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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re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e driven flow 
and the effects of the platform screen door on the smoke flow in the station, when the fire 
occurred in the center of the platform. Soongsil Univ. station (line number 7, 47m in depth 
underground) was chosen which was the one of the deepest underground subway stations in the 
Seoul metro, SMRT. The parallel computational method was employed to compute the heat and 
mass transfer eqn's with 6 CPUs of the linux clustering machine. The fire driven flow was 
simulated with using FDS code in which LES method was applied. The Heat release rate was 
10MW and The Ultrafast model was applied for the growing model of the fire source. The 
10,000,000 structured grids were used      

기호설명

 : Sub-grid scale stress (아격자 크기모델)

  : Coef. of Smagorinsky model (모델계수)

  : turbulent viscosity (난류 동점성)

1. 서 론

서울에서의 지하철은 9호선까지 운영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1~4호선은 서울메트로가, 5호선~9호
선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따라

서 다수의 지하철 역사가 있으며, 이중에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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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선이 겹치는 환승역과 산과 언덕의 지형으

로 심도가 20m를 넘는 곳이 생겼다. (Table. 1)
심도가 깊은 역사는 화재 발생시 지하의 특성

상 연기에 의한 가시거리 저해 및 주 대피로인 

외부로의 계단이 매우 길기 때문에 피난의 어려

움이 있다. 또한 최근의 5~8호선은 승객의 안전

(추락방지) 및 냉난방, 소음 분진 차단등의 편의

를 위하여 승강장 스크린도어(이하 PSD)가 설치

되고 있는 추세이나(1), PSD에 의한 화재영향 분

석은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심도가 깊은 역사에서 PSD에 의한 열, 
연기 거동 영향분석을 하였다.

Lee(3)에서는 대심도 지하철도 추진을 위한 대

심도 지하공간 개념으로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의 

부대시설(예,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로 이용이 

없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비가 매우 적은 

지하공간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

점으로 최근에는 수도권과 서울 도심 간의 40m
이상의 대심도 급행전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는 실정이다.(4)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정리하여 



볼 때, 심도 40m이상으로 건설된 지하철을 대심

도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국내에서는 

노선 전체가 40m이상인 지하철은 없으나, Table. 
1에서와 같이 심도 40m이상을 기준으로 지하역

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지하

역사가 건설될 가능성이 크므로, 40m 이상의 지

하역사를 대심도 지하역사라 보고, 본 연구 대상

을 그 중 하나인 숭실대 입구역으로 선정하였다. 

호선 역사 심도 관할기관

1 종로 3가역 13m

서울메트로

(Seoul Metro)

2 이대역 36m

3 충무로역 28m

4 회현역 23m

5 신금호역 44m

서울 

도시철도공사

(SMRT)

6 버티고개역 43m

7 숭실대입구역 47m

8 산성역 56m

Table. 1 The deepest underground 

stations in the Seoul Metro & SMRT

1.2 숭실대입구 역사의 특징 

숭실대 입구 역사의 안내도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강장이 지하 6층에 

있으며, 승강장은 상대식이다. 
승객이 접근 가능한 대합실은 지하 5층, 4층, 2

층, 1층이며, 지하4층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특별히 이용되고 있지 않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하 3층은 기계실이기 때문에 승객

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지하2층에서 5층까지는 계단이 매우 긴 

특징이 있기 때문에, Fig. 2와 같이 평상시에도 

승객은 에스컬레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숭
실대 입구 역사의 승강장 크기는 길이방향으로 

165m이고, 폭방향으로 23.5m, 깊이 47m이다.

 
Fig. 1 The Guide map of Soongsil Univ.  

Station 

Fig. 2 Passengers availing of  Soongsil 

Univ. Stations

2. 본 론

2.1 모델링 및 경계조건

본 해석에 사용된 Code는 FDS이며, 모델의 계

산에 사용된 H/W 제원은 3.3GHz Dual CPU 6개
(Core : 12개)이며, 병렬계산처리기법을 적용하였

다.  
Fig. 3은 숭실대 역사의 3D CAD이고, Fig. 4는 

해석을 위한 격자 모델링을 보여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 3층은 승강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계실이므로 일반승객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열, 연기 또한 구획되어 차단된다고 가정하

였다. 따라서 본 모델링에서는 제외하였다.



Fig. 3 The 3D CAD for Soongsil Univ. 

Station 

  

Fig. 4 Soongsil Univ. Model for Simulation 

  

  
모델링에는 41개의 Muti-Block으로 구성된 육면

체 정렬격자계를 사용하였다. 격자크기는 화원의 

거동이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FDS의 개발자인 McGrattan K.(5)은 격자크기는 

화원의 특성직경의 1/10배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

다. 또한 화원의 특성직경은 Drysdale D.(6)에 의

하면 Eqn.(1)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도 Tabel. 2의 해당 물성치를 Eqn.(1)에 대

입하여 격자크기를 결정하였다.

 
 





  --------- Eqn. (1)

Item Unit Value
Temperature K 283.15K

Density kg/㎥ 1.1934
Specitic kJ/kg․K 1.007

중력가속도 ㎨ 9.81
HRR kW 10,000

Table. 2 The properites for deciding grid size

여기서 공기의 조건은 대기압의 10℃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대구 지하철 화재의 경우 발생한 날

(2003. 2월18일)의 온도가 6.6℃였다. 본 연구에서

는 환절기(겨울->봄) 전체기간을 고려하여 10℃를 

적정 대기온도로 가정하였다. 최대 화원의 규모

는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 -395호) 2장 제7조 2항[10]에 의하면 철도터

널에서의 화재해석은 10MW이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본 승강장도 해석 개념상, 지하의 장대 

철도터널이므로 10MW로 정의하였다. 
화원의 특성직경 D* 는 계산결과 2.415m 이며, 

화염 및 화염근방의 격자크기는 1/10인 0.2415m
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지하6층 승강장의 격자크기를 0.1m로 

모델링 하였고, 그 결과 총 격자규모가 약 

10,000,000개가 되었다. 실제 승강장의 형상을 충

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난간, 계단 및 에스컬레

이터도 모델링 하였다.
대심도 역사에서 제연 성능보다는 순수 화재에 

의한 열, 유체 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화재시 가동되는 급,배기는 제외하였다. 화원위치

는 승강장의 중앙에 해당하는 객차에  Pool 화재

형태로 하였으며, 본 해석에서는 객차 전체로 화

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시나리오를 구성하지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객차에서 빠져 나온  연기 

및 고온의 열기류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객차내부에서 객차전체로의 화재 전파 시뮬레이

션은 본 연구의 관심영역 밖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컴퓨터 자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화
원의 연료는 연기발생 시험에 많이 사용되는 헵

탄으로 정하였다. SOOT와 CO의 YIELD값은 FDS
의 Default조건(5)으로 연기발생을 위해 불완전연

소로 설정하였다.
화재의 성장곡선은 Ultra-Fast mode로 가정하였

다. 따라서 237초에 10MW에 도달하고, 그 이후

는 10MW로 일정하게 주었다. 총해석 시간은 600
초이다. 해석의 Outlet 조건은 대기압으로 하였다. 
지하 승강장 선로부 끝단의 압력은 대기압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숭실대 역사

에 해당하는 충분한 데이터 부재로, 통상적인 출

구조건인 대기압으로 설정하였으며, PSD가 화재

에 의해 전소 현상 및 선로부에서 자체 자연풍도 

없다고 가정 하였다. 해석의 CASE는 PSD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다. 



Soongsil Univ. Station without PSD Soongsil Univ. Station with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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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ient smoke flow in the Soongsil Univ Station after fire (Y=14.04m)

2.2 난류 모델 및 지배방정식

FDS코드의 LES기법의 경우, 운동량 방정식을 

필터링(filtering)하여 얻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

다.[11,13]




  







 




 -- Egn. (2)




 ------------- Eqn. (3)

  여기서 는 sub-grid scale(SGS) stress이다. 

 


 


  --------- Eqn. (4)

 







  --------- Eqn. (5)

  
여기서 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FDS에서

는 다음과 같은 범용적인 Smagorinsky model(5)를 

사용하고 있다. 

 

  ------- Eqn. (6)

여기서, 

 
 ------- Eqn. (7)


 ------ Eqn. (8)

그리고    (FDS default 조건)을 사용하였

다.

2.3 해석결과

대심도 지하역사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화재 발

생후 시간에 따른 연기거동을 Fig. 5에 나타내었

다.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D 유무에 따른 

비교 결과, PSD 설치시 연기가 선로부로 다소 빠

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PSD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숭실대역사는 

선로부 뿐만 아니라, 대합실로의 연기 확산도 진

행됨을 알 수 있다.  Fig. 6은 PSD유무에 따른 기

류 온도 분포도이며, 남성역 방향의 선로부 터널

을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연기거동과 마찬가지로 

PSD가 있으면 선로부로 PSD가 없을 때보다 고온

의 열기류가 다소 빠르게 확산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화재가 발생한 전동차와 가까운 승강장

에서 연기 및 열기류의 거동을 살펴본 것이다. 
객차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선로부 방향으로 

강하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PSD가 

없으면 고온의 열기류는 승강장으로도 유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화재의 최성기에 

PSD의 전소효과는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못하

였으나, PSD가 있는 경우 승강장으로의 연기 및 

고온 열기류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PSD가 화재에 대하여 내화성을 갖추면, 
제연벽과 유사한 역할을 함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고온 열기류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심도 역사의 경우 대합실을 통

한 외부로의 피난이 긴 계단으로 인하여 용이하

지 않아, 선로부 터널로 피난하는 경우에는 본 

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강장 중앙부 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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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ansient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Namsung-direction railway of the Soongsil Univ 

Station after fire (Y=14.04m)

Soongsil Univ. Station without PSD Soongsil Univ. Station with PSD Temp
Color Index

  
After 

100sec    
After 

100sec

  
After 

200sec   
After 

200sec

  
After 

300sec   
After 

300sec

  
After 

400sec   
After 

400sec

  
After 

500sec   
After 

500sec

  
After 

600sec   
After 

600sec

Sangdo station ←   → Namsung station Sangdo station ←   → Namsung station

Fig. 7 Transient temperature & smoke distribution at the the center of platform

전동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온의 열 

및 연기의 거동의 주 방향이 선로부 터널이므로 

선로부로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선로부에 적절

한 제연/배연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3. 결론

 대심도 지하철 역사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렬처리기법을 적용하여, PSD의 유무에 따른 

화재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하여 PSD에 

상관없이 승강장 중앙에 해당하는 전동차 내부에

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로부로의 열 및 연기 

확산이 컸으며 PSD가 있는 경우 확산 속도가 다

소 빨랐다. PSD가 있으면 승강장으로의 연기 및 

고온의 열기류 확산이 제한을 받았다. 대심도 지



하철 역사의 경우 화재 위치가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 선로부 터널로의 피난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선로부로의 피난을 위해

서는 선로부로의 적절한 제연/배연 시설을 갖추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사업중 “철도화재 안전성능 평가 및 사

고방지 기술개발”과제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Jung-Yup KIM, 2005, "Study for Assessment of 
Horizontal Load on Platform Screen Door in 
Urban Rapid Trasit", The Annuals Summer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the Air-conditioning 
and Refregerating Engineers of KOREA, pp 
855~859.

(2) Young-Jun Jang, Hag-Beom Kim, Woo-Sung 
Jung, Won-Hee Park, 2007, "Effect of Platform 
Screen Door on fire in the subway station", 2007 
Autumn Conference &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p 234

(3) 이재림, 이명현, 박선임, 1990, “토지 및 지하

권 토지이용 보상 연구- 최종보고서”, 교통개발

연구원

(4) 이호승, 2008, 7.7, “동탄~강남 급행열차가 동

동탄신도시 성공열쇠” 매일경제신문 기사

(5) Kevin McGrattan, Bryan Klein, Simo Hostikka, 
Jason Floyd(2007), “Fire Dynamics 
Simulator(Version 5) User's Guide”, NIST Special 
Publication 1019-5

(6) Drysdale, D(1998), “An Introduction to Fire 
Dynamics",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Text1: 대한기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