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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차량기밀도 요구성능 도출에 관한 연구

Study of the Air-tightness Requirement Decisions of GTX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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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열차가 터널을 고속으로 진입하면 터널 압력파에 의해 객실압력이 변화하면서 승객 이명감 현상이 나타난다. KTX와 KTX

산천에는 객실 압력변화를 낮추기 위해 차체기밀을 높이고 공조-차폐시스템을 이용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속열차의 차체기밀과 객실 압력변화가 해당 기준에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행속도 180km/

h로 계획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는 좁은 지하터널을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을

차폐할 수 없으며, 차체기밀 수준에 대한 규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GTX가 지하터널을 급행으로 운행 시, 객실 압력

변화에 의한 승객 이명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차량제작 단계에서 승객 이명감 방지를 위한 차체기밀도

요구조건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지하터널

구조 및 GTX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터널 압력파 발생 수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열차에 적용

하고 있는 승객중심의 객실 압력변화를 기준으로 GTX 차량제작에 필요한 차량기밀도 요구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속열차 터널 압력파와 객실압력 변화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특히, Dundee Tunnel

Research(DTR)는 지난 30년 동안 터널과 역사에서 열차의 이동에 의한 압력, 속도, 온도 변화 등을 해석하는 1-d 기반의 ThermoTun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1]. 그리고 Vardy와 Haerter[2]는 ThermoTun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Neubaustreckenkonzept에 대한

터널 압력변동을 해석하고, 기존 Peak-to-Peak 기반의 영국규정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A. Baron 등 [3]은 터널

길이 60~70km, 차폐율 0.52(약 19.2m2 수준)의 좁고 긴 터널을 120m/s(432km/h) 속도로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1차원 해석을 수행

Abstract When a GTX travels through a deep-level underground tunnel at a speed of 180km/h, ear-discomfort in passen-

gers due to the pressure wave generated could be an issue due to the small cross-sectional area. Therefore, appropriate pres-

sure-tightness values for GTX trains must be secured as a countermeasure. In this paper, a 1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essure-tightness coefficient which allows a pressure change meet the criteria. The pressure

transients in a tunnel and in a passenger car are predicted considering an A-line underground tunnel with a length of 37km

and its operation schedule. The required pressure-tightness of the car is predicted to be three seconds and 6 seconds respec-

tively for a single track and a double- track tunnel to prevent aural discomfort in passenger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useful information to thos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solutions to improve air-tightness

of GTX passenger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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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가 대심도 지하터널을 180km/h로 운행하면, 작은 터널단면적으로 인해 터널 압력파에

의한 승객이명감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GTX의 적절한 기밀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1D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객실 압력변동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기밀도를 도출하였다. A라인 37km 지하터널과 해당

구간의 영업운행 상황을 모사하여 차량내부 압력변동을 예측하였다. 전산해석결과 이명감 방지를 위한 차량의 기밀도 요

구성능은 복선구간에서 3초 이상, 단선구간에서 6초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GTX 차량 제작 시 차체기밀

도 요구성능 결정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수도권광역급행열차, 기밀도, 이명감,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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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터널구조에 따른 압력파 및 공기저항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Nam 등 [4,5]이 1차원 특성방정식 기법을 이용하여 경부고속선 터널을 통과하는 KTX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

행하고 실차시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행하는 상황에 대한 압력파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열차가 단순히 터널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많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승객이 느낄 수 있는

이명감은 많은 역사가 연결된 지하터널에서 환기구와 같은 환기시스템 그리고 차량 운영상황 등을 모사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 A라인(74.8km)의 GTX 전용구간(킨텍스~삼성 37km)에 대하여 토

목구조 및 차량운용 시나리오 그리고 터널의 환기시스템 운영조건이 모두 고려된 실제상황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수치해석 기법

터널 내 공기역학은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을 따르게 되며 열차의 주행에 의한 피스톤 효과, 환기팬의 가동 조건, 벽면 마

찰계수, 벽체 열관류율에 의한 지중흡열 등에 의해 터널 내 공기의 압력, 속도, 온도 등의 물성치가 결정된다. 특히, 본 연구와 같

이 매우 긴 지하터널(약 37km) 전체의 공기압 해석을 위해서는 계산시간 및 계산용량 축소를 위해 특별한 전산해석기법이 요구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1) 같이 1D 압축성 Navier-Stokes을 지배방정식으로 적용하여, 지하터널, 차량형상 그리고 환기구 등

의 3차원적 구조를 생략하는 대신 면적 및 운용제원 등의 값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고려하였다.

(1)

ρ: air density, u: velocity, p: pressure, et: energy

p = (γ−1)ρe

ρ: Air density, u: Air velocity, p: Pressure, e: Internal energy, et: Total energy, q: Heat source per volume

S: Effective cross-section area, Si: Cross-section area of train i, Cf: Skin friction coefficient of tunnel wall

Cf,i: Skin friction coefficient of train-body i, Cf 3D,i: Additional fraction coefficient of train-head/tail i

Pri: Perimeter of train i, Vi: Speed of moving train i, ηj: Shaft efficiency of Fan/Booster

식(1)에서 ρ, u, p는 각각 공기의 밀도, 유속 그리고 압력을 의미하며, e와 et는 각각 내부에너지와 총에너지 그리고 q는 단위부피

당 열원을 나타낸다. S는 유효단면적, Si는 열차단면적을 각각 나타낸다. Cf는 터널벽면의 마찰계수, Cf,i는 열차벽면의 마찰계수 Cf 3D,i

는 열차 전두부/후미부에 대한 등가 공기저항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Vi는 열차이동속도 그리고 ηj는 기계환기효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속부(Junction)에서는 가상의 제어체적을 생성하고, 생성된 제어체적을 하나의 GJC(Ghost Junction Cell)로 구

성하여 유한체적법으로 표현한 후, 접속부와 터널 간 인터페이스 경계면에서 플럭스(Flux) 정보교환을 통해 계산하였다[6]. 상기 지

배방정식에 대하여 시간적분은 3차 TVD Runge-Kutta 기법을 그리고 공간차분에는 2차정확도 RoeM 기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객실압력은 차량의 기밀도(τ), 객실 내/외부 압력차에 따라 그 변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식(2)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

d

dt
---- Q

Ω
Ω E

Σ∫°+d Σd∫ H
Ω

Ωd∫=

Q

ρ

ρu

ρet

E,

ρu

ρu
2

p+

ρet p+( )u

e
1

, e
1

2
---u

2
+= = =

H

0

1

S
--- p

∂s

∂x
----- Cf

1

2
---ρu u Pr– Cf i, Cf3D i,+( )

1

2
---ρ u Vi–( ) u Vi– Pri

i 1=

N
i

∑– ρgx
∂p

∂x
------
⎝ ⎠
⎛ ⎞

j
j 1=

N
turbo

∑+ +

1

S
--- pVi

∂Si

∂x
-------– Cf i, Cf3D i,+( )

1

2
---ρ u Vi–( ) u Vi– PriVi– u

1

ηj

-----
∂p

∂x
------
⎝ ⎠
⎛ ⎞

j

q+

j 1=

N
turbo

∑+

i 1=

N
i

∑

=



GTX 차량기밀도 요구성능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8권 제6호 (2015년 12월) 515

다[7,8]. 그리고 계산된 실내압 변화를 바탕으로 국내 고속열차 차량에 만족시키는 차체 기밀요구 수준을 결정하였다[9]. 식(2)에서

Pext는 터널압력, Pint 객실 내부압력 그리고 τ는 차체기밀도를 나타낸다. 

(2)

Pext: External pressure, Pint: Internal pressure, τ: Pressure tightness coefficient

해석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TRANSAERO Project[7]에서 공개된 이탈리아 Terranuova Le Ville 터널을 진/출입현장시험 데이터

를 이용하였다[10]. Table 1은 해당 터널 및 시험열차 ETR500의 제원을 나타낸다. 현장시험 측정조건은 ETR 500 고속열차가 남

측갱구(South portal)를 275.2km/h 속도로 진입하여 터널구간을 일정속도로 통과하는 조건이다. 비교검증을 위한 열차의 실내/외 압

력은 열차 전두부에서 약 138.25m 지점(Car C) 그리고 터널압력은 남쪽 출구로부터 약 1343m 지점에서 도출한 값을 이용하였다

(Fig. 1).

Fig. 1(a), (b)는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한 터널압력과 객실압력 변화를 시험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열차가 터널을 진입 한 후,

약 15초 이내에는 수치해석 값이 시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그 이후에는 경미한 시간차를 가지고 압력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열차

의 속도변화 등과 같은 실차시험 정보 부족에 의한 해석조건 적용한계로 사료되며, 진입 초기의 압력변화 예측결과의 정확성을 살

펴보면, 충분히 터널통과 시 나타나는 압력변화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대심도 지하터널 공기압 전산해석 구역 및 제원 

본 연구의 해석대상 구간은 A라인(킨텍스~동탄, 총 연장 74.8km)중 킨텍스~삼성(총 연장 37km) GTX 전용구간이다. 해당 구간

의 정차역은 Fig. 2와 같이 총 6개의 역으로 구성되며, 정차역간 환기구는 역간 거리에 따라 3개 혹은 5개를 설정하여 최고 약

2.5km 이내로 분포시켰다. 그리고 정차역 및 단선터널 양끝에 2개씩 설정하여 총 24개의 환기구를 구성하였다. 해석구간의 대부분

dpint

dt
-----------

pext pint–( )

τ
--------------------------=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rranuova le ville tunnel and ETR500.

Length(m) Section(m2) Perimeter(m) Friction coefficient

Tunnel 2707 69 31 0.04

Box 120 110 42 0.04

Train(ETR500) 277 11 13 0.012

Fig. 1. Validation of a numerical analysis: (a) Schematic diagram of Terranuova Le Ville and the measurement point for the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 levels, (b) exterior pressure history, and (c) internal pressure history[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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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선터널로 구성되며, 한강 하저구간 약 1.2km에 대해서는 단선병렬구조로 설정하였다. 

Table 2는 터널, 환기구, 차량에 대한 제원 그리고 운용조건 등을 나타낸다. 터널단면적은 복선터널에서 65.06m2 그리고 단선터

널에서는 34.43m2를 각각 적용하였다. 환기구의 배치와 상세제원은 공용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의 제원을 반영하였으며, 배치는 해

석모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역사간 균일하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환기구 개수는 기계환기 시 급기와 배기의 풍량밸런스을 맞추기 위

하여 홀수개로 배치하였다. 환기구는 비첨두 시 블라스트 댐퍼를 개방하여 자연환기 모드로 하였으며, 댐퍼의 면적은 유효면적

20m2으로 반영하였다. 차량의 최대 운전속도는 설계최고속도 200km/h, 운전시격은 수송인원의 예측 수요에 따라 첨두시 편도 5분

간격, 비첨두시 15분으로 반영하였다. 열차의 총 길이는 6량 1편성으로 141m, 단면적은 10.01m2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사간

Fig. 2. Simplified model of a tunnel network with ventilation shafts.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Item Operating condition Information

Tunnel cross-sectional 

area

Double track tunnel(m2) 65.06

Single track under river(m2) 34.43

Ventilation shaft
Max. interval(km) 2.5

Blast damper(m2) 20

Train traveling

Design max. speed 200

Acceleration/deceleration(km/h/s) 2/-3

Traveling interval(min) Peak 5/Normal 10~15

Train Length(m) Car 23.5, Train 141m

Fig. 3. Train speed history between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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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운영속도변화는 감가속도를 반영하여 Fig. 3과 같이 적용하였다.

2.3 GTX 터널구간 공기압 시뮬레이션 조건

지하터널 공기압 해석을 위한 GTX 및 환기시스템 운용 시나리오는 Table 3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첨두시(비혼잡시) 열차의 운전

시격은 15분 그리고 자연환기 조건에 대하여 차체기밀도는 3초(A)와 6초(B)를 각각 적용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기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환기구의 블라스트 댐퍼 80% 개방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첨두시(혼잡시, 출퇴근 시간대)는 운전시

격 5분 그리고 열차주행 및 냉방기 가동에 의한 발열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환기 조건에 대해서 차체기밀도 3초(C)와 6초(D)를 각

각 적용하였다. 기계환기에는 본선 환기구 송풍기의 실제 운영환경, 급기풍량 12,000 CMM, 배기풍량 8,000 CCM을 적용하였다.

2.3 GTX 터널구간 공기압 변동해석 결과 및 차체기밀성능 평가

GTX가 킨텍스역을 출발하여 첫번째 환기구를 통과할 때까지 터널내부의 압력분포 변화를 Fig. 4에 도시하였다. GTX가 출발하

여 환기구를 통과하기 전까지(100~150sec)는 열차의 피스톤효과에 의해 선두차 주변의 압력은 증가하고, 후미차 주변의 압력은 낮

아진다. 하지만, 환기구를 통과하는 순간(155sec) 큰 압력교란과 함께 압력파가 발생하며, 발생한 압력파는 열차 전/후로 전파된다

(160sec). 이와 같이, 단면적이 동일한 지하터널 영역에서는 환기구가 단면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GTX가 환기구를 통

과할 때 압력파가 발생하며, 그 외에는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화하는 한강하저에서 단면적 변화로 인해 압력파가 발생한다. 

GTX가 킨텍스-삼성역 구간을 주행할 때 차체기밀도 6초에서의 자연환기와 기계환기에 대한 해석결과를 Fig. 5와 Fig. 6에 각각

제시하였다. 그리고 터널과 Car-1(Rear)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Fig. 5(a)와 Fig. 6(a)에 그리고 10초 동안의 객실 압력변화

Table 3. Operation scenario of the GTX train and the ventilation system.

Simulation scenario Ventilation Operating interval Air-tightness

Non congestion
A Natural 15 min 3 sec

B Natural 15 min 6 sec

Congestion
C Mechanical 5 min 3 sec

D Mechanical 5 min 6 sec

Fig. 4. Pressure distribution change when a GTX train passes a shaft (natural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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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5(b)와 Fig. 6(b)에 각각 제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TX가 환기구 및 한강하저구간을 지날 때 큰 압력변동이 나

타난다.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시 복선구간(하저터널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약 -1500~-1000Pa 범위에서 압력변동이

발생한다. 하지만, 단선(하저터널)구간에서는 자연환기시 약 -2,672Pa, 기계환기시 약 -3,921Pa까지 떨어진다. 그리고 10초 동안 객

실압력변화는 복선구간에서 자연환기시 약 ±400Pa 내외인 반면, 단선구간에서는 최고 약 886pa로 매우 증가한다(Fig. 5(b)). 기계

Fig. 5. Pressure transient of the car-outside area and the car-inside area under natural ventilation.

Fig. 6. Pressure transient of the car-outside and the car-inside under mechanical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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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 복선구간에서는 ±400Pa 범위에서 진동주기가 감소하지만, 단선구간에서는 최대 933Pa까지 나타난다.

2.4 GTX의 차체기밀성능 요구조건 결정

GTX 차량기밀도 유구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비첨두 시(운영시격 15분) 차량기밀도 3초와 6초에 대한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조

건에서 차량의 각 객실 압력변동 예측값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차체기밀도 결정기준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제

시한 500Pa/s, 800Pa/3s, 1,000Pa/10s, 2,000Pa/60s 을 기준으로 하였다[9].

Table 4에 정리된 객실 압력변화를 살펴보면, 차량기밀도 3초, 자연환기 조건에서는 3, 4번 차량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나타

나며, 기계환기 조건에서는 5, 6번 차량에서 기준을 초과한다. 하지만, 차량기밀도 6초에서는 모든 객실의 압력변동이 그 기준 이하

로 나타난다.

차체 기밀도 6초의 GTX 차량을 가상 영업운행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첨두시 다수의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각 압력파가 상

호간섭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압력변화 정도를 단독주행 상황과 비교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5분 간격으로 출발하여 총 12 편성열차가 운행하고 있는 기계환기 상황에서 차량외부 압력변화는 복선구간에서 약 -1951Pa 그리

고 단선구간에서 -3292Pa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차량내부 압력변동은 복선구간에서 -1403Pa, 단선구간에서 -2261Pa로 각각 나

타난다. 복수의 편성열차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파의 상호작용 효과는 차량외부 압력이 단독주행에 비해 복선구간에서 약 2배 그리

고 단선구간에서는 약 1.1배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객실 압력은 복선구간에서 약 1.6배 그리고 단선구간에서 약 1.1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복수의 편성열차에 의해 지하터널 압력파의 영향을 증가한다. 하지만, 차량기밀도 6초인 열차는 압력변동률이 기준

(1000Pa)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GTX 차량의 기밀도 요구성능을 복선터널과 단선터널 구간에 대하여 Table 6에 요약하였다. 최종적으로

GTX가 승객이명감 방지를 위해서는 복선구간에서는 3초 이상 그리고 단선에서는 6초 이상의 차량기밀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Table 4. Pressure variation estimation in a passenger car for air tightness decision of a GTX train.

Condition Car No. Car-outside Car-inside Pa/s Pa/3s Pa/10s Pa/60s Decision

Criteria - - - 500 800 1,000 2,000 -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tightness

=3sec

1(Rear) -2672.4 -1901.2 351.5 772.1 1116.8 -1444.9 N.G

2 -2559.0 -1770.2 -351.6 768.0 1057.2 -1340.1 N.G

3 -2452.9 -1636.2 -381.8 -761.5 993.1 -1233.1

4 -2348.0 -1504.3 -398.5 -789.3 932.6 -1128.4

5 -2226.1 -1373.1 -411.4 -811.5 878.9 -1025.3 N.G

6(Head) -2131.9 -1235.9 -429.3 -832.8 -868.4 -917.4 N.G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tightness

=6sec

1(Rear) -2672.4 -1728.6 -223.0 463.2 886.0 -1305.6

2 -2559.0 -1607.6 -222.1 458.8 842.6 -1206.0

3 -2452.9 -1482.3 -223.7 -461.0 794.2 -1103.6

4 -2348.0 -1357.3 -223.6 -463.5 742.9 -1002.1

5 -2226.1 -1232.6 -223.2 -466.2 689.0 -900.7

6(Head) -2131.9 -1102.6 -231.1 -470.8 -647.0 -794.2

Mechanical 

ventilation

pressure-

tightness

=3sec

1(Rear) -3291.6 -2485.4 -492.0 -693.0 -1342.0 1785.2 N.G

2 -3105.9 -2340.1 -428.8 -655.3 -1252.6 1675.4 N.G

3 -2946.4 -2184.4 -363.1 -673.9 -1153.2 1635.2 N.G

4 -2793.7 -2018.2 -376.9 -690.1 -1044.0 1599.4 N.G

5 -2627.7 -1844.2 -378.5 701.9 956.4 1564.4

6(Head) -2475.3 -1656.3 -393.1 -710.9 875.2 1523.1

Mechanical 

ventilation

pressure-

tightness

=6sec

1(Rear) -3291.6 -2260.7 -252.7 -481.5 -932.7 1547.9

2 -3105.9 -2099.0 -220.6 -475.5 -855.2 1512.9

3 -2946.4 -1933.5 -220.6 -469.9 -771.1 1477.3

4 -2793.7 -1768.3 -218.7 -462.5 710.7 1440.7

5 -2627.7 -1602.8 -213.8 -453.2 668.3 1406.7

6(Head) -2475.3 -1430.0 -215.5 -443.2 617.1 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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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GTX가 지하터널을 180km/h로 운행 시 객실 압력변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GTX의 차량기밀도 요구성능을 도출하

고자, 실제 영업운행 상황과 지하터널 구조를 고려한 1D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해석결과 도출된 터널압력 결과를 바탕으

로 차량기밀도에 따른 객실압력변동을 예측하여 차량기밀도 요구성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복선구간에서는 3초 이상, 단선구간에

서는 6초 이상의 차량기밀도가 확보되어야 객실압력변동 기준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GTX의 승객이명감

대책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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