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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공기압 기밀도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imation of Air Tightness for Train

남성원*

Seong-won Nam

1. 서 론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느끼는 이명감은 철도 차량의 쾌적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중 하나이다. 철도 차량이 고속으로

터널에 진입하면, 주변 단면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큰 압력 상승이 발생하고, 이 압력이 HVAC 장치나 출입문, 갱웨이링

등과 같은 차량의 기밀 취약 부분을 통과하여 객실 내부로 전파된다. 객실 내부로 전파된 압력 변화에 대하여 인체의 外耳와

中耳 사이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여 귀가 멍하게 느껴지는 일종의 이명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명 현상은 항공기나 엘리베이터

를 이용할 때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고속철도차량이나 대부분의 노선이 지하 터널인 대심도 급행 열차에서도 종종 나타

난다. 또한 이명감은 사람의 건강 상태, 성별, 연령 및 신체 조건에 따라서 같은 압력 변동 조건에서도 탑승객 개개인별로 발생

정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1,2]. 한편, 국내에서도 이명감과 터널 단면적의 관계를 연구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3-6].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이명감 기준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ITX-청춘열차, KTX, KTX-산천(호남) 고속차량을

이용하여 각 노선에서의 대표적인 터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차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표적

인 고속차량들에 대한 각 차량별 차체의 정량적 기밀도 값을 최초로 구하였다.

또한, 각 차량별로 구한 기밀도 값이 타당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객실 내부의 압력 변동값을 수치계산하였으며, 이를 현차

시험으로 구한 측정값과 비교한 결과, 서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기밀차량인 KTX 및 KTX-산천(호남) 고속차량이 터널

진출입시, HVAC 장치의 외부 공기 취입구에 플랩을 여닫는 구조로 거의 같지만, 차량 편성이나 사용년수에 따라 기밀도가 변

Abstract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air tightness of a train using pressure variation in tunnels. To estimate the air

tightness of a train is essential to comprehend the pressure variation of the cabin because air tightness is strongly related

with ear discomfort. If we can determine the air tightness, we can predict the pressure variation of the cabin. Also, ear

discomfort is a problem that can be caused in a high speed train, as well as in Korea’s Great Train Expres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ar discomfort and estimated the air tightness of each vehicle based

on experimental data obtained using the ITX, KTX and KTX-sancheon(honam) vehicles. The internal pressure variation

of the trains is numerically calculated using the air tightness value. The results are good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results. Instead of flap type ventilation, in the future, continuous ventilation equipment will be needed for spe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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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서의 압력 변동값을 이용하여 차량의 기밀도를 측정하였다. 차량의 기밀도는 이명감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차량의 기밀도를 추정하는 것은 실내 압력 변동을 파악하는데에 필수적이다. 차량의 기밀도를

알면, 실내압력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명감은 고속열차 뿐만아니라 급행 대심도 열차에서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이명감 기준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ITX-청춘, KTX, KTX-산천(호남) 차량을

이용한 현차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차량의 차량 기밀도를 추정하였다. 이 기밀도 값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 압

력 변동값을 수치계산하였으며, 시험값과 비교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향후 고속차량 고속화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를 차단식이 아닌 연속환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이명감, 기밀도, 고속철도차량, 준고속형 전기동차, 전산유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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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고속차량의 속도 향상을 위하여는 환기 취입구를 플랩으로 여닫는 차단식이 아닌 연속환기 방식의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명감 기준 및 차량 기밀

철도 차량의 객실내 압력 변동은 차량 속도의 2승에 대략 비례하므로, 열차가 고속으로 터널에 진입할 때에 이명감이 발생하

기 쉽다. 1964년부터 고속철도를 운행한 일본의 경우, 운행 노선에 많은 터널이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터널 단면적도 작

아서 일찍이 이명감이 문제시되었다. 유럽의 경우도 차량 운영 상황측면에서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노선상에 터널이 많지 않아

서 이명감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으나, 노선 확대와 차량 속도 증가에 따라 이명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속철도를 운

영하고 있는 각국에서는 자국의 운영 상황에 맞게, 최대 압력 변화율과 최대 압력 변화값에 기초하여 이명감 가이드라인을 설

정하였으며, 기준값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7]. 일본의 경우, 기밀차량에 대하여 최대 압력 변화값은 1000Pa, 최대 압

력 변화율은 200Pa/s이며, 영국은 비기밀차량에 대하여 단선 터널에서의 최대 압력 변화율은 4초간 2000Pa, 복선 터널에서는 4

초간 3500Pa로 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밀차량에 대하여 최대 압력 변화율을 500Pa/s, 3초간 800Pa, 10초간 1000Pa로

정했으며, 이탈리아는 기밀차량에 대하여 최대 압력 변화값은 1500Pa, 최대 압력 변화율은 500Pa/s로 하였고, 프랑스는 기밀차

량에 대하여 최대 압력 변화율을 500Pa/s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차량의 적합성에 관한 규격[8]에서는 차량의 기밀 정도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동적 기준으로, 차

량이 최고 속도로 주행할 때에 객실내 압력 변동이 각각 1초, 3초, 10초, 60초간 압력 변화율이 다음과 같이, 단위시간당 압력

변화가 Δp ≤ 500Pa, 3초간 압력변화는 Δp ≤ 800Pa, 10초간 압력변화는 Δp ≤ 1000Pa, 60초간 압력변화는 Δp ≤ 2000Pa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는 단차 상태의 조건에서 시행하는 정적 압력 변화 시험에서, 객실내 압력을 3000Pa까지 가압한 후 1100Pa로 하강하

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18초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건들은 고속차량이 갖추어야 할 객실내 압력 요건만을 나

타낸 것이므로, 차량의 기밀도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적 압력 변화 시험은 단차에서 하므

로 객실내를 가압시키기 위하여는 갱웨이링 부분을 별도로 기밀시켜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기밀 조건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

질적으로 기밀도 값을 평가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동적 기준은 실차 시험을 하여 측정하는 데이터이고, 시간별로 압력 기

준값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차량 압력 기밀도 값을 평가하는데에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

적 기준에 활용되는 차량 실주행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기밀 계수를 평가하기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객실내 승객이 느끼는 이명감은 차량의 기밀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기

밀도 또는 압력 기밀 계수이며, 다음식으로 정의된다[7].

(1)

여기서, Δp ≤ : 시각 t에서의 내외부 압력차 (pe − pi), pe: 차량 외부 압력, pi: 차량 내부 압력.

식(1)에서 τd= 0은 완전 비기밀 차량을, τd= ∞는 완전 밀폐 차량을 각각 의미하며, τd가 0.5 이상이면 기밀차량으로 간주한다.

즉, 객실내 압력이 최대로 변하는 어느 시각 t에서의 차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와 단위 시간에서의 내부 압력 변화율을 알면, 해

당 차량의 압력 기밀도를 산출할 수 있다.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 내외부의 압력차이가 크더라도, 차량 기밀도가 크면, 객

실내의 압력 변화율은 작으므로 이명감 기준들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철도차량이 터널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

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는 차량속도와 차량/터널 단면적 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객실내 이명감은 차량 기밀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차 시험을 통하여 얻은 차량 내외부의 압력 변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압력 기밀도

를 구하였다. 이렇게 구한 기밀도 값이 적절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차량별로 구한 압력 기밀도를 이용하여 객실내 압력 변

화값을 수치계산하였으며, 이 값을 실차 시험에서 측정한 압력과 비교하여 기밀도가 정량적으로 타당한지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Fig. 1은 철도 차량의 외부 압력이 차량의 비기밀부분 또는 기밀 취약부를 통과하여 객실 내부로 전파되고, 객실 내부로 전파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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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i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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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압력이 인체의 中耳와 外耳 사이에 압력 차이를 유발하여 귀가 멍해지는 이명 현상을 일으키는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철도

차량이 터널에 고속으로 진입할 때에 발생하는 외부의 큰 압력은 공조장치의 외기 취입구나 출입문, 갱웨이링 및 창틀 등의 실

링 부분의 틈새로 침투하여 객실 내부로 전파된다. 따라서, 차체 제작시, 이러한 각 부분의 기밀 정도에 의하여 차량 내부의 압

력 변동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즉 차체의 기밀도가 낮으면 내부의 압력 변동 형태가 외부의 압력 변동 형태와 닮은 형태로 압

력 상승 및 강하의 폭이 커지지만, 기밀도가 높으면, 차량 내부의 압력 변동 형태는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나타낸다[11].

주행중인 차량 내외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에 설치한 센서와 DAQ 시스템 구성도를 Figs. 2~4에 각각 나타내었다.

차량내외부에 부착한 압력센서로부터의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D변환기를 통하여 휴대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사용한 압

력센서는 ±10kPa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Druck사의 PMP4070 대기압계이며, 최대 샘플속도는 100kS/s로 16비트 16채널의 AD

변환기로 받은 데이터를 실시간 그래픽 처리하였다. 대상 차량인 ITX-청춘 열차는 경춘선의 강촌1터널에서 측정하였으며,

KTX-산천(호남) 차량은 호남 고속선의 노령터널에서, KTX 차량은 경부고속선의 운주터널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경춘선의 경

우, 2014년 9월, 호남 및 경부선은 2014년 10월에 각각 현차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고속차량의 경우, 선두 차량에 동력기기들

이 많이 장착되어 있어서 Fig. 3과 같이 2호 차량의 대차부에 외부 압력 센서를, 내부 압력 센서는 객실내 의자 선반에 각각 설

치하였다. 각 차량의 실제 운행 노선과 속도가 달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의 식(1)에서 알 수 있듯이 기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차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와 단위시간당 객실 내부 압력 변화율이므로 차량마다 다른 터널에서 측정하

Fig. 1. Ear discomfort and air tightness.

Fig. 2. Schematic diagram of measu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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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각각의 차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와 객실내 압력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Table 1에 ITX, KTX 및 KTX-산천(호남)의 HVAC 시스템의 개략적인 설계사양 비교표를 나타내었다. ITX는 환기장치가 개

방형인데 비하여 KTX 및 KTX-산천(호남)은 터널 진출입시 환기구를 여닫을 수 있는 플랩을 장착하고 있으며, HVAC장치의

설치 위치는 ITX는 지붕위, KTX 및 KTX-산천(호남)은 床下에 설치되어 있다.

Figs. 5~7에 경춘선의 강촌1터널, 경부고속선의 운주터널, 호남고속선의 노령터널을 통과할 때의 차량 객실 내외부의 압력 변

동을 나타내었다. 길이 3072m의 경춘선 강촌 1터널의 경우, ITX-청춘 열차가 평균속도 149km/h로, 길이 4020m의 경부고속선

운주 터널은 KTX 열차가 평균속도 295km/h로, 길이 4326m의 호남고속선 노령 터널은 KTX-산천(호남) 고속열차가 평균속도

294km/h로 각각 주행하였다. 그림에서 x축은 계측 시간이며, 화살표의 tunnel 표시는 차량이 터널을 진입하여 진출할때까지의

구간이며, y축은 차량 내외부 압력으로, 차량 외부의 압력은 빨간색 ●기호로, 객실 내부 압력은 검정색 ■기호로 각각 표시하

였다.

Fig. 5의 비기밀차량인 ITX-청춘 열차의 경우, 차량 외부의 심한 압력 변동이 그대로 객실내로 전파된 결과, 객실 내부의 압

Fig. 3. Pressure sensor(outside). Fig. 4. Pressure sensor(Inside) and DAQ.

 Table 1. Specifications of HVAC system.

ITX KTX KTX-sancheon

Car type Unsealed Sealed Sealed

Ventilation Open type Flap type Flap type

HVAC Roof Under frame Under frame

Air volume(CMM) 54 55 55

Cooling capacity (kcal/h) 20,000 34,000 34,000

Fig. 5. Gangchon 1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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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변화 패턴도 차량 외부의 압력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됨을 알 수 있으나, Figs.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밀차량인

KTX[9]와 KTX-산천(호남) 고속차량은 차량 외부의 급격한 압력 변동이 그대로 객실 내부로 전파되지 않고, 상당 부분 완화되

어서 객실 내부의 압력은 완만하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차량이 고속으로 진입한 운주 터널과 노령 터널의 경우, 차량 외부 압

력 변화는 압축파와 팽창파의 영향으로 고속철도 터널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압력 변동 형태를 나타내지만[10], 차량 진입 속

도가 작은 강촌 1터널은 압축파와 팽창파가 완전히 생성되지 않고 발생한 풍압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터널의 입

출구 전후에 압력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선로 구배로 인한 터널 입출구 전후의 해발 고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

면, 노령 터널에서 터널 입출구의 압력차이가 약 500Pa 차이가 나는데, P = P0 + ρgh에 따라, 터널 양단의 고도 차이는 약 50m

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터널 길이 4326m에 대한 선로 구배로 환산하면, 약 11.6‰의 선로 구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터널별로 압력 변화율을 구한 결과를 Table 2에, 이러한 압력 변화율이 쾌적성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Figs. 8~10에 각

Fig. 6. Unju tunnel. Fig. 7. Noryeong tunnel.

Table 2. Pressure change rate in tunnels.

Pressure change

(Pa)

Gangchon

tunnel

Noryeong

tunnel

Unju

tunnel

dP per 1 second 266 75 131

dP per 3 second 686 143 268

dP per 10 second 838 239 609

dP per 60 second 1383 - -

Fig. 8. Pressure variation per unit of time. Fig. 9. Pressure variation over a 3 seco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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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타내었다. Table 2의 값은 Figs. 5~7의 객실내 압력 계측값을 이용하여, 1초간 압력 변동값 Δp, 3초간 압력 변동값 Δp, 10

초간 압력 변동값 Δp, 60초간 압력 변동값 Δp를 구한 것이며, 운주 터널과 노령터널은 차량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시간

이 각각 49초 및 53초로서, 60초 이내에 터널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60초간 압력 변동값 Δp는 구하지 않았다. Figs. 8~10은

Table 2에서 구한 각 터널별 압력 변화율 값들을 UIC 규격에서 규정한[8] 가이드라인 값들과 같이 나타내었다. 가이드라인은 1

초간 압력 변동값 Δp ≤ 500Pa, 3초간 압력 변동값 Δp ≤ 800Pa, 10초간 압력 변동값 Δp ≤ 1000Pa이며, 각 차량의 객실내 압력

변화값들이 이 가이드라인 이내이면, 쾌적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춘선 강촌터널의 경우, 각 시간별 dp/dt 값이 가이드라인 이내에는 존재하지만, 거의 경계선에 근접해 있으므로, 현재의

ITX-청춘 차량의 운행조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유사한 터널 길이와 차

량 속도의 조건인 노령 및 운주 터널의 경우, 노령 터널에서의 압력 변동값이 운주터널보다 작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

험 대상 차량의 기밀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남고속선과 경부고속선은 터널 단면적이 각각 98m2, 107m2로 호남고속

선이 더 작고, 차량 단면적은 KTX와 KTX-산천(호남) 차량이 각각 9.79m2, 10.008m2이므로 차량/터널 단면적 blockage ratio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이 각각 0.0915와 0.1021으로 경부고속선이 더 여유가 있지만, 호남고속선의 노령터널을 통과할 때의

차량 객실내 압력 변동값이 경부고속선의 운주터널보다 더 작은 것은 KTX-산천(호남) 고속차량은 최근에 제작된 신조 차량이

므로, 2004년부터 운행한 KTX 차량에 비하여 차량 기밀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TX 차량과 KTX-산천(호남) 고

속차량은 공조기의 환기 장치가 연속 환기장치가 아닌 외기 차단 플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령이 경과함에 따라 외기

차단 플랩 부위의 패킹이나 출입문, 갱웨이링의 고무 부품에서 자연 열화가 일어나거나 기밀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

다.

완성차량의 차체 기밀도는 터널 주행중에 발생하는 차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이용하여, 식(1)을 단위시간 Δt에 대하여 변

수들을 Implicit 차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위의 식을 구하고자 하는 어느 시각 t에서의 실내압력 로 정리하면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시간 t에서의 객실내 압력, 는 시간 t에서의 차량외부 압력, 는 (t−Δt) 시각에서의 객실내 압력, τd는 차

량의 압력 기밀도, Δt는 단위 시간을 나타낸다. 즉, 어느 시각에서의 차량 내외부의 압력 차이값을 단위시간당 객실내 압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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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ressure variation over a 10 seco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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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값으로 나누면 각 차량의 기밀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ITX-청춘 차량의 경우, Fig. 5 강촌1터널의 압력 변동 그래프

로부터 (dpi/dt)max는 18.16초, KTX 차량의 경우, Fig. 6 운주 터널 그래프로부터 (dpi/dt)max는 24.2초, KTX-산천(호남) 차량의

경우, Fig. 7 노령 터널 그래프로부터 (dpi/dt)max는 26.36초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압력 변화값을 갖는 시간에서의 차량

내외부 압력 차이값 (pe−pi)을 사용하면, ITX-청춘의 기밀도 τd는 0.195, KTX 차량은 6.8, KTX-산천(호남) 차량은 18.4의 값을

각각 갖는다. 시험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각 차량의 기밀도 값이 적절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으로, 해당 차량의 기밀도 값

을 주어지고, 그때의 차량 외부의 압력 변동값을 적용하였을 때에 객실내 압력 변동 패턴이 시험값과 유사한지를 검토하였다.

Figs. 11~13에 경춘선 강촌 1터널, 경부 고속선 운주 터널, 호남 고속선 노령 터널을 ITX-청춘, KTX, KTX-산천(호남) 고속차

량이 통과할 때의 객실내 압력 변화값과 각 차량의 차체 기밀도를 추정하여 역계산한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ITX-청춘 차량은

기밀도가 0.195로서 비기밀차량이므로 시험값과 해석값 모두 큰 압력 변동을 보이며, 해석값의 변동폭과 크기가 측정한 압력

변동 데이터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기밀도 6.8의 KTX 차량이 운주 터널을 주행할

때와 기밀도 18.4의 KTX-산천(호남) 차량이 노령터널을 주행할때의 해석값을 시험값과 비교하면, 터널 중앙부에서 차이가 있

지만, 정성적 변화 패턴은 유사하며, 그 외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험값과 해석값이 잘 일치함을 나타낸다. 터널 중앙부에서 시

험값과 해석값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고속차량의 경우, 차량 진입에 의한 터널내 압력파가 충분히 성장 발달하여, 최소값 및

최대값의 진폭이 커져서 차량 외부의 압력 변동이 심해지므로, 일정한 기밀도 값으로 계산한 해석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노령터널과 운주터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운주터널은 자갈궤도로 길이는 4020m, 터널단면적은 107m2, 노령터널은 슬라브

궤도로 길이는 4326m, 터널단면적은 97m2로 조건은 다르지만, 차량외부의 압력 변동 편차는 운주터널이 2249Pa, 노령터널이

2075Pa로 터널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외부 조건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차량 내부 압력 변동값은 KTX-산천(호남)

 Fig. 12. Internal pressure change (Unju). Fig. 13. Internal pressure change (Noryeong).

Fig. 11. Internal pressure change (Gang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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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421Pa, KTX 차량은 1053Pa로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즉, 운주터널과 노령터널을 통과하는 KTX 및 KTX-산천

(호남) 고속차량의 외부 압력 변동 조건은 유사하더라도 각 차량의 기밀도에 따라서 객실 내부 압력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KTX

차량과 KTX-산천(호남) 차량과의 결과를 비교하면, KTX 차량은 운행한지 10여년이 지난 차량으로, 기밀 부위의 노후와와 열

화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다가, 차량의 편성조건이 20량이므로 10량 편성의 KTX-산천(호남) 차량보다 길어서 출입문, 갱웨이

링, 공조장치 숫자가 많으므로 기밀에 취약한 부위가 많기 때문에 기밀도 값이 KTX-산천(호남) 차량보다 작게 나타난 원인으

로도 사료된다. 이러한 패턴을 감안하면, 차량 년령과 운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연 열화로 인하여 차량의 기밀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객실내 승객 이명감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공조장치 및 출입문, 갱웨이링 부위

의 기밀 및 패킹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승객 이명감에 대한 차체 기밀도 추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의 이명감 가이

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기밀차량에 대한 압력 변동 가이드라인과 차량 기밀도를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

고 있는 고속차량들에 대한 차체 기밀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각노선의 대표적인 터널을 열차가 주행할때의 차량 내외부 압력 변

동 데이터를 비교하고, 압력 변동율을 계산하여 쾌적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기밀차량인 ITX-청춘 열차는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게 만족하였으나, 기밀차량인 KTX 및 KTX-산천(호남) 차량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진다. 또

한 각 차량의 차체 기밀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각 차량의 최대 실내 압력 변화값은 ITX-청춘 차량은 18.16초 지점, KTX

차량은 24.2초 지점, KTX-산천(호남) 차량은 26.36초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ITX-청춘 차량의 기밀도 τd는 0.195, KTX 차량

은 6.8, KTX-산천(호남) 차량은 18.4이다. 정량적으로 구한 기밀도 값을 이용하여 수치해석한 객실내 압력변동값은 시험으로 측

정한 결과값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잘 일치하였다.

기밀차량인 KTX와 KTX-산천(호남)의 비교로부터, 차량 년령과 운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경년 열화로 인하여 차체 기밀도가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객실내 승객 이명감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공조장치 및 출입문,

갱웨이링 부위의 기밀 및 패킹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환이 필요하며, 향후, 차량 속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조장치의 외부 공

기 취입구를 플랩 차단식이 아닌 연속환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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