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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re developing an innovative super-speed land transportation system running in a partial vacuum in 
tunnels with small inside diameter to reduce the aerodynamic drag forces. This paper pres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on a small scale model when a super-speed train model passing through a tunnel with small 
inside diameter and a partial vacuum to reduce the aerodynamic drag forces.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on a 1/52-scale moving model rig in which a train model with a diameter of 58 mm and a length of 603 
mm was accelerated in a launching tube with 12.27 m length by means of the compressed air launcher and 
then passed through a tunnel model with 17.149 m length. The partial vacuum was maintained in the tunnel 
in order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propulsion system of the super-speed tube train at 
super-speed of 700 km/h. In this study, the blockage ratio of train to tunnel model is 0.336.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nonlinear effects of the vacuum on the speed-up of the train model in the tunnel model 
under the partial vacuum up to 0.21 atm and at the velocity up to 684 km/h. This paper is first study for 
experiments on the speed-up of a super-speed train model in the partial vacuum tunnels. 

1. 서 론
자기부상열차에 기초한 고속의 육상교통시스템은 160km에서 1000km까지의 도시간 이동에서 항공여

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산이 많은 지형에 적합한 초고속 육상교통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Swissmetro 프로젝트[1]가 1987년도에 시작되었다. Swissmetro 시스템의 주요 
설계 개념은 아진공을 갖는 양방향 터널에 초고속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5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
는 것이다[2]. 아진공 터널은 열차의 추진력의 용량증가 없이도 운행속도 500km/h 이상에서 조차 더 
잉여의 속도증가로 운행 할 수 있게 만든다[3]. 소단면 터널에서 운행하도록 설계한 Swissmetro 시스
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가 공기역학 설계이다[4-6]. 터널 내부에서의 공기역학적 항
력과 압력파와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공기역
학적 항력과 터널 내의 압력파 특성을 계산하기 위한 전산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7-9]. 그러나 
Swissmetro 프로젝트에서는 아진공 터널에서의 개념설계를 위한 어떤 실험적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2004년도에 일본에서는 Swissmetro 시스템을 일본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본토목공학회의 하위 구조
공학위원회에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도쿄-나리타 국제공항 간의 80km 거리에 수정된 시스템의 적용 가
능성을 조사하였다[10-11]. 복선터널과 단선터널에서의 공기저항에서의 아진공의 효과는 WCRR 
2006[12]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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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초고속 튜브 트레인 시스템 개발 개념도

그림 2. 초고속 열차모델 주행시험기(철도연 소재)

그림 3. 진공펌프와 공기확산탱크를 이용한 아진공 터널모델

한국에서는 그림 1의 초고속 튜브 트레인 시스템의 주요기술 연구가 개념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초고속열차의 공기역학적 항력을 줄이기 위하여, 아진공의 
소단면 터널모델에 초고속 열차모델을 주행시켜 실험결과를 얻었다. 실험은 1/52축척의 열차모델 주행
시험장치에서 수행되었다. 700km/h급의 초고속 튜브 트레인 시스템에서 열차 추진시스템의 에너지 소
비를 줄이는 효율적 조건을 찾기 위하여 터널 내부의 진공도와 추진력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
다. 터널내부의 진공도는 대기압부터 0.21기압까지 수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터널 내부에서 10%의 진
공도 상승에 대하여 25km/h의 속도향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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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아진공 터널의 초고속열차 주행 시험장치의 제작
초고속열차 주행 시험장치의 성능은 터널 내부의 압력변동에 대하여 비정상 1차원유동 전산해석과 터

널 출구에서 방사되는 미기압파에 대한 특성해석을 수행하여 검증하였다[6,7]. 그림 2와 그림 3은 아진
공(partial vacuum) 터널 실험을 위하여 개조된 초고속열차 주행 시험장치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의 초고속열차 주행 시험장치는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공기총(air-gun) 방식으로 열차모델을 
발사시킨다. 그림 2의 가속튜브(Launch tube) 파트는 목표한 속도 달성을 위하여 열차모델을 가속시키
는 구간이고 열차 후미부 뒤쪽의 배압이 대기압 이하로 감소되도록 동력학적으로 수치해석하여 가속튜
브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그림 3은 공기확산탱크(Air diffusion tank)와 터널모델의 접속부 상세도를 나
타내었다. 공기확산탱크 내부에 내경 60mm의 다공튜브(porous tube)를 설치하였다. 공기확산탱크 내부
의 다공튜브(튜브 다공도: 튜브 표면적의 70% 적용)를 통과한 열차모델(직경 58mm)이 130mm 길이의 
확대관(diffuser, 직경 60mm에서 직경 100mm로 확대됨)을 통하여 아진공 터널모델에 진입하도록 설계
하였다. 이는 가속관을 통하여 가속중인 열차모델에서 열차 뒤에 배압이 존재하는데 이 배압이 공기확
산탱크에서 대부분 확산되고, 시험부인 터널모델에서 배압 영향이 최소화되게 하기 위하여 터널모델 입
구에 확대관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기확산탱크 하단에 그림 3과 같이 진공펌프와 연결된 파이프를 설치
하여 터널모델 내부의 진공도에 따른 실험에서 설정한 아진공 값이 공기확산탱크와 터널모델 내부에 계
속 유지되도록 하였다. 

터널모델 입구에 확대관을 적용한 실험장치 설계로 인하여 터널모델 내부의 첫 번째 압력파의 압력상
승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그림 3, 그림 6 참조). 그러나 본 실험은 아진공 터널에 열차가 주행하는 실
험장치를 처음으로 구현하였으며 터널모델 내부에서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향상 효과를 관찰하
였다. 그림 3의 터널모델 끝은 파열막(membrane)으로 막아 터널모델 내부에 아진공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파열막은 주행 중인 열차모델이 뚫고 나가게 하였다.

표 1. 초고속 열차모델 주행시험장치의 상세사양
Method Axis symmetric, One wire guidance

Scale 1:52

Launching mechanism Air-gun type

Train speed 189 km/h ~ 684 km/h

Blockage ratio (Atrain/Atube) 0.336

Train model Car body: Aluminum, Nose: Polycarbonate material
Diameter: φ58 mm, Length: 0.603 m, Weight: 271g

Tube model Acrylic material, 
Inner Diameter: φ100 mm, Length: 17.149 m

Total length of test rig about 40 m

2.2 초고속 튜브트레인 시스템의 실험모델
초고속 튜브트레인 시스템에 대한 1/52 축척모델 실험에서 터널길이는 17.149 m (실척: 892 m)이고 

열차모델 길이는 0.603 m (실척 31.356 m)이다. 표 1과 그림 2와 그림 3은 실험에 대한 터널의 상세
사양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적 연구에서 초고속 열차모델은 새로이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열차모델을 
사용하였는데 표 1에 열차모델에 대한 상세사양을 정리하였다. 초고속 열차모델의 전두부는 그림 4 
(a), (b)와 그림 5 (a), (b)에서와 같이 전두부 선단부터 면적변화에 대하여 축대칭 형상
(axis-symmetric shape)으로 변환하였다. 각각 전두부의 유효 반경변화와 유효면적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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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열차모델은 아진공 터널모델에서 약 700km/h까지의 초고속을 달성하며, 축척속도가 아닌 
실제속도로 주행한다. 

   

          (a) 초고속 열차모델                         (b) 축대칭 초고속 열차모델
그림 4. 초고속 열차모델

                (a) 유효반경 변화                          (b) 유효면적 변화
그림 5. 초고속 열차모델 전두부의 축대칭 변환

 

그림 6. 아진공 시험을 위한 터널 내의 레이저 감지센서의 계측위치

2.3 실험 계측
그림 4 (b)에 나타낸 열차모델의 주행시험에서 열차모델의 속도는 실척(full scale)의 실제 속도를 사용
하는데, 이는 터널 내부의 압력파가 올바른 위상과 크기를 가질 수 있다[8, 9]. 열차모델 주행 중에 아
진공 터널 내부에서 열차속도의 변화는 그림 6과 같이 레이저 감지센서로 8 곳에서 연속적으로 기록된
다(Keyence LV-S71 센서 헤드, LV-11SB 앰프, sampling: 8x10-5sec). 터널 입구에 장착한 첫 번째 
레이저 센서에 열차모델의 전두부 선단이 도달하면 모든 계측센서는 데이터 계측을 시작한다. 계측데이
터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변환해 주는 NI 사의 고속 A/D 컨버터(모델 No:  NI-cDAQ-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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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터널내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향상

2.4 실험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터널모델 내부의 진공도를 대기압 0cmHg(1 기압)에서 60cmHg(0.21 기압)까지 10cmHg

씩 높여서 7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열차모델 발사압력(추진력)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향상 효과를 실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차모델의 발사압력은 열차의 추진력에 해당된다. 그림 6에 나타낸 레이저 센서의 
계측 위치들에서 산술 평균한 중간위치가 열차모델의 속도 값을 구한 위치가 된다. 

2068



그림 7과 그림 8에 각각의 열차모델 추진력에 대하여 터널 내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향상 효
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의 L은 터널모델의 축 방향 거리를 나타낸다. 주어진 추진력에서 열차모델
의 속도는 진공도가 높아질수록 터널모델 축 방향의 같은 위치에서 증가한다. 즉, 대기압(1 atm)에서 
아진공 60cmHg(0.21 atm)상태로 점차적으로 진공도를 높임에 따라 공기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속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속도 그래프들의 특성은 터널모델 진입 시에 터널모델 입구에서
부터 8m 떨어진 위치까지는 거의 등속도로 속도 감소가 뚜렷하지 않으나 8m 지점 후부터 터널모델 출
구까지는 열차모델 속도의 감소가 관찰된다. 이는 공기저항과 열차모델의 중앙을 관통하여 추종하게 하
는 가이드 와이어(guide wire)에서의 마찰저항 때문이다(그림 1의 stainless wire 참조요망). 터널 내 
아진공 60cmHg(0.21 atm)인 실험에서 추진력 7.04kg/cm2인 경우에는 터널 내 대기압 상태와 비교하
여 속도향상이 251km/h로 되어 440km/h의 속도가 계측되고, 추진력 17.83kg/cm2인 경우에는 터널 내 
대기압 상태와 비교하여 속도향상이170km/h로 되어 684km/h의 속도가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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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추진력 7.94 kg/cm2에서의 터널내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향상

본 실험에서 터널내의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증가 효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실험에서 사용한 모든 진공도에 대하여 대기압 상태와 비교 했을 때, 열차모델에 대한 추진력이 낮
을 때가 추진력이 높을 때보다 속도증가치가 크다. 또한, 대기압 상태와 비교하여, 추진력 7.04kg/cm2인 
경우에는 아진공 10cmHg(0.87기압)일 때보다 아진공 60cmHg(0.21기압)일 때 속도향상이 5.02배 증
가한다. 추진력 17.83kg/cm2인 경우에는 아진공 10cmHg(0.87기압)일 때보다 아진공 60cmHg(0.21기
압)일 때 속도향상이 5.86배 증가한다. 즉 추진력이 증가할 때 진공도가 높아질수록 속도증가 효과는 
커진다. 실험에서 적용한 7가지 추진력 중에 중간 값인 11.65kg/cm2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터널 내 진
공도 10% 향상에 대하여 약 25km/h의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터널내부가 대기압일 때 
열차모델 평균속도는 377km/h으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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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추진력과 터널내 진공도에 따른 터널 모델의 8 m 위치에서의 열차모델의 비선형 속도향상

그림 9는 터널모델의 8m 위치에서 진공도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은 열차
모델의 추진력이다. 추진력과 진공도가 증가할수록 열차모델의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
나 비선형적인 속도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각의 터널 내 진공도에서 추진력의 증가에 대해서 
비선형적인 속도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700km/h급의 초고속 열차가 작은 단면적의 터널에서 공기역학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터

널내의 진공도에 따라 속도향상 효과를 관찰하는 실험적 연구를 1/52축척 초고속 열차모델 주행시험 장
치를 자체 개발하여 수행하였다. 

 
- 열차모델의 추진력이 높을 때 보다는 추진력이 낮을 때 터널 내 진공도 증가에 따른 열차모델의 

속도증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 열차모델의 추진력이 증가할 때 터널 내 진공도가 높아질수록 속도증가 효과는 커진다.
- 주어진 터널 내 진공도에 대하여, 열차모델 추진력의 증가에 대하여 비선형적인 속도증가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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