써 안전성과 정시성이 특히 뛰어나 승객과 화물

의 중장거리 운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수송량증대

를 위한 고속화와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상당수의 나라들에서 3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할 수 있는 이른바 ‘고속철도’가 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속철도의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 항

공기와 비슷한 운행속도를 가지며 소음공해가 전혀 없고 승객 접근성에 있어서는 더욱 뛰어난 Door to 

Door 방식의 ‘초고속철도’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 2, 7, 8].

이러한 초고속철도는 시속 500 ~ 700 km의 운행속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속도의 영

역은 음속에 50% 이상에 해당하게 되며 아진공 튜브(터널)속을 운행하는 내부유동이라는 특수한 환경

과 맞물리게 되면 국부적으로는 음속을 넘는 영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음속에서는 공력저

항이 총 주행저항의 80%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또한 고속으로 인한 심각한 공력 소음의 발생 등 많은 

공기역학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게 된다. 초고속철도의 경우 국부적으로 음속을 넘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는 더욱 큰 공력저항과 공력 소음을 발생시킨다[1, 3, 9].

현재 초고속철도를 연구함에 있어 이상의 공력저항을 예측하는 것에서부터 튜브의 직경(막힘비율), 운

행속도, 튜브 내 압력(진공도) 및 온도의 유지 정도, 충격파가 생기는 속도, 자기부상 시스템의 요구추력 

등의 시스템 최상위 파라미터들을 차례차례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3]. 그러나 내부유동의 특성을 가지는 초고속철도의 시스템 전체를 풀기 위한 효율적 기법이 마련

되지 않아 초고속철도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송체와 상당수 떨어진 거리의 튜브 내부는 유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 해석을 단순화 시키며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기법이 개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전산 유체 해석을 이용한 3차원 비정상 고속 운송체 시스템 전체에 관한 연구이며 대용량 

전체 시스템의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 기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림 1. 고속 운송체 (트레인, Swissmetro)[4]

2. 고속 운송체 시스템 전산유체 해석 기법 개발

2.1 고속 운송체 시스템 해석 조건 및 수치 기법

본 연구에서 고속 운송체 시스템을 긴 터널, 두 개의 역 그리고 두 개의 샤프트로 구성하였다. 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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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양 끝에 두 개의 역이 놓여있고 터널의 중간에 두 개의 샤프트를 위치시켰다. 긴 터널은 운송체가 

이동하는 공간이고 역은 운송체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공간이 된다. 그리고 샤프트에서는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터널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여 준다. 전체 시스템은 밀폐된 공간으로 전체 기압은 0.1 기압으

로 유지된다. 

그림 2. 고속 운송체 시스템 개념도

고속 운송체 해석 조건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고속 운송체 해석 조건

위에 주어진 감·가속도와 등속운행속도로 7.07초 이동하는 운송체의 스케줄의 속도-시간 그래프는 다

음 그림 3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운송체의 이동거리는 약 20,270m가 된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전체 터널의 길이를 설계하였다. 

그림 3. 속도-시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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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사용한 운송체의 전두부 형상의 수치와 3차원 형상은 다음 그림 4와 같다. 운송체 전체 길이

는 100m로 하였다.

그림 4. 운송체 전두부 형상

운송체의 전산유채해석 수행을 위한 Solver로 Ansys vr. 12.0을 사용하였다. 지배방정식으로 3차원 비

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선정하였고 공간 flux는 Roe-FDS(Flux Difference Scheme)를 적용하였

고, implicit를 사용하였다. 비정상 유동 해석을 위해 사용한 시간 전진기법으로 이중시간전진(dual time 

stepping)기법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해석하였다. 현 연구 단계는 격자기법에 관한 것이므로 점성 모델은 

Laminar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열차를 이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UDF(User-Defined Function) 해석 기법을 이용하였다[10-14].

2.3 격자기법

고속 운송체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 샤프트, 열차 주변과 나머지 터널 구간을 모

두 3차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20km 정도 되는 시스템 전 구간을 3차원 격자로 해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3차원 혼합 격자를 사용하였다. 

3차원 격자가 사용된 부분은 역과 샤프트 영역과 운송체를 포함한 운송체 중심에서 앞뒤로 각각 250m 

구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긴 터널 구간은 1차원 격자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1차원 격자로 구성

된 터널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격자를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석 시간의 많은 절약을 가져올 수 있

다. 

역, 샤프트, 운송체 주변만 3차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본 시스템에서 역과 샤프트는 운송체가 지나가

면서 복잡한 유동을 형성할 것이다.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곳의 유동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면 전체 시스템의 유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3차원으로 격자를 구성하

였다.

운송체 앞뒤 각각 250m구간을 제외한 터널 구간에서는 복잡한 유동의 변화가 없다. 운송체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교란을 압력파의 형태로 전달해준다. 이러한 압력파는 1차원 해석으로도 잘 예측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5][6]. 그러므로 운송체 주위를 제외한 터널영역은 1차원 격자

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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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속 운동체 시스템 격자 개념도

1-3차원 혼합 격자 구성의 개념도는 위의 그림 5와 같다. 터널과 열차 주변, 터널과 역, 터널과 샤프

트는 interface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터널, 역, 샤프트와 열차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길이는 20,975m이다. 운송체 주위

의 3차원 영역의 길이는 500m이고 터널의 단면적 한 변의 길이는 막힘 비율을 고려하여 5.31m로 하였

다. 그리고 1차원 영역의 길이 방향 격자 간격은 3m로 하였다. 역의 부피는 316m×30m×30m이고 샤

프트의 밑 부분은 30m×10m×10m, 윗 부분은 10m×6m×10m의 부피를 갖도록 하였다.

각 영역 별로 격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X Y

Z

그림 6. 운송체 주위의 3차원 터널 격자

X
Y

Z

그림 7. 역사와 1차원 터널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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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샤프트와 1차원 터널 격자

본 격자 기법에서 관심을 두어야하는 곳은 혼합 영역 경계면 부분으로, 3차원 해석의 운송체 진행방

향인 X방향 물성치 변화가 약 1~3% 정도의 오차를 갖는 지점에서 1차원으로의 유동변수 보존처리기법

이 적용되도록 모사하였다. 터널 내부의 유체가 후류나 열차 형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3차원 영역

을 길게 정해주었다면 1차원 물성치를 바로 3차원 값으로 전해주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차원 

영역을 아래 그림 9와 같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서 유동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 하였고 격자의 개수 

또한 최소한으로 하여 효울성을 높였다.

그림 9. 터널 3차원 격자에서 1차원 격자로의 과도기 격자

운송체의 이동을 위해 상용 프로그램의 UDF를 이용하였다. Dynamic mesh model의 DEFINE 메크로 중

에서 GRID_MOTION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그림 10의 거리-시간 그래프는 앞에서 운송체 스케

줄로 정하였던 속도-시간 그래프를 이용하였다. 시간 전진에 맞춰 운송체와 운송체 주위의 격자를 이동 

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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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거리-시간 그래프

운송체 주위의 3차원 격자와 interface로 연결되어 있는 1차원 격자는 위의 GRID_MOTION에 맞춰 

layering이 되도록 설정하여 주었다.

3. 해석 결과

본 논문에서 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결과를 기존에 본 연구실에서 해석하였던 축대칭과 3D 대칭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비교 대상은 격자 개수와 계산 시간이다.[3]

도표 2. 본 논문 결과와 기존 해석결과 격자수와 계산시간 비교

우선 격자 개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축대칭과 3D 대칭 결과의 격자를 21km의 본 논문의 고속 운송체 

시스템 터널 격자를 해석한다는 가정 하에 확장한 예상 결과를 적어보았다. 축대칭 해석의 경우 2차원 

그대도 21km 확장 시에는 60~75만의 격자가 예상되고 이것을 반경방향의 격자를 고려한 3차원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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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장시키면 1,675만개의 격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3차원 대칭 해석의 경우 21km 터널 시스템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1,624만개의 격자가 예상된다. 두 경우를 보면 21km의 완전한 터널 시스템 3차원 해

석을 위해서는 1,600만개 이상의 격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격자 

개수의 약 2.4배에 해당된다.

계산 시간을 비교해보면 두 가지 기존의 비정상 유동 해석 시간보다 1.5~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

으나 전체 터널 길이가 10~19배 긴 시스템을 해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그

리고 CPU개수를 늘리면 기존의 비정상 유동의 해석 시간정도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실제 운

동 모사에 가깝다.

등속 구간을 해석하기 위해 초기부터 빠른 속도의 유속으로 계산한 기존의 결과들은 유동 수렴을 위

해 초반에 작은 CFL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렴이 더디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의 터널 시스템

의 경우에는 감·가속 구간이 있어 초기 낮은 속도에서 큰 CFL수로 유동을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다. 그

러므로 이중시간 전진을 사용하는 비정상 유동 해석에서 내부 수렴 시간을 단축하여 전체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결론

고속 운송체 전체 시스템의 효율적인 해석을 위한 1-3차원 혼합 격자 기법을 개발하였다. 완전한 3

차원 시스템 대신 유동의 변화가 심하고 터널 내부의 유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송체 주위, 역과 샤

프트 부분은 3차원으로 구성하고 그 외의 터널 구간은 1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한 3차원 

격자로 구성 되었을 때보다 2.4배 더 적은 격자로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감·가속이 있는 운송체 스

케줄을 해석하므로 초반에 CFL수를 키워서 내부 수렴 속도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가져왔다. 이러한 격

자 개수 감소와 내부 수렴 시 CFL수 증가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 계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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