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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도의 고속화에 따른 공기압 문제의 대책 

기술로 지하역사 내부에 압력저감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압력변화와 그 특

성에 관하여 수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하역사 모델은 국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의 KTX(Korea Train eXpress) 혼

용구간의 설계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상사법칙에 의하여 실제 크기의 

1/59로 축소되었다. 또한 350 km/h 급 고속열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지하 

5층 승강장(Platform)을 겸비한 4선 2홈식 모델로 제작되었다. 지하역사 5

층 내부에는 완행열차와 급행열차의 선로를 구분하는 격벽(Partition wall)

이 존재하며 승강장 입 · 출구와 가까운 완행열차 선로 위에 

PWBD(Pressure Wave Blocking Door)가 적용되었다. 또한 승강장 입 · 출

구와 연결된 터널에 각각 하나씩의 수직환기소(Vent shaft)가 위치하며,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완행열차 선로(Local track) 

위에 열차가 정차되어 있다. 

압력저감장치에 의한 역사 내부의 압력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압력차단장치인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의 개 · 폐 

여부를 기준으로 압력저감장치인 PWBD의 적용 유 · 무, 수직환기소의 

적용 유 · 무에 따라 열차 운행 조건을 구분하였다. 터널 내부와 지하역

사 5층 선로부, 승객들이 서있는 승강장 내부, 지하 역사 1, 2층 광장에 

측정위치(Measuring point)를 설정하였고 전체 열차운행 시간 동안에 나타

나는 최고압력과 최저압력의 차이인 최대압력변화량(Pmax)을 비교 기분

으로 삼았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 유형은 Hybrid mesh type을 사용하였으며 

Fluent의 이동격자법(Dynamic mesh method)을 이용하기 위하여 Time step

과 열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격자의 크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에서 실시한 

1/59 축척 4선 2홈 표준지하역사 모델의 현장 실측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치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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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압력경감 효과는 측정위치, 압력저감장치의 종류와 

수에 의존한다.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에서는 PWBD가 적용된 조건에서

만 경감 효과가 발행하며 터널출구방향 본선터널에서는 압력저감장치가 

적용된 모든 경우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지하역사 5충 선로부, 승강장 내

부, 지하 1, 2층 광장에서는 압력저감장치의 단일 설치보다 다른 종류의 

압력저감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더 높은 압력감소량이 확인되

었다.

주요어 : 지하역사; 압력저감장치; 고속열차; 완행열차; 수직환기소;      

        스크린도어;

학  번 : 201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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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철도의 역사

철도의 역사는 1814년에 George stephenson이 증기기관차를 발명

함으로써 시작되었다[1]. 1825년, 영국에서 여객용 기관차가 개통되었고 

이후, 미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순으로 철도가 개설되었다. 동양에서

는 1853년 인도를 시작으로 일본, 미얀마, 중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확산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의 개

통은 국내 철도 발달의 시발점이 되었다[1, 2]. 

철도의 개설은 전 세계 산업화를 빠르게 진전시켰다. 대량의 여

객, 화물을 짧은 시간동안 운송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켰

으며 부의 축적이 발생함에 따라 인류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

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국가들은 공간적인 제약 없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철도를 원했으며 철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의 철도 기

술과 시대를 함께 하였다. 첫째는 ‘열차의 고속화’이며, 둘째는 ‘터널 굴

착 기술의 발달’이다.

‘열차의 고속화’는 장거리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집단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열차의 고속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프랑스의 고속철도 TGV(Train à Grande Vitesse)

는 1990년에 세계 최고기록인 515.3 km/h를 달성하였으며 독일의 여객전

용열차인 ICE(Inter City Express) 3는 영업최고속도 300 km/h로 달리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을 따라 

운행된 열차의 최고 속도는 60 km/h였으나 2004년에 개통한 국내 최초 

고속열차 KTX(Korea Train eXpress)는 영업최고속도가 300 km/h에 달한

다[2]. 

둘째로 ‘터널 굴착 기술 발달’은 지상의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

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달하였다. 강이나 산, 도시를 피해 지상에 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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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ression wave in underground tunnel by piston effect.

Fig. 1-2 Wave propagation and reflection at a tunnel junction. Compression wave 
incoming(Pi) from the main tunnel, reflected(Pr) and transmitted(Pt) into the 
main tunnel and transmitted(Pv) into the vent shaft.

건설 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요구되며 그만큼 운송시간도 길어지게 된

다. 그러나 현재의 터널 시공 기술에 힘입어 고산지대, 해저, 도심 속에

서도 열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의 

해저를 연결하는 50.45 km의 유로해저 터널,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남북

을 연결하는 56.7 km의 Gotthard base 터널, 일본의 홋카이도와 혼슈를 

연결하는 53.85 km의 세이칸 터널이 존재한다[2].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노포동과 초량동까지 연결되는 20.32 km의 금정 터널이 존재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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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열차의 고속화’와 ‘터널 굴착 기술의 발달’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도심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3]. GTX의 경우 지하 40 ~ 50 m의 깊

이, 최장역간거리는 10 km 안팎으로 열차는 시속 200 km 이상의 속도로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4]. GTX의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내의 이동은 1시

간 내로 단축될 것이며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도권 전체의 교통 

혼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과 서울의 생활권이 가까워

짐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전기 운행

에 따른 환경문제를 일부 개선하며 지역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대

량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폐쇄

적인 지하 공간에 고속열차가 달릴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Fig. 1-1과 같이 정지하고 있는 열차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터널을 

고속(V)으로 진입할 때 열차주위의 공기를 압축하여 열차의 선두부에서 

소음과 진동을 동반한 음속(c)의 압력파가 발생한다[5]. 이와 같은 현상

을 피스톤 효과라고 하며 발생한 압력파(Pi)는 터널을 따라 전달되고 Fig. 

1-2에서와 같이 형상이 변화되는 불연속 공간에서 반사파(Pr)와 계속적으

로 이동되는 전달파(Pt)의 형태로 분리된다. Fig. 1-2와 같은 일련의 과정

을 통해 터널내부는 복잡한 압력 분포가 형성되며 압력파의 이동은 승강

장(Platform) 내부의 시설물을 손상시키고 승객들에게 이명감 현상을 일

으켜 불쾌감을 줄 수 있다[6].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전산유체역학의 수치해석기법의 발전과 

진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높은 정확성으로 철도 주변의 시스템에 관한 

역학적인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gawa and Fujii[7]는 

FSA(Fortified Solution Algorithm)을 결합한 Zodal method를 이용하여 3차

원 모델을 제작하고 열차 진입 시 열차 주위의 기초적인 유동장을 수치

적으로 해석하였으며 Kim and Kim[8]은 1/20 3차원 축척 모델을 통해 실

험과 수치해석 결과를 도출하여 터널 내 압력변동을 분석하였다. 수치해

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CFX4를 사용하였으며 열차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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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harp interface method를 적용하였다.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

과로는 2008년 Hong kong의 Wu[6]가 수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실제 실험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하고 검증을 위해 Fluent를 이용하여 

고속차량이 터널 내부에서 발생시키는 압력 변동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

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치의 3차원 지하 역사를 제작하고 

실측값과 비교함으로써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나 압력

저감장치를 적용한 350 km/h 급 지하역사에 관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

은 것과 결부하여 고속열차 운행 시 지하역사 내부의 공기압 개선을 위

한 압력저감장치의 개발과 그에 관한 검증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 내 공기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59 축척 4선 2

홈 표준지하정거장을 제작하여 압력저감장치의 적용 유·무에 따라 터널

과 승강장 내부의 압력변화의 특성과 압력경감 효과를 수치적 관점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통한 고속

화 지하철도 정거장의 공기역학과 유동현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실험의 실측 결과[9]와 비교하였으며 CFD 사용 Tool은 정확성과 타당

성을 검증받은 Ansys fluent V.13을 사용하였고 지하역사의 형상 제작을 

위하여 Pro-engineer wildfire V.5, 격자(Mesh) 생성을 위해 Ansys ICEM 

V.1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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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압력차단 · 저감장치의 개요

1/59 축척 표준지하역사 내부에서 압력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하여 두 종류의 압력 관련 장치를 적용하였다. 

Fig. 1-3 (a)는 압력차단장치인 PSD(Platform Screen Door)이다. 

PSD는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와 승객들이 서있는 승강장 사이에 고정된 

벽으로 존재하며 열차가 운행 중에는 닫혀 있다가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

히 멈추면 열차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다. PSD는 외부로의 에너지 손실

을 막거나[10], 승객들의 자살을 방지해 주는 역할[11]을 한다. 

둘째는 두 가지의 압력저감장치가 적용되었다. Fig. 1-3 (b)는 

PWBD(Pressure Wave Blocking Door)의 형상을 나타낸다. PWBD는 승강

장 내부의 완행열차 선로 위에 존재하는데 평소에는 급행열차와 완행열

차 사이의 격벽에 밀착되어 있다가 열차가 정차하면 열차의 앞·뒤를 막

아 적용되는 장치이다. Fig. 1-3 (c)는 지하공간의 역사와 외부를 연결하

는 수직환기소(Vent shaft)의 모습을 나타낸다. 수직환기소는 지하공간과 

외부와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지하 터널이나 역사 내에서 

사고나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승객들의 피난통로로 쓰일 수 있는 대심

도 지하역사의 중요한 시설물이다. 

(a) (b)  (c)

Fig. 1-3 Devices applied to underground station[12]: (a) PSD(Platform screen door); (b) 
PWBD(Pressure wave blocking door); (c) Vent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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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2.1 형상조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KTX 혼용구간의 설

계 특성을 반영한 1/59 축척 4선 2홈 표준지하 역사모델을 제작하여 연

구의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상사법칙에 의해서 제작된 1/59 축척 

지하 역사모델은 역사 내부의 공기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압력저감

장치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었다. 

Fig. 2-1은 표준지하역사모델의 형상과 구조를 세부적으로 나타

낸다. Fig. 2-1에서 [A]는 개활지 내부의 고속열차와 터널을 원근법적으

로 나타낸 것이며, [B]는 수직환기소, 터널과 지하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부(Connection part)의 단면을 나타낸다. [C]는 지하 5층의 단면도와 

내부를 구성하는 PWBD, 정차열차, PSD의 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낸다. 마

지막으로 [D]는 지하 1 ~ 4층의 측면 모습과 각 층의 단면 형상을 나타

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지하 40 m ~ 50 m 깊이에 있는 대심도 장

대터널 임으로 지하 5층까지 역사가 존재하며 개활지(Exterior area), 터

널, 수직환기소, 터널과 지하 5층 연결부가 승강장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

된 형태로 존재한다. 

터널의 입 · 출구는 Fig. 2-1의 [A]와 같이 외부 개활지와 연결되

어 있으며 개활지 내부에는 길이 1.5 m, 직경 0.058 m의 고속열차가 존

재한다. 열차전두부의 형상은 타원의 열차 머리 중심축 (x, r)=(0 m, 0 

m)을 시작으로 (x, r)=(0.116 m, 0.029 m)까지 포물선의 형태로 커진다. 

터널 단면은 직경이 0.2 m이며 개활지와 선로 연결부를 이어준다. 

Fig. 2-1의 [B]에서 수직환기소는 본선터널과 횡갱으로 연결되며 

공기의 주요 유동구간이 아닌 기계실, 계단, 승객들의 피난루트는 제외되

고 내부 공기가 외부로 연결되는 풍도만을 고려하였다. 터널과 지하 5층  

연결부는 연결부 중심에 0.01m 간격으로 선로를 분할하는 격벽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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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 2-1의 [C]는 지하역사 5층 내부와 PWBD, 정차열차, PSD의 

형상을 나타낸다. 좌 · 우측 완행열차 선로와 중앙의 급행열차 선로 사

이에 각각 격벽(Partition wall)이 존재하고 열차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우

측 완행열차 선로에 KTX 10량 1편성으로 제작된 정차열차가 존재한다. 

압력차단장치인 PSD와 PSD 벽체는 승객들의 탑승구간과 열차의 선로구

간 사이에 존재하며 우측에 23개, 좌측에 23개, 총 46개의 문이 존재한

다. 압력저감장치인 PWBD는 승강장의 정차열차 선로의 입·출구 방향에 

각각 1개씩 4개소에 존재한다. 

Fig. 2-1의 [D]에서 B4F(Basement Forth Floor)는 지하5층과 4층의 

코너부분에 4개의 계단이 존재하며 B3F(Basement Thirth Floor) 광장 안쪽

에 4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 1개, B2F(Basement Second Floor)는 3층과 

2층 사이에 계단 1개, B1F(Basement First Floor)는 2층과 1층 사이에 5개

의 계단이 존재한다. 지하 1층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4개의 통로가 존재

하며 지하 2층과 3층의 기계실과 역내 사무실 등은 공기의 주요 유동구

간이 아니므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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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Geometry of 1/59 scaled standard underground station: [A] express train in 
exterior area connected tunnel; [B] vent shaft and connection part; [C] PWBD, 
local train, PSD and cross sectional diagram of underground station; [D] 
basemen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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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격자생성 및 수치해석 기법

Fig. 2-2는 1/59 축척 표준지하역사 모델의 각 영역에서 생성된 

격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격자 생성은 Fluent의 이동격자방법(Dynamic 

mesh method)을 이용하기 위하여 Time step과 열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격자 크기를 설정하였다. Mesh의 Grid type은 Tetra mesh와 Hexa mesh가 

섞여있는 Hybrid mesh type을 사용하였으며 총 생성한 Mesh node는 약 

128만개 이다. 수직환기소와 지하 1 ~ 4층까지의 역사, 정차열차 주위, 

승강장 내부 계단부, 수직환기소와 연결되는 터널 일부, 터널과 역사 연

결부 일부는 Tetra mesh를 적용하였고 개활지, 급행열차, 터널, 지하 1층 

역사, 터널과 역사 연결부 일부, 열차가 이동하는 Interface zone은 Hexa 

mesh가 생성되었다. 본 해석에서 열차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이동격

자법의 Layering기법을 사용하였다. Fig. 2-3은 각 Zone의 위치와 격자의 

이동 형태를 나타낸다. 격자의 생성과 소멸은 고정된 Stationary zone에서 

발생하며 Interface zone은 격자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구분된 Zone의 경

계면을 따라 이동한다. 그리고 Deforming zone은 Interface zone이 이동하

는 경계면을 따라 격자의 모양이 변하면서 열차의 움직임이 설정된다. 

고정된 Stationary zone에서 격자는 0.01 m 간격으로 생성되며 Time step 

size는 0.0001 s이다. 

초기조건으로 터널 입구와 출구, 수직환기소 상부의 외부와 연결

되는 출구, 지하 1층의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에 게이지압(Pg) 0.0 Pa과 

절대온도(T) 287.15 K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는 개활지 부

분은 Pressure inlet을 경계조건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대기와 연결되는 

경계는 Pressure outlet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기법으로 시간 종속 항에 

Implicit solver, Gradient 보간을 위하여 Green gauss node based를 사용하

였고 높은 유체속도로 인하여 Inviscid flow 조건을 설정하였다. 일정한 

열차의 주행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속도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였으

며, 공기의 압축성과 팽창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형상 내부의 공기를 압

축성 이상기체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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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Hybrid mesh of 1/59 scaled standard underground station                 

Fig. 2-3 Moving mesh model using layering method of dynamic mesh method of fluent: 
[A] before 1 step moving ; [B] after 1 step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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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배방정식

본 연구의 지배 방정식 시스템은 비정상 압축성 Navier-stokes 

equations 이다. 식 (2.1)에서 는 임의의 검사체적, 는 미소 면적을 

나타내며 는 식 (2.2)와 같이 정의된다. 은 Body force와 Energ

y source terms을 내포한다. 



 

· 


                       (2.1)


























 
















 










  


























                      (2.2)

는 유체 밀도, 는 유체의 속도 벡터를 나타내며 는 Heat flux, 

는 Viscous stress tensor, 는 유체의 압력, 는 단위 질량당 전체 에너

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단위 질량당 전체 에너지 는 단위 질량당 전체 

엔탈피 와 관련되어 있으며 식 (2.3)과 같이 나타낸다. 



  


                                      (2.3)

2.4 해석대상

2.4.1 열차 운행 조건

지하역사 내부에 설치된 압력차단장치와 압력저감장치의 유·무에 

따른 압력경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2-1과 같은 열차 운행 조

건을 설정하였다. Case1 ~ Case4는 PSD가 열려있는 상태이며 공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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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승강장 내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와 반대로 Case5 ~ Case8은 PSD가 

닫혀 있어 승강장과 열차선로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이와 같은 내

용을 바탕으로 Case1, Case2, Case5, Case6은 수직환기소가 적용되지 않

은 조건에서 PWBD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지며 Case3, Case4, Case7, 

Case8은 수직환기소가 적용된 조건에서 PWBD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각각의 설정조건에서 급행열차는 개활지에서 출발하여 열차 운행방향을 

중심으로 우측 급행열차 선로를 따라 운행된다. 열차는 승강장에 정차하

지 않고 350 km/h의 일정한 속도로 터널과 지하 역사를 통과하며 반대

편 개활지 끝에서 운행이 중지된다.  

2.4.2 측정위치

Fig. 2-4는 각 영역에서 압력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정한 측정위치(Measuring point)를 나타낸다. 터널입구에서 2.50 m 

떨어진 본선터널 상부에 PTT(Pressure Tunnel Top)-01을 설정 하였고,  

터널출구에서 2.51 m 떨어진 본선터널 상부에 PTT-02가 존재한다. 승

강장 입구에서 1.66 m 떨어진 위치에서 정차열차가 없는 좌측 선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중앙 선로, 정차열차가 존재하는 우측 선로에 각

각 PGR(Pressure GRound)-01, PGR-02, PGR-03을 설정하였다. 승객들이 

다니는 우측 승강장(Right platform)에는 고속열차의 선 도달 지점인 

PRW(Pressure Right Wall)-01을 시작으로 차례로 PRW-02, PRW-03을 

설정하였다. 좌측 승강장(Left platform) 안쪽 중심부에는 PLW(Pressure 

Left Wall)-01을 설정하였고 지하 1층 광장과 지하 2층 광장에 각각 

PLW-02, PRW-04를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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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running conditions of high-speed train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ssure-relief devices: ○ = presence; × = absence.

Sections PSD Vent shaft PWBD
Case1

Open
× ×

Case2 ○
Case3 ○ ×
Case4 ○
Case5

Closed
× ×

Case6 ○
Case7 ○ ×
Case8 ○

Fig. 2-4 The layout of measuring points in tunnel, platform, concourse and track of 
underground station.



15

2.5 실험에 의한 검증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현장 실측 결과

[9]와 비교함으로써 수치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제작

된 1/59 축척 지하역사는 아크릴과 강화유리로 제작되었고 고속열차는 

알루미늄이 사용되었다. Air-gun launcher를 이용해 고속열차 모델을 외부

에서 350 km/h로 쏘아주고 실측을 위해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험 실측 결과에서 모델을 구성하는 재료 사이의 틈과 재

료의 Porous을 통하여 압력파의 손실이 발생하며 재료의 진동을 통해 역

사 내 압력분포가 수치해석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실험이 실시되

는 주위 환경은 이론적인 환경조건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치해석과 현장 실측 결과의 미소한 압력 차이는 필연적이며 좀 더 정

확한 연구 결과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실측 데이터와 상당한 일치성을 나타낸

다. 

Table 2-2는 Case1의 조건에서 각 측정위치의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한 압력변화량의 오차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Fig. 2-5는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에 위치한 PTT-01에서 Case1의 수치해석과 실험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비교한 그림이다. Table 2-2에서 전체 오차율의 평균은 5.77 

%로 모든 위치에서 10 % 안팎의 낮은 오차율을 나타낸다. 또한 Fig. 2-5

의 결과는 압력파의 선 측정지인 PTT-01에서 수치해석과 실험의 압력추

이와 경향성이 상당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수치해석 조건에 대한 결과가 타당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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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rror factor of maximum change of pressure time at measuring point 
PTT-01 under the Case1 condition.

Location PTT-01 PTT-02 PGR-01 PGR-02 PGR-03
Error 

factor  ɛ 
[%]

13.26 1.32 6.42 3.54 12.04

Location PRW-01 PRW-02 PRW-03 PLW-01 -
Error 

factor ɛ 
[%]

1.10 6.87 2.06 5.28 -

Fig. 2-5 Pressure histories for comparing experiment data with CFD simulation data at 
measuring point PTT-01 under the Case1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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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및 토의

특정 시간동안의 압력변동은 역사 내 공기압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6]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력저감장치의 적용 

유·무에 따른 압력경감 효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최대압력변화량

(Pmax)’을 기준 비교 단위로 채택하였다. 최대압력변화량은 전체 열차운

행 시간 동안에 최고압력과 최저압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3.1 본선터널 내부의 압력변동 분석

3.1.1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

Fig. 3-1은 고속열차의 터널입구 진입으로 발생된 압력파에 의한 

각 시간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0.026초에 열차가 터널입구로 진입 하면

서 열차선두에서 음속의 압력파가 발생된다. 압력파의 영향을 받아 0.038

초에 최고압력으로 상승하여 모든 조건에서 약 2300 Pa이 측정된다. 이

후 열차가 측정위치를 지나는 0.050 ~ 0.070초 사이에 각 경우의 최저압

력으로 감소한다. 감소의 주된 원인은 첫째, 열차 후류에서 발생하는 낮

은 압력의 영향, 둘째로 지하역사 5층 주위의 단면적 변화에 의한 반사

파의 영향, 마지막으로 열차의 높은 속도에 의해 낮아진 열차 상부의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 내부에서 압력파의 반사

와 전달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복잡한 압력분포를 형성한다.

Fig. 3-2는 0.050 ~ 0.070초 사이에 각 경우에 따른 최저압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경우는 모두 다른 압력추

이를 나타낸다. PSD가 열려있는 경우(Case1 ~ Case4)는 각각 –2650.102 

Pa, -2218.917 Pa, -2949.287 Pa, -2702.137 Pa의 최저압력 값을 나타내며, 

PSD가 닫혀있는 경우(Case5 ~ Case8)에서 각각 –2158.409 Pa, -2030.181 

Pa, -2593.320 Pa, -2523.632 Pa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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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1 Simulation contours for pressure distribution when the train pass the tunnel 
entrance at: (a) 0.026 s; (b) 0.038 s; (c) 0.054 s; (d) 0.060 s; (e) 0.069 s; (f) 
0.074 s.

본선터널 내부에서 압력차단·저감장치의 적용 유·무는 최고압력의 크기

를 다르게 결정하는 의존도가 낮지만 최저압력의 크기를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3은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의 PTT-01에서 측정한 각 경우

의 최대압력변화량을 나타낸다. PSD가 열린 상태에서 수직환기소만 적

용된 경우(Case3)에서 가장 높은 압력변화량이 측정되며, PSD가 닫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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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ressure histories for the minimum pressure in the 1/59 scaled standard 
underground station.

태에서 PWBD만 적용된 경우(Case6)에서 가장 낮은 압력변화량이 측정된

다. 그리고 PSD가 열려있는 경우(Case1 ~ Case4), Case1을 기준으로 비교

하여 PWBD만 적용된 Case2에서 가장 큰 압력 감소량을 보이며 PSD가 

닫혀있는 경우(Case5 ~ Case8), Case5를 기준으로 PWBD만 적용된 Case6

에서 가장 큰 압력감소량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

에서는 PSD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압력저감장치 PWBD만 적용된 상

태에서 압력경감 효과가 가장 크다. 

수직환기소의 적용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경우(Case1&Case3, 

Case2&Case4, Case5&Case7, Case6&Case8)에서 수직환기소가 적용된 경우

(Case3, Case4, Case7, Case8)가 수직환기소가 미적용된 경우(Case1, Case2, 

Case5, Case6)보다 압력이 더 큰 감소를 보인다. 이는 본선터널과 횡갱으

로 연결되어 있는 수직환기소의 불연속성으로 인하여 압력파가 팽창파의 

형태로 반사되고 이 팽창파는 압력의 감소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PWBD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도 PWBD 존재로 인한 공간의 불연속성에 

의해 PWBD가 적용된 경우에 더 낮은 최소압력이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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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e maximum change of pressure within entire time from the Case1 condition 
to the Case8 condition at measuring point PT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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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터널출구방향 본선터널 내부 

Fig. 3-4은 고속열차의 승강장 출구 진출로 발생된 압력파에 의

한 각 시간의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압력파의 선 측정지인 PTT-01에서 

약 2300 Pa까지 상승했던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로의 압력 손

실로 감소하게 된다. 약화된 압력파는 불연속면에 의해 생성된 반사파의 

전달로 본선터널 내부를 복잡한 압력분포로 유지시킨다. 그와 동시에 약 

0.143초에 열차선두가 터널을 진입하면서 약 0.148초에 Case1은 5351.454 

Pa, Case3는 5066.889 Pa, Case4는 1344.649 Pa, Case7은 1333.209 Pa, 

Case8은 1399.276 Pa의 최고압력으로 상승한다. 그 후 압력파는 터널출구

에서 팽창파의 형태로 반사되어 되돌아오며 0.165초에 열차선두가 측정

위치를 지나면서 Case1은 –3277.981 Pa, Case2는 –2366.144 Pa, Case3은 –

3222.800 Pa, Case4는 –2640.438 Pa, Case5는 –2568.400 Pa, Case6은 –

2582.216 Pa, Case7은 –2170.290 Pa, Case8은 –2523.632 Pa의 최소압력으

로 감소한다. 그리고 약 0.2초에 열차가 터널출구를 지남에 따라 Case2, 

Case5, Case6에서 각각 1235.511 Pa, 2105.460 Pa, 1998.699 Pa의 최고압력

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이 열차운행으로 측정된 최고·최저압력 값의 차

이는 최대압력변화량을 결정하며 터널출구방향 본선터널 내부에서 압력

저감장치에 의한 경감 효과는 다음과 같다.

Fig. 3-5는 터널출구방향 본선터널의 PTT-02에서 측정한 각 경우

의 최대압력변화량을 나타낸다. Fig. 3-5에서 압력차단장치인 PSD의 개·

폐 여부와 관계없이 압력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Case1, Case5)에

서 가장 높은 압력변화량을 형성하며 압력저감장치의 적용수와 관계없이 

장치가 적용된 모든 경우에서 압력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PSD가 

열려 있을 때(Case1 ~ Case4)는 오직 PWBD만 적용된 경우(Case2)에서 

약 33 %의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PSD가 닫혀 있는 경우(Case5 ~ 

Case8)에서는 수직환기소만 적용된 경우(Case7)에서 약 25 %의 가장 큰 

감소율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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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4 Simulation contours for pressure distribution when the train pass the station exit 
at: (a) 0.143 s; (b) 0.153 s; (c) 0.158 s; (d) 0.165 s.

Fig. 3-5 The maximum change of pressure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at 
measuring point PT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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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하역사 5층 선로부의 압력변동 분석

Fig. 3-6는 역사 내 선로 위에서 각 조건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

화를 나타낸다. Fig. 3-6 (a1), (a2)는 정차열차가 없는 좌측 완행열차 선

로 위(PGR-01)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약 0.060초에 터널입구에서 최초 발

생한 압력파의 영향으로 각 경우의 최고압력으로 상승한다. Case1에서 

739.010 Pa, Case2는 486.252 Pa, Case3은 534.977 Pa, Case4은 143.094 Pa, 

Case5는 1586.932 Pa, Case6은 1624.242 Pa, Case7은 1120.094 Pa, Case8에

서 1159.860 Pa이 측정된다. 이후 열차가 승강장을 빠져 나감에 따라 약 

0.14초에 Case1과 Case2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최저압력으로 감소한다. 

그 값은 Case3에서 -577.074 Pa, Case4에서 -282.369 Pa, Case5는 

-2532.228 Pa, Case6은 -2376.671 Pa, Case7은 -1329.255 Pa, Case8은 

-1152.264 Pa을 나타낸다. 그리고 0.185초에 열차가 터널출구를 나가면서 

Case1과 Case2에서 각각 -542.417 Pa과 -518.184 Pa의 최저압력이 측정된

다. 마찬가지로 Fig. 3-6 (c1), (c2)와 같이 정차열차가 존재하는 우측완행

열차 선로 위(PGR-03)에서도 열차 운행의 영향으로 같은 시간대에 각 경

우의 최고압력과 최저압력이 측정된다. 최고압력은 Case1 ~ Case8까지 

차례로 745.901 Pa, 492.499 Pa, 542.839 Pa, 365.525 Pa, 1870.170 Pa, 

1776.510 Pa, 1214.840 Pa, 1185.554 Pa이며, 최저압력은 -518.203 Pa, 

-526.479 Pa, -576.917 Pa, -437.441 Pa, -2957.410 Pa, -2581.507 Pa, 

-2047.440 Pa, -1358.863 Pa이 측정된다. 정차열차의 존재로 선로 위의 공

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진 우측선로(PGR-03)는 좌측선로(PGR-01)보다 최

고압력이 크게 측정되지만 정차열차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좌·우측 

선로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의 경향성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나 

역사 내 중앙에 위치하는 급행열차 선로 위(PGR-02)의 결과는 양쪽 측부

선로와 다른 압력추이를 나타낸다. 

Fig. 3-6 (b1), (b2)는 중앙의 급행열차선로 위(PGR-02)에서 발생

한 결과를 나타낸다. 중앙선로는 고속열차가 직접적으로 운행되고 열차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선로의 상하좌우가 양쪽 격벽으로 폐쇄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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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1) (b2)

(c1) (c2)

Fig. 3-6 Pressure historie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in the 1/59 scaled standard 
underground station at measuring point: (a1) ~ (a2) PGR-01 on the left local 
track; (b1) ~ (b2) PGR-02 on the main express track; (c1) ~ (c2) PGR-03 on 
the right local track.

때문에 열차가 측정위치를 지나는 0.110 ~ 0.120초 사이에 터널 내의 높

은 압력이 각 경우의 최저압력으로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각 경우의 최고압력은 터널입구에서 발생한 최고 압력파의 영향으로 

Case3와 Case4에서 약 0.06초에  발생하며, 그 외 모든 경우에서는 열차

가 측정위치를 지나기 직전인 0.11초에 측정된다. 따라서 최고·최저압력

으로 결정된 최대압력변화량의 경감 효과 비교는 다음과 같다.

Fig. 3-7은 고속열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완행열차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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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01), 중앙 급행열차 선로(PGR-02), 우측 완행열차선로(PGR-03)에서 

측정한 각 경우의 최대압력변화량을 나타낸다. PSD가 열려있는 경우

(Case1 ~ Case4), 승강장 내부의 계단을 통해 외부로 압력 손실이 발생하

기 때문에 PSD가 닫혀있는 경우(Case5 ~ Case8)와 비교하여 변화량의 크

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다. 특히, 압력손실로 인한 변화량은 중앙선

로부(PGR-02)보다 측부선로부(PGR-01, PGR-03)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측부선로부에서는 PSD를 통해 압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중앙선로부에서

는 양쪽 격벽으로 폐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압력손실이 작아지기 때

문이다. 그와 반대로 PSD가 닫혀있는 경우(Case5 ~ Case8), 압력손실이 

PSD 통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선로부의 모든 구역에서 높은 최대압력

변화량을 보이며 압력파가 진입하는 단면적에 따라 가장 좁은 PGR-03에

서 가장 높은 변화량을 보이며 PGR-02, PGR-01 순으로 감소한다. 이것

은 Fig. 3-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3-8은 고속열차 선두에서 발생한 

압력파가 승강장 내로 들어오는 약 0.053초에 각 경우의 압력분포를 나

타낸다. Fig. 3-8 (a) ~ (d)에서 0.053초에 승강장 내부의 격벽으로 인하여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중앙부 선로는 측부 선로부보다 높은 압력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Fig. 3-8 (e) ~ (h)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압력파

가 역사 내로 진입하였을 때 측부선로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분포를 

보이며 중앙선로부와 측부선로부의 압력분포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다시 Fig. 3-7로 돌아가서, PSD가 열린 상태(Case1 ~ Case4)에서 

PWBD와 수직환기소가 각각 적용된 경우의 변화량 차이는 100 Pa 안팎

으로 매우 미소하나 PSD가 닫힌 상태(Case5 ~ Case8)에서는 수직환기소

가 적용된 경우에서 PWBD가 적용 경우보다 약 1000 ~ 1500 Pa 더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SD가 닫힌 상태에서 수직환기소의 적

용은 압력경감에 대한 역할이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PSD의 개·

폐 여부와 관계없이 PSD가 닫혀있는 상태(Case5 ~ Case8)에서 압력저감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Case 5)에서 가장 높은 변화량을 보이며 PSD

가 열려있는 상태(Case1 ~ Case4)에서 압력저감장치가 모두 적용된 경우

(Case4)에서 가장 낮은 변화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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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omparison of maximum change of pressure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at measuring point PGR-01, PGR-02 and PG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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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3-8 Simulation contours for pressure distribution when the pressure wave pass the 
station entrance at 0.053s under the: (a) Case1; (b) Case2; (c) Case3; (d) Case4; (e) 
Case5; (f) Case6; (g) Case7; (h) C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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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하역사 승강장과 광장 내부의 압력변동 분석

3.3.1 승강장

Fig. 3-9 (a), (c)는 완행열차 선로 위 PGR-01과 PGR-03, (b), (d)는 

좌·우측 승강장 내부 중앙에 위치한 PLW-01, PRW-02에서 각 조건의 시

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Fig. 3-10은 우측 승강장에서 승

강장 입구와 가까운 PRW-01, 승강장 중앙에 위치한 PRW-02, 승강장 출

구와 가까운 PRW-03에서 각 조건에 따른 최대압력변화량을 나타낸다. 

승강장 내부의 최고·최저압력 범위와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는 좌·우측 

완행열차 선로 지점의 것과 상당히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Fig. 

3-9에서 거리상 가까운 그림 (a), (b)의 PGR-01과 PLW-01, 그림 (c), (d)의 

PGR-03와 PRW-02는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인다. 

각 조건에 따른 우측 승강장 내부의 PRW-01, PRW-02, PRW-03

에서 최고압력을 살펴볼 때 PRW-01에서 Case1은 542.3 Pa, Case2는 

455.064 Pa, Case3는 426.098 Pa, Case4는 291.070 Pa을 나타내며 PRW-02

에서 729.158 Pa, 484.304 Pa, 532.748 Pa, 361.059 Pa, PRW-03에서 

818.803 Pa, 583.926 Pa, 633.751 Pa, 464.977 Pa을 나타낸다. 승강장 출구

와 가까운 위치(PRW-03)는 다른 승강장 내 위치와 비교하여 최고압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최저압력의 경우도 Case4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에서 가장 낮게 측정된다. 따라서 Fig. 3-10에서 최고압력과 최저압력의 

차이로 결정된 최대압력변화량은 PRW-03에서 Case1은 1441.927 Pa, 

Case2는 1206.257 Pa, Case3는 1243.978 Pa, Case4는 834.232 Pa로 다른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압력저감장치

의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승강장 출구와 가까운 위치에

서 승객들의 이명감 현상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림에서 

PWBD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Case1, Case3)는 PRW-01에서 변화량이 가

장 낮고 PWBD가 적용된 경우(Case2, Case4)는 PRW-02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승강장 중앙의 위치(PRW-02)에서 PWBD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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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Comparison of the maximum change of pressure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at the measuring point PRW-01, PRW-02 and PRW-03.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PRW-01과 PRW-03에서 단일설치의 경우 

압력저감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감 효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PRW-02

에서 PWBD가 수직환기소보다 경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강장 내 모든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압력저감장치가 미적용 된 

경우(Case1)에서 가장 높은 변화량을 나타내며 모두 적용된 경우(Case4)

에서 가장 낮은 변화량을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역사 내 측부 선로

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압력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Case1을 기준

으로 PRW-01에서 Case2는 약 10 %, Case3은 13 %, Case4는 29 %의 감

소율을 보이며 PRW-02에서 Case2는 19 %, Case3은 10 %, Case4는 36 

%, PRW-03에서 Case2는 16 %, Case3은 14 %, Case4는 42 %의 감소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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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지하 1, 2층 광장

Fig. 3-11 (a), (b)는 각각 지하역사 1층 PLW-02와 지하역사 2층 

PRW-04에서 각 조건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다.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압력파가 승강장 내부의 계단을 통해 상부로 전달되며 지하 2층

과 1층에 차례로 도달하여 파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지하 1층과 2층에

서 관찰되는 파동은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의 경향성이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 최고·최저 압력 차이는 약 20 Pa 내·외로 매우 미소한 것을 알 수 

있다. PLW-02에서 Case1 ~ Case4의 최고압력은 차례로 482.841 Pa, 

359.486 Pa, 397.556 Pa, 249.192 Pa이며 PRW-04에서 506.317 Pa, 367.996 

Pa, 395.013 Pa, 254.762 Pa이다. 그리고 최저압력은 PLW-02에서 -536.122 

Pa, -456.925 Pa, -518.182 Pa, -342.538 Pa이며 PRW-04에서 -537.139 Pa, 

-467.030 Pa, -531.323 Pa, -349.776 Pa이다.     

Fig. 3-12는 지하역사 내 수직거리를 나타내는 지하 5층 좌측 승

강장 내부 PLW-01, 지하 2층 광장 PRW-04, 지하 1층 광장 PLW-02에서 

각 조건의 최대압력변화량을 나타낸다. 고속열차에 의한 유동변화에 직

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PLW-01에서 PLW-02, PRW-04보다 상대적으로 

압력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지하 5층에서 1층으로 올라갈수록 

변화량이 감소하여 상부로 올라갈수록 승객들의 이명감 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위치는 압력저감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Case1)에서 가장 높은 변화량을 나타내며 장치가 모두 적용된 경우

(Case4)에서 가장 낮은 변하량을 나타낸다. 이는 앞서 설명한 측부 선로

와 승강장 내부에 적용된 조건과 같은 결과이다. 그리고 압력저감장치의 

적용에 따른 각 조건의 변화량 감소폭이 모든 위치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Case1을 기준으로 PWBD가 적용된 Case2에

서 약 20 % 감소하였고 수직환기소가 적용된 Case3에서 약 11 %, 압력

저감장치가 모두 적용된 Case4에서 약 42 %의 감소율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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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11 Pressure histories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in the 1/59 scaled 
standard underground station at measuring point: (a) PLW-02; (b) PRW-04.

Fig. 3-12 Comparison of the maximum change of pressure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at measuring point PLW-01, PRW-04 and PLW-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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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속철도 지하역사의 공기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압력저감장치

의 적용 유·무에 따른 압력경감 특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1) 터널입구방향 본선터널에서는 압력차단·저감장치의 유·무가 최저압

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PSD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압력저감장치인 PWBD가 적용된 경우에서만 압력경감 효

과가 발생한다.

(2) 터널출구방향 본선터널에서는 PSD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압력저

감장치를 적용한 모든 경우에서 압력경감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PSD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수직환기소만 적용된 조건에서 감소량

이 가장 컸으며, PSD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PWBD만 적용된 조건

에서 압력 감소량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3) 역사 내부 완행열차 선로에서는 정차열차가 존재하는 영역이 존재하

지 않는 영역보다 압력변화 폭이 약 30 Pa 안팎으로 더 높은 값을 나

타내지만 두 영역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의 경향성이 상당히 비슷

하다.

(4) 역사 중앙에 위치하는 급행열차선로는 열차가 직접적으로 운행되고 

양쪽 격벽 사이에 존재하는 선로 위치로 인하여 양쪽 측부에 존재하

는 완행열차 선로와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

난다.

(5) 지하 5층 선로에서는 PSD가 열려있고 압력저감장치가 모두 적용된 

경우에서 압력경감 효과가 가장 크다.

(6) 승객들이 서있는 승강장 내부는 측부 완행열차 선로의 압력추이와 

상당히 동일하며 승강장 출구와 가까운 위치에서 승객의 이명감 현

상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7) 지하 1, 2층 광장에서는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압력파가 상층까지 도

달하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압력변화량이 감소한다. 또한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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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층에서도 압력저감장치에 의한 압력경감 효과가 발생하며 지하 

5층 선로부와 같이 압력저감장치의 단일설치보다 이중설치가 압력경

감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350 km/h 급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1/59 축척 표준지

하역사에 압력저감장치의 적용 유·무에 따른 압력경감 효과를 살펴보았

다. 본 해석이 지하역사 내부의 압력특성을 해석하고 공기압 문제를 해

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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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tudy f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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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relief Device 

Hyun Joo Oh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examined in numerical point of view for change of the 

pressure in the underground station by applying pressure-relief devices of a 

technical development on aerodynamic and safety problems for speed up of 

underground railways. Underground station model has been reflected in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mixed subway line with KTX(Korea Train 

eXpress) in the domestic GTX(Great Train eXpress) that has been reduced 

to 1/59 its original size by the Similitude Law.

In addition, it was designed to 1/59 scaled four lines and two 

platforms where train can operate to 350 velocity per hour. partition wall 

that separated the local and express tracks was present in basement fifth 

floor of the underground station and PWBD(Pressure Wave Blocking Door) 

has been applied in station entrance and exit on the local track. In addition, 

vent shaft was located to respectively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station 

connected tunnel and the local train has been stopping on the right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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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according to the direction moving High-speed train. The running 

conditions of high-speed train were classified to examine pressure reduction 

effect inside underground sta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ssure-relief device that Platform Screen Door, PWBD and vent shafts. 

measuring point were set up to track section in basement fifth floor, 

platform where passengers were standing, course of basement first and 

second floor inside underground station. the maximum change of pressure(

Pmax), difference between maximum pressure and minimum pressure within 

entire time of the running train, which has examined pressure reduction 

effect by comparing according to the running conditions. Grid type adopted 

Hybrid mesh type for numerical analysis that set up mesh size considering 

velocity of train and time step to utilize dynamic mesh method of Fluent to 

simulation of motion of the train. Also, this work has verified reliability of 

numerical study by compar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simulation data and results of an experiment conducted in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As a result, effect of pressure reduction depends 

on the measuring point, the type and number of pressure-relief device. effect 

of pressure reduction was induced at main tunnel of entrance direction 

applied PWBD and  exit direction applied all of devices. And pressure 

reduction effect was greater dual installation than a single installation of 

pressure-relief device at track section in basement fifth floor, platform where 

passengers were standing, course of basement first and second floor.

Keywords      : Underground station; Pressure-relief device; High-speed 

train; Local train; Vent shaft; Platform screen door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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