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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subway user increases, not only interests in safety increase but also interests in evacuation for 
a conflagration expand after 'Daegu Subway Fire Disaster' took pla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ndard of 
evacuation time and guidelines to guarantee safety of station and platform considering changes in subway 
environments caused by construction of the deeply underground subway station.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evacuation time of respective station through a site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calculate an appropriate evacuation time.

1. 서론

국내 도시철도는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하철화

재 이후 화재 시 피난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역사 건설로 도시철도 여건의 변화를 고려

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해 대피시간 기준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대하여 피난시간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각 역시설의 피난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대피시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 피난시간 기준

2.1 국내․외 피난시간 기준

국내 지하역사 피난시간 관련 지침의 역사 및 승강장에서 피난시간 기준은 표 1과 같다.

지침 승강장 피난 최종 피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4분 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남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함

철도설계지침(건축편) 승강장 피난 허용 시간 4분
승강장의 가장 먼 지점에서 외부 또는 

안전한 장소까지 피난 허용 시간 6분

표 1. 국내 피난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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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하역사 피난시간 관렴 지침의 역사 및 승강장에서 피난시간 기준은 표 2와 같다.

지침 승강장 피난 최종 피난

영국 SPSG 4분 내에 화재 바로 근처를 벗어남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킴

미국 NFPA130 4분 이내 승강장 대피 
승강장의 가장 먼 지점에서 

안전장소까지 6분 이내에 대피

홍콩 승강장 대피 4.5분 -

표 2. 국외 피난시간 기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은 6분 이내에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규정하므로 

대심도 지하역사 등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는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

하여야 하며, NFPA130의 안전구역 기준은 구조의 밖에서 공공의 길 또는 안전한 장소를 가져오게 하

는 외부출입구 또한 어떤 구조를 둘러싸는 것을 넘어 등급 점 또는 승객들을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할 여

유가 있는 다른 하나의 지역이다. 공공 통로로 이어지는 화재 비상구, 건축물 밖의 안전 장소, 적절히 

승객 보호가 가능한 기타 지역을 안전지대로 정의한다. 

2.2 대피인원 및 대피시간의 산정

2.2.1 대피인원의 산정

열차에 화재가 발생한 승강장의 대피인원은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에 한 대의 열차가 연착될 경우의 

열차의 승객수를 더한 것으로 다음 식 1로 산정한다.

대피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 + 열차수용인원×2 (1)

  여기에서,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 = 첨두1시간 대기인원의 30%를 첨두15분 대기인원으로 하여  

                                         분당인원을 산정

  열차수용인원 = 재차인원으로 하되 열차수용인원×2 항이 만차인원을 초과시에는 만차인원을 적용

다른 승강장의 대피용량은 일반 승하차인원으로 다음 식 2로 산정한다. 

대피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대기인원 + 피크시의 승강장 하차인원 (2)

또한, 두 개나 그 이상의 탈출 경로가 한 곳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해당 통행량을 모두 더해야 한다.

2.2.2 대피시간의 산정

대피시간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대피요소별로 대피인원과 대피 수용량에 따라 대

기시간 및 이동시간을 구한다. 대기시간은 표 3의 대피요소별 대피 수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동시

간은 표 4의 대피요소별 승객이동 속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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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요소 대피 수용량

수평이동요소 (승강장, 대합실, 통로)  80인 / m․분
수직이동요소 (계단, 정지된 E/S)  60인 / m․분

작동중인 E/S  120인 / m․분
집․개표구(Gate) 게이트당 60인/분

표 3. 대피요소별 단위 폭당 대피수용량

대피 요소 대피 속도

수평이동요소 (승강장, 대합실, 통로)  60 m/분

수직이동요소 (계단, 정지된 E/S)  15 m/분

작동중인 E/S  36 m/분

표 4. 대피요소별 승객이동속도

3. 피난시간 현황

3.1 사평역 피난시간 검토

대피인원 및 대피시간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9호선 사평역의 피난시간을 검토한 결과이다. 열차 시격

이 2.5분에서 5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6분 이내에 피난이 불가하게 되어 비상게이트 위치를 이동 및 증

설하였다. 상대식 승강장으로 열차 6량의 만차인원 1,383명, 혼잡율 150% 적용한 역사의 피난인원 및 

피난시간은 다음과 같다.

상행 하행

완행 급행 완행 급행

승차

인원

재차

인원

하차

인원

승차

인원

재차

인원

하차

인원

승차

인원

재차

인원

하차

인원

승차

인원

재차

인원

하차

인원

시간당 

(60분)
1,452 6,948 591 0 0 0 582 6,461 1,437 0 0 0 

시격당 

(5분)
121 579 50 0 0 0 49 539 120 0 0 0 

승강장별 

피난인원
1,304 1,137

승강장 

피난인원
승차인원+재차인원*2

121*1.2 

+579*2
1,304

* 승차인원의 경우, 혼잡률 적용 120%

의 인원으로 함 (피난인원이 많은 방향

은 승차 시 연착시간고려 2시격 적용하

되, 반대방향은 정상통행으로 산정)

* 피난인원 중 많은 수의 승강장을 기준

으로 선택함 

* [재차인원*2]의 값이 만차인원보다 많

을 시 만차인원수를 사용

반대방향 

피난인원
(승차인원+하차인원)

49*1.2 

+120
179

대합실 

피난인원

승강장피난인원+ 

반대방향피난인원
1304+179 1,483

표 5. 피난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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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장-대합실 수용능력

현황 레인수 레인 용량 PPM

계단(m) 3.5 3.5 1 60 210

상행 E/S(1.2) 2 2 1 120 240

정지된 E/S(1.2) 1 1 1 60 60

하행 E/S 한개소제외 1 510 TA

2) 개찰구 수용능력

개찰구(FLAP형) 5 5 1 60 300

비상게이트 (2→4) 4 4 1 80 320

620 TB

3) 승강장-게이트까지 최대보행시간

M M/MIN MIN

승강장 T1 39.95 60 0.666

경사로(수직거리) T2 12.15 15 0.81

중간 이동 거리 T3 0 60 0

대합실 (60.41→18.5) T4 18.5 60 0.308

전체보행시간 T=T1+T2+T3+T4 1.784 T

4)  게이트-외부출입구까지 보행시간

수평(M) M/MIN T5 수직(M) M/MIN T6 T5+T6 O

1번 출구 82.7 60 1.378 13.78 15 0.919 2.297 O1

2번 출구 72.23 60 1.204 15.23 15 1.015 2.219 O2

* 수직거리의 경우, 대합실 바닥에서 각 외부출입구의 지상까지의 높이를 각각 측정하여 적용

표 6. 피난 용량 산정

1) 승강장

승강장출구통과시간 승강장피난인원/TA 1304÷510 2.557 분 W1

승강장출구대기시간 W1-T1 1.891 분 WP

2) 게이트

게이트통과시간 대합실피난인원/TB 1483÷620 2.392 분 W2

게이트대기시간 W2-W1 0 분 WF

표 7. 대기시간 발생여부 검토

1) 4분 이내 승강장 통과 가능한 피난시간 검토 (T1+T2+WP)

T1 T2 WP T1+T2+WP 판정

승강장 통과 시간 0.666 0.81 1.891 3.367 분 OK

2) 6분 이내 통과 가능한 외부출입구별 피난시간 검토 (T+WP+WF+O)

T WP WF O T+WP+WF+O 판정

1번출구 1.784 1.891 0 2.297 5.972 분 OK

2번출구 1.784 1.891 0 2.219 5.894 분 OK

⇒ 6분 이내에 통과한 외부 출입구 : 1,2 번 외부출입구

3) 최대 피난시간 검토

 피난 시간 5.972 분 OK

표 8. 피난시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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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평역 평면도

열차의 운행시격이 급행 및 완행으로 구분되어 기존 2.5분에서 5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최대피난시간

이 7.25분으로 6분이 초과되어 비상게이트 수를 2개소에서 4개소로 증설하고 대합실 이동거리를 

60.41m에서 18.5m로 정정하였다. 승강장에서 대합실까지 수직거리는 12.15m로 비교적 심도가 깊지 않

음에도 최대 피난시간이 5.972분으로 검토되었다.

3.2 만덕역 피난시간 측정

국내 도시철도 역사 중 심도가 가장 깊은 부산 3호선 만덕역은 심도 65m로 지형 상 만덕고개 중간에 

위치해 심도가 깊어진 것으로 승강장은 지하 9층으로 최다층수역이다. 승강장 형식은 섬식으로 승강장 

폭이 넓고 중앙 통로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다. 에스컬레이터는 4번에 걸쳐 승강장

과 대합실을 연결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7000명이 이용하는 소규모 역사로 현재 에너지 절약을 위해 

양방향 모두 가동 중지된 상태이다. 평상시 주요 이동 동선인 엘리베이터는 총 5대로 안내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평상시 승객 이용에는 불편함은 없으나 비상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만덕역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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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지 된 경우를 가정하여 피난시간을 측정하였다.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

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특별피난계

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의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시간을 측정한 결과 8분 

14초로 측정되었다. 이는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규

정보다 2분 14초 초과한 것으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만덕역 비상계단 및 이동설비 현황

도시철도 대피기준시간 쵸과 역사 개수

2호선 을지로3가·서울대입구·봉천·신도림 4

3호선 종로3가·교대 2

4호선 남태령역 1

5호선
신정·목동·양평·영등포시장·여의나루·애오개·충정로·청구·신금호·행당·왕십

리·마장·아차산 
13

6호선 연신내·마포구청·망원·버티고개·안암·고려대 6

7호선

공릉·중화·상봉·면목·사가정·용마산·중곡·어린이대공원·강남구청·학동·논현·

반포·내방·숭실대입구·장승배기·신대방삼거리·신풍·남구로·가산디지털단지·

철산·광명사거리

21

8호선 산성역 1

표 9. 서울시 도시철도 대피기준시간 초과 역사 현황 (서울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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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철도 역사의 피난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부 출입구까지 피난하는데 걸리는 피난기준시간이 6

분을 초과하는 역사는 서울 46개, 부산 4개, 인천 5개, 광주 1개 등 총 56개 역사이다. 1호선의 경우 

대부분 지상역사이므로 피난에 유리하지만 5, 7호선의 경우 대부분 심도가 깊어 다수의 역사가 대피기

준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피난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피시간 산정 방법을 사용하여 피난시간을 검토하

고, 대심도 역사에 대해 피난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 피난시간 기준에 따라 심도 및 이동거리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후 설

비를 추가하였다. 기존 국내 도시철도 역사 중 피난기준시간이 6분을 초과하는 역사는 총 56개 역사이

며, 특히 대심도인 만덕역의 경우 구조상의 한계로 8분 14초로 측정되었다. 

2)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조항은 연기나 유독 가

스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는 것으로 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기와 접하거나 안전

한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의 대피시간 기준의 정

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개방형 승강장의 경우 외기에 접해있으므로 승강강을 피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심도의 경

우 중간층에 피난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등 역의 심도와 형태가 다양하므로 역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대

한 기준이 정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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