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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주행속도 향상을 위한 고속열차 전두부 형상 최적화

Nose Shape Optimization of the High-Speed Train for the Speed-up 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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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high-speed train under development will be designed for the maximum 
operating speed of 350km/h and maximum speed of 400km/h. This high-speed operation may cause the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around tunnel exit due to the higher micro-pressure wave than present level. In this 
study, the nose shape optimization was conducted for the countermeasure against these problems. 
Axi-symmetric solver was used for numerical simulation, and response surface was used for efficiency of 
optimization process. Also the multi-step optimiz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more accurate optimal 
shape. Through these analysis and optimization, it was found out that the optimal nose shapes for 
minimization of micro-pressure wave are definitely different along the nose length variation. And the 
mechanism of micro-pressure wave reduction was closely investigated by the analysis of generation process 
of compression wave in tunnel.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design guidelin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next generatin of Korean high-speed train.
------------------------------------------------------------------------------------

1.  서  론

  최근 수십 년간 고속열차의 주행속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일본의 신칸센은 1964년 200km/h를 돌파했

고, 1989년에는 프랑스의 TGV가 300km/h 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300km/h 이상의 고속열차가 세계 각

국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도 운행속도 350km/h, 최고 속도 

400km/h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열차의 속도 향상은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우선 속도 향상으로 인해 전두부 및 후미부 등의 압력저항과 표면 마찰저항이 크게 증가한다. 
열차 속도가 250~300km/h인 경우 열차의 전체 저항 가운데 공기저항이 약 75%~80%를 차지한다고 알

려져 있다.[1] 또한 두 열차가 교행할 때의 측력이 증가하고 측풍에 대한 안정성도 크게 저하되며, 팬터

그래프의 공기저항 및 소음 또한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속도의 증가는 고속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터널 내부 압축파 및 터널 출구 미기

압파를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증가시키며, 이는 객실 내 승객의 이명감 및 터널 주변의 소음/진동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2] 이러한 터널 압축파 및 미기압파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터널 

단면적 증가, 터널 입구 후드 설치, 흡음재 사용, 열차 단면적 축소, 열차 전두부 형상 설계 등이 있다. 
2004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고속 운행을 위한 선로의 직선화로 인해, 터널 구간의 비중이 46%
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터널에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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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열차 전두부 형상의 공기역학적 최적설계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부터 본

격적인 수치적, 실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Maeda[3] 등은 1993년에 실험적 방법을 통해 앞 끝이 

뭉뚝하고, 이후 완만한 단면적 분포를 갖는 전두부 형상이 미기압파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표

했다. Ogawa와 Fujii[4,5,6]는 1995년, 수치적 방법을 통해 열차의 터널 주행을 분석하였으며, 1996~1997
년에는 미기압파 저감에 효과적인 전두부 형상 설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IIDA[7] 등은 2개의 설계변수

를 이용한 전두부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권혁빈[8,9,10] 등은 미기압파와 공기저항을 동시에 저

감할 수 있는 전두부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최적형상들은 설계변수의 수가 작아 설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열자 전두부 길이에 따른 최적형상의 변화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축대칭 가정을 바탕으로 열차 전두부 단면적 분포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가능

한 넓은 설계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6개의 설계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전두부 길이에 따른 최적형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5m~15m 범위의 전두부 길이에 대해 각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응면을 사용하였고, 보다 정확한 최적형상 도출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친 최적

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전두부 길이에 따른 단면적의 최적분포를 도출하고 각 형상의 미

기압파 저감원리를 분석하였다.

2. 수치기법

  본 연구에서는 열차가 터널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터널 내부 압축파 및 터널 출구 미기압파를 예측

하기 위해 축대칭 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열차와 터널의 각 단면을 동일한 면적의 원형 단면으로 가정

하였다. 그림 1은 축대칭 해석을 위해 구성한 열차와 터널의 각 zone 및 열차 주변 격자의 확대그림이

다. zone 1은 열차 주변의 격자로써 터널 구역인 zone 2를 통과하여 움직이게 되며, zone 3과 4는 터널

의 입구 및 출구 구역이다.

zone 3

(Entrance far)

zone 4

(Exit far)

zone 2 (Tunnel)

zone 1 (Train)
Line of axi-symmetry

zone 1 (Train)

그림 1. 열차와 터널의 zone 및 격자 구성도

  열차는 터널 진입 전의 정지 상태로부터 서서히 가속해주기 위해 다음의 식 (1)과 같은 속도 분포를 

사용하였다. 

  

 


 




 (1)

  여기서 는   
으로 정의되며, 는 가속시간을 의미한다. 식(1)을 사용함으로써 가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의 열차 가속도를 0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배방정식은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     으로 정

의될 수 있으며, 와 는 flux vector를, 는 axi-symmetric source term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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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참고문헌 [8,10]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

3. 반응면 기법 및 최적설계기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최적화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초기 형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

한 수치해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응면[11]을 구성하여 주어진 설계영역 내에서의 최적형상을 찾는

다. 이때, 최적점이 설계범위의 경계면 상에 있으면 현 단계에서의 최적형상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최

적화 과정을 반복하는 multi-step optimization을 수행하였다.

Initial Baseline

Ranges of
Design Variables

Grid Generation &
Numerical Simulation

RSM Design Optimization

Converged?

Design
Requirement

Design of
Experiment

Optimization
Process

Reset of
Baseline

Yes

Optimal Shape

No

그림 2. 미기압파 저감을 위한 전두부 형상의 최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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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두부 단면적 최적설계를 위한 초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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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cks-Henne Function

 최적화 단계 이전에 수행한 parametric study를 통해 초기 형상을 그림 3과 같이 결정하였다. 그림 3의 

형상은 전두부 앞 끝이 뭉뚝한 형상을 가지며, 이는 Maeda 등의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단면

적 분포는 식 (3)과 같이 정의하였으며, 여기서 는 그림 4에 표시된 6개의 Hicks-Henne 함수를 의미

하고, 는 각 함수의 가중치이자 설계변수이다. 최적화는 구배법의 일종인 BFGS 방법을 이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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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12, 13]

    
 



 (3)

4. 최적화 결과 및 토의

  5가지 전두부 길이(5m, 7m, 10, 12m, 15m)에 대해 미기압파 저감을 위한 전두부 단면적 분포 최적화

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x축은 무차원화된 전두부 길이를 의미한다. 전두부 길이

가 짧은 경우에는 앞끝이 매우 뭉뚝하고 이후 단면적이 일정 구간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전두부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면적이 감소하는 구간이 사라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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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기압파 저감을 위한

전두부 길이별 최적 단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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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두부 길이별 최적형상의 

미기압파 형태

  이러한 단면적 분포는 그림 6과 같이 하나의 미기압파를 크기가 작은 두 개의 미기압파로 나누어줌

으로써 최대 미기압파 크기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터널 입구 후드와 

같은 원리이다. 다만 전두부 길이가 5m, 7m 인 경우에는 길이가 비교적 짧아 미기압파가 두 개의 파로 

나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림 7은 Paraboloid 형상의 전두부와 최적형상의 전두부에 대해 터널 진입 직후 전두부 주위의 압력 

분포를 비교한 그림이며 전두부 길이는 두 경우 모두 10m이다.

그림 7. 터널 진입 직후의 전두부 주위 압력분포 비교 (Paraboloid of Rev. vs. Optimal Shape, 전두부 길이 10m)

Paraboloid 형상의 경우에는 전두부 앞 끝에서 강한 압축파가 한 번 발생하는 반면에 최적화된 형상은 

두 번에 걸쳐 압축파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림 6과 같은 파형이 발생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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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은 전두부 단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상인 Paraboloid 형상과 비교하여 미기압파 감소율을 

전두부 길이 및 속도별로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두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미기압파 

감소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전두부 길이가 7m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전두부 형상 최적화를 통해 최

소 16%에서 최대 27%까지 미기압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

5m 7m 10m 12m 15m

300km/h 5.16% 18.51% 25.50% 24.48% 23.31%

350km/h 4.47% 17.77% 27.05% 27.13% 26.22%

400km/h 3.79% 16.40% 27.31% 26.47% 24.62%

표 1. 전두부 길이 및 열차 속도에 따른 미기압파 감소율(Paraboloid 형상과의 비교)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전두부 길이에 따라 미기압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면적 분포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축대칭 수치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두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앞 끝이 

매우 뭉뚝하고 이후 단면적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상이 유리하며, 전두부 길이가 긴 경우에는 

앞 끝은 매우 뭉뚝하나 이후 완만하게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상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최적 전두부 

형상들은 미기압파를 두 개로 나누어 줌으로써 최대 미기압파 크기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를 미기압파 

형태 및 전두부 주위 압력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두부 형상의 최적화 결과는 향후 

개발될 고속열차의 속도 향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터널 미기압파 문제의 한 해결책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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