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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erforms flow analysis of ultra-high speed vehicle inside the long distance tunnel. One and three 

dimensional hybrid mesh was used for describing moving motion and flow analysis of an vehicle inside a 

long distance tunnel which over 20 km. Flow analysis and aerodynamic drag measuring were performed by 

three dimensional mesh: around vehicle, and pressure waves of a tunnel was measured by one dimensional 

mesh: the other region where rare changing of flow pattern.

국문요약

최근 차량이나 철도 혹은 화재관련 장거리 터널 내 해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터널 내 유

동해석은 수십 km의 터널 전체를 3차원 해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비효율 적이다. 또한 터널 내 압력파 

해석을 위해서 1차원 해석을 많이 진행하지만 유동장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고, 3차원으로 확장할 경

우 격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차원 3차원 혼합격자기법을 

사용하여서 터널 내 운송체 주변의 유동해석과 압력파 해석을 수행하였다. 20km가 넘는 장거리 터널 

내 에서 운송체의 고속이동과 이에 따른 유동의 해석을 위하여 운송체 주변은 3차원 격자를 사용하여 

유동을 해석 후 공력저항을 계산하였고, 유동장 변화가 거의 없는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1차원 격자

를 사용하여서 터널 내 압력파 문제를 확인하였다. 유동은 비정상상태로 해석되었고 Solver는 사용툴인 

Ansys vr. 12.0을 사용하였다.

주요어 : 1-3D Hybrid Mesh, Ultra-High Speed Vehicle, Tube Train, Pressure Waves, 

Aerodynamic Drag

1. 서론

튜브 트레인 시스템은 밀폐된 터널(튜브) 내부를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지상 운송체 시스템으로,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외부로 차단하며 튜브를 아진공으로 유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 시스템을 지칭한

다[1-2]. 이러한 튜브 트레인 관련기술의 국내·외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 튜브 트레인 연구에 있어서 그 기원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107



다. 튜브 트레인의 기원은 Pneumatic capsule pipeline(PCP) 시스템으로써 1810년 영국의 George 

Medhurst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제안된 이후 다양한 연구 및 압력 차 기반의 소형화물 운송용으로

의 실제건설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인원수송은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 건설된 적은 없다[1-4]. 최근에

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작은 운송체 단위의 인원 및 화물 수송용 튜브(캡슐) 시스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8]. 이러한 연구 중 스위스 메트로 사에서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대량 인원 수

송용 튜브 트레인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연구 중에 있다[9].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튜브 시

스템의 공력해석 및 에너지 효율연구는 1970년 발행된 미국교통관리국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된 실험이

었다[10]. 유사한 연구결과는 1977년 Charles M. Harman와 James V. Davidson에 의해 발표되었고 연

구 내용은 풍동 환경에서 물체를 실제 이동시켜서 에너지 효율(CD)을 비교한 것이다[11]. 그러나 이러

한 연구에서 고려된 형상은 작은 운송체 기반의 반원 형상 혹은 비교적 짧은 오자이브 형상으로 CD증감

의 경향성만을 살펴 볼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실험의 주행속도는 비교적 저속이며 대기압 환

경이기 때문에 현재 요구되는 초고속 튜브 트레인과 너무 상이하여 적용 및 참고에는 부족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유동의 정상상태를 전제로 한 3차원 초고속 튜브 트레인의 공력특성 연구 

및 경제성과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12-14]. 본 연구실에서는 축대칭 기반의 비

정상상태의 초고속 튜브 트레인 연구를 진행하여 튜브압력-공기저항 관계, 튜브압력-막힘비율 관계, 

공기저항-운행속도 관계, 운행속도-튜브압력 관계, 충격파발생 속도-막힘비율 관계 등을 구하였다

[15-16].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력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

다.

튜브 내부(초고속 운송체 시스템)의 압력파 해석 및 3차원 비정상 유동 해석 기법에 관한 최근의 연

구는 다음과 같다. 1999년 EPFL(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에서 학위논문으로 발행된 

연구에서는 터널내부에서의 압력파와 공력저항의 상관관계에 대한 Swissmetro model의 연구가 있었다

[17].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전산해석 모델은 1차원 비정상 압력파 모델과 1차원 층류의 비정상 점성 

모델(with heat transfer) 로써 정확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보완할 점은 긴 터널 내부에서 비정상 유동 경향을 가지는 운송체 모델의 저항 측정의 정확도 측면이

다. 기존의 1차원 문제해석 연구에서는 점성효과를 주기 위하여 기본 비점성 방정식에 모멘텀과 엔탈피 

소산항을 소스항으로 추가하여 넣어준다. 이 소산항들은 터널-유체와 유체-열차 사이의 마찰에 의한 

손실을 모델링한 것이다. 모델링에 사용하는 계수들은 열차 실험에서 얻은 마찰 계수를 이용한다[18].

따라서 선행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었지

만 초고속 튜브 트레인의 직접적인 적용 및 참고에는 부적절한 면들이 있다. 초고속 튜브 트레인은 아

진공 상태의 튜브 내부를 시속 500 ~ 700 km로 운행하는 인원수송용도의 철도로써 기존의 연구결과들

은 화물 수송용으로 저속이거나 형상이 상이하거나 대기압 환경 등으로 운행환경이 상이하였다[5, 8, 

9]. 실험의 경우에도 시스템의 전체가 아닌 일부구간만을 해석한 것으로 세부적인 조건 등이 참고에는 

부적절하다[10, 11]. 최근의 전산해석을 통한 연구결과들은 운행조건 및 환경을 최대한 근사하게 묘사

하였으나 컴퓨팅 자원의 한계와 효율성 측면에서 시스템의 전체 공력해석을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었다[1, 2, 17].

본 연구에서는 전산해석을 통하여 실험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초고속 튜브 트레인의 전체 시스템(아진

공 튜브, 자기부상철도, 진공펌프, 역, 운송체의 가속 및 감속 등)을 모사 하였으며, 기존연구에 한계로 

지적되었던 시스템 전체의 공력특성 해석을 수행하였고 각 서브 시스템 간의 공기역학적 영향을 살펴보

았다(그림 1). 이러한 1차원-3차원 혼합 계산 기법은 전체 시스템을 단순화 시키며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처음 제시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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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속 튜  트 인 시스템

2. 수치해석

2.1 지배방정식

지배방정식은 3차원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사용하였다[20]. 계산시간 절약을 위하여 현재 

연구단계에서는 점성 모델은 Laminar를 사용하였고, 난류모델은 사용하지 않았다. 공간차분법은 Roe의 

FDS(Flux Difference Scheme)을 적용하였고, implicit를 사용하였다. 물리변수를 외삽하는 

MUSCL(Monotone Upstream-centered Schemes for Conservation Laws)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정확

도를 3차로 확장하였다. 비정상 유동장 해석에 있어서 시간정확도를 갖는 수치기법 도입이 필요하여 이

중시간전진(dual time stepping)기법을 사용하였다.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사용하여서 

CPU 8, 83, 166개로 병렬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병렬계산에는 implicit 해법을 적용하여 반복계산을 수

행하였다[19-23].

2.2 가정사항 및 경계조건

전체 시스템은 아진공 튜브, 자기부상 트레인, 환기공(진공펌프, Shaft), 역사 등의 서브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3차원 형상의 초고속 트레인이 한 개의 역을 출발하여서 약 21km의 튜브(터널) 

내부를 운행한다. 표 1과 같이 운행하는 튜브 내부 및 전체 시스템은 대기압의 10% 수준인 0.1기압으

로 설정하였고, 운행 동안에 2개의 진공펌프를 가지는 환기공을 통과하게 된다. 환기공 진공펌프의 경계

조건은 0.01기압으로 튜브 및 시스템 전체의 남은 공기를 빼내는 역할을 한다. 트레인의 운행시간은 약 

200초로 2m/s
2
의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가지며, 시속 700km의 등속도 구간을 포함한다(그림 2). 따

라서 대부분의 시간과 거리는 운송체의 감·가속에 소요되며 등속구간은 약 7초, 약 1.4km 정도에 해당

하게 된다. 이러한 운송체 이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C언어로 구성되는 UDF(User Defin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튜브 내부를 운행한 운송체는 또 다른 역에 들어가 정지하는 것으로 계산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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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대부분의 구간은 1차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역과 환기공, 운송체 주변은 3차원으로 형

성되어 있다. 운송체의 이동 혹은 격자의 이동은 3차원 좌표계 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풍동

조건과 같이 바람을 불어주어 상대속도로 계산을 수행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운송체와 상당수 떨어진 거리의 튜브 내부는 유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림 2 운송체의 가속, 등속 및 감속 운동 모델링

파라미터 조건 수치 비고

튜브 내 압력(진공도) 0.1 atm 진공도, 대기압의 10%

튜브 내 온도 300K 상온

막힘비율 25%
튜브 단면적과 튜브 트레인의 

단면적 비율

운행속도 700 km/h 등속 운동 7.07초

감속 및 가속 2.0 m/s
2

등가속도, 등감속도

튜브의 길이 20.978 km 역사 포함 시스템 총 길이

진공펌프 및 환기공 2개소 Shaft Outlet Vent 0.01 기압

표 1 초고속 튜브 트레인 시스템의 명세 사항

트레인, 튜브, 2개의 역사 그리고 2개의 환기공은 벽면으로 처리를 하여서 시스템 전체는 외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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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진공 펌프를 통하여 전체 시스템의 진공을 유지하며, 이 2

군데 경계만이 외부 유동과 이어지는 곳이다.

영역 경계면에서의 유동변수 보존처리기법에 있어서는 혼합 영역 경계면에서는 3차원 해석의 X-방향

(튜브 길이 방향) 물성치 변화가 약 1~3% 정도의 오차를 갖는 지점에서 1차원으로의 유동변수 보존처

리기법을 적용하였다. 길이로는 200m 지점으로, 트레인의 길이가 100m인 것을 고려하면 물체의 2배 

길이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유사한 연구에서는 3차원과 1차원 사이의 경계에서 물성치를 교환하여 서로

의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3차원에서 1차원으로의 물성치 전달은 각 위치의 물성치를 면적 평

균을 식 1과 같이 구하여 전해준다. 터널 내부의 유체가 후류나 열차 형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3

차원 영역을 길게 정해주었다면 1차원 물성치를 바로 3차원 값으로 전해주면 된다. 그러나 후류가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영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식 2와 같이 1차원 물성치와 3차원 경계 내부격자의 면

적 평균값의 비로 내부 물성치를 보간하여 경계조건으로 사용하게 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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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계산을 위한 최적 영역 분할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standard를 기반으로 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격자의 각 Block 별 Cell 개수

와 1차원-3차원 경계면과 같은 격자기법에 따라 병렬기법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본 시스템에 최적

화된 병렬기법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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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격자기법

격자 구성에 있어서는 그림 4와 같이 튜브 트레인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전체 시스템을 모사하

는데 총 665만 개의 격자 Cell이 사용되었다.

그림 4 Schematic of computation domain of tube train system

각각의 서브 시스템의 격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트레인의 선두부 형상은 그림 5와 같으며 앞 뒤가 

동일한 형상으로 길이는 100m이다. 트레인 주위는 앞뒤 200m를 고려하여 총 500m가 3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러한 3차원 격자 전체가 UDF를 이용한 운동모사 펑션을 통하여 이동을 하게 된다. 경계층

을 고려하여 격자는 3차원 격자 부분의 벽면(트레인과 튜브)에 충분하게 모아 주었다. 그림 6과 같이 

역사는 트레인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길이 약 370m 이다. 튜브(터널)는 역사의 바닥으로부터 

5m 높이로 연결되어 있으며 역사의 폭(Y)과 높이(Z)는 터널 절반(바닥부분을 제외)의 약 10배로 각각 

60m, 30m 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규모의 역사를 구성한 이유는 땅속에 묻혀있는 역사 전체 형상을 반

영함과 동시에, 초고속 트레인의 운행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튜브 내부의 압력파가 역사에서 소산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 5 튜  트 인 선두부 형상

그림 6 역사의 형상  격자구성

그림 7은 진공펌프를 포함하는 환기공(Shaft)으로 튜브 사이에 균일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Z-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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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위 방향으로 튀어나와 있는 면적에 진공펌프에 해당하는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림 상에서는 아

직 3차원 부분인 트레인이 도달하지 않아서 1차원 튜브와 맞닿아 있는 환기공의 형상을 볼 수 있다. 환

기공의 폭(Y)은 10m, 길이(X)는 30m, 높이(Z)는 20m 이다. Z-방향으로 길게 형상이 구성된 이유는 

땅속에 튜브로 부터 지상까지 연결을 모사한 것과 동시에, 튜브 내 압력파가 환기공을 지나면서 나타나

는 현상과 영향도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림 8과 같이 튜브(터널)는 폭과 높이가 5.31m로 직사각형의 

형상이다. 그림에서는 3차원에서 1차원으로 전환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동의 정보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1차원으로 변하는 격자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튜브 형상은 

각종 경계조건 및 격자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정사각형으로 하였으나 추후 원형 형태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 7 진공펌 를 포함하는 환기공(Shaft)의 격자구성

그림 8 튜 (터 )의 3차원에서 1차원의 격자 환

3. 해석 결과

전체 시스템은 아진공 튜브, 자기부상 트레인, 진공펌프, 역 등의 서브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서브 시스템을 갖는 초고속 튜브 트레인의 전체 시스템의 유동장을 운송체의 가속, 

등속 및 감속에 따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해석하여 각 서브 시스템 간에 미치는 공기역학적 영향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공기역학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비정상 상태, 압축성 

경계조건, 1차원-3차원 혼합 계산 기법, 병렬 계산 기법 등을 제반으로 한 공력해석 기법을 개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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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역사 발차(Departure)

그림9는 역사에서 트레인이 떠나는 모습을 2차원 평면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그림 10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트레인이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11에서와 같이 트레인 속도가 3m/s로 

워낙 저속임에 따라 유동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9 역사와 역사에서 출발하는 트 인 격자

그림 10 시간 진에 따른 트 인 격자 이동 (좌: 0.5144  0.2646m / 우: 

1.5432  2.381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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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역사 내부 열차 주 의 유동 분포

3.2 환기공(Shaft)에서의 유동

그림 12는 계산 초기 시 환기공에 분포하는 압력 및 속도 분포도이다. 약 1.5초 계산이 진행된 것으

로 아직 트레인에 의한 영향이 환기공에 도달 한 것은 볼 수 없지만, 진공 펌프를 통하여 튜브 내부의 

공기가 빨려나가는 것은 화살표(유동 속도 벡터)를 통하여 관측할 수 있다.

그림 12 환기공(Shaft)에서의 압력(상)  속도(하) 분포도

그림 13은 1차원-3차원 혼합 격자에 따른 유동의 압력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 그림은 격자를 

함께 보여준 것이고 아래는 Iso-Surface로 압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Iso-Surface에도 격자를 표

시하여서 3차원 일때와 1차원 일때의 유동 정보가 다름을 보였다. 3차원에서는 복잡한 유동 분포를 잘 

보여주는 반면에, 그림 중앙에 해당하는 1차원에서는 직사각형의 단일 면적으로만 유동 정보를 보여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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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차원-3차원 혼합 격자에 따른 압력 분포도

3.3 1차원 튜브에서의 유동

그림 14는 환기공을 중심으로 1차원 튜브에서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차원 격자로 구성되어

있고 계산 초기에 결과라 아직은 압력분포가 큰 사각형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계산이 진행되

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더 간격이 조밀한 상태로 터널 충격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튜브 벽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 방정식(wall function)을 통하여 튜브 내부에서 전파되어 나가는 압력파의 감쇄 영향 

및 서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그림 14 1차원 튜  내 에서의 압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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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병렬기법

1차원-3차원 격자 혼합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1차원 격자 부분은 격자의 개수가 3차원에 비하여 극

도로 제한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각 서브 시스템 별(격자 블락 별)로 격자 개수의 상이한 차이를 가

지게 하며, 따라서 블락 별로 일정하게 나누는 병렬기법 혹은 축 방향 별로 나누는 병렬기법 등 다양한 

기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1차원 부분인 한 블락에 격자 셀 개수가 10개라면 병렬기법에

서 CPU 개수가 10개 이하가 되어야 하는 제한으로 작용 될 수도 있다.

현재 연구에서는 msmpi 병렬기법을 사용하여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시스템에 적절한 병렬기

법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CPU 개수에 따른 대략의 전체 시스템 해석시간 소요

는 다음과 같다. 8 CPU는 약 25일 이상 예상, 83 CPU는 약 10일 정도 예상 그리고 166 CPU는 약 

5~7일 정도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의 아진공 튜브, 자기부상철도, 다수의 진공펌프 및 역사 등의 서브 시스템을 포

함한 초고속 운송체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의 유동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산이 많이 진

행되지는 못하여서 주로 해석 초반부의 결과만을 볼 수 있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약 21km 장거리의 아진공 튜브, 자기부상철도, 다수의 진공펌프 및 역사 등의 서브 시스템 모사

- 등 감·가속 및 등속 운동을 하는 운송체 운동 모델링 및 격자이동 모사

- 1차원-3차원 혼합 격자 기법 제시

- 초고속 운송체의 전체 시스템 유동장 해석 및 각 서브 기관 사이의 공기역학적 상호작용 분석

본 연구에 추가연구는 다음과 같다.

- 병렬 계산을 위한 최적 영역 분할 알고리즘 개발

- 다양한 튜브 내 압력(진공도), 튜브 단면적 및 튜브 트레인의 단면적 비율(막힘비율), 운행속도 등

에 따른 공력현상 분석

- 튜브 형상 변화 및 환기공-역사 간격 조절에 따른 튜브 내 압력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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