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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1

[ 1]

2.2

[ 1]

구 분 규격 번호

KRTS VE-Part31-2018

TSI CR(EU) No1302/2014

KRCS B-328-02

KRCS B-377-03

KRCS B-398-04

KRCS B-400-01

KRCS B-327-04

KRCS 16026-01

KRCS 16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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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

3.KS R 9198

KS R 9200

EN 13129

EN 14813-1

EN 14813-2

UIC 553 OR

UIC 553-1 OR

UIC 651

IEC 60571

ISO 5660-1

ISO 5668-2

ASTM E 662

BS 6853

순
KRTS

VE-Part31

TSI CR(EU)

1302/2014
KRCS 160055-00

1

냉난방환기장치4.2.11

환기장치는 운행조건5)

에서 허용되는 및 미CO₂

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 환기장치는 및CO₂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의 수준은 모든 정상 운

행 조건에서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

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을 만족하( )”

도록 설계될 것을 권고한

다.

(2) 주동력 공급상의

장애나 고장으로 인해

환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예비전원을 이용,

하여 비상환기 동작을

실시하여 외부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야 한

다 다만 외부공기 공. ,

급구역은 발주자의 요

구사항에 따른다.

내부 공기 질4.2.5.8.

수준은 아래(2) CO 2₂

가지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작동 조건에서

을 초과해서5,000 ppm

는 안된다.

주 전원 공급 장치의-

중단 또는 시스템 고장

으로 인해 환기가 중단

되는 경우 비상 규정은

모든 승객 및 직원 구

역으로의 외부 공기 공

급을 보장해야합니다.

배터리로 공급되는

강제 환기를 통해 이러

한 비상 조치가 보장되

는 경우 수준이CO2

미만으로10,000 ppm

유지되는 기간을 정의

해야한다.

모든 외부 환기 수단-

을 끄거나 닫은 경우

또는 공기 조절 시스템

을 끈 경우 특히 터널,

에서 그리고 4.2.10.4.2

절에 기술한 대로 화재

발생 시 승객이 주변의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

록 한다.

일반4.6.8.1

환기장치는 환경부가7)

고시한 실내공기질 관리‘

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운행관리지침에 적’

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

다.

2

화재전파 방지3.2.4.4

공기조화장치및환4)

기장치는 화재 또는

연기 등이 감지된 때

승객을 보호하고 화재

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사 또는

승무원이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

다.

일반4.6.8.1

차량 실내 화재발10)

생 시 공기조화장치의

동작을 필요에 따라

정지하거나 배기만 되

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