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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study were performed for ventilation capability effect on the smoke spread in the 
deeply-underground subway station(DUSS). Singeumho station(The line # 5, Depth: 46m) was modeled and 
were analyzed for smoke-spread speed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ly-designed-ventilation-capacity and the 
measured-ventilation-capacity. Field test data for actual fan in DUSS was applied as a boundary condition of 
a simulation. The whole station was covered in this analysis and total of 4 million grids were generated for 
this simulation. The fire-driven flow was analyzed case by case to compare the smoke-spread effect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alculation, parallel processing by MPI was employed and large eddy simulation 
method in FDS code was adopted.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심도역사의 제연 팬 용량에 따른 연기확산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시뮬레이션모델은 신금호 역사(5호선, 깊이 46m)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계된 제연 용량과 실측 

제연 용량의 차이에 따른 연기확산 영향을 분석 하였다. 현장조사 및 실측을 통하여 계측된 실제 역사

의 제연 팬에 관한 데이터를 화재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역사전체를 해석 대상으로 하여 총 

400만개의 격자를 사용하였으며, 설계된 제연성능과 실측된 제연성능에 따른 연기확산 영향 비교를 위

하여 화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Case별로 화재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MPI병렬

처리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코드는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FDS code를 사용하

였다. 

1. 서론

  수도권 일대의 지하철은 37년 전 1호선이 개통된 이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0여개의 지

하철 노선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철 역사는 수도권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규모의 증가와 함께 노선 또한 거미줄처럼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 시 기존 노선과

의 겹침 및 환승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상보다는 지하역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표 1과 같은 심도40m 이상의 소위 대심도 역사로 불리는 지하역

사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대심도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강장에서 지상까지의 피난경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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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사 심도 관할기관

1 종로3가역 13m

서울메트로
2 이대역 36m

3 충무로역 28m

4 회현역 23m

5 신금호역 44m

서울 도시철도공사
6 버티고개역 43m

7 숭실대입구역 47m

8 산성역 56m

도표 1. 서울 지하철 호선별 최대 심도 역사

길고 연소생성물의 거동방향이 피난 방향과 일치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안전기준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용준 등은 [1],[2] 대심도 역사 화재현상 연구와 스크린도어 설치 상황

에서의 화재유동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호선 신금호 역사를 대상으로 지하 

역사 화재의 여러 안전대책 중 연소생성물의 확산 억제와 역사 외부로의 배출을 위한 제연장치에 대하

여 설계용량과 실측용량의 제연효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 하였다.

1.1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5호선의 최대 심도를 가지는 신금호 역사를 모델로 하여 현재 설치되어진 제연장치에 대하

여 설계용량과 실측용량의 차이가 제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총 

지하8층으로 건설된 역사 전체를 모델링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팬의 풍량은 직접 측정

하여 적용하였다. 화재의 규모는 열차 1량이 전소한다는 가정하에 10MW 급으로 하였으며, 재연 팬의 

설계용량과 실측용량의 Case로 나누어 수치해석을 통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2. 본론

2.1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

  본 연구는 그림1,2와 같이 신금호 역사를 대상으로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신금호 역사는 총 

지하8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으로 3개의 출입구가 연결되어있다. 각층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며, 본 연구에서는 화재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정지된다고 가정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하 8층의 역사 중 화재로 인한 유동의 확산 가능성이 있거나 승객

피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만을 모델링 하였다. 화재규모는 열차 1량 전소에 해당하는 

10MW로 설정하였으며, 객차의 출입구와 PSD의 출입구는 피난 상황을 가정하여 모두 열려있는 것으로 

하였다. 열차는 승강장의 정차 위치에 위치하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하행선의 열차가 모두 정차

하고 있을 때의 상황으로 하였다. PSD의 경우는 완전 밀폐식으로 터널내의 유동이 승강장으로 유입되

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신금호 역사의 제연 시스템의 경우 평상시 급/배기 운전 모드와 승강장 화재

발생시 운전 모드, 대합실 화재발생시 운전모드로 운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3과 같이 승강장 화재

발생시 운전모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승강장 및 대합실의 디퓨져의 위치는 그림4~6과 

같이 실제 설치위치를 조사하였으며, 각 디퓨져의 설계 풍량 및 실측 풍량을 적용하였다. 각 Case별 제

연장치 용량은 도표2와 같다. 승강장 화재시 배연운전에 대한 가압용량 측정 결과 설계치와 비교하여 

42%가량 감소한 용량이 측정되었으며, 일부 디퓨져에서는 배기팬 운전이 없는 상황임에도 배기되는 풍

량이 측정되었다. 승강장의 배연용량은 설계 배연용량 대비 약 28% 감소된 것으로 측정 되었다. 

8



구분 대합실 총 가압풍량 승강장 총 배연풍량

설계풍량

[㎥/h]

Supply Air 72,000 -

Return/Exhaust - -384,000

실측풍량

[㎥/h]

Supply Air 42,126 -

Return/Exhaust -23,160 -276,094

설계대비 실측 풍량변화 42% 감소 28% 감소

도표 2. 승강장 화재시 설계치와 실측치 풍량 비교

그림1. Schematic diagram of 

shingumho subway station

그림2. The FDS modeling of 

shingumho subway station

그림3. Smoke ventilation fan mode in 

platform fire
그림4. The diffuser layout in B2

그림5. The diffuser layout in B1
그림6. The diffuser layout i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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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치해석 기법 및 해석 Code

  본 연구에서 수치해석을 위한 Code로 NIST에서 개발한 화재전용 프로그램인 FDS(Fire Dynamics

Simulator)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DS는 LES(Large Eddy Simulation)방식으로  난류를 해석

하며, 본 연구와 같이 방대한 역사를 가지는 모델에서 빠른 해석결과를 보이며, 화재유동과 같은 저속

유동 해석에 강점을 보인다. 

수치해석을 위한 격자의 크기는 화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McGrattan et. al.[3], [4]에 의하면 고유 화재 직경의 크기는 

∞∞ 

  



                                      (1)

 여기서,∞  ,     ·, ∞  ,    이다. 

 의 값에 따른 격자 민감도 Test 결과에 따르면 보통 3~10개의 격자수가   길이에 적용되어야 하므

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2)

여기서 은 적정격자의 크기이며, 본 연구에서는 0.2m 로 적용하였다. 격자크기가 0.2m 로 적용 하

였을 때, 총 격자수는 약 400 만개이다. 해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22개의 해석영역으로 나누어 병

렬처리기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OS는 LINUX이며, 사용된 CPU는 intel 3.0 GHz Dual Cpu 6

개(core 12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DS의 경우 난류계산을 위해 LES(Large Eddy Simulation)을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필터링 하여 해석한다.

 

 
 




 

 





 






                        (3)  

 


                                     (4)

여기서 는 sub-grid scale(SGS) stress이다.

  


                                   (5)                           

  










                                 (6)                           

여기서 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 FD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Smagorinsky model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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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기서,

   
                                 (8)                                             

                                

                                  (9)                             

그리고 FDS의 default 조건으로 =0.2를 사용하였다.

2.3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Case1. 제연장치 설계용량, Case2. 제연장치 실측용량의 2가지 Case로 수치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연소생성물의 확산을 비교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CO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7과 같이 승객의 피난 경로에 CO 감지기를 설치하여 각 Case별로 비

교를 실시하였다. 그림8,9는 각 감지기의 시간에 따른 CO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제연장치 설계

용량의 경우와 실측용량의 경우를 나타내었다. 

각 감지기가 감지한 CO농도는 화재지점 부근의 센서(NO.1)의 경우 약 2배의 농도 차이를 보였다. 계단

부 입구에 설치된 센서(NO.2)의 경우 실측용량은 화재발생 후 약 200s 경과 후 CO가 검출되었으나 설

계용량의 경우 600s 경과 시 까지 CO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의 지역에서는 CO가 검출되지 않았다. 

두 Case 모두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CO의 분포 경향은 유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10 과 그

림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0,11은 화재 시 발생한 Soot 의 거동을 나타낸 그림으로 승강장 화

재발생시 실측용량의 경우 승강장 계단부까지 Soot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Case 모두 화재유

동에 의한 전체적인 연소생성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연 

팬 용량의 차이는 있지만 승강장에서 모든 디퓨져들이 배기모드로 작동하고 대합실에서 승강장 화재로 

인한 연소생성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가압효과를 위한 급기를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금호 역사의 경우 제연 팬을 설계할 당시에는 PSD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재 완전 밀폐형 PSD

가 설치되어 결과적으로 제연 면적이 줄어들어 설계 및 실측 용량 모두 연소생성물의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The Carbon monoxide detected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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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설계제연량 적용시 CO 농도변화 그림9. 실측제연량 적용시 CO 농도변화

그림10. 화재발생 600s 후 (설계제연량 적용시) 그림11. 화재발생 600s 후 (실측제연량 적용시)

3. 결론

본 연구는 지하역사 화재 발생 시 제연 팬 용량이 철도역사의 연기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제연 팬의 설계 및 실측용량을 측정하여 FDS화재해석 코드를 통해 화재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신금호 역사의 경우 승강장 화재발생시 제연장치의 효과는 설계된 제연용량과 실측된 

제연용량 모두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승강장에 설치된 PSD가 완전 밀폐형 이라는 가정으로 

인하여 승강장 터널에서의 연소생성물이 승강장으로 유입이 어렵고 제연팬의 제연면적이 기존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신금호역사의 구조적 특성상 승강장에서 지상으로의 통로가 하나뿐 이라는 점이 제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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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반면, CO, Soot등의 화재 생성물의 거동은 실측제연량을 

적용하였을 때 계단 입구부까지 확산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제연용량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도시철도 제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경우 설계용량이 아닌 실측제연량을 사용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로서 실측제연량의 적용 및 승강장의 

각종 구조물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층간 연결통로로 인한 화재유동 변화, 승강장 위치별 화재 및 화재

규모변화에 의한 제연장치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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