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0(5)809-822(2018)

https://doi.org/10.9711/KTAJ.2018.20.5.809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June 26, 2018

Revised July 16, 2018

Accepted July 24,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8,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809

철도터널 화재 시 피난개시시간지연 및 

화재성장곡선이 정량적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유지오1*ㆍ김효규2ㆍ이후영3

1정회원, 신한대학교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교수
2정회원, (주)주성지앤비 대표이사
3비회원, (주)주성지앤비 연구원

Effects of evacuation delay time and fire 

growth curve on quantitative risk for railway 

tunnel fire

Ji-Oh Ryu1*ㆍHyo-Gyu Kim2ㆍHoo-Young Lee3

1Professor, Dept. of Mechanical and Automotive Engineering, Shinhan University
2CEO, Jusung G&B Inc.
3Researcher, Jusung G&B Inc.

*Corresponding Author : Ji-Oh Ryu, geotunnel@hanmail.net

Abstract

A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has been introduc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fire risk 

as a means of 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in the design of railway tunnel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examine the 

effect of various risk factors on the risk.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isk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model tunnel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vacuation 

start time delay and the fire growth curve on the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cenario, the fatalities occurred mainly when escapes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direction of the fire smoke movement. In addition, after the FED 

exceeded 0.3, the maximum fatalities occurred within 10 minutes. In the range of 

relatively low risk, distance between cross passages, evacuation delay time and fire 

growth curve were found to affect the risk, but they were found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condition that the risk reached the limit. Especially, in this study, it was evaluated 

that the evacuation delay time reduction, fire intensity and duration reduction effect 

were not observed when the distance between cross passages was more than 1500 m.

Keywords: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design,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Evacuation delay time, Distance between cross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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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터널의 방재시설 설계 시 성능위주설계의 일환으로 화재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위험도평가기법이 도

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위험인자가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난개시 시간지연(210~873초) 및 화재성장곡선(1량 화재, 1량 화재지속, 화재중첩)이 정량적 위험도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델터널(연장: 15 km, 경사도 1.5%, 단면적 57 m2, 단굴 양방향 터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나리오(270개)에 대한 분석결과, 사망자는 주로 화재연기

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FED가 0.3을 초과한 후에는 최대 10분 이내에 최대

인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범위에서는 피난연결통로간격 및 피난개시시간, 화재성장곡

선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험도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조건에서는 이들의 영향이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500 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개시시간지연의 축소나 

화재강도 및 화재지속시간의 감소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어: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정량적 위험도 평가, 피난개시시간지연, 피난연결통로간격

1. 서 론

철도는 운송에너지의 효율성, 환경 친화성, 안전성 등이 도로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린 에너지 

운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경부, 호남 및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기존 철도

노선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장대터널의 건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제연 또는 배연

의 제약으로 인하여 유독가스 및 열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열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승

객이 동시에 화재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형화재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철도터널에는 화재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기술 기준” (MOLIT, 2008)에 1 km 이상의 터널은 정량적인 방법에 의

해서 화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철도터널의 방재시설에 대해서 성능위주 설계기법

을 도입하여 철도터널의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재시설 중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피난연결통로는 대피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으로 인명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설치비용이 타 설비보다 고가로 경제성 확보 측면

에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설치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터널에서 열차화재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사고발생빈도 및 

사고결과를 사망자 수나 경제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이들의 곱으로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국가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

재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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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철도터널 화재안전성 평가 매뉴얼” (Railway Safety Research Group, 2014)에 차종별 화재성장

곡선(대화원/표준화원), 화재지점, 화재열차의 위치, 대피시간지연, 제연 또는 배연시스템의 작동여부, 초기소화/

화재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이벤트트리(event tree)기법에 의한 사고발생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나리오에 있어서 위험도 평가결과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대피시간의 지연, 화재확대확률, 

화재열차의 터널 내 정차확률, 제연시스템의 운전 및 대피방향의 상관관계 등이며, Yoo et al. (2015a, 2015b)은 

제연풍속과 대피방향에 따른 대피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화재시나리오 작성 시 이벤

트에 대한 분기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영향인자가 위험도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델터널을 대상으로 하여 화재성장곡선에 따른 화재해석을 수행하고 대피시간 지연을 

고려한 대피해석을 수행하여 화재의 지속여부와 피난개시 시간지연이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화재위험도 평가조건

2.1 모델터널의 제원

위험도 평가를 위한 모델터널의 제원은 터널연장은 15 km, 터널단면적은 57 m2, 터널의 경사도는 1.5%로 하

였다. 일교통량은 20량의 중련편성 편도기준 80편으로 하였으며 통과열차는 일교통량은 , 열차의 총 탑승인원은 

800명으로 하였다. 화재열차가 화재 시 터널에 정차확률은 열차의 제동 감속도를 3.5 km/h/s로 하여 Ryu et al. 

(2018)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서 계산하여 10.1%를 적용하였다.

2.2 화재사고 시나리오

화재사고시나리오는 “철도터널 화재 안전성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터널 내 화재 위치는 입구

부, 중간부, 출구부 3개소로 구분하고 열차 중 화재차량위치는 5개 지점(선두, 5호차, 중앙, 15호차, 후미)을 고려

하였다. 제연모드와 대피방향은 Yoo (2015a)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9개의 조건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연과 대피방향에 따른 분기비는 각각 Table 1과 같이 적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난 개시시간 지연, 화재확산 및 화재강도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

건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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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ent ratio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smoke control and evacuation

Position of 

fire car

Smoke control/Drection Event ratio according to evacuation direction

Mode
Event ratio 

according
OP Left Right

Head 

(no. 2)

Natural vent. (include fail) 10.0% 90.0% 5.0% 5.0%

Mech vent. (entrance) 0.0% 100.0% 0.0% 0.0%

Mech vent. (exit) 90.0% 10.0% 90.0% 0.0%

Middle 

(no. 5, 10, 15)

Natural vent. (include fail) 10.0% 90.0% 5.0% 5.0%

Mech vent. (entrance) 45.0% 10.0% 0.0% 90.0%

Mech vent. (exit) 45.0% 10.0% 90.0% 0.0%

Tail

(no. 20)

Natural vent. (include fail) 10.0% 90.0% 5.0% 5.0%

Mech vent. (entrance) 90.0% 10.0% 0.0% 90.0%

Mech vent. (exit) 0.0% 0.0% 100.0% 0.0%

 

2.2.1 화재성장곡선

철도터널의 화재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비정상상태(unsteady state)의 화재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경

과에 따른 화재강도를 나타내는 화재성장곡선이 필요하다. “철도터널 안전성 평가 매뉴얼”에 1량이 전소되는 조

건으로 최대 화재강도를 15 MW로 하는 화재성장곡선이 Fig. 1의 FC1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화재가 지속되는 것으로 고려하여 FC2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Fig. 1. Fire growth curve and egress start time

이에 본 검토에서는 화재성장곡선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술한 화재성장곡선을 포함하여 고타드 터널

(Favre and Gerber, 1999)의 설계 시 적용한 1/3중첩법에 의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화재성장곡선(FC3)을 적용하

여 화재성장곡선이 정량적 위험도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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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피난 개시시간 지연 

“철도터널 화재안전성 평가 매뉴얼”에는 터널 운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개시 지연시간을 화재감

지(30초) + 운전제어통신(1분) + 비상운전 및 정지(2~15분)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3분 30초에서 부터 16분 30초

를 고려하도록 예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난개시시간 지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피난개시시간을 선정하였다.

- EST0: 가장 신속하게 피난을 개시하는 조건(3분 30초).

- EST1: 화재강도가 1 MW에 도달하는 시간(673초)의 1/2시간 내에 대피를 개시하는 조건(340초).

- EST2: 화재강도가 1 MW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대피를 개시하는 조건(673초).

- EST3: 화재가 Flash over에 도달한 후에 대피를 개시하는 조건(837초).

2.3 위험도 평가기준

위험도 평가기준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연간 예상 사망자수인 RI (Risk Index or EV: Expected Value) 및 

개인적 위험도 IR (Individual Risk)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도에 의한 평가는 시나리오별 사망자수와 발생확률을 구하여 N명 이상이 사망할 누적확률 F를 도

식화한 F/N선도를 예측하고 이를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으로 도로터널이나 철도터널의 위험도 및 방재시설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각국의 사

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Fig. 2에 각국의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을 정리하여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경우(KR), F = 10-3N-1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각국(Jonkman et al., 2003; Diamantidis, 2008)의 

기준과 비교할 때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Societal risk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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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값은 연간 예상되는 사망자수를 의미하며, 식 (1)로 계산하며, IR은 개인적 위험도로 터널 화재 사고에 노출

되는 개인이 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식 (2)로 계산된다. 각국의 RI 및 IR에 대한 기준을 정리

하면 Table 2와 같다(Beard and Cope, 2007; WRA, 2012).

RI 
i  

n

fi⋅N fat i  (1)

IR 
i

n

fi⋅Nbi⋅P fi  (2)

여기서, 는 시나리오 의 발생확률,  는 시나리오 의 사망자 수, 는 시나리오 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

람 수, 는 사나리오 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 )이다.

Table 2. Risk index (expected value) and individual risk criteria

Country RI (fat./yr tunnel) IR

UK - 10-6 (H.S.E), 4.7~5.6 × 10-6 (euro tunnel)

Netherlands - 10-6 (maximum)

Oresund tunnel - 33 × 10-8 (road), 4 × 10-8 (rail)

Austria, France, Greece 10-3 (road tunnel) -

Germany 6.2 × 10-3 fat./km ․ yr -

3. 화재위험도 평가결과

3.1 대피특성에 대한 분석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전체 위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제연방향과 대피방향의 상관관계

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연모드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하고 기계환기 시 

제연의 방향은 터널출구(열차진행방향)와 터널입구(진행반대방향)로 하였다. 제연팬 고장 시는 자연환기로 보았

으며, 자연환기의 확률은 일반적인 제연팬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10%로 하였다. 자연환기 시 대피방향은 화재에

서 멀어지는 방향(op)으로 대피하는 분기비를 90%, 특정(입구 또는 출구)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10%로 하였다. 

중앙부 열차화재 시, 기계환기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연방향은 터널입구와 출구방향으로 동일한 분기비(45%)를 

적용하였으며, 대피방향은 제연반대방향을 90%, 화재에서 멀어지는 방향(op)의 분기비를 10%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각각의 피난연결통로 간격 및 대피시간조건에 따른 시나리오의 총수는 270개이다. 각 계

산조건의 시나리오별 사망자수 분석결과, 사망자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제연방향과 대피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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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로 대피방향과 제연방향이 동일한 경우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3은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화재성장곡선으로 FC2, 피난개시시간이 873초(EST 3)인 경우에 

200명 이상(승객 중: 25%)이 사망하는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 Analysis of the many fatalities-occurrence scenarios

Smoke control/Direction
No. of 

fire coach 
Dir. of evac.

No. of 

scenario
Accident rate Fatalities

Last evac. 

time

Natural vent All Rd 15 3.85E-09 800 5123

Natural vent No. 5 Op   3 6.94E-08 800 4710

Natural vent No. 4 Op   3 6.94E-08 600 4672

Mech. vent (entrance) No. 2 Op   3 3.47E-08 600 4702

Mech. vent (outlet) No. 4 Op   3 3.47E-08 600 4582

Natural vent No. 3 Op   3 6.94E-08 400 4680

Mech. vent (entrance) No. 3 Op   3 3.47E-08 400 4612

Mech. vent (outlet) No. 3 Op   3 3.47E-08 400 4543

Natural vent No. 2 Op   3 6.94E-08 200 4672

Mech. vent (entrance) No. 4 Op   3 3.47E-08 200 4730

Mech. vent (outlet) No. 2 Op   3 3.47E-08 200 4633

표에서 자연환기를 수행하는 경우, 열기류의 방향은 출구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상에서 출구방

향으로 대피하는 경우에는 화재객차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방향 

대피(op)를 하는 경우에도 제연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피하는 승객은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 3은 전술한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화재성장곡선으로 FC 2인 경우에 피난개시시간이 210초(EST 

0)와 873초(EST 3)인 경우에 대피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경과에 따른 연기의 전파거리(7) 및 대피현황(5,6: 

대피자의 위치, 1:터널을 탈출하는 승객 수, 8:연기에 포획되는 사람 수))분포와 사망자수(2:FED > 0.3 이상, 3:등

가사망자수) 등을 대피자의 최대 FED값(4)을 나타낸 것이다.

Fig. 3(a)는 피난개시시간이 210초인 경우로 가시거리에 영향을 주는 연기는 약 834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피자는 약 1,076초에 연기에 포획되기 시작하여 206초(1,282초)만에 전체 대피자가 연기에 포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의 대피자는 약 1,000 m, 최종 대피자는 약 340 m를 이동한 지점에서 연기에 포획된다. 등가 

사망자는 1,656초(등가사망자)에 발생하기 시작하나, FED가 0.3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간은 2,614초이

며, 이후에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약 488초만에 모든 대피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3(b)는 피난개시시간을 873초로 하는 경우로 대피개시 전에 이미 모든 승객이 연기에 포획되는 상황으로 

2,536초에 사망자(FED > 0.3)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366초(2,902초)만에 전체 인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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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T 210 s (b) EST 873 s

Fig. 3. analysis of evacuation characteristics (cp interval = 1,500 m, natural ventaltion, evacuation dir: tunnel exit)

Table 4는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500 m이고 최대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제연방향과 대피방향이 동일한 

경우에 이벤트 발생시간(연기가 덮치는 시간, 등가사망자가 발생하는 시간, FED > 0.3을 초과하는 시간)과 연기

가 덮친 후에 최대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지연, 각 조건에서 도달하는 시점에서 대피자의 이동거리

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 Comparison of event occurrence time, time delay, and moving distance

Smoke 

control

Egress 

start 

time

Evacu-

ation dir.

Time (sec) Time delay Moving distance (m)

Captured 

in smoke (1)
EQ. 

fatalities

FED > 

0.3 (2)
Max. fat. After (1) After (3)

Captured 

in smoke

EQ. 

fatalities

FED > 

0.3

Mech. vent

(entrance)

210 Entrance 996 1682 2894 2962 1966 68 300 1149 1503

340 Entrance 956 1680 2894 3018 2062 124 201 1065 1503

673 Entrance 956 1680 2730 3114 2158 384 78 850 1270

837 Entrance 816 1690 2732 3218 2402 486 11 750 1167

Natural 

vent

210 Exit 1076 1656 2614 2756 1680 142 341 576 959

340 Exit 1076 1656 2618 2756 1680 138 333 568 953

673 Exit 994 1656 2536 2902 1908 366 23 303 655

837 Exit 916 1658 2508 2996 2080 488 16 250 589

Mech. vent

(exit)

210 Exit 994 1710 3074 3128 2134 124 292 646 1192

340 Exit 990 1712 3076 2172 2182 96 145 463 1008

673 Exit 838 1712 2994 3338 2500 344 17 413 926

837 Exit 838 1726 2906 3448 2610 542 11 357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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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법 및 대피방향이 동일한 경우, 연기가 대피자를 덮치는 시점, 등가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과 

FED > 0.3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은 피난개시시간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FED > 

0.3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는 최대 10분 이내에 최대인원이 사망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화재 시 악

조건에 도달한 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기가 덮치기 전까지 이동하는 거리는 대피를 가장 신속하는 경우에도 최대 350 m정도이며, 등가 사망

자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동거리는 최대 1,149 m, FED > 0.3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

리는 최대 1,500 m정도로 판단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화재연기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대피하는 경우에 연기가 덮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최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1,000초 정도이며 가장 신속하게 대피를 하는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거

리는 340 m정도이다. 또한 FED > 0.3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508~3,448초 정

도이며, 이때 이동거리는 589~1,503 m정도이다.

3.2 피난개시시간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Fig. 4는 모델터널에 대해서 피난연결통로 간격 및 화재성장곡선의 적용에 따른 F/N선도(N명 이상의 사망자

수가 발생할 확률(F))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1)과 (2)는 

각각 현재의 국내 철도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최근에 유럽의 다수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그림에서 EST 0~EST 3은 피난개시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피난연결통로간격이 1,000 m인 경우에는 피난개시 시간에 따른 최대 사망자수 및 전체적인 위험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개시 시간의 차이에 따른 

위험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재성장곡선으로 FC 2, FC 3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와 경

향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모델터널의 경우,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위험도에 도달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최대위험도에 도달한 조건에서는 피난연결통로 간격이나 피난개시시간 및 화재성장

곡선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i-Oh RyuㆍHyo-Gyu KimㆍHoo-Young Lee

818

CP interval (m) FC 1 FC 2 FC 3

1,000

1,500

2,000

7,500

Fig. 4.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results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cross passage and fire growth curve

Table 5는 피난연결통로 간격과 대피시간에 따른 RI를 적용 화재성장곡선별로 나타낸 것이며, Fig. 5는 화재성

장곡선이 FC 2인 경우에 피난연결통로 간격별 피난개시시간에 따른 RI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5에서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000 m로 전체적인 위험도가 낮은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피난개시시간이 

증가할수록 RI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이상으로 증가하여 F/N곡선이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RI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5는 화재성장

곡선을 FC 2를 적용하는 경우로 전술한 경향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본 모델터널의 경우, RI의 평균값은 최소 2.16 × 10-4 fat/yr에서 최대 1.48 × 10-3 fat/yr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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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sk index 

CP interval distance (m) Time (sec) FC 1 FC 2 FC 3

1000

210 7.91E-05 7.94E-05 8.40E-04

340 1.12E-04 1.33E-04 1.13E-03

673 3.86E-04 6.54E-04 1.46E-03

837 2.86E-04 9.05E-04 1.62E-03

Average 2.16E-04 4.43E-04 1.26E-03

1500

210 9.15E-04 1.32E-03 1.43E-03

340 9.64E-04 1.42E-03 1.43E-03

673 9.10E-04 1.42E-03 1.46E-03

837 6.11E-04 1.43E-03 1.61E-03

Average 8.50E-04 1.40E-03 1.48E-03

2000

210 9.90E-04 1.42E-03 1.43E-03

340 9.77E-04 1.42E-03 1.43E-03

673 9.38E-04 1.42E-03 1.46E-03

837 6.91E-04 1.43E-03 1.62E-03

Average 8.99E-04 1.42E-03 1.48E-03

7500

210 1.03E-03 1.42E-03 1.43E-03

340 1.00E-03 1.42E-03 1.43E-03

673 9.54E-04 1.42E-03 1.46E-03

837 1.03E-03 1.43E-03 1.61E-03

Average 1.00E-03 1.42E-03 1.48E-03

Fig. 5. Risk index compare (F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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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화재강도에 따른 영향

Fig. 6은 화재강도 및 화재지속 여부에 따른 영향을 비교한 것으로 피난개시시간은 각각의 분기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균한 것이다.

Fig. 6(a)는 전체적인 위험도가 낮은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000 m인 경우다. 이 경우에 최대화재강도가 증가

할수록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난연결통로간격이 2,000 m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FC 1이 낮은 값을 보이나 FC 2와 FC 3의 차이는 사망자수가 많은 영역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 CP interval distance: 1,000 m (b) CP interval distance: 2,000 m

Fig. 6. Comparison according to fire fire curve

피난연결통로 간격별 RI값은 Table 6에 나타냈다. RI값은 화재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나,  (  )에 나타낸 FC1에 

대한 증가율은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C 2와 FC 3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화재강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위험도가 한계 값에 도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6. Risk index and individual risk according to CP interval distance

CP interval 

distance (m)

RI (risk index) IR (individual risk)

FC 1 FC 2 FC 3 FC 1 FC 2 FC 3

1000
2.1588E-04

(1.00)

4.4274E-04

(2.05)

1.2635E-03

(5.85)
2.6985E-07 5.5342E-07 1.5794E-06

1500
8.5024E-04

(1.00)

1.3958E-03

(1.64)

1.4828E-03

(1.74)
1.0628E-06 1.7448E-06 1.8535E-06

2000
8.9895E-04

(1.00)

1.4249E-03

(1.59)

1.4834E-03

(1.65)
1.1237E-06 1.7811E-06 1.8543E-06

7500
9.5117E-04

(1.00)

1.4248E-03

(1.50)

1.4828E-03

(1.56)
1.1890E-06 1.7810E-06 1.8535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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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이상이고 화재성장곡선을 FC 2, 3인 경우에 사회적 위험도는 한계 값에 도달하

고 있으며, 이 경우 RI는 1.4 × 10-3fat/yr, IR은 승객 수를 800명으로 하는 경우, 1.8 × 10-6정도 수준에 있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본 모델터널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500 m 이하인 경우에는 간격의 축소에 따른 

위험도의 감소효과가 있으나,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5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한계 값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간격변화에 따른 위험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델터널(연장: 15 km, 경사도 1.5%, 단면적 57 m2, 단굴 양방향 터널)을 대상으로 피난개시시

간(210~873초) 및 화재성장곡선(1량화재, 1량 화재지속, 화재중첩)이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시나리오(270개)에 대한 분석결과, 화재연기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

고 있으며, FED가 0.3을 초과한 후에는 최대 10분 이내에 최대인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화재연기가 대피자를 덮치는 시점은 피난개시시간과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며, 약 1,000초 정도이며, 피난개시

시간이 가장 신속한 경우에 연기가 덮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안전확보거리는 약 350 m정도로 나타났다.

3. 사망자(FED > 0.3)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 또한 피난개시시간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기준으

로 하는 경우 안전확보거리는 589~1,503 m정도로 분석되었다.

4.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1,000 m로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피난개시시간이 짧을수록 위

험도가 낮게 평가되나, 화재성장곡선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그러나 피난연결통로 간격이 1,500 m 이상으로 위험도가 한계치에 도달한 경우에는 피난개시시간 및 화재성

장곡선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6. 피난연결통로의 간격이 증가하여 위험도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피난연결통로의 간격변화가 위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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