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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ircumstance as platform and tunnel is very important in evacuation from passenger train 

car on fire. The comparison of egress modeling by SIMULEX, PATHFINDER, STEPS was 
conducted in order to analyze for the influence of platform to egress from subway car.

Model subway car is seoul metro subway car. Model platform was designed by code 
'Complementary design guide for connecting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urban subway station'.  

국문요약

철도 차량에서의 화재 발생 시 피난에서 차량에서 승강장이나 터널 같은 외부 환경은 매

우 중요하다. 많은 인원이 탑승하게 되는 지하철과 그 승강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IMULEX, PATHFINDER, STEPS를 시나리오에 적용 비교해 보았다. 대상차량은 서울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상 승강장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

완설계지침]을 기준으로 제작한 모델을 적용하였다. 

1. 서론

  국내에서는 지난 대구 지하철 사고이후 철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총체적

으로 관련되는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체계적인 안전 확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 부분에서 성과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철도차량들에 대한 화

재 안전성능의 검증, 특히 피난에 관한 사항은 국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평가는 지금까지 차량만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피난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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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대한 외적인 조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하차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하차 조건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한 화재위험도평가는 단독적으로도 수행되어야 하

지만, 추가적으로 역사 또는 터널 등 운행환경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탑승하는 지하철 차량과 모델 승강장에 대해 피난 시 인구유

동을 상용화된 피난모델들인 SIMULEX, PATHFINDER, STEPS등을 적용하여 각 모델의 

적용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2. 분석대상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역사 대신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을 참

고하여 표준일반승강장(섬식, 상대식)을 모델링하였다.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와 표

준일반정거장의 설계 시 중요요소인 설계인원은 서울메트로 사이트를 참고하였고, 2020년 

1~4호선 역 중 승강장 대기인원(승차인원, 환승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 신도림역을 

대상공간으로 선정하여 모델링하였다. 

3. 인원 특성 선정 및 배치

  설계인원은 서울메트로의 자료를 참고하여 첨두시(8~9시) (환승승차인원+승차인원)를 

토대로 차량 당 최대 인원을 산출하였다. 세부 데이터는 표 1과 같으며. 인원배치는 지하철 

차량 1량의 대기공간을 산정한 후, 평균 면적 0.15㎡로 나누어 대기공간의 최대 인원을 계

산하고 거기에 좌석 수(38석)를 더하여 1량에 들어가는 최대인원 약 328명을 산정 적용하

였다. 승강장 대기인원은 2020년 신도림역의 환승승차인원과 승차인원을 참고하여 약 

2,168명을 승강장에 랜덤으로 배치하였다.

표 1. 인원 특성

연령 성별 Max Vel.(m/s) Slope(m/s) Ratio(%)

15세 미만 남/여 1 0.5 8/8
15-64세 사이 남/여 1 0.5 37/38

65세 이상 남/여 0.7 0.4 3/4

휠체어사용자 - 0.5 0.2 2

4. 분석 수행 및 결과

  총 3개의 시나리오로 10량에서 승강장대기인원이 없는 상태, 20량에서 승강장 애기인

원이 있는 상태(섬식), 20량에서 승강장 대기인원이 있는 상태(상대식)으로 나뉘고 모델링

된 표준 일반 승강장(섬식, 상대식)과 조사된 인원에 대한 특성을 적용하여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즉시 피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차량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난시간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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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단독 피난과의 차이점은 피난이 시작되면 모든 인원이 최종 출구(Exit)로 지정된 계

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4.1 단독-즉시피난

   10량의 3280명의 인원이 즉시 피난하여 차량을 빠져나오는 최종시간을 측정하였다. 

수행결과 PATHFINDER 24.9초, SIMULEX 32.8초, STEPS 49초의 피난시간을 나타내었다.

4.2 섬식 -동시정차-즉시피난

  섬식 승강장으로 양쪽 선로에 모두 차량이 정차하여 20량의 6560명과 승강장 대기인원 

2168명을 배치하고 즉시 피난하여 차량내부에서 외부로의 피난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로 인해 정체 현상이 생기고 차량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인원이 영향받는 것을 고려한

다. 수행결과 PATHFINDER 125.2초, SIMULEX 389.8초, STEPS 49초의 피난시간을 나타내

었다.

4.3 상대식 -동시정차-즉시피난

  상대식 승강장으로 양쪽 선로에 모두 차량이 정차하여 20량의 6560명과 승강장 대기인

원 2168명을 배치하고 즉시 피난하여 차량을 빠져나오는 최종시간을 측정하였다. 단독피난

과의 차이점은 피난이 시작되면 모든 인원이 최종 출구(Exit)로 지정된 계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로 인해 정체 현상이 생기고 차량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인원이 영향받는 것을 고

려한다. 수행결과 PATHFINDER 174.5초, SIMULEX 385.1초, STEPS 49초의 피난시간을 나

타내었다.

표 2. 피난 모델 적용 비교 (차량에서 외부로의 피난시간)

구분 PATHFINDER SIMULEX STEPS

단독-즉시피난 24.9 32.8 49

섬식-동시정차-즉시피난 125.2 389.8 49

상대식-동시정차-즉시피난 174.5 385.1 49

표 3. 피난 모델 적용 비교 (승강장 계단으로의 진입완료 시간)

구분 PATHFINDER SIMULEX STEPS

단독-즉시피난 - - -

섬식-동시정차-즉시피난 220.2 675.2 225

상대식-동시정차-즉시피난 257.5 579.3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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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식 승강장-30초 경과 섬식 승강장-30초 경과

PATHFINDER PATHFINDER 

STEPS STEPS

SIMULEX SIMULEX

그림 1. 섬식 및 상대식 승강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적용 비교 (30초)

5. 결론

  위의 적용 비교 결과를 검토해보면, 차량의 단독 피난 분석과 승강장 연계 피난 분석에 

대해 PATHFINDER와 SIMULEX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STEPS는 동일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피난인의 이동모델과 경로지정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 피난모델의 고유한 문제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현상에 대한 관찰 및 분석 등

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SIMULEX User Manual, IES, U.K.

2.  PATHFINDER User Manual, Thunderhead Engineering, U.S.A.

3.  STEPS User Manual Version 3.0, Mott MacDonald U.K. 

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