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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U(Electric Multiple Unit) of Seoul Metro are equipped with air conditioning and six line flow fans for air 

circulation. In summer, the air conditioning and line flow fans usually work at the same time. Recently, high 

oil price leads more people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which in turn makes them feel hotter inside the 

rolling stocks and complain about air conditioning state.  In order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in summer,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cooling capacity of air conditioners, which costs a lot of money. Thus, we need 

to raise cooling efficiency by rearranging existing devices effectively. 

In this study, we found a better way to improve refreshment inside the trains by changing the operation 

method of line flow fans and door opening systems. The results will help improve the cooling efficiency of  

EMU in summer. Also, more precise experiments and analyses of our data can lead to various method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1. 서  론

  최근에 전동차는 도심지역의 인구집중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여름철에는 전동차 객실내 혼잡도의 상승으로 냉방 관련 고객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에 전

동차 실내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냉방 용량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 된다. 또한 출, 퇴근 시간대에 이용 고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승객이 붐비는 시간대의 내부 

부하에 맞춰 전동차의 공조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는 냉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냉방 효율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메트로의 전동차는 에어컨과 함께 공기 순환을 위해 6개의 라인데리아(Line Flow Fan)가 설치되어 있

다. 현재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는 6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차 객실내 공

기의 유동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동차가 역에 도착하면 항상 출입문 4개를 모

두 개방하여 승객이 승하차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서, 러시아워를 제외한 비 혼잡시간에는 에너지 낭비

요소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동차 내부에서 작용하는 라인데리아(Line Flow Fan)의 공기 송출방향과 전동차 측 

출입문의 개폐방식의 변경을 통해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은 실내 쾌적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운행

하고 있는 전동차를 대상으로 내부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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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개요 및 방법

  서울메트로의 3호선 VVVF전동차 냉방장치는 천정 외벽 상부에 1 량당 그림1의 냉방 유닛 쿨러(Cooler)가 

2개 설치되어 있고, 형식은 옥상노출 천정 집약 분산 식으로 1편성(10량)에 20개의 냉방 유닛 쿨러가 설치

되어 있다. 1개의 차량 천정에 2개의 유닛이 설치되어 있으며 1개의 냉방 유닛 당 2개의 냉방 사이클로 되어 

있다. 1개 유닛의 냉방 용량은 23,000 kcal/hr로서 1량은 46,000 kcal/hr이다. 전동차 객실은 연결기를 기준

으로 길이가 20m, 폭이 3m이며, 레일상면 기준으로 객실 상면 높이는 1,150mm이고, 지붕높이는 3,750mm 

이다.

그림2의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는  1 량당 그림3과 같이 총 6개가 천장 중앙에 일렬로 매립되었고, 쿨

러에서 토출된 냉풍을 출구 그릴의 좌우 요동 운동으로 차내 내부에 간헐 송풍을 하여, 풍속에 의한 냉방 효

과를 증가시키고, 승객에게 청정감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폐형 3상 유도 전동기가 장착되어 있으

며, 날개 형식은 90mm 금속제 “Line Flow Fan”이며, 회전수는 1,710 rpm ± 50 rpm 이고, 수진운동을 하며 

수진 각도는 65°±5°, 1분당 좌우로 4회 왕복하며, 풍량은 16 m³/min이다.

그림 1 냉방 유닛 쿨러

   

그림 2. 라인데리아

   

그림 3. 라인데리아 천정 배치

  2.1 시험 방법

  서울메트로 3호선 VVVF전동차는 2009년 6월부터 도입되어 운영된 차종으로 서울메트로 전동차 중에는 

가장 최신형이다. 지축~오금간 총연장 38.2km, 영업구간 37.7km, 영업역 34개로 옥수역, 압구정역, 지축역

을 제외한 모든 역이 지하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대화~지축간 코레일 일산선 구간(19.2km)도 코레일 전동차

와 함께 운행한다. 

  일반적으로 실내공간에서 무거운 공기는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온도는 위로 올라 갈수록 상승한다. 사

람의 몸은 전체적으로 열적 중립상태 이더라도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면 온 불쾌감이 머리부분에서 생기고, 

냉 불쾌감은 발 부근에서 발생한다. 실내 상하 온도차의 한계에 대해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7730에서는 앉은 상태에서 발목(바닥 위 10cm)과 머리(바닥 위 110cm)의 온도차를 3℃이

내로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미국 표준협회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공조 

냉동학회 ASHRAE 55-1992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발목(바닥 위 10cm)과 머리(바닥 위 170cm)의 온도

차이를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수직 측정 위치를 지표면에서 0.1m, 0.6m, 1.1m, 1.7m 높이

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0.1m는 발목, 0.6m는 착석 시 인체의 중심, 1.1m는 착석 시 인체의 머리, 

1.7m는 서있을 때의 머리 높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ANSI와 ASHRAE 55-1992의 추천 기준에 따라 시험에 따른 공기 유동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 그림 4 및 5와 같이 수평 및 수직 측정위치를 서 있는 상태에서 발목 위치인 10cm, 서 있을 때의 인체의 

머리 중심인 170cm로 나누어 4개 지점으로 하여 총 8지점을 선정 측정하였다. 또한 전동차 내부 공조기의 

위치가 좌우 대칭이므로 전체 객실의 1/2만 측정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시험은 2011년 8월 6일에 진행하였

으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8월 27일에 동일한 조건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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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동차 내 수평 온도 분포 측정 위치

     

그림 5. 수직측정 위치

  온도측정은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림6의 ARCO사 AR837 휴대용 온습도계를 사용하

였다. 온도 측정 범위는 -10℃ ~ 50℃이며, 온도 측정 분해능은 0.1℃이다. 그리고 온도 샘플링 속도는 

2.5times/sec이다. 온습도계를 8개 지점에 배치하여 매 15초마다 온도를 직접 기입하였다. 그림7은 온도 측

정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AR837 온습도계

  

그림 7. 온도 측정

  2.2. 라인데리아(Line Flow Fan) 방향 전환 시험

  지축 차량기지 외부 유치선에 전동차를 배치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를 통해 전동차 내부 온도를 30℃이상으

로 상승시켰다. 이후 20분간 유지하여 내부온도를 균일화시킨 후 에어컨과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를 동

시에 15분간 작동시켜 매 15초마다 온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그림8과 같이 6개의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를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시켜 15분간 측정하였다. 이후에 다시 6개의 라인데리아(Line Flow Fan)중 3개

의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를 그림9와 같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작동시켜 15분간 측정하였다. 동일한 

시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다른 칸으로 옮겨 시험을 하였으며 시험 중 사람에 의한 실내공기의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측정인원 2인의 객실 내 이동을 금지하였고, 실제 주행처럼 등구류와 객실 내 각종 표

시장치는 모두 ON 상태에서 시험하였다.

그림 8. 동일 방향 작동

      

그림 9. 엇갈림 방향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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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출입문 개폐방식 변화 시험

  전동차 내부 온도를 여름철 실제 목표온도(22℃)로 에어컨과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를 1시간가량 가

동시켜 측정 지점마다 비슷한 온도가 되도록 최대한 안정화 시켰다. 이후 에어컨과 라인데리아(Line Flow 

Fan)를 OFF한 후에 출입문을 열어 매 15초마다 온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그림10과 같이 4개의 출입문을 

열어 5분간 측정하였다. 이후에 그림11과 같이 출입문을 2개만 열어 5분간 측정하였다. 동일한 시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다른 칸으로 옮겨 시험을 하였으며 시험 중 사람에 의한 실내공기의 유동이 발생하지 않

도록 온도 측정인원 2인의 객실 내 이동을 금지하였고 실제 주행처럼 등구류와 객실 내 각종 표시장치는 모

두 ON 상태에서 시험하였다.

그림 10. 출입문 4개 개방

      

그림 11. 출입문 2개 개방

 3. 결과 및 고찰

  3.1. 라인데리아(Line Flow Fan) 방향 전환 시험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라인데리아(Line Flow Fan) 6개중 3개를 엇갈리게 작동시킬 때가 6개를 같

은 방향으로 작동시켰을 때보다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3개를 엇갈리게 작동시킬 때는 170cm 위치에

서는 초기온도 대비 각 지점 평균 7분 30초에서 4.85도, 15분에는 8.23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cm 위

치에서는 7분 30초에서 6.91도, 15분에는 10.01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를 같은 방향으로 작동시켰

을 때에는 170cm 위치에서는 7분 30초에서 4.44도, 15분에는 7.65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cm 위치에

서는 7분 30초에서 5.84도, 15분에는 9.1도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엇갈리게 작동시킬 때가 같은 방향

으로 작동시킬 때 보다 170cm 위치에서는 4개 지점을 평균했을 때 7분 30초 경과했을 때 0.41도, 15분경과 

시 0.51도, 10cm 위치에서는 4개 지점을 평균했을 때 7분 30초에서 1.07도, 15분경과 시 0.91도 더 하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점별로 봤을 때에는 라인데리아(Line Flow Fan)의 풍향을 직접 받는 ①, ②지점이 전동차 중앙에 위치한 

③, ④지점보다 온도가 더 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70cm 위치보다 10cm 위치에서 좀더 온도가 빨리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a) 17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6)

      

b) 1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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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7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27)

      

d) 1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27)

그림 12. 라인데리아 방향 전환에 의한 시험 온도 측정결과

  3.2. 출입문 개폐방식 변화 시험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입문을 4개 모두 개방했을 때가 2개만 개방했을 때보다 온도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4개 모두 개방했을 때는 170cm 위치에서는 초기온도 대비 각 지점 평균 1분에는 2.73도, 5분에는 

4.4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cm 위치에서는 1분에는 2.13도, 5분에는 3.6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만 개방했을 때에는 170cm 위치에서는 1분에는 0.69도, 5분에는 2.2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10cm 

위치에서는 1분에는 0.4도, 5분에는 2.13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문을 4개만 개방했을 때가 2개

를 개방했을 때 보다 170cm 위치에서는 4개 지점을 평균했을 때 1분 경과했을 때 2.04도, 5분경과 시 2.18

도 더 상승하였고, 10cm 위치에서는 4개 지점을 평균했을 때 1분에서 1.73도, 5분경과 시 1.55도 더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점별로 봤을 때에는 출입문과 가까운 ①, ②지점이 전동차 중앙에 위치한 ③, ④지

점보다 온도가 더 빨리 상승 경향을 보였다. 또한 10cm 위치보다 170cm 위치에서 좀더 온도가 빨리 상승하

는 경향을 보였다.  

  전동차의 출입문 개방시간은 보통 30초 내외이며 앞 열차로 인한 지연 발생시 1분 정도 열게 된다. 시험결

과 4개의 출입문을 모두 개방하였을 때 측정지점 평균 5분간의 온도 상승률은 0.81℃/min이며, 초기 1분 동

안의 온도 상승률은 2.43℃/min으로서 출입문 개방 초기 온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 2개의 출입문을 개방하였을 때에는 측정지점 평균 5분간 온도 상승률은 0.44℃/min이며, 초기 1분 

동안의 온도 상승률은 0.54℃/min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 17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6)

      

b) 1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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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7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27)

      

d) 10cm 위치의 온도 측정(2011.8.27)

그림 13. 출입문 개폐방식 변화에 의한 시험 온도측정 결과

4. 결  론

  실제 운행 중인 전동차를 대상으로 내부 기기의 작동방식 변화를 통한 더 나은 실내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

연구를 하였다. 실험 결과 전동차 내부 라인데리아(Line Flow Fan)의 공기 송출방향과 전동차 측 출입문의 

개폐방식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동차 1량의 출입문 4개 모두

를 동시에 개방하였을 경우 1분 이내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

인 기기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기기의 작동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전동차 내부의 냉방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전동차 이용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신조 전동차를 설계할 때 유용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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