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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of effects on micro-pressure wave reduction
by a hood on a narrow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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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서 론1.

일반적으로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에 진입하면 터널 내부에서는 전두부에 진입에 의한 강한 압,

축파와 후미부 진입에 의한 팽창파가 발생한다 이러한 압축파와 팽창파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터널 출구로 전파된다 또한 터널 출구에 도달한 압축파는 그 일부가 미기압파의 형태로 터널 출.

구로 방출되면서 충격성 소음으로 방사되어 환경 공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미기압파의 크기는 열.

차 터널 단면적비 열차의 속도 열차 전두부 형상 터널 내 트랙의 종류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 , , ,

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 열차 터널 단면적비와 열차의 속도가 미기압파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

큰 요소가 된다[1].

현재 기존선에 존재하는 터널은 그 단면적이 약 60 m2로 경부고속철도에 건설된 터널 단면적

(107 m2 의 약 에 해당하는 협소한 터널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중인 급의 한국형) 55% . 180 km/h

틸팅 차량이 협소 터널을 진입 시에는 기존 차량에서 문제시 되지 않았던 현상들 즉 터널 내부의,

높은 압력 상승과 터널 출구에서의 충격성 소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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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을 위한 선행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미기압파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두부 형상 최적화 터널에 후드를 설치하는 방법 터, ,

널 입구가 기울어진 경사갱구를 만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선에 존재.

하는 협소 터널에 후드를 설치하여 미기압파 감소에 대한 효과를 수치 해석적 방법을 통하여 분

석하였다[4].

수치해석 기법2.

지배방정식 및 수치해법2.1

본 연구에서는 열차 터널 상호작용 수치해석을 위해서 한국형 틸팅 차량의 단면적 변화율을 고/

려한 축대칭 압축성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식 에서Euler . 1 는 보존량 벡터, ,는 플러스 벡

터, 는 소스항을 의미한다.


  

  
     ······························ (1)

공간 변수들은 터널 직경으로 무차원화 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자유류 값들로 무차원화 하였,

다 대류항의 플럭스는 의 를 공간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 를 도입한. Roe FDS , Koren limiter

기법을 그리고 시간적분법은 를 사용하였다MUSCL AF-ADI [2],[5].

해석 격자 및 해석 조건3.

해석 격자 구성3.1

본 해석을 위한 격자 구성은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역Fig. 1 Entrance, Train, Tunnel, Exit

으로 총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열차가 터널 입구에 진입하기 직전까지4 . Entrance

의 영역으로 터널 진입 후 나타나는 비정상 결과 값을 얻기 위한 에 도달하기 위한 영역이다 그.

리고 영역은 열차가 진행하면서 열차 주위에 나타나는 결과 값들을 보유함과 동시에 주위Train

영역으로 그 값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Fig. 1 Grid system for numerical analysis

Fig. 2 Grid configuration at the train zone (D=8.74m)



영역에서는 정상 상태로 진입한 영역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열차 터널 상호 작용Tunnel Train /

으로 인해 나타나는 압력 변동 압력 구배 등의 값을 계산한다 영역에서는 열차의 터널 진, . Exit

입으로 인한 압축파 팽창파 등의 일부가 방출되어 나타나는 미기압파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

각각에 대한 해석 격자수는 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특성 길이 는 기존선 터Fig. 1 . D

널 단면적 60 m2의 지름에 해당되는 이다8.74 m .

해석 조건3.2

은 수치해석을 위한 축대칭 형상의 터널과 후드에 대한 개념도이며 은 본 연구Fig. 3 , Table 1

를 위한 해석 조건을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 해석한 터널은 현재 기존선에 존재하는 단면적.

약 60 m2의 터널로서 열차 터널 단면적 비가 인 터널이다 해석 차량은 한국형 틸팅 차량의/ 16% .

단면적을 고려하여 길이 로 구성하였으며 터널의 길이는 이다 이때 압력은 터널 입40 m , 300 m .

구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150 m .

of numerical analysis(D=8.74m)

열차 터널 단면적 비/ 0.16

터널 길이 300 m

열차 길이 40 m

열차 속도 180 km/h (50 m/s)

열차 전두부 길이(L) 5.40 m

측정 위치 150 m

Table 1 Numerical analysis conditions

해석 결과4.

열차가 터널 진입 시 압력분포4.1

은 후드가 없는 터널에서 열차가 터널로 진입할 때 압력분포와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Fig. 4 .

열차가 진행할 때 열차 전두부에서 고압의 정체영역이 생기고 열차 전두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압,

력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차가 터널로 진입함에 따라서 터널내부에서 압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열차 전두부의 유동의 일부는 터널 안쪽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일부는 터널 바깥쪽으로, ,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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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차가 후드로 진입 시의 압력분포와 유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열차 후드 단면적비가Fig. 5 . /

열차 터널 단면적비 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후드진입시의 압력상승 값이 터널진입시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압의 정체 영역인 열차 전두부에서 유동이 터널 안쪽과 바깥쪽으. ,

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후드 단면적에 따른 해석 결과4.1

후드 터널의 단면적비가 터널 내부의 압력변동과 출구 미기압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우선 터널 후드의 지름을 터널 지름 의 에서 배로 변화시켜가면서 해석을 수행하였, (D) 1.2 1.6

다 이때 후드의 길이는 열차 전두부 길이 의 배로 고정시켰다. (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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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터널 후드의 지름을 변화시키면서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압축파에 의한 압력 변동을Fig. 6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후드의 크기가 클수록 열차 후드 단면적비가 작기 때문에 초기에. , /

상승하는 압력상승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후드크기가 달라지더라도 열.

차 터널 단면적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최대 압력 값의 크기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 .

과 는 각각 후드 크기에 따른 터널 내부의 압력구배와 터널 출구에서의 미기압파의Fig. 7 Fig. 8

크기를 시간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두 그림에서 압력구배와 미기압파의 경향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후드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압력 상승값의. Fig. 8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압력구배 와 미기압파 는 후드 설치 시 그 값. (Fig. 7) (Fig. 8) ,

이 기존 터널에 비해서 약 로 떨어져 후드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2 .



후드 길이에 따른 해석 결과4.2

다음으로 후드의 지름을 터널 지름의 배로 고정시킨 후 후드의 길이를 열차 전두부 길이1.4 , (L)

의 배에서 배까지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1 3 . 는 후드 길이에 따른 압력 변동이며Fig. 9 ,

time(sec)

pr
es
su
re
(P
a)

0 0.5 1
0

200

400

600
No hood
1L
2L
3L

train:40m, 180km/h
tunnel:300m

Pressure of various hood
length

time(sec)

dp
/d
t(k
Pa
/s
ec
)

-0.2 0 0.2 0.4

0

1

2

3

4

No hood
1L
2L
3L

train:40m, 180km/h
tunnel:300m

Pressure gradient of various
hood length

time(sec)

M
ic
ro
P
re
ss
ur
e(
Pa
)

0.5 0.6 0.7 0.8 0.9 1

0

10

20

30

40
No hood
1L
2L
3L

train:40m, 180km/h
tunnel:300m

Micro-pressure wave
comparison various hood length

과 은 각각 후드 길이에 따른 압력구배와 터널 출구 미기압파를 나타낸 그림이다 후드Fig. 10 11 .

의 길이가 일 때에 비해 이나 일 때 보다 큰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후드의 길이가1L 2L 3L ,

일 때와 일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후드의 길이가 열차 전두부 길이의 정도인 후2L 3L . 2L

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미기압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는 터널 후드 크기 및 길이에 따른 터널 출구 미기압파 해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후Table 2 .

드 길이가 이고 후드 반지름이 약 인 후드를 기존선 터널 입구에 설치하면 기존 터널에2L 1.35D ,

비해 터널 출구 미기압파를 약 줄일 수 있게 된다56% .

후드가 없는 경우에는 압력구배와 미기압파가 한 번에 최대값까지 상승하게 되고 그 값 또한,

후드가 있는 경우에 비해 크다 하지만 후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열차가 후드와 터널을 통과하면서.

압력상승이 두 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크기가 작은 후드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후드에 의해서. ,

큰 후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터널에 의해서 압력구배와 미기압파의 최대값이 발생한다 중간크기인.

터널의 의 후드에서 가장 작은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터널 지름의 약 배의 후드를 설1.35D , 1.35

치하는 것이 터널 출구 미기압파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후드길이 후드크기
출구 미기압파　

크기 (Pa) 강도 (dB) 감소율(%)

No hood 41.4 126 　‧
1L 1.4D 27.2 123 34.3

2L

1.2D 26.2 122 36.7

1.3D 20.5 120 50.5

1.35D 18.2 119 56.0

1.4D 20.2 120 51.2

1.6D 22 121 46.9

3L 1.4D 20.4 120 50.7

Table 2 Micro-pressure wave comparison of various hood

결 론4.

기존선 협소 터널을 한국형 틸팅 차량이 고속으로 진입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방출되는 미기압파,

감소를 위한 후드의 효과를 축대칭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터널에 후드가 없는 경우 차량이. ,

터널 진입시 압력 상승 및 압력 상승률이 짧은 시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터널 출구에.

서 나타나는 미기압파 역시 약 로 상대적으로 높은 미기압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41pa .

만 터널 후드를 설치한 경우에는 터널 후드의 효과에 의해 압력 상승이 단계적으로 나타났다 즉, . ,

차량이 후드 진입시 압력분포 그래프를 비교하면 후드 설치 시 낮은 열차 후드 단면적비로 인하, /

여 초기 압력 상승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드를 설치하면 압력상승이 두 단계로, .

나누어지게 되는데 후드의 크기가 커질수록 첫 번째 압력구배가 작아지고 두 번째 압력구배가 커, ,

진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터널 출구 미기압파에서도 볼 수 있다 후드 길이에 따른 압력구배 및. .

미기압파 분포를 통해서 열차 전두부의 배 이상의 후드에서는 후드의 효과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2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선 터널에서 터널 출구 미기압파를 줄이기 위해 후드지름.

후드길이 의 후드를 설치하면 약 의 미기압파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1.35D, 2L , 56% 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행된 틸팅 차량의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 및 기술개발 결과의" "

일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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