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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train stations, due to the specificity of underground spaces with limited 

smoke emissions, if appropriate removal equipment is not equipped, the damage caused 

by fire smoke may increase in the event of a fire. As a result, the need for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evacuation of underground stations has been highlighted, and 

research for safe evacuation of platform users in case of fire is continuously being 

conducted at home and abroad. However, although the smoke removal area is currently 

divided by smoke boundary walls and platform screen doors (PSD) and installed in the 

train platform, standards for smoke removal methods (air supply or exhaust) for each 

fire removal area, that is, smoke removal mode, are not presented. In this study, fire 

analysis and evacu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number of deaths and 

to derive F/N guidance in order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fire risk according to the 

fire station fire, and the total risk was the lowest in the case of fire area exhaust and 

supply to adjacent areas.

Keywords: Platform fire, Smoke control mode, FED, QRA (quantitative risk assess-
ment)

초 록

열차 정거장의 경우 연기배출이 제한된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적절한 제연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화재 발생시 화재연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Research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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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하 정거장의 대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화재시 승강장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열차 승강장에는 제연 경계벽과 PSD (Platform Screen 

Door)등에 의해 제연구역을 구획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화재시 제연구역별 제연방법(급기 또는 배기) 즉, 제

연모드에 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차 정거장 화재시 제연모드에 따른 화재위험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화재해석 및 대피해석을 수행하여 사망자수를 추정하고 F/N선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 제연모드를 검토한 결과, 화재 구역 배기 및 인접구역 급기인 경우에 총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어:승강장화재, 제연모드, 유효복용분량, 정량적 위험도 평가

1. 서 론

열차의 승강장은 주로 도심지와 도심지 사이의 인적 ‧ 물적 교통통행을 목적으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적 ‧ 물적 탑승 및 

하차를 위하여 정거장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철도터널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지하공간 혹은 구획화된 건축물

임에 따라 밀폐된 구조를 갖고 있어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제연설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 외적으로 열차 승강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Bartlett (2012)은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이용하여 승강장 화재시 정거장 양단 배기 시스템의 가동조건에 따른 가시도 변화를 해석하

였으며, 정거장 양단 배기 시스템을 배기로 가동하는 Pull-Pull (배기-배기)인 경우가 대피 환경 확보에 보다 효과

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Kim et al. (2018)과 Rie (2003)의 연구에서도 승강장에서 열차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연모드별 연기전파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선 양단 배기를 배기모드로 하는 것이 대피환경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McKeen (2016)은 화재 성장률이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T-squared” 공식을 

적용해 화재 해석을 수행하고, 화재성장곡선이 대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ASET (Available Safety Egress 

Time, 유효안전피난시간)과 RSET (Requirement Safety Egress Time, 필요안전피난시간)으로 비교하여 검토하

였다.

전술한 열차 승강장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들의 경우,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화재해석을 수행하여 화

재특성에 대한 검토 후, 대피해석을 별개로 수행하여 ASET과 RSET을 비교하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화재시 발생하는 화재연기가 대피자의 대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Rie and Ryu (2020)는 승강장에서 열차화재시 제연모드에 따라 화재해석 및 대피해

석을 수행하여 대피자가 화재에 노출되는 정도를 유효복용분량(Fractional Effective Dose, FED)으로 정량화하

는 기법을 제시하고 사망자를 추정하여 제연모드에 따른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Rie and Ryu, 2020).

일반적으로 열차 승강장의 제연설비는 공조용 급 ‧ 배기 시스템(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HVAC), 

본선부의 배열시스템(Track Exhaust System, TES), 본선화기 및 배연을 위한 승강장 양단 배기 시스템(Tunnel 

Ventilation System, TVS) 등 이 있으며, 이를 통해 승강장 내의 열환경 및 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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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관련된 기준에서는 앞서 서술한 설비들의 조합에 따른 적절한 제연모드와 관련된 사항이 부족하

여 화재시 보다 안전한 열차 승강장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서술한 열차 승강장의 제연설비는 설

치 유무와 제연구역별 제연모드에 따라 화재연기의 확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차의 승강장 중 상대식 승강장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제연모드에 따른 위험도를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비교 ‧ 분석하여 화재시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제연모드를 제시하였다.

2. 해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열차 승강장에서 열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열차에 따른 최적 제연모드 산정을 위해 160 

m 길이의 승강장을 모델링하고 40 m 간격으로 제연구역을 구획하였으며, 각 제연구역당 제연풍량은 “제연설비

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50,000 m3/hr로 적용하였다. 또한 화재위치별 4개의 제연모

드(화재위치별 4개의 제연모드(① 전 구역 급기, ②전구역 배기, ③화재 구역 급기 및 인접구역 배기, ④ 화재 구역 

배기 및 인접구역 급기)를 구성하였으며, 사망자수 분석을 통해 제연모드에 따른 대피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대상이 인 상대식 승강장의 제원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 길이 160 m, 높이 및 폭은 각

각 3.0 m, 7.2 m이다. 계단은 승강장 중앙에 좌 ‧ 우 대칭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폭은 4.4 m이다. 제연구역은 40 m 

간격으로 제연경계벽과 PSD,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승강장에서 총 4개의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였다. 

(a) Platform floor plan

(b) Cross section

Fig. 1. Subway platfor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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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열차는 Fig. 1의 (a)에 나타낸바와 같이 한쪽 승강장에 정지한 상태이며, 화재 객차는 열차 중 1호, 3호, 4호차

이다. 화원은 열차의 바닥에 위치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폭 3 m, 길이 20 m 크기로 적용하였다. 화재연기 발생수

율(Soot Yields) 및 CO발생수율(CO Yields)은 현재 지하철 차량에 대해 제시된 값이 없으므로 수도권 고속철도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적용한 0.161, 0.189 g/gFuel을 적용하였다(KTA, 2015).

3. 해석모델 및 해석방법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해석모델은 제연모드의 경우 정거장 양단 배기 시스템과 선로부에 위치한 TES는 모두 배

기모드로 작동하는 것으로 고려했으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승강장의 PSD는 닫힌 상태로 가정하여 화재 연기

가 승강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승강장의 HVAC를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했다. 화재 승강장 PSD

의 경우 열차 이용자의 피난을 위해 화재 종료시까지 개방된 상태로 가정하여 화재 차량의 위치에 따라 제연구역

별로 디퓨저의 가동모드를 달리하여 총 12개의 모드를 구성했으며,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Mode 1의 경우 

모든 제연구역의 디퓨저를 급기로 가동한 경우이고, Mode 2의 경우 모두 배기로 가동한 경우이다. Mode 3의 경

우 화재 열차가 위치한 구역의 디퓨저는 급기로 가동하고 그 외의 디퓨저는 배기로 가동한 경우이며, Mode 4의 

경우 화재구역의 디퓨저는 배기, 그 외 디퓨저는 급기로 가동한 경우이다.

Table 1. Analysis case (platform supply and exhaust volume and smoke exhaust mode)

Fire train Case
Plat. Zone 1

(m3/min)

Plat. Zone 2

(m3/min)

Plat. Zone 3

(m3/min)

Plat. Zone 4

(m3/min)

TES (m3/min) TVS

(m3/min)Top Bottom

Car 1

Mode 1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2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3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4
-833

(exhaust)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Car 2

Mode 1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2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3
-833

(exhaust)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4
+833

(supply)

-833

(exhaust)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optimal smoke control mode in train platform through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543

Table 1. Analysis case (platform supply and exhaust volume and smoke exhaust mode) (continued)

Fire train Case
Plat. Zone 1

(m3/min)

Plat. Zone 2

(m3/min)

Plat. Zone 3

(m3/min)

Plat. Zone 4

(m3/min)

TES (m3/min) TVS

(m3/min)Top Bottom

Car 3

Mode 1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2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3
-833

(exhaust)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Mode 4
+833

(supply)

-833

(exhaust)

+833

(supply)

+833

(supply)

-833

(exhaust)

-833

(exhaust)

-5,000

(exhaust)

3.2 해석방법

철도터널의 정량적 위험도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RSRG (Railway Safety Research Group, 2011)이 제시한 

“철도터널 화재 안전성 평가 매뉴얼, 2011”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적용된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3.2.1 화재사고 시나리오 및 사건의 분기비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10년(2012~2021년)간의 열차운

행거리 및 화재건수에 따른 화재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도시철도의 경우 총 화재건수는 10

건, 총 열차의 운행거리는 1,289.05 × 100만km로써 화재사고발생률은 0.0078건/100만 tr ‧ km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나리오의 분기비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각 상황

에 따른 분기비를 적용하였다(Molag et al., 2001; BSI, 2003; Both and Haack, 2004).

Fig. 2. Fir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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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열차 화재 강도

본 연구에 적용한 열차 화재강도는 20 MW로써, “철도터널 화재안전성 평가 매뉴얼(Railway Safety Research 

Group, 2011)”에서 제시하는 신형 전동차에 대한 화재성장곡선을 적용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785

초에 화재강도 1 MW 도달하여 900초에 Flashover에 도달한 후 1,120초 이후 감쇄한다.

Fig. 3. Fire growth curve

3.2.3 사망자수 추정 방법

사망자수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화재해석을 통해 시스템이 인명안전기준(NFA, 2017)에 도달하기 전까지 확보 

가능한 시간인 ASET (Available Safe Egress Time)을 구하고, 대피해석을 통해 대피에 요구되는 시간인 RSET 

(Requirement Safety Egress Time)을 구하여 RSET > ASET인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

나 이 방법은 RSET > ASET인 조건으로 대피자의 사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피자가 받는 영향을 정량화하

는 것이 곤란하며, 일반적으로 인명안전기준(NFA, 2017)에 노출되는 경우에 즉시 사망에 도달하는 것으로 판정

하고 있다. 즉, 노출농도 또는 노출시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열환경 및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시스템 과설계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국내의 경우, ASET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의 인명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온도(열)에 허용기준은 60°C, 허용가시거리 한계는 집회 및 판매시설 10 m, 기타시설 5 m, 고

휘도 유도등 및 바닥유도등, 축광유도표지가 설치된 집회 및 판매시설은 7 m로 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농도는 

1,400 ppm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 60°C, 가시거리 7 m를 기준으로 ASET을 검토하였으

며, 일산화탄소의 경우 인명안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400 ppm을 기준으로 ASET을 구하면 ASET이 과대

해져 의미가 없으므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300 ppm을 기준으로 ASET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열환경 및 유해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대피자별로 유해인자에 대한 누적복용량”(∑농도(온도) × 노출시간)을 구하여 이를 “한계복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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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눈 “유효복용분량(FED)”을 기준으로 사망자를 추정하였으며, 유효복용분량을 산정하기 위한 수식은 식 

(1)과 같다.

FED  FICOFIHCN ×VCO


FIO FIHeat FIRAD (1)

각 유해가스에 대한 FED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ICO 
D
COHb


D
×  ppmCOt

(2)

여기서, FICO : 의식불명에 도달하는 위험도지수, D : 의식불명에 이르는 COHb농도(%)로 30%이다.

FIO





e
    O




t
(3)

여기서, O : 산소의 농도(%)이다.

FICO





e
  CO




t
(4)

FIHCN 
e  ppmHCN 

t
      ppmHCN > 180 ppm (5)

FIHCN 
 ppmHCN


           80 < ppmHCN < 180 ppm (6)

FIHEAT 
e  T

t
(7)

FIRAD 


q

t (8)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판단한계는 FED 값이 0.3 이상인 경우에 사망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SFPE핸드북에서

는 구조물의 소방 성능 설계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FED값이 0.1 이상인 경우를 사망자로 평가한다. 따라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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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적용하는 FED에 따른 등가사망자의 산정 및 적용은 Table 2에 따라 적용한다.

Table 2. Equivalent fatalities at FED

FED 0.1~0.2 0.2~0.3 0.3 or more

Fatalities 1/100 1/10 1

3.2.4 위험도 평가 기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위험도 평가 기준은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Societal risk criteria)과 F/N선도를 비교하

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의 심각도(인명피해, 등가사망자 수)를 집계

하여 x축은 사망자 수(N: Number of Fatality), y축은 N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는 누적확률(F: 

Frequency accumulated)을 log-log 스케일로 작도하여 분석된 사망자수와 발생빈도가 “ALARP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 또는 “Acceptable” 내의 범위에 있을 경우 안전한 제연모드를 확보한 것이라 판단하였

다. “Acceptable” 및 “Uncceptable”, “ALARP (As Low As Reasonable Practicable)”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 수 

및 발생빈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Railway Safety Research Group, 2011)에 규정된 내용을 준용하였다.

4. 해석결과

4.1 ASET 검토 결과

CO농도 300 ppm, 온도 60°C, 가시거리 7 m를 기준으로 화재 위치와 제연모드 별 ASET을 분석하고, 시간대

별로 각 위험 요소들의 기준치 별 ASET을 Figs. 4~6에 나타내었다.

Fig. 4의 경우 Car 1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ASET 분석 결과이다. Mode 1 (전급기)의 경우 93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가시거리가 기준치 미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경우 990초 경과시 해당 위

치에서 300 pp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의 경우 중앙 계단 양측 입구부에서 1,200초 이후까지 기

준 온도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 2 (전배기)의 경우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930초, 우측 입구

부에서 990초 경과시 가시거리가 기준치 미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와 CO의 경우 화재 열차가 위치한 

제연구역에서 990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 계단 양측 입구부의 ASET은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3 (화재구역 급기, 그 외 배기)의 경우 Mode 2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900초, 

우측 입구부에서 990초 경과시 가시거리가 기준치 미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의 경우 화재 열차가 위치

한 제연구역에서 1,020초, CO의 경우 해당 지점에서 990초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 계단 양측 입구부의 

ASET은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4 (화재지점 배기, 그 외 급기)의 경우 4개의 제연모드 중 ASET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CO, 온도, 가시거리 모두 화재 열차가 위치한 제연구역 내에서 제연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점 이외에서의 ASET은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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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 4. Results of ASET simulation : Car 1

Fig. 5의 경우 Car 2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ASET 분석 결과이다. Mode 1의 경우 900초 경과시 중앙 계

단 좌측 입구부에서 온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의 경우 1,050초 경과시 기준치에 도달하며, 가시

거리의 경우 840초에 해당 지점에서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계단 부근의 ASET의 경우 CO, 

온도, 가시거리 모두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2의 경우 화재 발생 87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좌측 입

구부에서 CO, 온도, 가시거리 모두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우측 입구 부

근에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 3의 경우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화재발생 900

초 경과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며, 930초 경과시 CO와 온도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거리

의 경우 930초에 우측 계단 입구부에서 기준치에 도달하며, CO와 온도의 경우 우측 계단 입구에서 1,200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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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4의 경우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화재발생 870초 경과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

하며, 960초 경과시 CO와 온도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 온도, 가시거리 모두 우측 계단 입구에

서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 5. Results of ASET simulation : Car 2

Fig. 6은 Car 3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ASET 분석 결과이다. Mode 1의 경우 1,02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좌

측 입구부에서 CO 및 온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거리의 경우 900초에 해당 지점에서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측 계단 부근의 ASET의 경우 가시거리는 930초, CO 및 온도는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2의 경우 화재 발생 87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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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우측 입구 부근에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Mode 3의 경우 중앙 계단 좌측 입구부에서 화재발생 870초 경과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며, 900초 경과

시 CO, 960초 경과시 온도 기준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거리의 경우 960초에 우측 계단 입구부에서 

기준치에 도달하며, CO와 온도의 경우 우측 계단 입구에서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Mode 4의 경우 화

재발생 900초 경과시 중앙 계단 양측 입구부에서 가시거리 기준치에 도달하며, CO 및 온도의 경우 양측 계단 입

구에서 1,200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 6. Results of ASET simulation : C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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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망자 수 추정 결과

제연모드별 경고 방송 시간에 따른 사망자 수 추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경고 방송이 600초 이전에 이

루어질 경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고 방송 시간이 지연될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고 방송 시간 905초의 경우, Mode 1~3의 경우 Car 2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 4의 경우 경고 방송 시간에 무관하게 Car 3

에서 화재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maximum number of deaths by fire location by exhaust mode

Exhaust mode Car 1 Car 2 Car 3

1 145.8 203.3 81.9

2 47.4 155.7 72.4

3 123.6 239.7 69.8

4 26.9 38.4 135.7

4.3 사회적 위험도 평가 결과

Fig. 7은 제연모드(Mode 1~4)별로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사망자수와 발생빈도에 의한 F/N선도를 나타낸 것이

다. 제연모드별 위험도 평가결과는 ALARP 영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은 제연모드별 위험도 지

수(Risk Index)를 나타낸 것으로 화재구역(Zone)에서 배기를 수행하고 그 외 구역에서 급기가압을 하는 Mode 4

의 경우에 위험도가 1.3017 × 10-4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구역에서 급기를 수행하고 그 외 구역

에서 배기를 수행하는 Mode 3의 경우에 총 위험도 2.2623 × 10-4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F/N curve by exhau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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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isk index by exhaust mod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터널 상대식 승강장의 열차 화재시 제연모드에 따른 대피 안전성을 사망자수 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철도터널 이용객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제연모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60 

m 길이의 열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을 모델링하고, 화재 시나리오별 화재 해석과 대피 해석을 수행하여 대피자의 

유효복용분량(Fractional Effective Dose, FED) 계산을 통해 사망자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F/N선도를 작성

하고 제연모드별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경고 방송이 600초 이내에 실시될 경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경고 방송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망자수 또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Flashover 이후인 785초 이후에 사망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연모드(Mode 1~4)별 사망자수를 비교 ‧ 분석한 결과, 화재지점에서 배기를 수행하고 그 외 제연구역에서 급기

를 수행하는 경우(Mode 4)에 사망자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지점의 제연구역에서 급기를 수

행하고 그 외 제연구역에서 배기를 수행하는 경우(Mode 3)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제연모드별 사회적 위험도 평가 결과, 모든 제연모드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Mode 4의 경우에 총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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