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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transits of metropolises have been used by many citizens due to the merits of environment 
friendly traffic, mass transportation, safety and  scheduled ope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keep 
safety for the increased passengers. When the accidents as like fire occur, rapid evacuation from 
fire sit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decrease casualties. Furthermore, overseas buyers 
sometimes request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passenger evacuation from rolling stock.
In this study, algorithm for passenger flow analysis based on DEM(Discrete Element Method) is 
newly developed and made simulation program package. And, we applied it to the evacuation 
problem for urban transits. By using the developed program, we compared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effects of the location and size of door and elapsed tim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

 1. 서론

 정시성, 친환경성, 안전성, 대수송력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의 도시철도를 이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이 증가하면 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

는 도시철도 차량에서 화재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사상자 수를 줄이는 최

선의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해외로 수출하는 철도 차량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승객 피난 해석등에 대

한 검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DEM(Discrete Element 

Method)에 기초한 여객 유동 해석 알고리즘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행류 해석 프로그램인 

P*FLOW®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P*FLO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시철도 차량 모델에 대한 승객 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제일 가혹한 경우의 조건으로서, 10량 편성의 열차에서 선두 차량의 끝에 위

치한 통로문만이 개방되었을 경우와, 편성량수가 변화되었을 경우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승객들의 

피난 모형을 해석하였으며, 결과들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2. 계산 모델 및 방법

 철도차량의 승객 피난 모델로서 Fig. 1. 과 같이 10량 편성의 열차를 가정하였다. 10량 편성 열차의 최

단부 차량의 출입문만 열리는 비상 상태를 가정하였으며, 초기 조건으로 각 량당 160명의 승객이 탑승

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과 같이 1량의 우측 통로를 빠져나온 승객들은 2량의 좌측 연결통로로  

유입되며, 최후부의 10량째 차량의 우측 출입문을 통하여 열차 밖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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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culation Model of EMU

해석에서 사용한 조건으로서 각 승객들의 점유 면적은 0.5m×0.5m으로 하였으며, 이동 속도는 인간의 

평균적 보행속도로 1.0m/s~1.4m/s로 하였다. 단위 계산시간 △t 동안, 진행방향에 선행하는 다른 승객

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 방향의 옆으로 이동하며, 진행 방향의 옆에도 이미 점유되어 있다면 현재의 위치

에 머무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분석

  Figure 1에 표시한 모델에 대한 계산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계산시간 0인 (a)에서는 각 량당 

16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으며, 30초 간격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a)~(l)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 경과와 더불어 출구에서 가장 먼 1량째 차량의 승객이 제일 먼저 피난하였으며, 순차적

으로 2량, 3량...순으로 이동하였다. 차량간 연결 통로는 병목 현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결통

로 부근에서 많은 승객들이 정체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차량마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

났으며, 연결 통로를 통과한 승객들은 비교적 넓어진 차량 객실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이동하였다. 

  각각의 시각에 대한 각 차량별 승객수를 Fig. 3에 표시하였다. Figure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구에

서 가장 먼 1량째 차량의 승객수가 제일 먼저 감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2량, 3량, 4량...의 순서로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차량내에서의 승객 이동 형태는 유입된 승객들이 우측의 연결 통로 방향으로 쇄도하여 

혼잡한 형태를 나타내다가 진행 방향의 선행 차량에 승객이 없어지면서 급감하는 유형을 보였다. 그러

나, 병목 구간이 없는 10량째 차량에서는 9량째 차량으로부터 들어오는 승객수와 우측 출입문으로 유출

되는 승객이 균형을 이루어 70명 전후의 승객수를 유지하다가 유입 인구가 없어지는 시간부터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해석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편성 열차내의 승객수는 1량~9량 차량의 승객수는 유입 유출이 균형

을 이루어 160명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되는 승객수가 없어지면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10량째 

차량의 승객수는 7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감소되는 형태를 보였다. 즉, 승객들이 이동하는데에 지장을 

주는 연결 통로가 병목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에서는 승객들이 과밀되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부여된 계산 조건하에서 10량 편성 열차에 1600명의 승객들이 평균 1.0~1.4m/s의 속도로 

피난하는데에 소요된 시간은 384초가 경과되었다.



           (a)                               (b)                              (c)

           (d)                               (e)                              (f)

           (g)                               (h)                              (i)

           (j)                               (k)                              (l)

Fig. 2.  Simulation Results by using P*FLOW (30 seconds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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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ssenger Number of Each Car

Fig. 4.  Transient Movement of Passenger (1 car)

  Figure 4에 1량에 대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객실내 출입문 8개중 우측의 2개만이 개방되었을 경

우를 가정한 것이며, 160명의 승객이 1.0~1.4m/s의 이동 속도로 피난하는데에 22초가 소요되었다.

  편성 열차의 차량수 및 승객들의 이동 속도에 따른 피난 시간도 안전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분석

하였다. Figure 5에는 편성 열차수에 대한 피난 시간을, Fig. 6에는 승객들의 이동 속도에 대한 피난 시

간을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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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vacuation Time to Tra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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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vacuation Time to Velocity
 

  편성 차량수에 대한 승객 피난 시간은 거의 선형적으로 변하였으며, 본 계산 조건의 모델에 대하여는 

근사식으로      로 구할 수 있었다. 차량 1량의 길이를 19.5m로 간주하면 10량 편성의 열

차 길이는 대략 200m에 달하므로 평균적으로 0.52m/s의 속도로 피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산 

입력 조건으로 부여한 1.0~1.4m/s의 37~52% 수준에 불과하다. 즉, 차량간 연결 통로등이 병목 역할을 

하여 이동속도가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승객 이동 속도에 대한 승객 피난 시간을 Fig. 6에 표시하였다. 최장단 편성인 10량 편성 열차 및 1

량 차량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근사식을 구하였다. 승객 이동 속도의 범위는 최저

값으로서 평균 보행속도인 1.0m을, 최고값으로는 100m를 20초에 달리는 속도인 5m/s로 하였다.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으며, 병목 구간

이 없는 1량 차량의 경우는 2차 감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10량 편성 열차에서는 감소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났다. 각각에 대한 근사식은       ,      로 

구 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해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근사식들은 차량

내 승객들의 피난 시간 계산 등의 안전설계 인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DEM에 기초한 여객 유동 해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만든 P*FLOW® 를 사용하여 10

량 편성 열차에 1600명의 승객들이 평균 1.0~1.4m/s의 이동 속도로 피난하는 모델에 대하여 시뮬레이

션 하였다. 각 시간대별로 승객들이 이동하는 형태를 가시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차량별 승객수 및 편

성 차량수를 다르게 하였을때의 피난 소요시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차량수에 대한 승객 피

난 소요 시간을 근사식으로 구하였다. 향후,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적용 해석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근사식은 차량 안전 기준 설정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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