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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speed of train increases, the effects of the pressure wave generated by the train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o calculate characteristics of the pressure wave generated by a high-speed train passing through a 

tunnel, several methods are simulated. The pressure waves give rise to large pressure transients which impose the 

fluctuating loads on the train. It is highly that the pressure transients should be predicted to design the tunnel size 

and to improve the comfortableness of passengers. In this study, the pressure transients were numerically simulated 

for a wide range of train spe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verified paper. The simulation results were agreed 

with the pap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pressure wave made clear.

1. 서론

국내 철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열차의 속도는 최고 300 km/h까지 높

일 수 있었으며, 향후 열차의 속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속열차인 경우에는 공기의 압축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300㎞/h 이상인 경우에는 공기의 압축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열차의 속도가 300 km/h일 때, 열차의 마하수(Mach number)는 약 0.25 정도로, 열차가 개활지나 터널

진입시 유체의 압축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을 진입할 때 열차에 의한 피스톤 작용으로 압축파가 형성되어 터널내에 전파된

다. 이렇게 터널내로 전파된 압축파는 열차 차량의 형상과 열차의 속도와 터널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압축파로 인해 공기역학적인 저항과 소음, 그리고 진동이 발생한다. 특히 터널에서 이런 문제는 

차량 및 승객에게 주행 중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공력학적인 문제는 반드시 설계단계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2)

 

고속열차에 의한 문제는 공력저항, 공력소음, 열차교행시 차체에 미치는 충격파, 열차 후미에서 발생

하는 차량의 횡진동, 터널 내부의 급격한 압력변동에 의해 차내 승객의 이명감, 열차의 터널 진입시 발

생하는 압축파에 의한 터널 출구에서의 미기압파의 영향 등이 있으며, 차량 제작과 터널 단면계획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승객의 

이명감 및 미기압파는 터널 단면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각 나라별로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설계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의 개발

과 함께 공력학에 대한 연구, 열차의 터널 진입시 생성, 전파되는 압축파에 대한 연구
3)

, 이러한 압축파 

및 터널 출구의 미기압파를 줄이기 위한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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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속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을 통과할 때의 공기역학적인 문제를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터널 진입, 터널 내 및 통과 후에 발생되는 역학적인 특성

을 파악하고 향후, 저감 방안 도출을 위한 CFD의 검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수치해석의 초기 

경계 조건 및 격자의 설정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초기조건을 도출하고자 한

다.

2. 이론적 배경

2.1 고속철도 터널의 압축파 발생 개념

고속으로 열차가 터널을 진입할 때 발생하는 터널 입구 주변의 공기유동은 3차원 비정상 압축성 유동

이며, 그림 1은 이러한 압축파의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고속철도 터널에서의 압축파 발생 개념도

저속의 일반열차가 터널로 진입하면 열차의 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터널 공기는 터널 입구로 배출되

는데, 고속열차의 경우 터널 공기가 터널 입구로 모두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부만 배출되면 나머지 공기

는 순간적으로 압축되어 압력파가 생성된다. 이는 음속으로 발달하여 터널 출구로 전파되어 일부가 대

기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는 팽창파의 형태로 터널 내부로 반사된다. 이때 터널 출구에서 방출되는 압

축파를 미기압파라 하며 터널 내부로 반사되는 팽창파는 열차위치에서 반복적으로 터널 내부를 순환하

면서 급격한 압력변동을 일으켜 차내 승객의 이명감을 유발시킨다.

터널 단면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로의 중심 간격, 이명감 및 미기압파의 영향이다. 여기서 선

로의 중심 간격은 차량 성능 측면에서 결정되므로 터널 단면 계획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명감과 미

기압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2.2 압축파의 크기, 압력기울기 및 미기압파

2.2.1 압축파의 크기

열차가 터널로 진입할 때의 압축파 크기는 식(1)과 식(2)로 계산할 수 있으며, 두 식간의 차이는 거

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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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pe's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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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열차속도에 대한 마하수 (Mach Number=




)

   : 열차 속도 (train velocity)

  


: 음속 (sonic velocity)

  


: 대기 압력 (atmosphere pressure)

     이며, R은 폐색율 (blockage ratio of train)

   : 비열비 (Specific heat ratio of air=1.4)

2) Hara's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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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 공기 밀도 (air density)

2.2.2 압력기울기 (rate of pressure change)

터널입구에서 압력기울기는 식(3)으로 계산되며, 이 식에 식(1)과 식(2)를 대입하면 압력기울기는 각

각 식(4)와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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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k : 열차의 전두부 형상에 따른 경험상수 (empirical constant)

 D : 수력직경 (Hydraulic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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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3 미기압파

터널 출구에서 미기압파의 크기는 압축파의 압력기울기에 의존하며 식(6)으로 표현된다.

∆


 
∆ 



(6)

여기서, 


: 터널단면적 (tunnel cross sectional area)

  r : 터널출구로부터 거리 (distance)

   : 터널출구형상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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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6)에서 는 터널출구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 계수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구부 상부성

토 또는 절토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이며, 일본 신간센의 경우에는 2.3[참고문헌]을 적용하고 

있다. 반대로 터널출구에서 압축파형에 대해서 Ozawa
4)

는 식(7)로 제시하였다. 

∆
∆














 


 (7)

여기서,   : 점근압력차 (difference between the asymptotic pressures)

  L : 파면 길이 (wavefront length)

  D : 수력직경 (hydraulic diameter)

3. 수치 해석

3.1 경계조건 및 계산방법

본 연구에서는 길이 100m, 높이 2m의 열차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차가 고속진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열차 주변의 공력학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열차주변을 모델링하

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열차가 고속으로 진행하는 경우, 열차주변의 속도는 열차표면의 수직거리에 따라 

매우 급하게 변하는데 이러한 속도구배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열차주변의 격자를 매우 세밀하게 만

들었다.

그림 2 계산영역 및 격자

이러한 열차 모델링을 이용하여 2차원 축대칭의 비정상상태에서의 고속열차 주변의 공력을 계산하였

다. 계산영역은 열차진행방향으로 총 500m, 높이 36m로 설정하였으며 열차의 주행속도는 최고속도로 

다다른 경우, 360㎞/h(100m/s)로 설정하였다. 또한 열차의 최고속도에 이르기까지 열차의 가속거리를 

각각 다르게 하여 이에 의한 주변 공력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열차가 정지한 지점에서 가속거리를 20m, 

40m, 60m, 80m, 100m 의 5가지 가속거리에 대한 주변 공력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CFD 해석을 위해 온도변화를 무시한 비정상상태 점성 압축성 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난류모

델은 표준 k-ε모델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바닥 및 터널 벽면은 벽조건을 사용하였고, 그 외의 

입구, 출구, 상부에는 대기압(Pressure-far-field)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대해서는 Implicit 알고리즘과 

압력속도보정에는 Fluent에서 제공하는 SIMPLEC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열차의 이동은 Fluent에서 제

공하는 MDM(Moving Dynamic Mesh)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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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 결과

4.1 초고속 열차의 주변 공력

그림 3와 4에서는 초고속 열차가 최고속도(100m/s)에 다다른 이후의 압력분포와 속도분포를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열차 선두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형으로 제작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단

순한 열차모양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각형 선두룰 채택하여 CFD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이유

로 최고속도에 다다른 이후 열차선두에서 가장 높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차 선두

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압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열차 선두 주변에서 열차의 선두의 머리부분에서 가장 높은 속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

압이 감소하여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각형모양의 열차에서는 열차 선두

에서 가장 높은 압력과 가장 낮은 압력이 동시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열차 후미에서는 선두보다는 비교적 낮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5에서

와 같이 열차후미 머리에서 공기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주변보다 낮

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뒷부분에서는 열차후미보다 다소 높은 압력이 다시 형성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열차 주변의 압력분포

그림 4 열차 주변의 속도분포

그림 5 열차 주변의 속도벡터

또한 그림 6에서 시간에 따라 열차 주변의 압력을 살펴보면 열차주변의 압력은 대체로 101300Pa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열차가 이동함에 따라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열차 선두와 열차 후미에서의 압력차를 비교해보면 열차선두에서 압력차가 열차후미보다 높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측정위치에 의한 영향으로 열차 선두 머리부분에서 가장 낮은 압력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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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에 따른 열차 주변 압력

4.2 가속 거리에 따른 열차 주변 공력 영향

그림 7에서는 가속거리에 따른 열차선두의 압력계수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압력계수란 측정

지점의 압력과 멀리 떨어진(far-field)의 압력차의 열차동압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총 5가지 가속거

리(20m~100m)에 따라 압력계수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열차가 최고속도에 다다른 직

후에서는 압력계수의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속거리 짧을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차의 급격한 가속은 전산해석상의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가속거리를 가능한 한 길게 잡는 것이 해석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가속거리에 따른 압력계수 변화(열차선두)

그림 8에서는 열차 출발지점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의 압력계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7과 같이 

총 5가지의 가속거리에 대한 압력계수를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대체적으로 압력계수는 같은 형태로 나타

나고 있다. 하지만 열차가 측정지점에 다가갈수록 가속거리에 따라 다른 형태로 압력계수가 변하고 있

으며 가속거리가 짧을수록 복잡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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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가속거리에 따른 압력계수 변화(열차출발지점 전방 150m 지점)

그림 7과 8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열차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물리적

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산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서는 열차의 가속거리를 충분히 두는 것이 전산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고에서는 초고속 열차에서 발생하는 열차주위의 공력을 전산유체해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초고

속 열차는 일반적인 저속열차와는 달리 열차의 높은 속도로 인해 주변의 공기를 압축 또는 팽창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열차내외부에서 진동이나 소음을 발생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영

향을 전산상으로 해석하였으며 열차의 가속거리에 의한 압력변화도 같이 고려하였다.

열차의 가속거리에 따라 압력변화는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속도에 다다른 경우에 압력의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짧은 가속거리에 의한 전산상의 해석오류로 

생각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속거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해석시

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해석하는 문제에 따라 적절한 가속거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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