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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pressure endurance test of passenger glass window which was developed for next high speed 
train was studied. At first, pressure test equipment which will be able to generate the maximum pressure same 
as crossing between two trainsets in the tunnel was developed. Afterwards the pressure test and evaluation that 
were based on NFF31-314 were studied and carried out.                

1.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고속전철을 개통 하였고, 경부고속전철의 기술이전을 위한 프랑스 현지에서

의 기술연수가 수행 중이던 1996년부터 한국형고속전철 차량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많은 수의 부품

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국산화되어서 차량에 적용 및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창문유리는 현재까지 해외

에서 제작된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창유리 제품자체의 제작기술 부족 이라고 

하기보다는 만든 제품을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객차용 창문에 대하여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비

를 개발하여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고속전철의 객차창문에 대한 압력 내구성 시험을 수행 하였다.

2. 시험수행

2.1 시험 및 판정 기준

2.1.1 시험기준

열차가 400km/h로 터널 내부를 상호 교행할 때 발생 가능한 최고 및 최저의 압력을 Simulation한 

결과 값인 ±8,500Pa을 도표1 과 같이 시험체인 차량의 창문에 부가 한다. 

그리고 시험의 종류와 판정기준은 프랑스 규격인 NFF 31-314에 의거 하였다.

도표 1. 시험의 종류

Pressure 

type
Air pressure(Pa) Signal Frequency (Hz) Load cycles

1 ±8500 Sinusoidal 2.0 1,000,000

2 ±8500 Rectangular 0.5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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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판정기준

 NFF 31-314에 의거, 시험 종료 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한다(3).  

  ① 어떤 유리판도 파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복층유리의 이슬점은 -50℃이하여야 한다.

  ③ 그림 1 과 같이 봉착재의 변형 치수는 봉착재와 공기층 사이를 구분하는 직선의 공차는 2㎜이고 

     봉착재의 높이(h)는 직선 부분과 둥근 단부각의 다음 공차는 0, +4㎜이다.

그림 1. 봉착재의 치수기준

2.2 시험기의 구성

  공기압력 생성 및 부가를 위한 시험기는 그림2 와 같이 구성 하였으며, 시험대상인 창문은 그림 2 

의 좌측부분이며 실제차량의 창문취부 구조물의 일부를 직접 절취하여 창문과 함께 시험기에 장착 하였

고, S1~S4는 창문의 가로방향 변위측정을 위한 센서이다. 그리고 정압 및 부압을 발생 시키는 시험기

는 자동차 엔진내부의 피스톤 작동원리와 유사하게 개발 하였다

그림 2. 시험장비 구성도 

그리고 압력과 변위를 기록하기 위한 컴퓨터, 압력부가 횟수 측정용 Counter, 전체 시험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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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 작동과정 전체를 녹화하기위한 CCTV 및 시험 결과 값을 기록하기 위한 Recoder 등으로 구성 

하였다.  

2.3 시험기간

 시험기 제작에 약16 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Sinusoidal 시험기간이 약 1달, Rectangular 시험에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어 시료체 제작 및 사전 예비시험을 포함하여 전체 시험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

가 소요 되었다.

2.4 시험대상 창문의 구성

그림 3. 창문 도면 

시험대상 창문은 그림 4 와 같이 전체 39.04mm 두께의 4겹 접합 복층 강화유리로 구성 하였다.   

그리고 창문은 그림 5 와 같이 실제차체에 장착된 형태로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차체의 곡선부위와 시

험기와의 사이에는 시료체를 장착하여 기밀 및 공기압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하였다.   

강화유리 5mm +강화유리 4mm

Sika 265 강화유리 6mm +강화유리 5mm

PVB
1.52mm

PVB
1.52mm

아르곤
가스 16mm

그림 4. 창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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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Hz 시험(Sample) 

그림 5. 시험장비 및 창문 취부그림 

2.5 시험내용 및 결과

2.5.1 압력내구성시험

 시험기의 왕복 피스톤 운동에 의해 발생된 ±8,500Pa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도표 1 과 같이 2가지 

종류의 압력 내구성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시험수행 도중의 변위 및 압력변화는 각각의 센서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시험 도중의 그래프는 그림 6 및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0.5Hz 시험(Sample) 

압력에 의한 유리의 변위량 계산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장착된 4개의 변위센서(S1~S4)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 계산을 수행 하였다.

- 내부 변위량: S=S4-1/2(S1+S2)

- 외부 변위량: S=S3-1/2(S1+S2)

측정결과 최대변위는 도표2와 같이 -8,500Pa의 부압이 가해질 때 외부측 유리창에서 2.48mm 정도 

발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차량에서는 차량실내의 기밀설계에 의하여 이 값 보다 더 작은값이 될 것으

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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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유리 변위측정 값의 예

Nominal 
pressure p 

in Pa

Measured 
pressure p 

in  Pa
(Max)

maximum deflection in mm

Measurement  point

S1 S2 S3 S4 Sinboard Soutboard

S -8500 -10290 -0.615 -0.54 -3.058 -1.918 -1.3405 -2.4805

S 8500 9660 0.886 1.212 1.895 2.142 1.093 0.846

그림 8. 이슬점 시험과정  그림 9. 이슬점 시험 중(영하 70℃)

2.5.2 이슬점 시험(Dew point measurement test)

이는 압력 내구성 시험을 수행한 후, 영하 50℃ 이하에서 복층유리 내부의 이슬점 발생 유무를 

확인 함으로써, 복층유리 접착제의 파손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림 8 및 그림 9 와 같이 냉

각재와 온도계가 장착된 장치를 활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시험결과 이슬점의 발생은 없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필요 내용

3.1 결론

본 시험에서는 3가지 기준, 즉 압력 내구성 시험 후 유리의 파손이 없어야 하고 영하 50℃ 이하에서 

이슬점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봉착재의 기준치수를 만족 하여야 한다. 본 시험을 수행한 결과, 프랑스의 

규격에 의거한 시험 방법과 시험 기준에 의거한 결과, 표1 과 같이 2가지의 공기압력에 의한 내구성 시

험과 이슬점 기준 및 봉착재 치수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그리고 향후 각종 국내외 Project에 사용될 

철도차량용 창문유리의 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된다.

 

3.2 향후 연구필요 내용 

차세대고속전철을 제작하여 운행을 할 때 실차의 객실에서 직접 작용압력의 크기와 창유리의 변위량

을 측정하여 본 연구내용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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