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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ree-dimensional airflow distribution in the passenger cabin of a 
high-speed electric train. The types of air distribution systems investigated in the present study were those of TGV 
and Shinkansen. The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 governing the mass and momentum conservations of 
the airflow in the cabin were solved by using a finite volume method, which are coupled with the standard k-ε 

turbulence model equations. Predicted velocity distributions were presented on several selected planes in the passenger 
cabin. The present three-dimensional simulations were found to show the overall features of the airflow in the 
passenger cabin fairly well.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the type of air distribution for Shinkansen was more 
suitable for a non-smoking cabin than that for T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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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부분의 철도차량에는 승객들에게 차량 실

내를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조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철도차량의 공조환

기시스템의 설계방법으로는 그동안 열부하 계산 및 

총환기량이라는 거시적인 방법으로 환기 및 공조 

설계가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시대의 요청에 따라 

철도의 고속화가 추진되면서 승객에 대해서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객실 전체

의 풍속 및 온도 분포 등을 설계시점에서 미리 알아

보고 보다 미시적인 환기시스템 설계를 행할 필요

가 있다. 환기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유동을 다루

며, 또한 환기시스템의 선정 및 급배기 덕트 설계에 

의해 공기유동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차량이 완성된 후에는 공기유동을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제작에 들어가기까지의 설계시점에서 

공기유동을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차량 완성시의 환

기 및 공조 효과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계시점에서 차량실내 공간에 대해서 기류(풍속)분
포 및 변동특성, 온도분포 및 변동 특성, 습도분포 

및 변동 특성,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농도분포 및 

농도감쇄 특성들이 예측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러한 항목들 중에서도 기류분포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여 우선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예측하

는 방법으로는 크게 실험과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

이 있다. 실험에 의한 방법은 대규모의 실물크기 모

형을 제작하여 공조환기 실험을 행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들게 된

다. 그러나,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은 컴퓨터를 사용

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하

여 객실내의 기류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를 가시화

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전철 차량의 설계지침

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술을 수립하고 고속전철 객실을 3차원

으로 모델화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객실의 

공기분배에 따른 객실내 기류분포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류분포에 대한 수치해

석 결과를 얻으면 미세먼지 PM10, 담배입자 등의 

궤적(trajectory)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는 Yoo et al. (1995)이 논의한대로 본 연구의 객실내

의 거시적 공기유동에 대해 PM10의 가장 큰 입자크

기 10 μm를 가진 입자의 Stokes 수가 Stk = 1.4 × 
10-4(<<1)으로 얻어져서 미세먼지 PM10의 전체 입자

크기영역에 대한 관성력을 충분히 무시할 수가 있

는 수준이므로 미세먼지는 객실 내부 공기유동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거

의 공기유동을 따라간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2. 고속전철 객실의 공기분배 시스템의 특성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esent air distribution 
system in the passenger cabin for 
high-speed electric trains

초기의 철도차량 객실의 공기분배 시스템은 일반

No. of windows
Outdoor air 
flow [m3/h]

Exhaust air 
flow [m3/h]

Recirculation 
air flow [m3/h]

Supply air flow
[m3/h]

Air distribution 
type

TGV 10 1,200 1,200 1,500 2,700 TGV

The present 12 1,200 1,200 2,100 3,300
TGV or 
Shinkansen

Table 1. Comparative air distribution conditions for the passenger cabins of TGV and the present high speed 
electric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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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천정에서 급기하고 천정으로 리턴하는 방식

을 채택하였으나 짧은 순환에 의한 환기불량 및 공

조효율 저하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실내 기류를 살

펴보면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량에 의한 열, 인체 및 

기기로부터의 발열을 흡수한 오염된 공기의 상승류

를 공조된 공기의 하강류가 교반하게 되어 환기를 

악화시키게 된다.
한편, 경부고속전철에 처음 도입된 300 km/h의 프

랑스 고속전철 TGV 객실의 공기분배 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고려할 Fig. 1의 공기분배 시스템과 유사

하며, Table 1에 수록한 바와 같이 객실 내의 중앙부 

양쪽 벽면에 위치한 두 개의 순환공기 배출구

(Exhaust 2)를 통해 흡입되는 1500 m3/h의 내부 재순

환공기와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량 외부표면의 

창문 아래에 있는 외부 흡입구를 통해 흡입되는 

1200 m3/h의 외기가 그림의 차체 아래 덕트망에서 

혼합된다. 이 혼합공기는 필요에 따라 차체 아래에 

설치된 공기처리장치(AHU)에서 객실의 냉난방을 

위해 가열 또는 냉각 처리된 후, 공기분배 덕트망에 

의해 객실 내부로 운반되어 Fig. 1과 유사하게 좌우

측 벽에 설치된 10개의 창문 아랫면에 위치한 스리

트상의 급기구(Supply)로부터 분출되어 객실 내부 

공간으로 확산된다. 이와 같이 객실내 공간으로 확

산된 공기 중 1500 m3/h의 공기는 객실내부 중앙 바

닥면에 접한 양쪽 벽면상의 순환공기 배출구

(Exhaust 2)를 통해 빠져나가 순환공기로서 신선한 

외기와 혼합되어 혼합공기를 형성하며, 나머지 1200 
m3/h의 신선 외기량에 해당되는 공기는 객실 양쪽 

끝부분의 통로와 화장실로 직접 또는 배출구

(Exhaust 3)를 통해 들어가서 천장쪽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어 차체 밑으로 운반된 후, 밖으로 완전히 배

출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지나치게 빠른 기류 

및 지나치게 큰 소음레벨에 의한 불쾌감을 일으키

지 않고, 객실 공간 전체에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TGV 객차 공기처리장치의 

최대 처리풍량은 2700 m3/h이며 신선 외기량은 4분

마다 객실내의 공기를 완전히 신선한 외기로 교체

시키는 양에 해당된다. 실제로 객실로부터의 배기량

은 신선 외기도입량보다 적으며, 이것에 의해 실내 

양압이 유지되고, 외기의 침입도 방지될 수 있다.
Daewoo-Carrier(1997)는 프랑스 고속전철 TGV 객

실의 공기분배 시스템에 대한 객실내의 기류분포를 

2차원적으로 수치해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

과에 따르면, TGV의 경우는 Fig. 2의 개요도와 같은 

기류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는 TGV 객차에서 

독특하게 채용하고 있는 객실내부의 공기흐름이다. 
즉, 공기분배 덕트망에 의해 객실 내부로 공급된 

2700 m3/h의 급기량은 10개의 창문 하부에 위치한 

유인유니트를 통해 급기구(Supply)로부터 분출되어 

실내로 확산된다. 이 유인유니트는 취출공기의 힘에 

의해 저압 부분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으로, 이것에 

의해 객실의 공기 급기구(Exhaust 1 급기구도 포함

해서)로부터 유인을 조장함으로써, 객실 내부 공기 

전체의 혼합을 확보하며, 실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한다. 또한 유인유니트의 Exhaust 1 흡입구를 통해 

유인된 공기 유량이 1차 처리공기와 합쳐져 급기구

로부터 분출되므로 결과적으로 급기되는 공기량을 

다소 늘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air flow in the 
passenger cabin for TGV

3. 고속전철 객실 내부 모델링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객실은 앞에서 기술한 프

랑스 고속전철 TGV(300 km/h)의 객실과 기본적으로 

같은 공기분배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다만, 신선외

기 도입량은 1200 m3/h로 같으나, 재순환 공기량이 

1500 m3/h에서 2100 m3/h로 다소 늘어났으며, 창문

은 Fig. 1과 같이 좌우측 벽면에 모두 12개가 설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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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속전철 객실내의 공기흐름을 해

석하기 위한 해석모델의 영역은 객실 내부를 대상

으로 하고, 객실 내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다고 가

정하여 승객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객실로부터 

창문이나 문을 통해 공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와 함께 실내 설비품은 선반과 의자만

을 고려하고, 객실은 실제로 통로 및 화장실 등이 

배치된 부대 영역에서는 비대칭이나 주된 관심 영

역인 객실 좌석이 있는 공간이 대칭이므로 계산영

역을 Fig. 3과 같이 객실 반쪽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해석의 편의상 Fig. 1의 Exhaust 1 유입구를 통

해 유인되는 공기량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이 

하더라도 객실 내의 유동은 복잡한 3차원 유동으로 

된다.

4. 수치해석 방법

본 해석에서는 차량은 정차시 또는 정속 주행시

로 가정하여 주행 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공기

는 비압축성 점성유체로 간주한다. 한편, 객실내의 

기류는 난류유동으로 취급하여 해석시 요구되는 난

류모델은 표준 k-ε 난류모델을 적용한다. 따라서, 
계산에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아래에 기술된 정상상

태의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

식, 난류에너지방정식 및 난류에너지 소산율방정식

이다.

연속방정식:




  (1)

운동량 방정식:




  

 (2)

난류에너지 방정식:



 


  

 
 


 (3)

Fig. 3 Computational model of the passenger cabin and grid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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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에너지소산율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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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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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기의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Myong et al. (1996)이 개발한 3차원 유동해석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 유동해석이 

가능한 일반좌표계(Generalized Coordinate System)를 
사용하고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에 기초하

여 벡터와 스칼라의 값을 제어체적(Control Volume)의 
중심점에 위치시키는 집중격자계를 사용하고 있으

며, 미소체적 중심에서의 직교좌표 성분의 속도와 

압력 및 스칼라 성분을 주요 종속변수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집중격자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압력

의 디커플링(decoupl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

도장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간 방법을, 스칼라장에 

대해서는 선형 보간을 사용하는 Rhie and Chow 
(1983)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계산에 사용된 격자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길이×폭×높이에 대해 181×37×55 (실제 치수는 18.7 
m×1.45 m×2.2 m)의 격자점을 사용하여 전체 격자점

의 수가 약 37만개이며, 관심영역인 유인유니트 근

방에 격자를 집중시키는 비균일 격자계(Nonuniform 
Grid System)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에 

대한 대류항 처리는 상류차분도식(Upwind Difference 
Scheme)을 사용하고, 벽근처에서의 급격한 속도구

배를 예측하기 위해서 벽면에 인접한 제어체적에 

대해서는 벽법칙을 이용하여 속도 및 난류에 관계

된 값들을 계산하였다.
취출구(Supply)의 유입공기는 균일유동으로 가정

하여 유속을 부여하며, 배기구(Exhaust 3) 및 재순환

용 배출구(Exhaust 2)는 자연환기로 하였다. 또한 천

정, 바닥, 실내 벽면 및 실내 설비품의 표면은 점착

조건(No-Slip Condition)으로 가정하였다. 계산의 수

렴조건은 급기구(Supply)에서의 유량 및 운동량, 난

류강도의 유입량으로 각각 정규화된 연속, 운동량, 
난류강도의 보존식들의 유수의 합이 모두 1×10-3보

다 작을 때로 하였다.

5. 계산 결과 및 검토

본 연구에서는 리턴 배기구(Exhaust 2)가 프랑스 

고속전철인 TGV에서와 같이 객실 내부 중앙 바닥

면에 접한 양쪽 벽면에 위치한 경우와 리턴 배기구

를 일본 고속전철인 신간선(Shinkansen, 新幹線)에서

와 같이 의자밑 부분에 다량으로 배치시킨 경우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기류분포

에 대한 수치해석의 결과를 나타낼 객실내의 단면

의 위치는 두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Fig. 4와 같다.

1234

5 6 7 8 9 10

Fig. 4. Selected planes to present the predict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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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GV의 공기분배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대해

서 Fig. 5A와 Fig. 5B에 Fig. 4의 단면들에서의 예측

된 기류분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객실 통로

에 해당하는 Fig. 5A의 단면 ①의 결과를 보면 예상

대로 양쪽 급기구로부터 분출된 공기가 합쳐져서 

하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2와 같은 단

면상의 순환으로 천장부 및 바닥영역에서는 약하고 

중간영역에서는 비교적 강한 공기흐름으로 되나, 전
반적으로는 균일한 하강류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좌석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Fig. 5A의 단면 

②, ③, ④의 결과를 보면 리턴 배기구(Exhaust 2)가 

있는 객실 중앙의 좌석부근 및 천정 선반밑 영역을 

Cross section ①

Cross section ②

Cross section ③

Cross section ④

Fig. 5A. Predicted velocity distributions on several selected planes for the TGV-type air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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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승객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유속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객실 중앙부근에서는 비교적 큰 공기흐름이 나타나

고 있으며, 단면 ①~④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부

근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리턴 배기구로 배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GV에서는 객실 중

앙부분을 초창기에 흡연석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도

적으로 리턴 배기구를 여기에 설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전 객실이 금연석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고속전철의 객실에 대한 공기분배 시스템은 TGV에

서와 같이 객실 중앙부근에 리턴 배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전 객실의 기류를 균일하게 하

Cross section ⑤

  

Cross section ⑥

  

Cross section ⑦

Cross section ⑧

  

Cross section ⑨

  

Cross section ⑩

Fig. 5B. Predicted velocity distributions on several selected planes for the TGV-type air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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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리턴 배기구를 일본 고속전철인 신간

선(Shinkansen)의 경우와 같이 의자밑 부분에 다량으

로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

며, 실제로 이 사실을 이후에 기술될 신간선의 공기

분배방식의 수치해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Fig. 5B의 객실 횡단면 ⑤~⑩의 결과를 보면, Fig. 

2와 같이 TGV에서 독특하게 채용하고 있는 객실내

부의 공기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급기구로부터 

약 1 m/s의 속도로 분출된 신선외기는 창문 벽면을 

타고 천장 부근까지 상승한 뒤 중심 부근에서 하강

하고 바닥부근에서 창문벽 쪽으로 흐르는 공기흐름

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급기구의 유인작용에 의

해 급기구가 없는 영역에서도 순환유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급기구 부근을 제외

Cross section ①

Cross section ②

Cross section ③

Cross section ④

Fig. 6A. Predicted velocity distributions on several selected planes for the Shinkansen-type air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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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객실내 전 영역에서 기류속도가 0.5 m/s 이

하로 제어되고 있어 국제철도협회규격 UIC Code 
553 OR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객실내 유동흐름으로 인해 승객이 앉는 좌석부

근에서는 전체적으로 미약한 재순환 공기흐름으로 

되어 승객은 쾌적한 상태를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신간선의 공기분배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 Fig. 6A와 Fig. 6B에 Fig. 4의 단면들에서의 예

측된 기류분포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리턴 배기

구(Exhaust 2)를 일본 고속전철인 신간선(Shinkansen) 

Cross section ⑤

  

Cross section ⑥

  

Cross section ⑦

Cross section ⑧

  

Cross section ⑨

  

Cross section ⑩

Fig. 6B. Predicted velocity distributions on several selected planes for the Shinkansen-type air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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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의자밑 부분에 다량으로 배치시킨 경

우이다. 먼저 객실 통로에 해당하는 Fig. 6A의 단면 

①의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양쪽 급기구로부터 분

출된 공기가 합쳐져서 하강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2와 같은 단면상의 순환으로 천장부 및 

바닥영역에서는 약하고 중간영역에서는 비교적 강

한 공기흐름으로 되나, 전반적으로는 균일한 하강류

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GV의 분배방식

의 경우인 Fig. 5A의 ①과 비교해 보면 공기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좌석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Fig. 6A의 단

면 ②, ③, ④의 결과를 보면 TGV의 경우와는 달리 

리턴 배기구(Exhaust 2)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승객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약한 유속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 객실이 금연석으로 되

어 있는 고속전철에서는 리턴 배기구를 일본 고속

전철인 신간선에서와 같이 의자밑 부분에 다량으로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Fig. 6B의 객실 횡단면 ⑤~⑩의 결과를 보면, Fig. 

2와 같이 TGV에서 독특하게 채용하고 있는 객실내

부의 공기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급기구로부터 

약 1 m/s의 속도로 분출된 신선외기는 창문 벽면을 

타고 천장부근까지 상승한 뒤 중심부근에서 하강하

고 바닥부근에서 창문벽 쪽으로 흐르는 공기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급기구의 유인작용에 의해 

급기구가 없는 영역에서도 순환유동을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 부근에서 창문벽 쪽으

로 흐르는 공기흐름도 TGV 방식의 경우인 Fig. 5B
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강도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급기구 부근을 제외하고는 객실내 전 

영역에서의 기류속도가 0.5 m/s이하로 제어되고 있어, 
역시 UIC Code 553 OR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객실내 유동흐름으로 인해 승객이 앉는 좌석부

근에서는 전체적으로 미약한 재순환 공기흐름으로 되

어 승객은 쾌적한 상태를 느낄 것으로 역시 예상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전철 객실 내부를 모델화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공기분배 방식에 대한 객실내 

유속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프랑스의 고속

전철 TGV와 일본의 신간선에서 채용하고 있는 각

각의 공기분배 방식들을 모두 본 연구의 고속전철 

객실 내부 공기분배방식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계산 결과로부터 전체적으로 객실 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기류속도가 0.5 m/s 이하로 제어되고 있

어 UIC Code 553 OR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공기흐름의 예측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고속전철 객실의 리턴 배기구를 중심부에 두 개만 

설치한 TGV 방식은 객실 중앙부근에서는 0.5 m/s를 

초과하는 비교적 큰 공기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전 객실이 금연석으로 되어 있는 고

속전철에서는 리턴 배기구를 일본 고속전철인 신간

선 방식에서와 같이 의자밑 부분에 다량으로 분산 

배치시키면 그러한 큰 공기흐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신간선 방식이 보다 적

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최적의 환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수치해석 기술을 바탕으로 온습도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포함시킨 수치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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