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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order to rise up the accuracy of evaluation of egress safety for train car and facilities, 

analysis of egress route, scenario and the prediction by variation of flow rate were conducted. 

According to analysis of egress scenario for train, the extra time should be added to the time from 

train to safety area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train car floor level and the track level exists. 

In the result of hand calculation, the egress time was 123.1 s at flow rate 0.5, was 61.5 s at flow 

rate 1.0, and was 41 s at flow rat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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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차량과 바퀴하단까지의 높이가 국내 차량의 경우 0.625m와 1.15m 였으며, 외국의 경우는 지면까지의 

거리를 1.3m 높이로 한 경우도 있다. 이 높이는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뛰어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

동, 노인, 장애인에게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 신건축방재지침에서 제

안된 피난계산식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CAR A의 경우 유동계수 0.5에서는 123.1초, 1.0에서는 61.5초, 

1.5에서는 41초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상태의 유동계수 1.5로 한 후 추가적인 시간을 더하면 298.6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1.  서  론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설계와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인명의 안전(Safety of 

Life)이다. 이러한 목표는 승객을 수송하는 철도차량과 철도역사, 그리고 터널 등의 설계 시에도 적용되

는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이 없다. 철도차량과 역사, 그리고 터널 등에 대한 설계에 대해 이전에는 법적

으로 제시되는 사양적 기준에 의해 많은 요소들의 값이 결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성능기준설계

(performance based design)의 도입으로 인해 화재안전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설계요소의 값들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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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차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차량에 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분석해야할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승객의 

피난이다. 철도차량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대해 그 차량의 구조와 재질, 그리고 차량을 구성하는 부

품들이 충분한 안전성능을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승객의 안전이

기 때문이다.1 철도차량의 화재위험성평가에 대한 표준 가이드인 ASTM E 2061을 보면 화재안전의 목

표에 대한 부분에서 ‘화재안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화재의 발생 시 철도운송차량의 모든 탑승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2 그러므로 철도차량의 피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피난안전성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난시간과 정체구간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피난모델의 사용이다. 피난모델의 사용결과는 철도차량의 설계 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나와 안전지대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되는 역사와 터널의 중요 설계요소들의 값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 있어서 피난시나리오와 피난경로를 분석해보고, 유동계

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2. 철도차량 피난모델링을 위한 시나리오의 분석

   철도차량내의 승객에 대해 화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나타내면, 첫 번째는 

차량이 이동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계속 이동하여 다음역이나 회차하여 이전 역으로 이동해 화재 

대응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내 피난인들은 화재와 반대방향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정차이전까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차량의 화재발생으로 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이다. 정차

를 하는 공간이 개방된 실외공간인 경우와 터널인 경우가 있다. 정차한 공간이 실외라면 차량의 외부

로 나오는 순간부터가 화재로부터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터널의 경우는 차량을 나오더

라도, 터널이라는 구조물의 내부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터널을 벗어나 외부로 나오게 되는 순간부

터가 화재로부터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세 번째는 차량이 역사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

재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역사를 통해 실외로 대피하게 되는 순간부터가 화재로부터는 안전

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그림 1]을 분석해보면, 화재발생시 피난인들은 피난을 시작하는 차량에서 바

로 역사, 터널, 또는 안전구역으로 가거나, 인접차량, 임시대피차량을 경유하여 역사, 터널, 또는 안전구

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1] 화재로 인한 위험발생 시 철도차량 승객의 피난 경로

3. 철도차량과 외부의 높이 차이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건축물의 피난을 분석하는 경우 이동 경로의 상태는 평면 이거나 계단이며, 약간의 단 차

이는 무시하기도 한다. 철도차량의 경우도 차량이 정차했을 경우 외부가 차량의 바닥과 높이가 같은 

플랫폼이면, 차량에서 플랫폼으로의 구간의 상태를 평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과 플랫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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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이가 존재하거나, 차량이 터널에 정차하였을 경우 지면과 차량 바닥간의 높이차이가 존재하는 경

우는 명확한 자료 없이 평면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차량과 외부사이는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

지만, 차량과 외부사이에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도 평면구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입수된 도면 중 지하철 전동차와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차량의 바닥에서 

바퀴하단까지의 거리는 계단이 있는 경우 0.65m 와 계단이 없는 경우는 1.15m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 철로위에 있고, 기타 사항까지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Peter Kangedal 

등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 자료를 보면 위험성평가에서 차량 바닥과 선로 바닥의 높이를 약 1.3m로 규

정하고 있기도 하다.3 

  차량-플랫폼은 평지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차량이 플랫폼에 정차되어있는 상황을 분석할 경우에는 

일반 건축에서 사용되는 피난모델을 사용해 분석해도 이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0.625m ~ 1m 정도의 높이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성인은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평보행에서는 이동이 가능했던, 아동,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에게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높이일 수 있으며, 보행을 위한 보조도구들을 사용했던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구간일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아무런 자료나 정보 없이, 차량-계단-플랫폼, 차량-외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화재안전설계의 

요소들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있는 것이다. 

4. 피난시간에 대한 유동율의 영향

 

   차량-계단-플랫폼, 차량-외부 사이의 경로구성과 높이차에 의한 이동시간의 변화는 발생될 것이다. 

Peter. K.는 그의 보고서에서 한 승객이 차량으로부터 지면으로 하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추천할 수 

있는 값을 찾지 못하여, 근사값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Frantzich. H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Frantzich. H는 지하운송시스템의 터널내부에서의 피난에 대한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4.6초

의 추가적인 시간 소요를 제시하였다. 피난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은 차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동율의 변화에 따른 모델 차량들의 피난시간변화와 일반적인 유동율에 

한 사람당 4.6초의 시간을 추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그 예측 값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유동율의 변화에 의한 시간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수계산공식을 사용하였다.

[표 2] 분석 차량별 설정값과 4.6 s/p에 의한 추가 값

인원 문폭 개수 최종 문폭 4.6 s/p에 의한 추가값 비고
CAR A 56 0.91m 1 0.91m 257.6 문한개 개방

CAR B-A 160 1.30m 4 5.20m 736/4 = 184 4개 문 모두 개방
CAR B-1 160 1.30m 3 3.90m 736/3 = 245.3 3개 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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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p : Egress time (s)

P : People(N)

f : Flow rate (N/m․s)

W : Width of Door (m)

[그림 3] 유동계수 변화에 따른 피난시간의 변화

  수식(1)은 일본 신건축방재지침에서 제안된 피난계산식에서 정해진 인원이 피난문을 통과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며, 유동계수로는 1.5를 사용하고 있다. CAR A의 경우 유동계수 0.5에서는 123.1초, 1.0에

서는 61.5초, 1.5에서는 41초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상태의 유동계수 1.5로 한후 추가적인 시간을 더하

면 298.6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5. 결론

  차량-지면 간의 높이 차이에 의한 유동계수의 변화는 철도차량 내부의 피난성능 뿐만 아니라 시설물

에 대한 피난성능 평가에도 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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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order to rise up the accuracy of evaluation of egress safety for train car and facilities, analysis 

of egress route, scenario and the prediction by variation of flow rate were conducted. According to 

analysis of egress scenario for train, the extra time should be added to the time from train to 

safety area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train car floor level and the track level exists. In the 

result of hand calculation, the egress time was 123.1 s at flow rate 0.5, was 61.5 s at flow rate 

1.0, and was 41 s at flow rate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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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에 있어서 피난시나리오와 피난경로를 분석해보고, 유동계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여 보았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재발생시 피난인들은 피난을 시

작하는 차량에서 바로 역사, 터널, 또는 안전구역으로 가거나, 인접차량, 임시대피차량을 경유하여 역사, 

터널, 또는 안전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차량바닥과 지면사이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피난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과 바퀴하단까지의 높이가 국내 차량의 경우 0.625m와 

1.15m 였으며, 외국의 경우는 지면까지의 거리를 1.3m 높이로 한 경우도 있다. 이 높이는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뛰어내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

하게 된다.

  일본 신건축방재지침에서 제안된 피난계산식에서 정해진 인원이 피난문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며, 유동계수로는 1.5를 사용하고 있다. CAR A의 경우 유동계수 0.5에서는 123.1초, 1.0에서는 61.5초, 

1.5에서는 41초를 나타내고 있다. 정상상태의 유동계수 1.5로 한후 추가적인 시간을 더하면 298.6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차량-지면 간의 높이 차이에 의한 유동계수의 변화는 철도차

량 내부의 피난성능 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피난성능 평가에도 그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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