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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교행 열차의 풍압에 대한 특성법 해석

Analysis for Characteristics Method on Wind Pressure of 

Trains Crossing in Tunnel

남성원*

Seong-won Nam

1. 서 론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을 주행할때에 터널내에 큰 압력 변

동이 발생한다. 터널내 압력 변동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하

여는 현장시험, 모형실험, 전산해석과 같은 방법이 있으나,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장시험은 실제 철도차량이 운행되는 노선에서 이루어지

므로 다양한 파라메터에 대한 시험을 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모형 실험은 고속의 조건을 맞추기 위

한 레이놀즈수 상사와 같은 제한 조건이 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산유체해석 기법들이 많이 응

용되고 있다. 주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3D해석[1,3]

은 열차 모델을 실제 차량과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교행 해석을 할 경우

에는 격자수가 많아져서 해석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다양한 파라메터에 대하여 해석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

이 없지 않다. 한편, 축대칭 2D모델[3]을 이용한 해석사례

도 보고되고 있으나, 축대칭 모델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

여 교행 모델에는 근본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수직구나

by-pass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형상을 그대로 적

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Rudinger[4]에 의하여 개발된 특

성법은 공기유동이 터널내 횡단면에서 거의 일정하다는 가

정하에 압축파 및 팽창파의 이동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

이후에 Yamamoto[5], Maeda[6], Vardy[7], Kim[8] 등이 이

를 응용하여 철도 터널에서의 압력 변동 해석에 이용하였으

며, 실험 결과와도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 격자계를 사용한 특성 방정식으로 두

Abstract Pressure waves are generated and propagate in a tunnel when train enters tunnel high speed. A compression

wave due to the entry of train head propagates along the tunnel and is reflected at tunnel exit as an expansion wave. An

expansion wave due to the entry of the train tail propagates along the tunnel and is reflected at tunnel exit as a compression

wave. These pressure waves are repeatedly propagated and reflected at the tunnel entrance and exit. Severe pressure

changes causes ear-discomfort for passengers in the cabin and micro pressure waves around the tunnel exi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ansient pressure phenomena in tunnel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ecause pressure change rate is con-

sidered as one of the major design parameters for optimal tunnel cross sectional area and repeated fatigue force on car bod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characteristics method based on a fixed mesh system and boundary conditions for crossing

trains and analyzed this system using an X-t diagra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how that offsetting of pressure waves

occurs for special entry conditions of a crossing train.

Keywords : High speed train, Characteristics method, X-t diagram, Micro pressure wave

초 록 열차가 터널에 고속으로 진입하면, 압력파가 발생한다. 열차 선두부의 진입에 의하여 발생한 압축파는

터널을 따라 진행되어 터널 출구에서 반사되어 팽창파로 되돌아오며, 후미부의 진입에 의하여 발생한 팽창파도

터널을 따라 전파되어 터널 출구에서 압축파로 반사되어 터널 입구로 되돌아 온다. 열차 선두부 및 후미부에 의

하여 발생한 이러한 압력파는 터널 입구 및 출구에서 각각 반사되어 터널 내부를 왕복하며, 차량 객실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는 이명감을 일으키고, 터널 출구에서는 환경소음의 일종인 미기압파를 발생시킨다. 터널에서의 큰

압력 변동은 터널의 최적 단면적 설계에도 주요 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며, 차체의 반복 피로 하중으로 작용하므

로, 이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 격자계를 이용하여 개발한 특성 해법을

교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교행시의 열차 선두부 및 후미부의 경계 조건식을 개발하여, X-t선도와

같이 해석하였다. 해석 결과, 교행 열차의 특정 터널진입 시간에 압력파 간의 상쇄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고속 열차, 특성법, X-t 선도, 미기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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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터널내에서 교행할때의 압력 변동을 해석하였다. 두

열차가 교행할 때에는 각각의 열차에 의하여 발생되는 압축

파 및 팽창파 뿐만아니라 터널내 차량간 선두부 및 후미부

가 교차할 때에도 큰 단면적 변화가 있으므로 또 다른 압

력 변동이 발생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

상을 X-t선도를 이용하여 정성적인 패턴을 규명하였으며, 해

석에 필요한 교행 열차의 선두부 및 후미부간의 교차 조건

에 대한 식들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교행 압력 해

석을 하였다.

2. 해석 방법

2.1 지배 방정식

열차가 터널에 주행할 때의 유동 변화가 횡단면에서 일정

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1차원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1)

(2)

음속 및 밀도는 일정하며, 압력파의 전파는 음속과 거의

같다는 가정하에 특성 곡선법에 따라 편미분 방정식 (1), (2)

를 특성 곡선상의 C+ 및 C- 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3)

(4)

여기서, u는 유속, p는 압력, a는 음속, ρ는 밀도, γ는 비열

비, f는 마찰력, ϕ는 에너지 소산을 나타내며, 열차가 있는

지역과 열차가 없는 지역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주어진

다[5].

열차가 없는 지역 1:

(5)

(6)

열차가 1대 있는 지역 2:

(7)

(8)

열차가 2대 있는 지역 3:

(9)

(10)

여기서, λ는 터널벽면의 마찰계수, λ'는 열차 표면의 마찰계

수, d는 터널 수력직경, d'는 열차 수력직경, R은 열차-터널

단면적비, V1 및 V2는 각 열차의 속도를, u1, u2, u3는 각각

domain group 1, 2, 3에 해당하는 유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궤도가 발라스트 혹은 슬라브 구조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값

으로 그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차량 구조 또한 유선형

정도에 따라 적절한 마찰 계수값을 적용할 수 있다. 

2.2 X-t Diagram

Fig. 2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1번째 열차의 위

치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행하는 2번째 열차의 위

치를 X-t diagram에 나타내었다. 1번째 열차의 전두부와 후

미부가 터널 내에서 교행 열차의 전두부 및 후미부와 만나

는 영역이 교집합 영역인 3 구역이며, 열차 전두부-교행열

차 전두부, 열차 전두부-교행열차 후미부, 열차 후미부-교행

열차 전두부, 열차 후미부-교행열차 후미부의 4지점에서 급

격한 단면 변화를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X-t선도를 다음 그

림에 나타내었다. Fig. 3은 단독 열차에 대한 X-t선도 이므

로, 전두부 진입에 의한 압축파와 후미부 진입에 의한 팽창

파의 전파 및 반사를 각각 붉은색 실선과 파선으로 나타내

었다.

열차 진행에 따라 선두부에서 측정한 압력파는 1~7 점에

서 각각 급격한 압력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비하여, 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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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대한 X-t선도인 Fig. 4에서는 상대 열차에 의한 압

력파들과 겹쳐져서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 열차의 경우에 열차 선두

부가 압력파와 처음 만나는 1~2 지점 사이에, 교행 열차에

의한 압력파가 중첩되어 3점이 더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교행 열차가 터널 내부에서 서로 마주치는 지점에서도

큰 단면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급격한 압력 변

화가 일어난다. 예를들면, 터널 면적을 A1(100m2), 열차 면

적을 A2(10m2) 라고 가정하면, 열차 1대가 있는 구역의 열

차-터널 단면적비는 0.1, 열차 두대가 교행하는 구간의 열차

-터널 단면적비는 0.2이므로 단면적비가 2배로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터널내 여유 공간이 작아져 압력파가 발생하기 쉬

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고려한 교행에

대한 X-t선도는 Fig.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열차 전

두부-교행열차 전두부, 열차 전두부-교행열차 후미부, 열차

후미부-교행열차 전두부, 열차 후미부-교행열차 후미부의 교

차점인 네 지점에서도 큰 단면적 변화로 인한 압력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열차끼리 터널내에서

교행할 때에 발생하는 압력파들도 터널의 입출구쪽 양방향

으로 전파되어 터널 입출구에서 다시 반사되는 과정을 반복

하지만, 본 열차가 지나온 터널 입구쪽으로 전파되는 압력

파들은 열차가 진행하는 터널 출구쪽의 압력 변동에는 영향

을 끼치지 않게 되므로 열차끼리 교행할 때에 발생되는 압

력파중에서 터널 출구쪽으로 전파되는 압력파들만 차량 궤

적선과 만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본 열차 터널 진입에 따

른 압력파(붉은색)와 교행 열차의 터널 진입에 따른 압력파

(파란색) 및 열차간 교차 지점에서 발생한 압력파 중에서 열

차 진행방향으로 전파되는 파(녹색)들이 복합되어 단독 열

차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압력 변동 현상이 열차 교행시에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2.3 계산 방법

두 열차의 전두부 및 후미부의 교차 지점에 대한 특성법

해석 모델은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교행하는 열차들의 전

두부 교차점은 Fig.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점과 A점은

특성곡선 C+를 따라서, Q점과 B점은 특성곡선 C-를 따라

서 각각 성립하며, P점 및 Q점은 각각 전두부 교점 S와 링

크된다. 따라서, P-A점간에는 수식(3)을, Q-B점간에는 수식

(4)를 적용하고, P-S점 및 S-Q점간에 연속방정식 및 운동방

정식을 미소 체적에 대하여 적분하면 아래와 같은 경계 조

건식을 얻을 수 있다.

(11)

(12)

(13)

(14)

(15)

(16)

따라서, P, Q 및 S점에서의 유속 및 압력은 위의 식

(11)~(16)을 연립하여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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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t diagram (one train)

Fig. 5  X-t diagram 2 (two trains) 

Fig. 4 X-t diagram 1 (two trains)

Fig. 6 Front-fro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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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교행하는 열차들의 후미부 교차점은 Fig.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점과 A점은 특성곡선 C+를 따라서,

Q점과 B점은 특성곡선 C-를 따라서 각각 성립하며, P점 및

Q점은 각각 후미부 교점 S와 링크된다. 따라서, P-A점간에

는 수식(3)을, Q-B점간에는 수식(4)를 적용하고, P-S점 및 S-

Q점간에 연속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미소 체적에 대하여

적분하면 아래와 같은 경계 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Fig. 2

에서 알 수 있듯이 열차 전두부끼리의 교차점 이후에는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역3이 계속되지만, 후미부끼리 교차

한 이후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역1이 나타나므로, 전

두부 끼리 교차하는 조건은 Fig. 6과 같이 교차점 S가 처음

으로 영역 3에 진입하는 조건이며, 후미부끼리 교차하는 조

건은 Fig. 7과 같이 교차점 S가 처음으로 영역1이 되는 순

간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 절차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터널을 등간격의 격자로 분할한 다음, 시간 t=0

에서의 초기 조건(U=0, P=0)을 부여한다. 계산 영역내의 내

부 격자에 대하여는 유속 및 압력을 구하고, 동시에 교행 열

차의 속도에 따라 열차 선두부 및 후미부의 위치를 구한다.

열차 선두부 및 후미부를 사이에 두고, 두개의 격자점으로

부터 특성 곡선식을 적용하여 각각 선두부 조건 혹은 후미

부 조건식을 연립하여 유속 및 압력을 구하며, 터널 입구 및

출구에 대하여도 경계 조건식으로부터 t+dt에서의 값을 갱

신하고 다음 시간 step을 진행시킨다. 교행 열차에 대하여도

같은 시각에서의 열차 위치를 계산한 후, 전두부 및 후미부

조건식을 연립하여 유속 및 압력을 구한다. 두 열차가 교행

하는 영역3에서는 마찰력 및 에너지 소산율을 수식 (9), (10)

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열차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식 (7),

(8)로 계산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열차가 터널 출구를 통

과할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17)

(18)

(19)

(20)

(21)

(22)

3. 해석 결과 및 분석

터널에서의 교행 열차에 의한 압력 변화를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전에, 이 해석방법에 대한 검증을 위하

여, 경부 고속 선로에서 KTX를 이용한 단독 열차 시험 결과

와 특성법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터널은 운주

터널(4030m)이며, 터널에 진입하는 KTX의 속도는 265km/

h이다. Fig. 8에 운주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선두부의 측압

을 나타내었다. 현장 실험에서는 대기압계를 이용하였기 때

문에 터널 입구와 출구에서의 대기압이 약 387Pa 의 차이

가 있는데, 이는 운주 터널의 경우 선로가 8‰ 구배가 있으

므로 길이 4030m의 터널 입출구간에는 약 32.24m의 표고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X-t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차가

터널에 진입함에 따라 압력 상승이 일어나며, 열차 후미부

의 진입으로 발생한 팽창파와 열차 선두부가 만나는 1점에

서 급격한 압력 강하가 일어나며, 열차 선두부의 진입에 의

하여 발생한 압축파가 터널 출구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팽

창파와 만나는 2점에서 다시 큰 압력 강하가 발생한다. 이

처럼 압축파 및 팽창파와 만날때마다 압력 상승 및 압력 강

하가 일어나며,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까지 17점에

서 큰 압력 변동을 수반한다.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성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에서

도 터널을 주행하는 열차가 압축파 및 팽창파와 만나는 각

점(1~7)에서 급격한 압력 상승 및 저감 형태를 보이며, 정

성적인 패턴도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터널 중후

반부 이후부터는 실험과 해석간의 압력 변동 패턴에 시간적

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해석에서는 압축파 및 팽창파

가 음속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터널에서는 압

력파의 진행이 여러가지 방해 요소로 인하여 항상 음속으로

전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화살

표 구간은 터널 구간임을 나타낸다. 정량적으로는, 열차가 터

널 진입후 압력 상승하는 1점까지의 압력변화의 시험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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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ar-rear condition

Fig. 8 Result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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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값은 각각 650Pa 및 685Pa이며, 압력 변동폭이 가장 크

게 일어나는 2-3점간의 압력 변화값은 시험 결과가 1162Pa,

해석 결과가 1260Pa로서, 실제 터널의 고도 차이를 고려하

면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9 및 10은 단독 열차 주행과 교행 열차일 때의 압력

파 변동을 나타내었다. 앞의 X-t선도에서 비교하였듯이 단

독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였을 때의 압력 상승 과정과 첫 번

째 압력파인 열차 후미부 진입으로 발생한 팽창파와 만나는

지점에서의 급격한 압력 강하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교행

열차 해석 결과에서는, 열차 진입에 의한 압력 상승(1지점),

열차 후미부 진입에 따른 팽창파에 의한 압력 강하(2지점),

교행 열차의 선두부 진입에 따른 압축파에 의한 압력 상승

(3지점), 교행 열차의 후미부 진입에 따른 팽창파에 의한 압

력 강하(4지점), 교행 열차의 선두부 진입에 따른 압축파가

반사되어 발생한 팽창파에 의한 압력 강하(5지점), 열차 선

두부의 진입에 따른 압축파가 반사되어 발생한 팽창파에 의

한 압력 강하(6지점)의 순서로 압력 변동이 격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터널 중앙부에서의 교행 열차의 교차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압력파들의 영향이 교차점 이후에 복잡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에서 열차 선두부

끼리 만나는 지점 A에서 큰 압력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지점 B는 열차 후미부끼리 교차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Fig. 11 및 12는 상대 열차의 터널 진입 시간을 다르게 하

였을 때의 결과이다. Fig. 11과 같이 상대 열차가 10초 늦

게 터널에 진입한 경우, Fig. 10에서 보는 초기의 압력 상

승-본 열차의 후미부에 의한 팽창파-상대 열차의 선두부에

의한 압축파로 인한 압력 변화 유형은 같지만, 시간적으로

는 지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압력파 간의 상쇄 효과를

보기 위하여 Fig. 12에 상대 열차의 터널 진입 지연 시간을

본 열차의 터널 진입에 의하여 발생한 압축파가 터널 내부

로 전파되어 터널 출구에서 팽창파로 반사되는 시간과 같이

하였다. 터널 길이가 4030m이고 압력파의 전파속도를 340m/

s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열차 선두부 진입에 의하여 발생한

압축파가 터널 출구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1.853초 이므로,

상대 열차의 터널 진입 지연 시간을 이와 같게 하였다. Fig.

11과 달리 초기의 압력 상승-본 열차의 후미부에 의한 팽창

파 후에, 본 열차의 선두부에 의하여 발생한 압축파가 터널

출구에서 반사되어 팽창파로 되돌아 오는 것과 상대 열차의

선두부 진입에 의한 압축파가 중첩되어 더 이상의 압력 상

승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상

Fig. 9 Result of calculation(one train)

Fig. 10 Result of calculation(two trains)

Fig. 11 Result of Calculation (two trains)

Fig. 12 Result of calculation(two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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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열차간의 터널 진입 시간 차이에 의하여도 압력 변화의

패턴이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널내 압력 변동이 터널길이 방향으로 1

차원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여 열

차가 터널을 주행할 때의 압력 변동을 해석하였다. 터널에

서의 KTX교행 시험 결과에 대한 것이 때문에, 우선 특성법

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KTX를 이용한 단독 열차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결과가 시험 결과와도 정량적 및 정

성적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행 열차

에 대한 해석에서도 X-t선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열차에

의한 압력파들의 중첩과 교행 전후의 전두부간 및 후미부간

의 교행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압력파들을 잘 묘사할 수 있

었다. 상대 열차의 터널 진입 시간을 다르게 함에 따라 터

널내 압력파들의 중첩 작용으로 압력 변동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상대 열차의 진입시간이 본 열차의 진입에 의

하여 생성된 압축파가 전파되어 터널 출구에 도달할 때와 같

게되면, 압력파간의 상쇄 및 중첩에 의하여 특정 시간에서

는 쇠퇴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특

성 해법을 이용한 터널내 압력 해석은 단독 열차 뿐만아니

라 교행 열차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값들을 이용하여 열차의 터널 진입에 따른 압력파의 전파가

터널 출구에서 방사될 때의 압력 구배를 계산함으로써 미기

압파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의 기밀도 정도를 이용하면 터널내 압력 변화가 차량 내

부로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를 파악하여 이명감 분석에도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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