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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하철 본선터널에서 고온 연기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온의 화재연기를 모사하기 위하여 약 1.0 MW의 알
콜트레이 및 연기발생장치를 이용하였다. 화재발생후 9분 후에 터널내에 설치된 팬이 순차적으로 작동하여
화재 연기가 제어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터널내의 주요 위치에서의 풍속, 풍향, 온도 및 연기농도 등을 측정
하여 이를 화재안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화재 인근의 천장부분의 풍속 측정값으로 연기의 속도를 구하였
으며, 위치별 제연기류가 형성되는 시간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측된 풍속분포를 이용
하여 지하철 본선터널 제연설비 성능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의 경계값 및 비교결과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Hot smoke test is done in a subway tunnel. Alcohol trays of 1.0 MW and smoke generators are used
for generating hot smoke. The fans equipped with the tunnel are successively run 9 min after smoke
generation. It is verified how hot smoke is controlled by fans. Velocity and direction of flow, temper-
ature and smoke density are measured and analyzed for smoke control performance of the tunnel with
fans and analyzed from the fire-safety-point of view. Velocity of smoke flow is obtained by using
measured velocity and temperature at the ceiling of the tunnel. The time when smoke-control flow is
builded up is different for the different positions. Velocity distributions at various positions will be
used for the boundaries and the comparison data in numerical simulations for evaluation on smoke-
control facilities of subway tunnel.

Key words : Hot smoke test, Subway tunnel

1. 서 론

밀폐공간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활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유독가스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지 않으며 화재시 발생한 화재열이

다시 가연물의 연소를 가속화시켜 화재크기(fire size)

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터널에서는 대피로가 한

정되어 연기의 전파방향과 같을 수 있는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터널에서의 인적 피해가 더

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터널 연기제어에 대한 실

험은 실험실규모의 축소모형실험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1-3) Kim과 Park4)는 장대철도터널에 설치되는 제

연시설의 성능을 검토하고자 구난을 위하여 설치되는

구난역의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도로터널과는 달리 철도터널에는 화재시 화재연기

및 유독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배연장치가 일반적

으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안전성분석 결과

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안

전기준에 관한 규칙」5)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칙의

하위규정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6) 5조 5항에 제

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적용한 터널이 완공된 후에는

제연 또는 배연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반면 이용도가 높고 운행횟수가 많은 지하

철의 본선터널에는 제연을 위한 환기실이 설치되어 있

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철도 건설규칙」7) 67조에 비

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를 초속 2.5 m/s 이상으

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 중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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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의 화재연기를 이용한 실험이 지하철 승강장을 중

심으로 여러 차례 수행8)된 바 있다. 본선터널 제연시

설의 검증을 위하여 실규모급의 화재크기(10 MW 이상)

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터널의 시설 및 여러 설비

의 보호를 위하여 고온의 화재연기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9호선의 노들역-흑석역 본선

터널의 제연 성능평가를 위하여 실물화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온의 화재연기를 발생하여 화

재를 모사하였으며, 주요 위치에서의 풍속, 풍향, 온도,

연기밀도 등을 측정하여 화재안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철도터널 실험

2.1 터널 소개

철도터널 제연시설 성능시험을 위하여 운행 예정(현

운행중)인 서울메트로9 중의 본선터널을 시험터널로 선

정하였다. 서울메트로9의 터널은 개착식, 나틈(NATM),

쉴드(Shield) 공법 등 여러 공법의 터널로 이루어져있

다. 1단계완공예정부분 전 구간에 대하여 모터카로 이

동하면서 터널의 형상 및 시험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

토하여 Figure 1 같이 노들역과 흑석역 사이에 본선터

널을 시험수행 터널로 선정하였다. 해당 터널의 거의

대부분 나틈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선터널인 일반

철도터널과 유사한 형태이다. 해당 본선터널은 역사와

인접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Figure 2와 같은 형태

의 단면이다.

노들역-흑석역 본선터널에는 환기실이 3개 있으며,

본선터널에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실과 흑석역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흑석역 우측에 설치

된 환기실의 팬도 Table 1과 같이 가동을 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환기실의 위치는 흑석역 반대방향의 노들역 끝단으

로부터 거리를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환기실 D는 노

들역-흑석역 본선터널 구간에 존재하는 환기실이 아니

라 흑석역 승강장 우측(좌측은 노들역 방향) 본선 터

널에 위치하며 Figure 3에서 각 환기실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다. 환기팬의 용량은 정방향 및 역방향에 따

라 상이하며 Table 1에 명시된 용량은 실험(화재발생)

시의 운전방향에 따른 값이다.

2.2 실험 방법 및 장비 설치

노들역-흑석역 본선터널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온의 연기를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화재는 Figure 3과 같이 노

들역 좌측 끝단에서 약 870 m 떨어진 환기실 B와 C

사이에 위치하고 승객들이 흑석역으로 대피한다면 환

기실의 제연모드는 Table 1과 같이 A, B 환기실은 배

기, C, D 환기실은 급기운전을 한다. 그러면 터널의 기

류가 흑석역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형성되어 승객이 흑Figure 1. Selected part of the tunnel for the test.

Table 1. Capacity and Position of Ventilation Fans

A B C D

Flow Rate
(m3/min)

2,550 2,720 2,040 2,040

Position
(m)

250 560 1080 1290

Mode Exhaust Exhaust
Air

Supply
Air

Supply

Figure 2. Representative cross section of th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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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역 방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기가 제

어된다. 온도, 풍향, 풍속 및 연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센서가 설치된 단면 1, 2, 3의 위치는 Figure 3과 같다.

각 단면에 비디오 장치를 설치하여 화원 점화 후 시간

에 따른 연기의 거동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였다. 화원

점화를 시작으로 9분이 경과한 후에 터널 내부에 설치

된 팬이 Table 1과 같은 모드로 작동하였다.

화재연기를 모사하기 위하여 Figure 4와 같이 작동

압력 5.5 bar에서 최대 290 m3/min의 연기를 발생시키

는 장치(ViCount Compact Smoke Generator9))를 4개

사용하였다. 메틸알코올 화원은 터널 길이방향으로

배치하였으며 연기발생기는 화원 양끝으로 두기씩 4기

를 배치하였으며 전차선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선 보호

막을 설치하였다. 화원으로는 0.180 × 0.990 × 0.700

(H × L × W) m 크기의 연료 트레이에 메틸알콜을 채웠

으며 연소로 인한 연료의 온도증가로 연소속도가 증가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트레이 안에 설치하였다. 각

트레이별로 발생하는 이론 열방출율(HRR, Heat Release

Rate)은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10)

HRR = Hc × m'' × A (1)

여기서 Hc는 메틸알콜의의 연소열이며 m''은 연료소

모율이고 A는 연료 트레이의 면적이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화원의 크기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Figure 3. Positions of ventilation room, measuring positions and fire source in the selected tunnel.

Figure 4. Fire and smoke source. Figure 5. Measuring points in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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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약 1 MW이다. Figure 5와 같이 단면 1에서는 연

기농도계 1개, 풍향풍속계 1개, 풍속계 8개, 풍속계+온

도계(풍속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센서) 4개를 설

치하였으며, 단면 2에는 Figure 6과 같이 풍향풍속계 1

개, 풍속계 12개, 풍속계+온도계를 설치하였다. Figure

7에서와 같이 단면 3에서는 지지대 6개 및 연기농도계

를 천장부 및 2 m 높이에 설치대 3개(5 m 2개, 7 m 1

개), 풍향풍속계 1개, 풍속계 8개, 풍속계 +온도계 4개

를 설치하였다.

3. 결 과

3.1 단면1

단면1은 화원으로부터 급기구역 방향으로 100 m만

큼 떨어진 상류에 위치한다. Figure 8~10은 단면1의 위

치별 풍속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래프 우측 상단에는

측정 위치그림을 삽입하였다. 환기실의 송풍기가 작동

하기 전 화원 점화 초기에 풍속은 0.5 m/s 이하로 측정

되며, Figure 9를 살펴보면 터널 단면의 중심 천정에서

Figure 6. Measuring points in section 2.

Figure 7. Measuring points in section 3.

Figure 8. Velocities on the left-hand side of section 1.

Figure 9. Velocities on the center of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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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속이 1 m/s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화원 연소로 인한 연소가스 및 열에너지를 공급받

아 상승되는 공기가 터널 천장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단면1 단면내 V07 위치에서의 풍속이 가

장 먼저 측정되며, 화원 점화 후 약 130초 이후에 연

기가 단면1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단면

1까지 도달한 연기의 평균풍속을 구할 수 있으며 약

0.8 m/s가 된다. 송풍기 작동이후로 터널기류의 풍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터널 중심영

역인 V04, V05의 위치에서는 풍속이 최대 3 m/s까지

증가하나 터널 벽면과 인접한 곳에서는 속도가 감소하

는 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V03 위치는 제연을 위한 송

풍기들이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오히려 서

서히 감소한다. 송풍기 작동 후에는 터널 벽의 간섭영

향으로 V07보다는 V08, V09의 위치에서의 속도가 높

게 나타난다. Figure 11은 화원 점화 후 시간에 따른

단면1의 2.5 m 위에서의 방향별 속도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제연모드 전에는 방향별 속도 성분 U, V, W

의 크기가 매우 작으나 제연모드 작동 후부터 V 방향

속도성분이 약 2 m/s로 증가한 후 일정한 형태를 유지

한다. 여기서, 양의 V 방향은 흑석역에서 노들역 방향

이며 제연 기류의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제연모드 작

동후 약 90초 경과후(화재발생후 약 660초 후) 풍속이

증가하며 평균속도는 2.5 m/s까지 증가한 후 거의 일정

한 것을 Figure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널 내 화재

Figure 10. Velocities on the right-hand side of section 1.

Figure 11. Directional velocities at 2.5 m of height on the
center of section 1.

Figure 12. Average velocity on section 1.

Figure 13. Temperature on the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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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 시간에 따른 터널 단면1의 온도변화는 Figure 13

과 같다. 연기의 부력 효과로 터널 천장부 T01의 온도

가 최고 34 oC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순차적인 아래 위

치인 T02에서 약 28.5 oC까지 상승한다. T01, T02의 위

치에서만 온도분포가 상승 하강하는 것으로 보아 연기

의 성층화는 T03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송풍기 작동시 터널의 기류의 냉각효과로

T01, T02의 온도는 급격히 하강한다. Figure 14는 송풍

기를 작동하기 이전 단면 1과 화원사이에 고온의 연기

가 터널 상부벽을 타고 전파되는 사진이다. 이러한 성

층화는 터널송풍기의 작동으로 교란되어 연기가 하강하

여 터널을 피난하는 승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2 단면2
Figure 15~17은 단면2의 위치별 풍속이다. 단면 2의

왼쪽 영역의 풍속(Figure 15)에서는 환기팬이 작동하였

을 경우 단면 1의 (Figure 8)과 유사하게 터널 안쪽 영

역인 V04, V05 위치에서 가장 높은 풍속이 나타났다.

또한 Figur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기팬 작동후 모

든 위치에서 풍속은 점차 증가하나 V01의 속도에 경

우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재발생후 약 800초 후

모든 위치의 풍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면2의 경우 배기환기실과 인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연모드 작동 초기에는 배기의 영향으로

풍속이 소폭 증가하다가 800초 후부터는 C, D 환기실

에서의 급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풍속이 높아진다. 이

는 단면1보다 기류의 형성이 약 140초 정도 늦은 것이

다. Figure 16에서는 단면2의 중앙 위치에서의 풍속을

Figure 14. Stratification of hot smoke in the tunnel.

Figure 15. Velocities on the left-hand side of section 2.

Figure 16. Velocities on the center of section 2.

Figure 17. Velocities on the right-hand side of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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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단면 중앙 상부 측정점인 V06에 도달

한 연기의 시간이 330초이며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연

기의 평균속도는 약 0.3 m/s인 반면 순간 속도는 순간

적으로 약 1 m/s까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화원이 성장함에 따라 화원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점차 많아지고 동반 상승하는 공기의 유

동 방향과 연기의 전파 방향이 반대이므로 단면2에서

의 풍속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단면2의

Figure 17의 오른쪽 영역에서의 속도는 왼쪽 영역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ure 18은 단면2에서 터널 바

닥으로부터 2.5 m 위치에서의 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양의 v 방향이 흑석역에서 노들역 방향을 가리키므로

약 250초 경과부터 v 속도 성분이 음수인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원이 성장함으로 화원으로 유입되는

공기 때문이다. Figure 19는 단면2의 평균 풍속을 나타

낸 것이다. 환기팬 작동 후 평균 속도는 기준 속도 2.5

m/s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면2의 경

우 기류가 완전히 형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4.3분 정도로 단면1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본선터널 위치에 따라 기류가 형성되는 시간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급기량보다 배기량이 더 적은

시험 대상 본선터널의 경우에도 승객의 주요 대피구간

인 화재발생 위치와 급기환기실 사이 구간의 기류가

화재발생 위치와 배기환기실 사이의 구간보다 더 먼저

생성되므로 연기의 배출은 좀 늦어지지만 연기가 승객

피난방향으로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류가 보다 빠

른 시간내에 형성되어 승객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Figure 20은 단면2에서의 위치별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

이며 터널 높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온도가 낮다. 단면

2에서는 연기가 단면 전체 분포되어 연기가 하강되어

모든 온도 측정지점에서 급격히 또는 미미하게나마 온

도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승객이 피난하지 않고 이 구

역에 있게 된다면 터널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열, 가시

거리 미확보 및 독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판

단된다.

3.3 단면3

Figure 21은 단면3의 터널 중심의 바닥으로부터 2.5 m

위치한 지점에서의 u, v, w의 풍속 성분을 나타낸다.

송풍기 작동시 v 방향 속도는 급기방향과 반대방향인

노들역 방향에서 흑석역 방향으로 변한다. 단면3의 연

Figure 18. Directional velocities at 2.5 m of height on the
center of section 2.

Figure 19. Average velocity on section 2.

Figure 20. Temperature on the se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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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노들역 방향의 배기환기실 A로 배기되는 것이 아

니라 본선터널 중앙에 설치된 배기환기실 B로 배기되

는데, 이는 배기용량이 환기실 B가 더 크며 측정위치

인 단면3이 환기실 B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 Figure 22

는 단면3에서의 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제

연 모드 작동 시 터널 단면의 속도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620초 후에 속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

한 현상은 단면3의 앞뒤에 위치한 배기환기실 A와 배

기환기실 B의 배기에 의한 상호 작용의 영향으로 터

널 기류의 속도가 일정량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에서의 평균 풍속은 약 1.3 m/s까지 상승하나 두

위치의 환기실에서의 배기 운전에 따른 유동의 중첩으

로 0.7 m/s로 거의 고정된다. Figure 24는 단면3에서의

온도분포로 모든 위치에서의 온도는 거의 일정한 결과

로부터 단면3에서는 화원의 영향이 거의 없다.

3.4 연기농도

Figure 24는 화원 점화후 터널 내부의 연기농도 분

포를 나타낸 것이며 상부에 센서의 위치 개략도를 표

기하였다. 화원 바로 위 S02 위치에서 연기농도가 먼

저 검출되었으며 다음으로 화원의 중심으로 대칭적인

위치 S01, S03에서 연기농도가 상승하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연 모드 작동 전의 상태에서 S03의 연기농

도가 S01의 위치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정상 모

드에서는 흑석역에서 노들역으로 기류가 생성되는 것

Figure 21. Directional velocities at 2.5 m of height on the
center of section 3

Figure 22. Average velocity on section 3.

Figure 23. Temperature on the section 3.

Figure 24. Smoke density in th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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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또한 S04 위치에서의 연기농도는 제연

모드 작동 후에 증가하는데 이것은 초기 화원으로 발

생된 연기는 터널 천장에서 성층화된 상태이나 제연

효과로 인한 터널 내부의 강제 대류에 의한 내부 유동

이 난류형태로 변형되어 단면2 전체에 연기가 퍼지면

서 제연 모드 이후에 연기농도가 측정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배기 구역 사이에 위치한 S05의 연기

농도는 초기 연기의 성층화 및 제연 효과로 인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환기팬 작동후 상류에 위치

한 S01의 연기농도값이 0으로 떨어져 연기가 잘 제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행 예정(현 운행중)인 서울메트로9

중의 본선터널에서 고온의 화재연기 시험을 수행하여

터널내의 주요 위치에서의 풍속, 풍향, 온도 및 연기농

도 등을 측정하였다. 화재 인근의 천장부분의 풍속 측

정으로 연기의 속도를 제시하였으며, 위치별 제연기류

가 형성되는 시간이 상이한 것을 확인하였다. 화재발

생시 화재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연송풍기(급기 및 배

기송풍기)이 작동할 경우 해당 본선터널의 제연성능을

파악을 위한 기준속도(예: 2.5 m/s) 이상의 풍속이 형성,

연기농도 및 온도가 잘 제어되어 제연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여러 물리량은 철도터널의

제연설비의 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의 경계값 및 비

교결과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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