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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perating hours of class rooms in university buildings vary according to each class 

schedule, and the operating schedule of air conditioners is flexible. It has a high occupancy 

density compared to the short occupancy time, so the optimum IEQ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cannot be guaranteed. In addition, the learner also shows the limit of the opportunity 

for thermal adapt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quantitative evaluation was carried out by 

calculating the comfort temperature by analyzing the metabolic rate before class, thermal 

comfort related to thermal adaptation for a short time after class, and changes in the occupant’s 

thermal sensation during lectu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occupants’ thermal sensation 

(Thermal Sensation Vote, Comfort Sensation Vote, Thermal Preference), it was found that they 

showed thermal stability after class.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is was influenced by the 

difference in the metabolic rate of the occupants that occurred within a short time before class. 

Through the difference in comfort temperature of 1.78°C, thermal comfort before and after class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In order to promote the air conditioning operation strategy of the 

university building lecture room and the comfort of the indoor heating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reflect changes in short-term thermal adaptation, metabolic rate, and 

thermal comfort of occupants.

주요어 : 재실자, 대사량, 쾌적온도, 대학 강의실

Keywords: Occupants, Metabolic rate, Comfort temperature, University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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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 건축물 내 강의실의 운영시간은 강의 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공조기기

의 운영 스케쥴은 유동적인 특성을 보인다. 업무 시간 및 패턴이 일정한 사무용 건축물과 다

르게 대학 내 강의실의 경우 짧은 재실 시간 내에 높은 재실 밀도를 보여 실내온열환경의 관리 

수준에 따라 최적의 IEQ (Indoor Environmental Quality)를 담보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공조

기기 제어 방안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수강자의 입장에서 열적 만족을 위해 

실내온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적 적응 기회에서도 한계를 보인다(Oh et al., 2008). 이는 

재실자의 열적 만족도로 이어지며 강의 장소 및 시간 등에 따라 변화하는 재실자의 열적 특성

을 신뢰도 높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 강의실의 경우 교육의 질, 교육 수용도의 저

하를 막고, 최대의 교육 효율을 발현시키며,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실내온열환경 

조성 방안, 공조 운영기기의 제어 방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Oh et al., 2008; Cheong et al., 2014)에서도 대학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를 연구한 결과, 중간기 동안 난방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고, 실내환경의 

물리적인 요소 및 운영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대학 건축물의 에

너지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린 캠퍼스, 탄소 중립 캠퍼스와 같이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

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강의실 내 실내온열환경 조건은 학생의 열적 만족도 확보와 동시에 

에너지 절약까지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점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강의 시작 전 발생하는 재실자 대사량 관련 온열 쾌적감 분석

2) 강의 시간 동안 변화하는 대사량 및 재실자의 온열감 수준 파악

3) 강의 시간 후 대사량 변화(저하) 및 단시간의 열적응으로 대변되는 온열 쾌적감 분석

4) 쾌적온도 산정 및 비교 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

위와 같은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대학 강의실 내 공조기기 제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열적 

수요를 쾌적온도의 도출을 통해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이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제

외한 주 강의가 이루어지는 중간기를 대상으로 강의실의 실내온열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실자, 즉 수요자인 학생들의 대사량 변화에 따른 열 쾌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

다. 중간기 특성상 재실자의 개인적 요소, 즉 대사량, 착의량 관련 요인들이 열적 만족감에 많

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Kim and Cha, 1992; Yoon, 2018).

측정개요

대상강의실 

본 연구는 대학 건축물 강의실 내 강의 환경 및 재실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재실

률이 가장 높은 중간기(2021년 10월, 2022년 3월)에 각각 약 1시간 30분 동안 실험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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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피험자들은 실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 장소인 강의실 입실 직후, 첫 번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60분 동안 편안한 상태(대사량 1.0 Met ~ 1.2 Met)에서 수강 

후, 퇴실 10분 전 두 번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개요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chematic of experiment

평균 23.5세의 남녀 대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피험자(재실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재실자 특성은 설문 조사 내 기본 항목 작성을 통해 정보 수집되었다. 특히 대사량의 경

우, 첫 번째 설문 조사를 통해 강의실 입실 직전 10분 내로 발생한 활동량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두 번째 설문 조사에서도 수강 중 행하였던 활동량에 대해 조사 후 분석하였다.

실험 장소 내에 종합환경측정기 1대(강의실 내 중심 배치)와 데이터로거 10대(강의실 중심 

및 일정 간격 배치)를 설치하여 1분 간격으로 실내온열환경 관련 PMV (Predicted Mean 

Vote), PPD (Predicted Percent of Dissatisfied), 건구 온도, 상대 습도, 풍속, 복사온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PMV, PPD 데이터의 측정을 위해 착의량 1.2 clo(일반 비즈니스 복장), 

활동량 0.9 met(편안히 앉은 상태)의 정보를 종합환경측정기에 입력하였다. 측정기기의 측정 

범위 및 정확도에 대한 개요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Mean demographics of subjects (Mean±S.D)

No. of occupants
Male Female Total

42 33 75

Age (year) 24.2±1.75 22.5±1.45 23.5±1.8

Height (m) 1.74±0.05 1.61±0.05 1.68±0.08

Weight (kg) 71.78±11.7 55.34±6.7 64.55±12.7

BMI (Body mass index) 23.54±3.16 21.15±2.32 22.49±3.05

Clothing insulation (clo) 0.74±0.17 0.83±0.15 0.78±0.16

Metabolic 

rate (met)

before survey 2.17±1.7 3.07±1.1 2.57±1.5

after survey 1.1±0.1 1.1±0.1 1.1±0.1

Table 2. The measurement parameters and types of instruments used in field measurements 

Description Parameter Range Accuracy Resolution

Thermal 

Environment 

Meter 

(TESTO400)

Air temperature (Tin, °C) -40 ~ 150°C ±0.2°C 0.1°C

Relative humidity (RHin, %) 0 ~ 100%RH ±(1.8%RH + 3%) 0.1%RH

Air velocity (Va, m/s) 0.4 ~ 30 m/s ±(0.02 m/s + 2%) 0.1 m/s

Radiant temperature (Tr, °C) 0 ~ 120°C -40 ~ 1000°C -

Data logger 

(TR-72Ui)

Air temperature (Tin, °C) 0 ~ 50°C - -

Relative humidity (RHin, %) 0 ~ 100%R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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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방법

실험 참여자 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사량 변화에 따른 열 감각 

변화 및 재실자의 온열 쾌적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재실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동시

에 실내온열환경을 측정하였다. 재실자의 온열 쾌적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열감(Thermal 

Sensation Vote: TSV), 열선호도(Thermal Preference: TP), 쾌적감(Comfort Sensation Vote: CSV)

으로 구분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제시한 항목과 

같이, ASHRAE 55 기반 재실자 온열감 관련 척도를 객관식 문항화하여 하나의 선택지를 고

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Table 3. Questionnaire - ASHRAE standards 55 (English version)

Thermal sensation vote

(TSV)

Comfort sensation vote

(CSV)

Thermal preference

(TP)

Cold (-3) Very comfortable (1) Much warmer(-2)

Cool (-2) Comfortable (2) A bit warmer (-1)

Slightly cool (-1) Slightly comfortable (3) Without change (0)

Neutral (0) Neutral (4) A bit cooler (1)

Slightly warm (1) Slightly uncomfortable (5) Much cooler (2)

Warm (2) Uncomfortable (6) -

Hot (3) Very uncomfortable (7) -

결과 및 토의

열적응에 따른 재실자 온열 쾌적감 변화

강의실 내 재실자를 대상으로 수강 전, 후의 온열감(TSV)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

저 실내온열환경 측정 결과, 실내온도는 수강 시작 시 10월, 평균 18.3°C, 3월, 평균 16.7°C, 

수강 시작 60분 후, 10월, 평균 20.3°C, 3월, 평균 18.8°C 였으며, 봄, 가을 및 강의 시작, 종료 

시점에 따라 최대 3.6°C 정도 차이를 보였다. PMV는 평균 –1.25로 약간 시원함 또는 약간 서

늘함에 응하는 한랭감에 가까운 값으로 측정되었다. 실내 온도의 증가에 따라 PMV도 수강 

시작 시보다 수강 60분 후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TSV는 수강 시작, 종료 시 

봄의 경우 0.02 증가하였고, 가을에는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실하는 60분 동안 실

내온도와 PMV 측정값은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SV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어 실내온도, PMV를 강의실 공조 제어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재실자 온열감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PMV 측정기기에 입력된 수강자의 일반적인 착석에 대한 

활동량(0.9 met)만을 기준으로 PMV 평가 후 공조기기를 제어한다면, 재실자의 온열감을 고

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실내온열환경 측정 결과 및 조사된 

TSV는 Table 4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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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SV in experiments (Mean±S.D)

Spring (March 2022) Autumn (October 2021)

Current After 60min Current After 60min

Tout (°C) 12.6 14.6 13.5 15.5

Tin (°C) 16.7±1.1 18.8±1.1 18.3±0.4 20.3±0.3

RH (%) 45.5±3.7 45.8±3.5 46.8±3.9 50.9±0.1

PMV -1.6 -1.1 -1.3 -1.0

TSV -0.83±0.7 -0.81±1.1 -0.39±1.3 -0.42±1.0

Air velocityin (m/s) 0.05 0.04 0.002 0.01

다음으로 TSV 변화에 대한 백분율 도식은 Figure 2와 같다. 수강 직전 조사된 TSV는 TSV 

(Current), 수강 직후 조사된 TSV는 TSV (After 60 min)로 나타내었다. 

Figure 2. Survey results of Thermal sensation vote (TSV)

수강 전의 재실자 TSV는 춥다(-3)~덥다(+3)까지 모든 척도에 응답을 보였다. ‘춥다(-3)’ 

1.3%, ‘시원하다(-2)’ 10.7%, ‘약간 시원하다(-1)’ 54.7%, ‘중립(0)’ 21.3%, ‘약간 따뜻하다

(+1)’ 8%, ‘따뜻하다(+2) 1.3%’, ‘덥다(+3) 2.7%’의 응답 분포로 조사되었다. 한랭감을 느꼈

다고 응답한 재실자가 66.7%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 시간의 수강 후 조사된 재실자 TSV는 춥다(-3)에서 따뜻하다(+2) 사이의 척도에서 응

답하였다. ‘춥다(-3)’ 5.3%, ‘시원하다(-2)’ 10.7%, ‘약간 시원하다(-1)’ 37.3%, ‘중립(0)’ 37.3%, 

‘약간 따뜻하다(+1)’ 5.3%, ‘따뜻하다(+2)’ 4%로 조사되었다. 한랭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재

실자가 53.3%로 과반수 이상 조사되었지만, 이는 수강 전 재실자의 한랭감 응답률보다는 약 

13.4%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수강 전 평균 실내온도는 약 17.1°C이고, 수강 후 평균 실내온도는 약 19.2°C로 나타났다. 그

러나 ‘덥지도 춥지도 않다’고 응답한 재실자는 수강 전에 비해 수강 후 약 16%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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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이에 평균 실내온도가 약 2°C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실자의 TSV 응답은 전

반적으로 온감에 대한 응답률은 낮아졌으며, 중립의 응답률은 높아졌다. 한랭감의 경우 약간 시

원하다는 응답률은 낮아졌으나, 춥다는 극한의 응답률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강 전, 후의 재실자 쾌적감(CSV) 변화 양상을 도식화하였다. CSV 변화에 대한 백분율 

도식은 Figure 3과 같다.

Figure 3. Survey results of Comfort sensation vote (CSV)

수강 전 조사된 CSV (Current)는 ‘매우 쾌적함(+1)’에서 ‘불쾌함(+6)’ 내에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 중 쾌적하다고 구분할 수 있는 응답 백분율은 50.8%, 불쾌하다고 구분할 수 있는 

응답 백분율은 49.4%로 나타났다. 

수강 직후 조사된 CSV (After 60 min)는 ‘매우 쾌적함(+1)’에서 ‘매우 불쾌함(+7)’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수강 후 재실자는 약 64% 쾌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36%는 불쾌하다고 

응답하였다. 수강 후 ‘매우 불쾌함(+7)’과 ‘매우 쾌적함(+1)’의 극한 지표의 응답율은 소폭 상

승하였으며, 전반적인 재실자의 실내온열환경에 대한 열적 쾌적감은 약 13% 증가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CSV 조사 결과 또한 강의실 내 실내온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실자

의 열적 쾌적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내온열환경에 대한 재실자의 열 선호도(TP)를 파악하였다. 조사된 TP에 대한 

백분율 도식은 Figure 4와 같다. 

수강 전 조사된 TP (Current)는 ‘많이 따뜻하게(-2)’에서 ‘많이 시원하게(+2)’ 내의 모든 척

도 내에서 조사되었다. 더 따뜻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실자는 42.7%, 변화를 원하지 않

는 재실자는 46.7%, 더 시원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실자는 10.6%로 나타났다. 수강 후 

조사된 TP (After 60 min)는 ‘많이 따뜻하게(-2)’에서 ‘약간 시원하게(+1)’ 내에서 응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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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더 따뜻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실자는 56%, 변화를 원하지 않는 재실자는 33.3%, 

더 시원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실자는 10.7%로 나타났다. 

TP의 응답 변화 특성을 살펴보면 더 따뜻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실자가 약 13% 증가

하였으며, ‘많이 시원하게’를 원하는 재실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C 상승한 평균 실내온도, TSV 조사 결과 한랭감을 나타낸 응답 백분율이 감소한 점, 

CSV의 쾌적 응답 백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따뜻한 실내온열환경을 원하는 재

실자 응답율이 증가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재실자의 대사량 저하 및 열 적응에 대한 재실자 

특성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실내온도 분포에 따른 재실자의 TSV 응답 척도를 Figure 5로 도식화하였다. 

파란색 박스플롯은 실내온도 분포에 따른 수강 전 재실자의 TSV 응답 척도를 나타내고, 빨

간색 박스플롯은 수강 후 TSV 응답 분포를 뜻한다. 녹색 박스플롯은 실내온도 분포에 따라 

수강 전 측정된 PMV, 노란색 박스플롯는 수강 후 측정된 PMV를 나타낸다. PMV의 경우 강

의실 내에서 1개 지점(중심)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단일 지점으로 표시된다.

강의실에서 재실함에 따라 실내온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실내온도 17°C 이하에서는 수강 

전 TSV 응답만 발생하였고, 17°C 초과, 19°C 이하에서는 수강 전, 후 응답이 모두 발생하였

으며, 19°C 초과에서는 수강 후 응답만 발생하였다.

Table 4의 분석 내용과 같이, Figure 5에서도 수강 전, 후의 실내온도 및 PMV 측정값이 모

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TSV의 평균치는 –1(약간 시원하다)에서 0(중립) 사이

에 분포하며 큰 차이가 없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강 전, 후의 TSV와 PMV 간 차이

는 명확하게 나타났다. 수강 전 TSV와 PMV의 응답 척도 평균의 절댓값 차는 최소 0.5에서 

최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후 TSV와 PMV의 응답 척도 평균의 절댓값 차는 최소 0.1

에서 최대 0.85로 조사되었다. 즉 수강 후에 비해 수강 전 두 지표값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

Figure 4. Survey results of Thermal preference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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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또한 수강 후의 PMV 측정값은 활동량을 0.9 met으로 입력하여 실제(1.1 met)와 0.2 

met 밖에 차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SV와는 비교적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응답 척도

(예, ‘약간 시원하다’)에 수강 전, 후 모두 응답하였더라도 이를 응답한 당시의 실내온도는 수

강 후에 명확하게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재실자 대사량에 따른 온열쾌적감 분석

Figure 6은 재실자의 대사량 수준별 작용온도 변화에 따른 재실자의 TSV 변화 양상을 도

식화하였다. 

Figure 6. Changes in TSV according to operative temperature by occupants metabolic rate

Figure 5. Thermal Sensation Vote (TSV) and PMV scale distribution by Indoor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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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자의 대사량 수준별 작용온도 변화에 따른 TSV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대사

량을 경도(1 met ~ 2 met), 중도(2 met ~ 4 met), 강도(4 met ~ 8 met)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강의에 참석하기 직전 10분 내에 발생하였던 대사량을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강의실 내에서 

체감하는 TSV를 조사하였다. 

동일 작용 온도라 하더라도 대사량이 높을수록 ‘덥다’ 측면의 양의 척도에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세선을 보면, 전체적으로 작용온도의 상승에 따라 응답척도도 양의 

방향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사량이 클수록 추세선의 기울기가 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수강 전, 발생한 대사량의 차이에 따라 각 재실자가 느낄 수 있는 온열감에 영향을 미쳤으

며, 응답하는 척도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이라 사료된다. 수강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짧은 시

간 전에 발생한 열적 경험은 재실자의 온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Zhai et al., 2019), 이

후 재실자는 열적응에 따라 50분 내에 온열감이 안정된다(Wang et al., 2021). 따라서 대학 건

축물 내 강의실에 적합한 실내온열환경 유지 전략을 마련할 때, 단기 열적응이 발생할 수 있

다는 점과 단기 열적응이 관여하는 시간, 그 시간 내에 영향을 미치는 수강 시작 전 대사량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쾌적온도 도출

Figure 7, Table 5은 수강 전, 후에 따른 재실자의 쾌적 온도를 도출하였다.

Figure 7. TSV change according to operative temperature change before and after class

Table 5. Comfortable temperature results

Regression analysis comfortable temperature (Tc) R2 p

TSV (Current) y = 0.1763Top-3.5931 20.69°C 0.357 0.001

TSV (After 60 min) y = 0.1886Top-4.2378 22.47°C 0.4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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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을 통해 작용온도 변화에 따른 재실자의 응답 양상 변화 분포를 도식화하였다. 이

를 통해 응답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강 전, 후의 추세선을 비교하면 일정 간격을 

두고 기울기의 크기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전의 응답 척도가 비교적 y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회귀분석을 통해 쾌적온도를 도출한 결과를 나타낸다. 수강 전 재실자의 쾌적온

도는 20.69°C, 수강 후 쾌적온도는 22.47°C로 나타났다. 강의실 내에 재실하는 1시간 사이에 

재실자의 쾌적온도는 평균 1.78°C 상승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쾌적온도는 대상 건축물 

유형 및 대상 연구 시기(중간기)가 동일한 선행연구(Zhang et al., 2007; Li et al., 2014; Wang 

et al., 2014; Wang et al., 2016; Liu et al., 2019)에서 도출된 쾌적온도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강 전, 후로 구분하여 도출된 선행연구의 쾌적온도 결과는 전무하여 비교

할 수 없었다. 

수업 전, 후 비교 시 쾌적온도 상승 요인에는 수업 전 재실자의 대사량, 수업 참여에 따른 착

석 자세 유지로 인한 대사량의 저하 및 유지, 개개인의 열적 적응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

을 것이라 사료된다. 재실자는 물리적인 실내온열환경에 적응을 하고, 대사량이 경도의 상태

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재실자는 열적 평형, 즉 열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강 후 조사

된 TSV의 응답 척도 선택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정량화한 결과인 쾌적온도 또한 차이가 발

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대학 강의실 내 수강자를 대상으로 주 강의가 이루어지는 중간기에 실내온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실자, 즉 열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대사량 변화에 따른 열 쾌적 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강의실의 재실, 운영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실내온

열환경 및 재실자의 열적 쾌적감 유지를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수강 전, 후의 TSV, CSV, TP를 통해 재실자의 온열감을 다방면에서 살펴본 결과, 재실자

는 수강 전보다 수강 후 열적 안정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강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재실자의 대사량 차이에 따라 재실자의 온열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재실자의 열적 적응, 대사량 저하 등 개인적인 요소의 영향으로 실내온도, PMV 변화 양상

이 재실자의 온열감(TSV) 변화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수강 전, 후의 쾌적 온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1.78°C라는 쾌적온도의 

차이 값을 통해 수강 전, 후의 열적 쾌적감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대학 건축물 강의실의 공조 운영 전략 마련에 있어 단기 열적응 및 대사량, 재실자의 온열 

쾌적감 변화량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면 실내온열환경 쾌적 및 최적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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