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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stract subway has became citizen's feet which can transport over 24 million people 

since the era of high oil price started. Because the request of passengers for more 

comfortable thermal comfort is drastically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comfortable 

environment in the passenger car is more stressed. This paper suggests an indicator 

whether railroad car is fitted with suitable cooling and heating equipment by applying the 

international climatic testing method, UIC 553, 553-1. Specified ambient temperature, 

humidity, solar irradiation condition, as well as extreme outside condition, can be achieved 

by using an environmental chamber. The change temperature and humidity in the passenger 

space can be monitored to judge if the passenger room is nicely air-conditioned. 

1.서 론

철도차량 지하철은 고유가 시 를 맞이하여 연간 약 24억 명 이상을 수송하는 시민의 발

이 되었다.이러한 지하철을 탑승할 때 승객들로 하여 쾌 성을 느끼게 하기 한 것에

한 심이 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히 가장 많은 민원의 상이 되는 객차 내 열 쾌

성이 더욱 요시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 객실의 냉난방성능을 평가하는 세계철

도연맹 (UIC)의 국제 기후환경 시험규격인 UIC553,553-1의 국내 시험 수행방안을 알아보

고,이를 통하여 객차의 냉/난방 장치의 합여부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UIC553규격은 객실의 열 실내쾌 성을 정의하기 한 각종 인자들 기 값을 정의하고

있으며,UIC553에서 규정한 시험항목들에 한 구체 인 시험항목은 UIC553-1규격에서 제시

하고 있다.UIC553규격에서 규정하는 철도차량의 환경제어설비는 철도차량의 환기장치,냉방장

치,냉방장치는 물론 가습 제습장치를 통칭한다. 한 공간은 승객이 사용하는 공간과 부수

인 공간으로 나 어 용한다.승객이 사용하는 공간은 칸막이칸 (compartments) 는 열린 형

태의 객실 (opensaloons)이다.부수 인 공간으로는 복도,출입 ,화장실,식당,수유실,승무

원실, 화부스 등이 있는데,이러한 승객 사용 공간과 부수 인 공간에는 서로 다른 쾌 성 기

이 용된다.일반 인 조건으로는 객실의 온도,부속시설의 온도,상 습도,표면온도,기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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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기 공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철도차량 실 형 환경챔버를 이용하여 각 지역별 기후 특징에 맞는

외부 온도 습도,태양 조건을 인공 으로 가하여 평시상태는 물론 극한의 외부조건

(Extremeoutsidecondition)에서도 객차내의 온도,습도가 하게 유지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 다.

2.환경시험 규격

2.1시험인자 분석

시험인자는 기에 따라 바 는데,동 기에는 난방성능을 보게 되므로 온도 조건만 고려하면

되지만,하 기에는 냉방성능을 보게 되므로 온도 조건과 더불어 습도 조건,태양 조건,그리고

승객에 의한 열 잠열 부하 조건까지 고려하게 된다.UIC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상으로 난

방시험을 한 동 기의 최 온도를 도표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도가 낮고 동 기에도 온

화한 국가는 최 온도 –10°C의 1지역으로 시험조건이 비교 용이하나, 도가 높고 동 기에는

혹한기가 많은 북유럽의 국가에서는 최 온도를 –40°C까지 낮춰서 시험을 해야하므로 시험조건

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도표 1.동 기의 국가별 최 온도

동 기 최 온도 국가

1지역 -10°C 국,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2지역 -20°C

알바니아,오스트리아,벨기에,보스니아-헤르체고비야,불가리

아,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 랑스,독일,헝가리,이태리,룩셈

부르크,네덜란드,폴란드,유고슬라비아,마 도니아,루마니아,세

르비아-몬테네그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 스

3지역 -40°C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UIC에서는 마찬가지로 냉방시험을 한 하 기의 시험조건을 도표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 기에서 비교 온화한 시험조건을 수행한 1지역 국가들이 하 기에는 고온,고습에 많은 태

양 복사량까지 매우 혹독한 환경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반 로 3지역 국가들은 하

기에도 비교 선선하고 일조량도 어 최고 외기온도도 낮고 상 습도 조건과 태양 복사량

조건도 온화한 편이다. 부분의 국가들이 동 기와 하 기가 같은 지역이지만, 국은 동 기에

는 1지역,하 기에는 3지역으로 동 기와 하 기의 온도차이가 매우 고,이태리의 경우 동

기는 2지역이지만,하 기는 1지역으로 하 기에는 혹독한 환경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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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하 기의 국가별 최고온도,상 습도, 태양 복사량

하 기
최고

외기온도
상 습도 태양 복사 국가

1지역 +40°C 40% 800W/㎡ 그리스,이태리,포르투갈,스페인

2지역 +35°C 50% 700W/㎡

알바니아,오스트리아,벨기에,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야,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

덴마크, 랑스,독일,헝가리,이태리,룩셈

부르크,네덜란드,폴란드,유고슬라비아,마

도니아,루마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 스

3지역 +28°C 45% 600W/㎡ 핀란드, 국,노르웨이,스웨덴

객실에 공 되는 신선공기 공 량은 외기온도의 함수로 다음 도표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일반 으로 실내공간은 지속 으로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해줘야 하지만,동 기 하 기에

는 난방 냉방 부하 때문에 환기량을 불가피하게 여야 한다.이에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서 환기량을 다양하게 정하게 되는데,외기 온도가 상온인 –5°C와 +26°C사이인 경우에는

승객 1인당 1시간 동안 공 되는 신선공기의 공 량을 20㎥/h로 하고 있으나,온도가 +26°C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5°C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15㎥/h로 이게 되고,온도가 더 낮아져

서 –20°C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난방효율을 높이기 하여 10㎥/h까지 이게 된다.

도표 3.객차의 냉방시 신선공기량 (단,Te:외기온도)

외기온도 20°C,50% 습도조건에서의 최소 신선공기 공 량

Te≤ -20°C 좌석 는 침 당 10㎥/h

-20°C<Te≤ -5°C 좌석 는 침 당 15㎥/h

-5°C<Te≤ +26°C 좌석 는 침 당 20㎥/h

Te≥ +26°C 좌석 는 침 당 15㎥/h

도표 4.객차의 난방시 신선공기량 (단,Te:외기온도,Tim :평균 외기 온도)

외기온도 20°C,50% 습도조건에서의 최소 신선공기 공 량

Te≤ -20°C 좌석 는 침 당 10㎥/h

-20°C<Te≤ -5°C 좌석 는 침 당 15㎥/h

-5°C<Te≤ +20°C 좌석 는 침 당 20㎥/h

Te≥ +20°C,Tim ≥ +24°C 좌석 는 침 당 ≥20㎥/h

객실 내부의 상습도는 외기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온도가 낮을 때에는 습도가 65%까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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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만,온도가 23℃ 이상으로 높아지면 상 습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9℃에서는 45% 이하

이어야 쾌 성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다음 그림은 온도에 따른 허용 가능한 상 습도 범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쾌 성 습도 분포 (그림상 I지역이 허용된다.)

기류의 경우 정 기류 시험과 동 기류 시험으로 나뉘는데.일반 으로 환경챔버를 이용한

환경시험에서는 정차 상태의 정 기류 시험이 가능하다.이 경우 외부 날씨의 향을 받지 않

고,시험장소의 고도는 해발 1000m 이하여야 하며,외부 바람의 속도는 4m/s보다 작아야 하고,

외기 온도는 +15∼ +30°C조건에서 수행하게 된다.일반 으로 기류는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낮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고온에서는 오히려 승객들에게 청량감을

주고,특히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객실 내부의 공기 순환을 하여 어느 정도의 기류까지는 허

용된다.그림 2는 온도에 따른 허용 가능한 기류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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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평균 주변온도에 따른 공기 유속의 허용범

공기 유동은 외기 ( 는 신선공기),배기,순환 혼합공기의 양이 결정된다.두 공간 사이의

압력차는 연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볼 수 있는데,특히 식당차의 부엌,흡연/비 흡연차량,화장실

는 운 실 등에서 온도 제어 설비가 냄새의 확산을 막도록 제 로 설계되어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동 기류 시험은 실제로 차량이 운행되는 조건에서 기류와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추천

하는데,측정항목은 외기와 배기 등이다.본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 냉각 시스템의 응축 팬의

기능을 검하여야 한다. 한 측정 결과는 정차 상태에서의 측정결과와 비교하여야 한다.마지

막으로 쾌 성 시험에서는 임계 기류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시험의 목 은 쾌 성 지역에서 가

장 불쾌한 세 개의 좌석을 결정하는 것이다.승객이 없는 조건과 있는 조건에서 기류를 측정하는

데,승객이 있는 조건의 경우,승객의 탑승 조건에서의 유동 속도를 기록해야 하고,시험은 승객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2.2시험방법 분석

냉방장치의 성능시험은 냉과 일반 인 냉방으로 나 어 성능을 시험한다. 냉은 기후 지역

별 조건에서 개별 온도 조 기를 최소로 맞춘 상태에서 이론 인 평균 온도보다 주 온도가 2

도 이상 높지 않은 온도로 정차 상태에서 100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일반 인 냉방의

경우 정지된 상태 (기류 속도는 최 로 설정) 각 기후 지역별로 최 외기 온도 태양 복

사 조건,신선공기 공 ,승객이 가득 찬 상태,온도 제어기는 ‘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기

온도 범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모든 설비는 도표 1의 최소온도보다 5도 낮은

온도 표 2의 최고 온도보다 5도 높은 온도와 같은 극한 온도 조건 하에서도 작동하여야 한다.

철도차량 하단에 장착된 상태에서는 최고 온도보다 15도 높은 온도 조건 하에서도 작동하여야

한다.

난방장치는 열과 일반 인 난방으로 나 어 성능을 시험한다. 열은 철도차량이 정지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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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외기 온도 0°C에서 18°C이상의 온도를 객실의 모든 공간에서 7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야 한다.일반 인 난방의 경우,최 운행 속도에서 각 기후 지역별 최 외기 온도 조건 주

어진 신선공기 공 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22°C의 평균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단,빛

조사가 없고,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이며,태양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시험 순서는

바꿀 수 있으며,이는 시험용 챔버의 물리 인 특성과 가능한 시험시설에 따라 히 조 할 수

있다.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다음 그림의 측정 치에서 연속 인 측정 기록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림 3.칸막이칸 차량의 측정 치 (O 치는 바닥에서 1.1m,X 치는 바닥에서 1.7m)

그림 4.열린 객실 차량의 측정 치 (O 치는 바닥에서 1.1m,X 치는 바닥에서 1.7m)

그림 5.승객좌석의 온도 측정 치

칸막이칸 차량에서의 측정 지 은 각 칸막이칸의 심부이고,열린 객실 차량은 그림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각선 지 이다 (객실은 세 개의 동일 크기 부분으로 나 다).칸막이칸 차량의

경우 복도에서는 두 번째 칸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앞 복도의 길이방향 심라인을 따라 측정이

이루어진다. 의 경우 출입문과 0.5m 떨어진 곳을 잇는 심축에서 이루어진다.이웃한 부분

에서는 각 구역의 심부에서 측정이 이루어진다.문,화장실 설비, 기 공 설비,조명 등과 같

은 다른 설비를 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련 시험은 환경 제어 측정과 겹쳐서는 안 된다.

열 시험과 냉 시험을 시작하기 에 차량 실내 온도와 차량 내부 표면 온도가 외부 온도

와 같아야 하며 최소한 한 시간 이상 ±1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냉시험을 실제로 시작하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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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출입문과 창문을 닫은 채로 태양 아래에 2시간 동안 노출시켜야 한다 (그림6.참고)

그림 6.태양 모사 장치

제어 시험은 온도 제어를 간으로 설정하고 안정화된 조건으로 환경 제어 설비를 유지한 조

건에서 이루어지고,UIC553규격의 쾌 성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세 번의 제어 주기를 거

치는 동안 는 90분 동안 평균 실내 온도 (Tic)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어떠한 변수 (내부 는

외부)에 변화가 있으면,다른 변수의 변화는 90분 는 세 번의 동일 제어주기 동안 찰되어야

한다.난방 조건 냉방 조건에서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외기 조건에서 수행된다.

도표 5.난방시험 시 외기조건

1지역 2지역 3지역

온도 상 습도 태양 온도 상 습도 태양 온도 상 습도 태양

°C % W/㎡ °C % W/㎡ °C % W/㎡

40

28

22

40

70

80

800

600

500

35

28

22

50

70

80

700

600

500

28

22

45

80

600

60

도표 6.냉방시험 시 외기조건

1지역 2지역 3지역

온도 (°C) 온도 (°C) 온도 (°C)

-

-10

0

+10

-20

-10

0

+10

-40

-10

0

+10

그 외의 극한 조건에서는 일반 인 쾌 성 기 을 맞출 필요는 없다.장치의 일부분에 손상이

있어 신선공기 공 량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감소된 공기 공 량을 보충할 수 있는 환기시스

템이 필요하다.철도차량 충 지를 이용한 비상 환기 시스템이 30분 이상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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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결빙시험이 있는데,이는 수 장치 폐쇄식 화장실 등에서 얼음이 형성되면서 동

하는지 여부에 한 시험이다.시험 시작 에 물이 1/4와 1/3이 담긴 수조를 15°C에서 최소 5

시간 이상 유지한 후 외기 온도를 -10°C로 유지하고 객실 내부는 20°C로 5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냉각 시험은 일체의 동력 공 없이 -10°C에서 최소12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기능 으로 이

상이 없는지 확인한다.그 밖에 단열 성능,소음 진동 성능 등을 시험하게 된다.

4.결 론

철도차량의 기후환경 시험은 UIC코드로 규정되어 있으며,철도차량의 냉방,난방,환경장치의

,경성능을 시험할 수 있고,이는 EN 규격과도 유사하다.그러나,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기 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수출 차량에 해서만 부분 으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향후

객실 쾌 성에 하여 높아지는 승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해서는 향후 환경시험이 크게 확

될 것으로 상된다.국내 기후와 승객의 성향에 맞는 시험규격이 마련된다면 철도차량 실내 환

경 개선 높은 수 의 우수한 차량을 개발하는데 효과 일 것이며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승객

들로 하여 높은 쾌 성을 느끼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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