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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evaluation method of thermal environment using 

CFD, not an experiment, which is usual in the field. Model train is the newly introduced 

Mugunghwa train. Since its compartment occupies a large space and chairs and other 

accessories make it a complicated structure, 3-D calculation might take too much time and 

effort to make evaluation itself possible. Therefore, we suggest a 2-D model to replace the 

original 3-D model for averaged temperature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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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창문을 통한 Heat flux

 벽면을 통한 Heat flux

 조명부하

 차폐계수, 보통 복층, 0.6

 유리의 열 류율   ℃, 
2  유리 6mm 공기층 : 3.0

 창문면 . 2.227m2

 일사량, 7월 23일 오후 3시 기 , 

354  

 내벽의 온도, 35℃

 실내 온도, 23℃

 내벽의 류열 달 계수, 0.123 

  

1. 서   론

오늘날 장거리 이동 수단 뿐 아니라 출퇴근 수

단으로 철도차량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객이 철도 차량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객실 내 온열 쾌적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차내의 적절한 온열환

경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온

열 쾌적성을 평가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
석 대상의 철도 차량은 신형 무궁화호를 선택하

였다. 객실 내부는 대공간이고 의자와 부속물로 

인해 복잡한 구조이므로 3차원으로 해석하면 많

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며 자칫 계산 자체가 불가

능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3차원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2차원 모델을 제안하고 객실내 평균온도

와 온도분포에 대한 상호 관계를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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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출구

리턴그릴

Fig. 1 3-Dimensional model

상부 입구

하부 입구
출구

Fig. 2 2D Model

2. 해석 방법

 2.1 수치해석 방법

 신형 무궁화호의 온열 쾌적성은 여름철을 대

상으로 공조기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평가하였

다. 난류모델로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압력-
속도 coupling은 SIMPLE 알고리즘을, 운동량과 

에너지 방정식은 Second Order Unwind scheme을 

이용하였다.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객실은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 3차원 모델 모두 객실

의 반만 모델링하였고, 그 대칭면에 Symmetry조
건을 부여하였다. 

 
2.2 신형 무궁화호의 3차원 모델

신형 무궁화호는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약 650,000개의 Hexahedral격자로 모델링 하였다.
길이 방향으로 총 18m 정도이며 창문과 벽면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객실 안으로 유입되며, 천정

의 조명기기에서도 Heat flux가 유입된다. 냉기는 

승객의 앉은 높이의 무릎과 어깨 높이에서 좌석 

당 하나씩 위치해 있는 입구를 통해 들어오며, 
객실에서 순환된 공기는 출입문 벽면에 있는 출

구와 객실 하단에 위치해 있는 리턴그릴을 통해 

배출된다. 

 2.2.1 경계조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Heat flux, 

                      (1)

        

  객실 내벽을 통해 들어오는 Heat flux, 

           
      (2)

  조명부하, 

       이다. 

  유입되는 냉기의 유량( )과 온도()

 냉기는 공조기에서 덕트를 통해 객실 내로 유

입되므로 수치해석을 통한 모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이어야 하나 계산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덕

트 구조만 따로 계산을 수행하여 각 입구에서 나

오는 냉기의 유량과 온도를 먼저 계산하여 그 결

과를 본 연구에서의 입구조건으로 부여하였다.

2.3 신형 무궁화호의 2차원 모델

신형 무궁화호의 2차원 모델은 Fig.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바닥면에 수직

하게 자른 단면을 2차원 모델로 제안하였다. 그 

격자는 대부분이 Hexahedral 격자이지만 격자 생

성이 곤란한 부분에서 Tetrahedral 격자를 이용하

였다. 2차원으로 차원을 줄였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현상이 있는데 특히 객실 내 공기가 배출되

는 출구의 위치가 2차원 모델로는 실제와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차원 모델에서는 

출구인 리턴그릴이 냉기 입구와 중첩이 될 뿐 아

니라 출입문 벽에 있는 출구 역시 2차원에서 선

이 아닌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상의 출구를 Fig.2와 

같이 Symmetry 상에 부여하였다. 2차원 모델의 

경계조건은 3차원 모델에서 부여한 경계조건과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3. 3차원과 2차원 모델의 관계식

 3.1 관계식 유도에 관한 개요

 온열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공기

의 속도와 온도, 습도 등의 물리적인 요인과 성

별, 의복의 형태 및 활동량 등의 개인적인 요인

이 있다. 그 중 객실 내에서 승객의 활동량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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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일하고, 계절에 따른 의복의 형태가 유사하

다고 가정한다면 온열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가

장 큰 요인은 온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

도에 관해 2차원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

하여 3차원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관계식을 얻

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온도의 냉각곡선과 

온도 분포에 관한 관계식을 제안한다.

 3.2 냉각곡선에 관한 관계식

 냉각곡선이란 초기 일정 온도에서 공조기가 

작동한 후 시간에 따라 객실 내 온도가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객실 내 온

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이다.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생

각되는 것이 ① 객실로 유입되는 Heat flux,   ② 

냉기의 온도(  ), ③ 냉기의 유량(  )일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요인인 Heat flux는 3차원과 2차
원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객실 내 온도에 영

향을 끼치는 요인은 냉기의 유량과 온도라고 가

정한다. 즉 냉각곡선 ∼ 는 유량과 온도

만의 함수이다. 냉각곡선을 맞추는 작업은 3차원 

2차원 모두 동일한 냉기 온도와 유량을 가지고 

계산된 냉각곡선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법

이 있을 것이다. 이는 3차원의 냉각곡선과 2차원

의 냉각곡선의 차이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3차원과 2차원의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냉각곡선을 얻도록 하는 냉기의 온도와 

유량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다. 즉 전자는 시뮬

레이션의 경계조건인 온도와 유량은 동일하고 그 

결과에 대한 관계식이며, 후자는 시뮬레이션 결

과인 냉각곡선을 동일하게 하는 경계조건의 관계

식을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이용

하여 관계식을 얻도록 할 것이다. 그 이유는 2차
원으로 한 차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2차원에서의 

유량과 온도를 3차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불합

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원이 줄어드는 대신 

유량과 온도로 보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운행 중인 신형 무궁화호의 에어컨 작동 

범위가 유량은 대략 0.75m3/s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 모든 범위에서의 2차원 모델이 아닌 0.75m3/s
부근에서 두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냉기 유량과 온도에 해당되는 

3차원의 냉각 곡선을 구하고 그와 오차 범위 안

에 드는 2차원의 냉각곡선을 구하기 위해 유량과 

온도를 여러 번 바꾸어 가며 시행착오를 이용해 

그에 해당되는 유량과 온도를 구한다. 그 다음 3
차원의 유량과 온도를 바꾸어 가며 그에 해당되

는 2차원의 유량과 온도를 구하여 3차원의 유량

과 온도, 2차원의 유량과 온도의 관계식을 얻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3.2.1 3차원 모델의 냉각곡선

 냉기 유량이 1.25m3/s, 온도가 291K인 경우에 

대한 냉각 곡선은 Fig.3의 실선과 같다. 온도의 

측정위치는 승객 한명 당 머리, 어깨, 무릎, 발[1]
의 총 7개이다. 냉각곡선은 모델 전체 총 252개
의 점의 평균 온도를 이용하였다. 냉각곡선을 살

펴보면 냉각곡선 ×
의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A와 B
는 온도의 차원을 갖는 변수이고 A+B는 초기온

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변수 C는 시간의 차원을 

갖으며 반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C가 클수

록 빨리 일정한 온도의 값을 갖게 된다. 결과를 

먼저 말하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시행

한 결과 변수 A와 B는 냉기의 유량과 온도에 영

향을 받지만 변수 C는 냉기의 온도에는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다. 

 
3.2.2 2차원 모델의 냉각곡선

 2차원 모델의 온도 측정위치 역시 3차원 모델

과 같은 위치이며 총 14개의 점에서 온도의 평균

을 이용하였다. 현재까지 2차원 모델에 관해 알

고 있는 것으로는 격자와 경계조건만 알고 있고, 
3차원의 냉각곡선과 오차범위(±5%) 안으로 유사

한 2차원 냉각곡선을 얻을 수 있는 2차원 모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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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of air flow rate

(m
3/s) (K) (m

2/s) (K)

0.6

291

0.03

288.86

293 290.86

295 292.86

0.75

291

0.037

288.70

293 290.70

295 292.70

0.9

291

0.044

288.57

293 290.57

295 292.57

1.0

291

0.049

288.60

293 290.62

295 292.64

1.25

291

0.06

288.27

293 290.28

295 292.28

1.5

291

0.073

288.07

293 290.08

295 292.08

Table 1 Air flow rate & temperature data

0.6 0.8 1.0 1.2 1.4 1.6
0

1

2

3

4

5

 Linear curve fitting

β

Q3D

Fig. 5 Relation of Q3 and β

냉기 유량과 온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례

로 3.2.1항의 3차원 모델의 냉각곡선과 유사한 냉

각곡선을 그리는 2차원의 유량, 온도는 시행착오

를 거쳐 구하면   
   인 것

을 알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냉각곡선을 구해

보면 Fig.3의 점선과 같다.  

 3.2.3 관계식 유도

 앞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3차원 냉기 유량

을 0.6, 0.75, 0.9, 1.0, 1.25, 1.5m3/s로, 냉기 온도

를 291, 293, 295K로 변경하고 그에 해당하는 2
차원 냉기 유량과 온도를 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량별, 온도별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Fig.4와 같이 3차원 유

량과 그에 해당하는 2차원 유량을 그래프로 그려

보면 두 값들은 선형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선형 유량관계식을 얻을 수 있

다. . 
   ×                    (3)

마찬가지로 냉기 온도에 관한 관계식을 유추해

보면 Table 2 의 마지막 열에서 보듯 일차식으로 

표현되지만 유량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온도 관계식은 유량에 따라 그 상수 값이 달라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와 

같은 관계식에서 는 유량 관계식처럼  상수가 

아닌 유량의 함수, 즉 ∼ 인 것이다. 따라

서 를 유량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찬

가지로 Fig.5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                         (4)

는 식(4)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정리

하여 냉기 온도 관계식을 유도하면 식 (5)와 같다.
     ×                 (5)
 




291 293 295 Curve fitting

0.6 288.9 290.9 292.9       

0.75 288.7 290.7 292.7     

0.9 288.6 290.6 292.6     

1.0 288.6 290.6 292.6     

1.25 288.3 290.3 292.3     

1.5 288.1 290.1 292.1     

Table 2 Air temperature & Q3

 
3.3 온도 분포에 관한 관계식

 쾌적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승객이 없는 

상태이므로 PMV이론[2]을 적용하였고, ISO 
7730[3]에서 정하는 쾌적 범위가 (-0.5, +0.5)이므

로 그 영역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 온도를 구하

여 그 쾌적 범위에 해당되는 영역이 관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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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3D temperature distribution

전체의 몇 %에 해당되는지 연구 할 것이다.. 분
포의 형태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만 알고 있다

면, 임의의 영역, 즉 여기서는 쾌적 영역이 전체

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앞 절에서 두 모델이 오차범위 안으로 유사

한 평균온도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두 모델의 표준편차 관계와 온도 분포

의 형태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3차원과 2차원 

두 모델에 대해 온도 일정해 지는 Steady 상태의 

온도 분포를 구하여 도수분포표를 구하고 각각 

객실의 평균온도와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객실 내 임의의 좌표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한 것

이 아니라 객실 중 승객이 주로 위치해 있는 좌

석 영역의 전 영역에 걸쳐 온도의 평균을 구하였

다. 

 3.3.1 분포의 형태

 3차원의 객실 온도 분포 형태를 알아보기 위

해 각 냉기 유량별, 온도별 온도 분포 그래프를 

Fig.6와 Fig.7과 같이 작성하였다. 각 온도 분포 

그래프는 서로 다른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일정

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보다 일반적인 모양을 알

아보기 위해 평균을 0, 표준편차를 1로 정규화 

시키면 Fig.6과 같이 일정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냉기의 유량별로는 조금씩 다른 분포를 하고 

있지만, 냉기 온도별 객실 온도 분포는 정규화 

시켰기 때문에 모두 일정하였다. 정규화 된 6개
의 유량별 온도 분포 표본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

과 표본 표준편차를 구하면 실제 3차원의 온도 

분포가 위치해 있을 확률이 90%인 영역의 최대

값과 최소값을 얻을 수 있다. Fig.7(a)에서 실선으

로 표시한 온도 분포가 유량별 6개의 표본을 이

용하여 얻은 평균 온도 분포이며, dash로 표시한 

영역은 신뢰구간 90%의 최대 영역을, dot으로 표

시한 영역은 신뢰구간 90%의 최소 영역을 표시

하였다. Fig.7(a)와 같은 온도 분포의 최대값과 최

소값을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래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적분하여 누적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적분한 그래프를 Fig.7(b)에 표시하였다. 객실 

온도 분포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누적 비율 역시 

평균 0을 기준으로 비대칭인 형태를 하고 있다. 
만약 평균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곳의 누적 영

역 비율을 알고자 한다면 그림 Fig.7(a)에서 X축

에서 k를 찾고 그에 해당하는 Y축의 누적 비율

을 찾으면 된다.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그 해당영역이 있을 확률이 90%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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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4.11 3.49

0.75 3.57 3.06

0.9 3.23 2.56

1.0 3.07 2.19

1.25 2.72 1.99

1.5 2.56 1.59

Table 3  Rel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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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 of ,   and Curv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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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cumulative rate & curve fitting
 

이 그래프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Fig.8과 같이 

Curve fitting을 하여 식 (6)∼(8)과 같이 함수로 

표현 할 수 있다. Fig.8은 신뢰구간의 평균에 관

한 Curve fitting만 표시하였다. 좌우 비대칭이므로 

‘n-'는 평균 0을 기준으로 왼쪽의 음의 구간을, 
’p-'는 오른쪽 양의 구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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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3.3.2 표준편차 관계식

 앞 항에서 살펴본 온도 분포에서 냉기 유량별 

표준편차를 3차원과 2차원 모두 구해보면 Table 
3과 같이 나태날 수 있고, 이 역시 Fig.9와 같이 

선형적인 관계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9)와 같은 1차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9)

 3.4 쾌적 PMV 영역

 PMV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
히 공기의 온도와 속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쾌적 PMV 영역은 ±0.5 사이기 때문에 각 3차원 

냉기 유량별로 공기의 평균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정 온도 범위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각 유량

별 공기의 평균속도와 적정 쾌적 온도 범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  )

평균속도
(  )

PMV
Min
(K)

PMV
Neutral
(K)

PMV
Max
(K)

0.6 0.1821 290.66 292.91 295.16

0.75 0.2344 292.01 294.07 296.13

0.9 0.2749 292.79 294.74 296.68

1.0 0.3023 293.23 295.12 297.00

1.25 0.3819 294.22 295.97 297.72

1.5 0.4522 294.90 296.56 298.21

Table 4 Averaged velocity & comfort zone

적정 쾌적 범위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즉 공기 

속도가 증가할수록 범위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값과 최대값은 다음에 설명할 

표준정규분포에 사용될 값들이다. =0.75  , 
=291K인 경우를 예를 들어 계산과정을 설명하

고자 한다. 위 입구조건으로 계산된 객실 평균온

도는 2차원 모델을 통해 구하면 290.68K임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 역시 2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구하면 는 3.06이고 이를 식 (9)에 대입하면 3

차원 모델의 표준편차를 3.68로 추측할 수 있다. 

=0.75  의 경우 PMV_Max 값이 296.13K으

로 평균온도에서  떨어져 있고, PMV_Min 

값은 292.01K으로 약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7), (8)을 사용하면 객실 내 최대 

33.19%, 최소 24.23%가 쾌적 범위에 해당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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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ase 2

이 90%이다. 즉 관심영역의 28.42±5%의 영역이 

쾌적 범위에 속할 확률이 90%이다. 실제 3차원의 

해석결과 27.6%이므로 이 영역 안에 속한다. 

 3.5 관계식 검증

 지금까지 논의한 방법이 과연 어느 정도 정확

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임의의 

냉기 유량과 냉기 온도를 정하고 그에 따른 3차
원 모델의 냉각곡선과 온도 분포와 2차원 모델에

서의 냉각곡선과 온도 분포를 비교하여 그 정확

성과 실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5.1 Case 1 (  
      ) 

  를 식 (3), (5)에 대입하여 2차원 모델의 

입구조건인   
 ,   를 구

하여 2차원 모델의 냉각곡선과 객실 내 평균온도

를 구한다. Fig.10과 같이 두 냉각곡선이 유사하

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teady 상태에서의 2차원 모델 객실 평균온도가 

292.56K이었고, 표준편차는 2.91이며 식 (9)를 통

해 을 계산하면 3.56이며 실제 3차원 모델에서

의 표준편차는 3.46으로 이 역시 오차 허용범위 

안에 있다.   
 인 경우에 대한 적정 

PMV의 최저온도는 292.19K, 최대 온도 296.25K
이므로 이는 평균으로부터 각각  와 

이므로 식 (7), (8)을 통해 계산하면 객실 내 최대 

32.49%, 최소 24.36%가 쾌적 영역에 속할 확률이 

90%이다. 즉 객실 의 28.47±5%가 쾌적 영역에 

속할 확률이 90%이다. 실제로 3차원 해석 결과 

객실의 27.8%가 쾌적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모델

을 통해 계산된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2 Case 2 (  
     )

  마찬가지로 식 (3), (5)를 이용하여 2차원 모델

에서 입구조건인 냉기 유량과 냉기  온도를 구하면 

  
 ,   가 된다. 이를 이

용하여 2차원 모델의 냉각곡선과 객실 평균온도

를 구할 수 있다. Fig.11과 같이 3차원과 2차원의 

냉각 곡선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객실 평균온도가 286.36K 으로 수

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다음으로 2차원 모

델의 표준편차는 2.07이었다. 식 (9)를 통해 유추

된 3차원 모델의 표준편차는 2.89이며, 실제 3차
원 모델의 해석 결과로는 2.97으로 오차범위내로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경우에 대한 적정 PMV의 최저온도는 293.68K, 
최대 온도 297.4K이므로 이는 평균으로부터 각각 

와 이므로 식 (7), (8)을 통해 영역을 

구해보면 최대 0.87%, 최소 0.55%가 쾌적 영역에 

속할 확률이 90%이다. 실제 계산을 통해 알아본 3
차원 객실의 쾌적 영역은 0.68%이므로 이 구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D

2D

3D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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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형 무궁화호 철도차량의 온

열 쾌적성에 대해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

여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3차원 모델을 

대신할 수 있는 2차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온열 쾌적성 평가는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하였지만,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PC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쾌적성을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 차량의 경우는 길

이방향으로 18m정도가 되는 큰 대공간이며, 의

자, 선반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했다 하더라고 계산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Unsteady 해석은 물리적 계산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오랜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는 3차
원 대신 2차원 모델로 그 해석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2차원 모델 개발을 수행하

였다. 3차원과 2차원의 입구조건, 즉 냉기의 유량

과 냉기의 온도 사이의 상관 관계식을 유도하여, 
알고자 하는 3차원의 냉각곡선을 그 관계식을 통

해 얻어진 2차원 입구조건을 이용하여 2차원 모

델로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였다. 냉
각곡선을 통해서는 객실의 평균온도를 알 수 있

지만, 평균온도 뿐 아니라 온도의 분포까지 예측

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차원 모델과 3차원 

모델의 표준편차의 관계를 유도하여 객실 내 온

도 분포 함수를 구하고 적정 쾌적 범위에 해당하

는 영역의 비율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철도 차량 중 신형 무궁화호를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이나 객실의 형태

가 변화하게 되면 제안된 2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2차원 모델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

하면 계산시간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자칫 계

산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연구를 3차원과 

2차원의 상관관계를 유도함으로써 2차원 모델로 

그 해석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객실 내 평균 온도 뿐 아니라 온도 분포까지 예

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차량을 설계하는데 있

어 본 2차원 모델을 적용하여 가장 쾌적한 철도 

실내 환경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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