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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의 혹한이나 하절기의 혹서

현상 등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혹한이나 혹서는 철도차

량의 냉난방 용량을 거의 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때로는

구현 가능한 냉난방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승객의 열적 쾌적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승객의 열적 쾌적성은 철도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실제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객실 내부의 온

도 등의 열적 쾌적성에 관한 것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1년에 승

객이 제기한 민원의 92.5%가 냉난방에 관한 것이었다[1]. 이

처럼 승객들이 냉난방에 대하여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철

도차량의 냉난방 성능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승객의

열적 쾌적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2-8]. Park

등[2,3]은 전동차의 온습도 측정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객

실의 열적 쾌적성을 평가한 바 있으며, Choi 등[4]은 철도이

용 승객의 쾌적성에 대한 편익을 계산한 바 있고, Kim 등[5]

은 철도차량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온습도 센서를 설치하

고, 냉난방시의 온도분포를 연구한 바 있다. 또한, Cho 등

[6,7]과 Yoon 등[8]은 철도차량의 냉난방 성능을 실험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도 승객의 열적 쾌적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큰

편이며, 이러한 열적 쾌적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차량 제작

사에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 및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9,10]과 유럽[11,12] 등의 선진국에서는 신규 철도차량

납품 시 환경챔버를 이용한 완성차에 대한 냉난방 성능시험

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차 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발

견하고, 성능사양을 만족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

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이러한 수정이 완벽히 이루어져

서 만족스러운 냉난방 성능시험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납품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어 차량의 냉난방 용량 등은 설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

문에 실제 현장에 투입된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후 환경 조건을 인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철도차량 실대형 환경챔버를 이용하여 저온

조건에서 철도차량의 난방 장치 가동시 객실 내부의 온도변

화 및 분포를 알아 보았다. 또한, 얻어진 결과의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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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동절기의 혹한은 승객의 열적 쾌적성을

크게 저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실대형 환경챔버를 이용하여 저온 조건에서 철도차량의

난방장치 가동시 객실 내부의 온도변화 및 분포를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난방시스템 가동 직후에는 객실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객실의 위쪽이 아래쪽보다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승객의 온열 쾌적감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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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승객의 온열 쾌적감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차량 및 실험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차량은 수도권 전동차로 Fig. 1

과 같은 서울메트로 3호선 광폭형 전동열차(1984년, 대우중

공업 제작)였다. 시험차량에는 3상 200V 교류 전력을 난방

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100V 직류 전력을 제어 전력으로 공

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차량의 난방 및 조명장치에서 사용

한 전력은 3상 전력분석기(Fluke 1735, USA)를 이용하여 전

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실험차량의 난방장치는

승객용 의자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난방장치의 출력은

운전실에서 350W 모드, 700W 모드, 1050W 모드의 세가지

모드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철도차량의 저온시험(최저 -40ºC), 고

온시험(최고 +60ºC) 저습시험(상대습도 최저 5%), 고습시험

(상대습도 최고 95%) 태양광복사시험(최대 1,200W/m2), 저

속풍동시험(0~15km/h) 등이 가능한 Fig. 2와 같은 실대형 환

경챔버를 이용하였다[6,7]. 본 환경챔버는 철도차량 완성차

의 냉난방 성능시험 관련규격인 UIC 553[13], 553-1[14],

EN 13129-1[15], EN 13129-2[16], EN 14750-1[17], EN

14750-2[18], EN 14813-1[19], EN 14813-2[20] 등의 규격시

험 수행이 가능하다.

2.2 실험방법

실험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철도차량 기후 환경 시험

규격인 EN 14750-1[17]과 EN 14750-2[18]에서 제시한 철도

차량의 난방성능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실험 차량

을 철도차량 실대형 환경챔버에 위치한 후에 Fig. 3과 같이

EN 14750-2 규격에 따라 실험차량 객실 내부의 15개 지점

에 온도센서로 T 타입의 열전대(PMC, USA)를 설치하여 높

이(0.1m 높이에 3지점, 1.1m 높이에 9지점, 1.7m 높이에 3

지점)와 위치(앞 부분에 5지점, 중간 부분에 5지점, 뒷 부분

에 5지점)에 따른 온도분포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차량 객실의 외부에도 마찬가지로 Fig. 4

와 같이 EN14750-2 규격에 따라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실험

차량의 외기온도, 즉 환경챔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온도는 데이터 로거(Data

logger, Graphtec GL 800, Japan)를 이용하여 실험 종료 시

까지 매 10초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측정 및 저장되도록 하

였다.

실험차량 내부와 외부의 온도측정을 위한 온도센서의 설

치가 완료된 후 실험차량이 있는 환경챔버의 온도를 -20ºC

의 저온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 때 시험차량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시험차량에 일체의 난방에너지 공급이 불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차량의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12

Fig. 1 Testing car used for this study

Fig. 2 Overview of environmental chamber

Fig. 3 Temperature measuring points inside of the passenger

cabin: Top view (left) and section view (right)

Fig. 4 Temperature measuring points outside of the passenger

cabin: Top view (top) and side view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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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 유지하여 객실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모두 -20ºC

의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EN 14750-1,2 등

의 시험규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차량 운행을 시작

하기 전에 혹한의 외기에 방치한 상태를 모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충분히 평형상태에 이르게 되면, 실험차량의 모든 출

입문을 닫고, 차량에 전원을 공급하여 실험차량의 난방장치

및 조명장치를 가동하였다. 난방장치의 출력은 350W 모드,

700W 모드, 1,050W 모드 등의 세 가지 모드로 설정하여 각

각의 조건에서 객실 내부의 온도변화를 측정 및 저장하였다.

이러한 온도 측정은 실험차량 객실 내부의 평균온도 변화가

한 시간 동안 0.2K 이내가 되어 완전히 안정화가 될 때까

지 지속하였다.

3. 결 과

3.1 객실 평균 온도 변화

객실 평균 온도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 실험차량의 난방

장치 가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객실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온

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난방장치 가동 전에는 객

실 내부의 온도가 -20ºC 였으나, 난방장치를 가동하자 객실

내부의 평균 온도가 Fig. 5와 같이 상승하였다. 실험결과 난

방장치 출력이 350W, 700W, 1,050W인 경우 모두 난방장치

가동 시작 후 6시간까지는 온도가 빨리 상승하였으나, 그 이

상으로의 온도상승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난방장치 가동 시작 6시간 경과 후부터 10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객실 내부의 평균온도는 세 경우 모두 온도 변화가 1oC

이내로 나타나 6시간 경과 후부터는 온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난방장치 출력이 작을 때

약간 더 빨리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50W인 경우

에는 5시간 경과 후에 거의 안정화 되어 이후 7시간 동안

의 온도 변화가 1ºC 이내로 나타났다. 반면에 700W인 경우

와 1,050W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증가한 후 그 이후 온도

변화는 1ºC 이내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율은 매 분마다 이후 60분 동안 얻

은 온도 차이값 60개를 평균하여 구하였으며, 이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난방장치 가동 시작 직후의 온도변화율을 보

면 350W인 경우 0.079ºC/min로 비교적 낮은 반면에 1,050W

인 경우에는 0.207ºC/min으로 약 2.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일한 외기온도 조건에서 온도변화율은 난방장치의 출력과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측정된 결과에서는 정비

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변화율은 시간이 경과

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350W인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약 43%가 감소한 0.045ºC/min까지 낮아지고, 그 이후로는

0.03~0.04ºC/min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700W 경우와 1,050W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난방장치를 가동한 후 6시간

경과한 이후에는 온도가 각각 350W 모드에서는 -9.1ºC, 700W

모드에서는 -1.1ºC, 그리고 1,050W 모드에서는 6.7ºC까지 도

달한 후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객실의 난방장치가 일정하

게 가동하는 조건에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객실 내부

와 외부가 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으로 난방시 승객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19~22ºC이

기 때문에[17] 외기온도 -20ºC 조건에서는 현재 설치된 난

방장치를 최대로 가동하여도 승객들이 충분한 열적 쾌적성

을 얻을 수 없다. 산술적으로 열량과 온도가 비례한다면, 승

객이 없는 조건, 즉 승객에 의한 열부하가 전혀없는 조건에

서, 본 실험차량의 난방장치가 승객에게 쾌적성을 줄 수 있

는 외기온도의 범위는 최소한 -8ºC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온도 이하에서는 난방성능이 부족함을 실험적으로 알 수 있

었다. 일반적으로 열량과 온도의 관계는 다음 식과 같다.

Q = cmT (1)

여기서 Q는 열량, c는 비열, m은 질량, DT는 온도 변화를

의미한다[21].

식 (1)에 의하면 이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가해진 열량, 즉

공급된 에너지와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 식(1)을 본 실험차

량 객실에 적용이 가능하다. 열량, 즉 Q는 차량에 공급된 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차량의 난방장치에서

Fig. 5 Change of averaged indoor temperature (oC) under various

heating mode conditions

Fig. 6 Averaged temperature change rate (oC/min) under various

heating mod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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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열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렇게 공급되는

열량은 온도변화와 비례하여야 한다. 난방장치의 출력을 변

화시킨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350W 모드인 경우의 온도변

화는 10.9K (-9.1−(-20.0)), 700W 모드인 경우의 온도변화는

18.9K (-1.1−(-20.0)), 1,050W 모드인 경우의 온도변화는

26.7K (6.7−(-20.0)였다. 350W 모드인 경우와 700W 모드인

경우, 그리고 1,050W 모드인 경우에 차량에 가해진 에너지

의 비는 1 : 2 : 3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된 전압

과 전류 및 전력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면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명장치를 켠 상태에서 4.7kW : 8.8kW

: 12.7kW로서 그 비율은 1 : 1.88 : 2.70이었다. 그러나, 온도

변화의 비율의 비율은 1 : 1.73 : 2.45 (10.9K : 18.9K : 26.7K)

로서 난방출력과 온도변화가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난방출력이 낮은 경우에 온도변화가 난방출력이 높

은 경우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추정이 가

능한데, 첫 번째는 난방출력이 높을수록 열손실이 커지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조건에서 외기의 온도는 -20ºC

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난방장치의 출력이 높을수록

실내공간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외기와 객실 내부의 온

도차이가 커질수록 차량의 벽면과 유리창, 문 등을 통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손실열의 양이 식 (2)에 의하여 더욱 커

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진 열량에 비하여 온도 상승량이 크

지 않을 수 있다.

(2)

단, 여기서 Q는 열전달량, t는 시간, k는 열전달률, A는 단

면적, Thot는 내부 온도, Tcold는 외부온도를 의미한다. 두 번

째 이유는 객실 내부의 조명에 의한 열에너지의 영향으로 보

인다. 실제로 조명장치를 켜기 전과 켠 후 차량에 공급되는

전류를 측정해보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조명장치

를 켜기 전에는 전류가 0.3A였으나, 조명장치를 켠 후에는

2.1A로 1.8A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차량에 공급된 전압이

200V 임을 감안하면 식 (3)에 의하여 약 509W에 해당한다.

(3)

단, 여기서 P는 전력, V는 전압, i는 전류를 의미한다. 유

사하게 전류를 측정하여 실제로 차량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Table 1에 같이 나타냈다. 계산결과 조명장치를 켠

경우가 조명장치를 끈 경우에 비하여 항상 약 500~600W 가

량의 전력을 더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조명장치에

의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는 난방장치가 최대로 가동되는

1,050W 모드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4.2%에 불과하지만,

350W 모드인 경우에는 무려 12.2%에 달하여 조명장치에 의

한 열공급량이 무시할 수 없는 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동

일 시험을 반복 수행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가 실험에서 이러한 영향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계산에 사용된 온도는 객실 내부 15개 지

점 온도의 평균온도이기 때문에 실제 객실 전체의 평균온도

로 보기 어렵다. 온도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크게 달

라지는데, EN 14750-1,2 시험 규격에 따라 15개의 온도센

서가 3개는 0.1m 높이, 3개는 1.7m 높이, 나머지 9개는 1.1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객의 발목 높이,

좌석에 앉았을 때의 머리 높이, 서 있는 승객의 머리 높이

를 반영하여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15개 지점의 평균온도

가 실제 객실의 평균온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차량 내부에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

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객실 내부의 공기가 완전히 혼합되는 상태이고, 또

한 15개가 아닌 그 이상의 더 많은 온도센서가 일정한 격

자 간격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객실의 평균온도와 유

사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온도변화가 난방출력

에 비례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2 객실 내부 온도분포 분석

객실 내부의 온도분포를 수직적, 수평적 평면에서의 위치

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수직적 평면으로 높이에 따른 온

도분포를 알아보았다. Fig. 7은 객실 난방장치의 가동시간에

따른 0.1m, 1.1m, 1.7m 높이에서의 평균 온도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수직적 온도분포를 보면, 바닥에서 0.1m 지점, 즉

객실 내 하부에서의 온도는 바닥에서 1.7m 지점, 즉 객실 내

상부에서의 온도보다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난방장치의 모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실

험차량의 경우 차량 내부에 별도의 공기순환이 가능한 팬이

나 기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실 내부의 공

기가 잘 섞이지 않는다. 본 실험차량의 난방장치는 승객용

의자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

여 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져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에 따라 객실 상부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

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는 객실 하부에 위치

하게 되므로 바닥면에서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게 나

타난다.

Fig. 8은 바닥면에서 1.7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와 0.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 1.1m와 0.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 1.7m와 1.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를 나

타낸 것이다. 각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는 시간이 갈수

록 증가하였는데, 초기 6시간 정도만 증가한 후 그 이후로

Q

t
----

kA T
hot

T
cold

–( )

d
------------------------------------=

ρ 2 V i××=

Table 1 Consumed electrical power during the operation of

heating system and lamps in the car

Heating Mode OFF
350W 

mode

700W 

mode

1,050W 

mode

Lamp ON
Current (A) 2.1 16.7 31.0 45.0

Power (kW) 0.6 4.7 8.8 12.7

Lamp OFF
Current (A) 0.3 14.7 29.0 43.1

Power (kW) 0.1 4.1 8.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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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평균

온도의 변화 양상과도 거의 동일한 경향인데, 6시간 경과 후

에는 객실 내부의 평균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온

도 차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방

장치의 출력이 커질수록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0W 모드에서는 최대 온도 차

이가 4.8K에 불과하였으나, 평균온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차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난방장치의 출력이 커질수록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0W 모드에서는 최

대 온도 차이가 4.8K에 불과하였으나, 700W 모드에서는

8.4K, 1,050W 모드에서는 무려 11.6K까지 증가하였다. 이

는 앞의 3.1절에서 논의된 객실의 평균온도 변화와도 유사

한 경향이었다. 즉, 난방장치의 출력이 커질수록 객실 내부

의 평균온도가 증가하며, 이에 비례하여 객실 내부의 온도

차이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UIC 및 EN 규격 등에서 객실 내부의 온도 차

이가 일정값을 넘어가면 승객이 느끼는 열적 쾌적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객실 내부의 온도차이를 3~5K 이내로 유

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3-20]. 그러나, 본 실험결과 수직

적 온도분포는 가장 좋은 경우도 4.9K에 이를 정도로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승객의 열적 쾌적성은 크게 떨어지는

Fig. 7 Change of averaged temperature at 0.1m, 1.1m, and 1.7m

height under 350W mode (a), 700W mode (b), and 1,050W

mode (c) of heating condition

Fig. 8 Change of averaged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0.1m,

1.1m, and 1.7m height under 350W mode (a), 700W mode

(b), and 1,050W mode (c) of heating condition



난방기 출력에 따른 철도차량 객실 내부 온도 분포 분석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2012년 12월) 563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난방장치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객실의

평균온도는 더 많이 증가하여 좀 더 따뜻한 실내공간을 만

들 수는 있으나, 반면에 온도차이가 더 커져서 객실의 쾌적

성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앞서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부차적인

방법, 예를 들면 객실 내부 공기의 혼합 등이 추가로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1.7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와 0.1m 높

이 지점에서의 온도의 차이와 1.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와 0.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의 차이는 그 값이 매우 유

사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

하여, 1.7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와 1.1m 높이 지점에서의

온도 차이는 처음 1시간 동안만 증가하고, 이후로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초기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 향후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온도센서를 수직적으

로 더 조밀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높이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분석 등)를 통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Fig. 9는 객실을 앞 부분, 중간 부분, 뒤 부분의 세 구역

으로 나누었을 때 각 구역에서의 난방장치 가동시간에 따른

평균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수평적 온도분

포를 분석해 보면, 이상적으로는 각 구역의 평균 온도가 같

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도표상으로도 구역에 따른 온도 차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시간 동안의

전체 평균을 측정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중간 부분의 온

도가 다소 높았고, 앞 부분과 뒤 부분의 온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앞 부분과 뒤 부분은 난방장치의 출력에 따라 앞

부분이 더 높기도 하고, 뒤 부분이 더 높기도 하였으나, 공

통적으로 중간 부분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

는 앞 부분과 뒤 부분은 운전실 및 복도와 연결되는 부분

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 열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간 부분은 외기와 맞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열손실이 적어서 평균 온도도 다소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수직적 분포와 비

교했을 때 그 온도 차이는 0.5K 이내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평적 분포에서의 온도 분포는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

었다.

4. 결 론

-20ºC 의 저온에서 철도차량 객실의 난방장치를 가동할 때

난방장치의 출력에 따른 객실 내부 온도 변화 및 온도 분

포를 알아보았다. 실험결과, 난방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한 처

음에는 객실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점차 온

도 상승률이 감소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온도가 더 이

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난

방장치의 출력이 작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온도가 평

형상태에 이르나, 출력이 큰 경우에는 평형상태에 이르는 시

간이 더 길었다. 또한, 평형상태의 온도도 출력이 작은 경

우보다는 출력이 큰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온도 변화값

은 난방장치의 출력이 클수록 컸으나, 출력에 정비례하지는

Fig. 9 Change of averaged temperature at front section, mid

section, and back section under 350W mode (a), 700W

mode (b), and 1,050W mode (c) of heating condition

Table 2 Averaged indoor temperature for each section

Averaged Temperature 

(oC) Front Mid Back

Heating Mode

350 W mode -9.04 -8.73 -8.89

700 W mode -3.63 -3.47 -3.85

1,050 W mode 3.95 4.27 3.72

Average -2.91 -2.64 -3.01



조영민·윤영관·박덕신·김태욱·권순박·정우성·김희만

56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2012년 12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난방장치의 출력이 클수록 외부로의 열 손실이 커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명에 의한 열에너지 공급이 부가

적으로 객실 내부의 온도를 난방장치의 출력과 상관없이 어

느 정도 높여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본 분석에 사용한 객

실 내부의 평균온도는 객실 내부가 완전히 혼합되어 모든 지

점에서 같은 온도를 갖는 실제 객실 내부의 평균온도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측정된 15개 지점에서 얻은 값의

평균일 뿐이기 때문에 난방장치의 출력이 온도 변화값과 정

확히 비례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객실 내부 온도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포를 보면, 수직적

으로는 객실 내부의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온도가 더 높게 나

타났다. 실험에 사용된 차량의 난방장치는 승객용 의자 하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난방장치를 가동하면 난방장치 주

변의 공기가 데워져서 밀도가 가벼워지고, 이렇게 가벼워진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여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적으로는 객실 중간 부분이 앞

부분이나 뒤 부분보다 약간 더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앞 부분이나 뒤 부분의 경우 운전실 및 복도 등

을 통하여 열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그 차이는 0.5 K 이내로 나타나 수평적 분포도

는 비교적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객실 내부 온도 분포, 특히 수직적 온도분포는 난

방장치가 1,050W 모드인 경우 최대 온도 차이가 11.6K로 나

타났다. 700W 모드인 경우에도 8.4K, 350W인 경우에도 무

려 4.8K 이상으로 나타나 이 조건에서 승객이 느끼는 열적

쾌적성은 매우 낮게 된다. 따라서 승객의 열적 쾌적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객실 내부의 온도 분포가 최대한 균일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

러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객실

내부의 공기가 최대한 혼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팬을 사용하면 객실 공기의 혼합이 용이하므로 온도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객실 내부의 유속이 클 경우에도 승객의 열적 쾌적성을 악

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속으로 객실의 공기를 혼합시킬 수

있는 난방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객실 내부의 쾌

적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난방 시작 후 초기에는 가능한

한 큰 1,050W mode로 가동을 시작하고, 이후 온도의 상승

에 따라 700W mode, 350W mode로 난방출력을 약하게 조

절하고, 객실 내부가 적절한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는 온도

의 변화에 따라 난방을 껐다 켜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승객이 많이 탄 경우에는 승객의 체온에 의해 발

생하는 열에 의하여 난방을 끄더라도 온도가 더 올라갈 우

려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기장치 또는 냉방장치를 가동

하여 객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승객에서 나오는 전열부하 (현열부하 및 잠열부하) 조

건에서 난방성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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