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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installation of platform screen door (PSD) in subway stations, particulate matters (PMs), 
which are originally ventilated through the platform, are accumulated inside the tunnel of the subway 
system. It deteriorates an air quality inside the tunnel. To ventilate the accumulated PMs inside the 
tunnel, the natural ventilator which are located inside the tunnel (namely, tunnel ventilation system) 
are used as only one circulation system.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PSD can affect to the 
aerodynamic variations inside the tunnel, since the PSD system was not considered factor when the 
tunnel ventilation system was designed. However, the researches about the tunnel ventilation system 
have not been 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is carried out with two objectives: 1) to measure the 
velocity of air current by the train-induced wind, when the train passes through the tunnel, and 2) 
to investigate the typical patterns of air current by quantitatively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of 
inflow/outflow of air current which passes through the natural ventilation system. This study can 
suggest the basic standard to newly design the tunnel of the subway system as well as the ventilation 
system.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에는 승강장을 통해 환기되던 공기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후에는 터널 내부에 정체되면서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터널환기구가 터널에 정체된 공기의 유일한 순환구로 이용되고 있다. 스크린 도

어는 기존 터널환기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되었던 사안은 아니었으며, 지하철 운행 시 스

크린도어 설치로 인한 지하 터널 속에서의 공기역학적 변화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지하

철이 통과하는 공간인 터널환기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열차가 지하 터널 구

간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풍에 의한 기류속도를 측정하고, 전철구간의 자연 환기구를 

통한 기류의 유입 및 유출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대표적인 기류패턴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지하 터널 신설 및 환기 설비 설계에 따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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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철도 운영시스템은 주요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환경은 구조적 특성상 열악하며,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시스템 개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객의 안전과 열차풍에 의한 승강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다. 스

크린도어 설치 후 승강장의 공기질은 향상 되었으나, 본선 터널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열차가 운행할 때 지하 터널 속에서의 공기역학적 효과는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터널의 환기량은 열차풍에 의

한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인 열차풍을 평가하고 설계시 반영하

여야 한다.

이에 열차가 지하 터널 구간을 운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풍에 의한 기류속도를 측정하고,

전철구간의 자연 환기구를 통한 기류의 유입 및 유출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대표적인

기류패턴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지하 터널 신설 및 환기 설비 설계에 따른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자연환기구의 공기 이동량 측정 개요

2.1 자연환기구의 실험장치 구성

본 실험의 목적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 및 터널 속에서 열차가 연속적으로 운행할

때 발생하는 열차풍이 자연 환기구를 통하여 유출되고 유입되는 양을 추정하는데 있다.

열차의 운행에 의해 발생하는 열차풍을 측정하기 위한 풍속센서(Anemometer)는

KANOMAX사의 0965-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되는 값을 읽기 위해서는 Air Flow

Transducer MODEL 6332D를 사용하였다. 아래 < 그림 1 >은 측정 장소를 나타낸다. 측정

일은 2010년 5월 14, 21, 28일에 측정하였으며, 측정시간대는 (14:00～17:00), 평균기온은 24

[℃]이다.

그림 1. 미아삼거리역 4번 출구 앞 33, 34번 자연환기구(적색화살표 측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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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 사용된 센서 및 장비들의 모습과 제원 및 측정 범위와 측정 오차는 < 그림 2 >와

< 도표 1 >에 나타내었다.

그림 2. Experimental apparatus and measuring instrument

Name of

instrument
Specification No Use

1

Airflow

Transducer, 

Probe

(anemometer)

- Rated operating range

   : 0.1～25 m/sec

-Tolerance

   : ± 3% + 0.1 m/sec

9
Measuring the

wind velocity

2 Electric motor
- Rated operating range

   : 0～90°
3

Make something

stand and failed

3 Data Logger

Data output

 : LAN or USB cable

CPU 1.7GHz or higher

Memory256MB or more

Number of Channels: 50

S/W compatible with

  windows system

Sampling rate: 1sec

1 Data processing

도표 1. Specifications of sampling sensors

2.2 자연 환기구 측정 방법

자연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차풍의 실험방법은 측정을 하는 동안 측정 지점을 통과하는

모든 열차에 대한 열차풍 변동을 측정하였다. 열차의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기류인 열차풍

의 측정은 미아삼거리 역사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환기구에서 이루어졌다.

< 그림 3 >에서 왼쪽그림은 자연 환기구를 중심으로 열차가 다니는 터널을 종단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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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했을 때 정면에서 본 모습이며, 오른쪽 그림은 터널과 자연 환기구를 입체적(3D)으로

본 모습이다. 표시된 길이의 단위는 [㎜]이고, 환기구로부터 1,500 [㎜] 인 지점에서 측정을

하였다. 측정한 환기구의 단면적은 13.52 [㎡]이다.

그림 3.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ement (Front view & 3D)

3. 자연 환기구의 공기 이동 속도 측정 결과

< 그림 4 >는 측정 대상 환기구에서 운행하는 열차에 의해 발생되는 바람의 속도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 그림 5 >는 열차의 진행에 따른 환기구 전․후에서 공기의 이

동방향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 그림 4 >에서 가로축의 시간 0 [sec]는 열차가 자연환

기구를 통과할 때의 시점이다. 이는 자연환기구를 지나기 전․후에 발생한 열차풍이 측정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 4. The result of the velocity about all measuring conditions at a venti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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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에서 [1]의 상황은 열차의 진행이 자연환기구 전에서 이루어질 때이다. 이 상

황에서 측정된 그래프가 < 그림 4 >에서 정방향 통과 [1]의 상황이다. [2]의 상황은 열차의

진행이 자연환기구를 지나서 이루어질 때이다. 이 상황에서 측정된 그래프가 < 그림 4 >에

서 정방향 통과 [2]의 상황이다. [3]의 상황은 열차의 진행이 자연환기구를 전에서 이루어질

때이다. 이 상황에서 측정된 그래프가 < 그림 4 >에서 역방향 통과 [3]의 상황이다. [4]의

상황은 열차의 진행이 자연환기구를 지나서 이루어질 때이다. 이 상황에서 측정된 그래프가

< 그림 4 >에서 역방향 통과 [4]의 상황이다.

그림 5. The schematic diagram of movement of air by train

4. 자연 환기구의 공기 이동량 추정

자연환기구의 공기 이동량 추정에서는 자연환기구의 공기 이동 속도 측정 결과에 열차의

단면적을 곱하여 초당 이동한 공기가 자연 환기구를 통하여 이동하는지에 대한 열차풍을 정

량화 해 보고자 한다.

< 그림 4 >는 4가지의 측정 상황에 대한 flow rate를 한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

상의 양(+)의 값과 음(-)의 값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것이다. 바람의 방향은

< 그림 5 >에서와 같이 자연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바람은 양(+)으로 안으로 들어

오는 바람은 음(-)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대략 50～60 초 동안 공기가 밀려 나가고 끌려

들어갔다. 속도 결과에 환기구의 단면적인 13.52 [㎡]을 곱하여 자연 환기구를 통해 나가고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정량화 하면 < 도표 2 >와 같다.

[1] 정방향

자연 환기구 전

[2] 정방향

자연 환기구 후

[3] 역방향

자연 환기구 전

[4] 역방향

자연 환기구 후

1,567[㎥] 1,149[㎥] 1,121[㎥] 863[㎥]

도표 2. The result of the quantification on the natura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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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열차가 한 역사에서 그 다음 역사로 이동할 때 피스톤 효과에 의해

서 발생하는 열차풍에 따른 환기횟수를 검토해 보았다. 환기횟수를 계산할 때 가정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지하철 3, 4호선의 경우 지하역사간 터널에 자연환기구가 0～4개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 환기구의 수를 3개로 가정하였다.

2) 측정개소 역사간의 터널 거리는 1000[m] 이다.

3) n=
Q
V
[ n = 환기횟수, Q = 환기량 [㎥], V = 실의 용적 [㎥] ]

① 열차가 자연 환기구가 있는 방향(정방향)에서 운행할 때

n=
Q
V

=
[ (1,567+1,149)]m 3/지점×3지점

50.575m 2×1000m
=

8,148m 3

50,575m 3 ≒0.16

② 열차가 자연 환기구의 건너편(역방향)에서 운행할 때

n=
Q
V

=
[ (1,121+863)]m 3/지점×3지점

50.575m 2×1000m
=

5,952m 3

50,575m 3 ≒0.12

①의 경우는 열차가 자연 환기구가 있는 방향에서 운행할 때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

기횟수를 검토한 결과이다. 자연 환기구를 통하여 터널 내부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낸 양과

외부로부터 터널 내부로 끌어들인 공기의 양을 그 지점의 환기량으로 보았다. 역사 사이에

자연 환기구는 3군데라고 하였으므로 측정한 환기량에 3지점을 곱하여 열차가 자연 환기구

가 있는 방향에서 운행할 때의 전체 환기량(Q)으로 보았다. 전체 환기량(Q)에 터널 내부 공

간의 용적(V)을 나누어 그 공간을 열차가 한 번 이동할 때의 환기횟수로 보았다.

②의 경우도 ①과 마찬가지로 환기횟수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열차의 진입과 진출에 의한 유출 및 유입풍이 터널 내부와 자연 환기

구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차의 운행에 따른 환기횟

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하 터널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류패턴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CFD)을 통하여 터널 속에서 나타나는 열차풍 특

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대표적인 기류패턴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지하 터널 신설 및 환기

설비 설계에 따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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