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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D(platform screen door) was completely installed at all of Seoul subway station(line 1~8) using 

640million people per day by 2010. After installation of PSD, the influence of train induced wind 

at platform decreased, but is estimated to increase in subway tunnel. In this paper, train induced wind 

occurred by pass of subway at platform was measured and analyzed using numerical analysis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1. 서론

  일일 이용승객 수 640만명인 서울지하철 1~8호선까지의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 PSD)가 2010년 설치 완료되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승강장에 미치는 열차풍

의 영향은 감소하였으나, 지하철 터널 내부에는 그 영향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승강장을 통과하는 지하철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열차풍을 실측한 자료

와 전산유체역학에 의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측정 개요

  터널 내에서 생성되는 열차풍 실험방법은 측정을 하는 동안 측정 지점을 통과하는 열차풍의 

변동을 측정하였다. 열차의 피스톤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기류인 열차풍의 측정은 A역사의 승

강장에 인접한 터널에서 이루어졌다. 이 역사는 상․하행선 열차 선로가 양쪽 승강장 사이에 있

는 상대식 승강장으로 양쪽 승강장의 길이는 약 210[m]이며, 스크린도어가 설치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본선 터널 구간의 단면적을 검토한 결과 폭 4.1[m], 높이 5.95[m], 

단면적 24.4[㎡] (양 방향 합계 48.79[㎡])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반여건, 주변 구조물 등으

로 인한 구조체의 두께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운행 구간에서의 단면적은 변화가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열차풍 측정장비는 <Table 2.1>의 anemometer를 사용하였으며 열차의 운

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Electric motor를 이용한 부속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측정값에 

대한 Data processing 을 위해 Data Logger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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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instrument
Specification

No.

(EA)
Use

1

Airflow

Transducer, Probe

(anemometer)

․ Rated operating range : 0.1～25 m/sec

․ Tolerance : ± 3% + 0.1 m/sec
9

Measuring the 

wind velocity

2 Electric motor ․ Rated operating range : 0～90° 3
sensor

up and down

3 Data Logger

․ Data output : LAN or USB cable

․ CPU : 1.7GHz or higher

․ Memory : 256MB or more

․ Number of Channels : 50

․ S/W compatible with windows system

․ Sampling rate : 1sec

1
Data

processing

<Table 2.1> Specifications of sampling sensors

3. 열차풍 측정방법

 page 3의 <Fig. 3.1>은 측정 대상 지하 역사를 위에서 본 모습으로 측정하는 모습을 간략하

게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속 측정 개소(Measure Point)는 총 2개소이

며, 이들의 위치는 열차의 전면과 후면이다. 즉, 터널 속에서 승강장을 기준으로 승강장 전방 

5[m] 부분과 후방 5[m] 부분에 측정기와 풍속 센서를 설치․측정하였다. 측정 대상 역사 터널

의 선로(← 방향)에 실험 장치(측정기)와 계측 장비(풍속 센서)를 설치하고 현장 측정을 실시

하였다. 승강장(Platform)의 말단부분의 원으로 나타낸 지점에서 전동기를 제어(Remote 

Control)하여 열차의 풍속을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Fig. 3.1> The schematic diagram of measurement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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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에서 역사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양(+)으로 표현하였고, 

우측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음(-)으로 표현하였다. 승강장의 전방에서 측정할 때, 열차의 정방

향과 역방향에서의 진․출입을 (1)～(4)로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장소 기준으로 열차진입방향

의 승강장에서 측정할 때, 열차의 정방향과 역방향에서의 진․출입을 (5)～(8)로 나타내었다. 

(4)의 경우는 정차했던 열차가 출발할 때이고, (6)의 경우는 전역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이다. 

이때는 열차의 정상운행을 위해 측정기기를 뉘어놓은 상태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3.1>의 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열차풍을 측정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속의 (1)은 전면 

역방향에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2)는 전면 역방향에서 지하철이 나갈 때, (3)은 전면 정방

향에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5)는 후면 정방향에서 지하철이 나갈 때, (7)은 후면 역방향에

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 (8)은 후면 역방향에서 지하철이 나갈 때를 나타낸 것이다. (4)는 전

면 정방향에서 지하철이 빠져나갈 때이고, (6)은 후면 정방향에서 지하철이 들어올 때이므로 

측정기가 레일면에 눕혀진 상태여서 충분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9개의 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지하철의 전면에서 열차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열차풍과 열차가 빠져나갈 때 후면에

서 발생하는 풍속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열차풍 측정을 위한 풍속 센서는 <Fig. 3.2>와 같이 배치하였다. 터널 끝단부터의 거리 (y 방

향)와 터널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z 방향) 두 방향(2차원적 그물망식)으로 배열을 구성하였

다. 풍속 센서 각각의 위치 및 번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x 방향은 열차가 정면으로 다가오는 

방향이다. 풍속 센서 간의 간격은 가로 1,300[㎜], 세로 1,100[㎜] 이다. 열차의 진행을 위하

여 세워져 있는 풍속 센서를 세우고 눕히는 역할을 하는 전동기(Electric motor)는 레일면상

으로부터 Y 방향으로 700[㎜], 2,000[㎜], 3,300[㎜]에 놓고, 풍속 센서는 바닥 면으로부터 

Z 방향으로  1,100[㎜], 2,200[㎜], 3,300[㎜] 되는 지점에 설치하였다. 

<Fig. 3.1>과  <Fig. 3.2>의 측정상황 모식도와 같이 열차의 전면과 후면에 3대의 측정기기

에 9개의 풍속센서를 설치하고 측정값을 얻었다. 열차의 전면과 후면에 9개의 풍속센서를 설

치하므로, 전면의 4가지 상황과 후면의 4가지 상황에서 각각 9개의 측정값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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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location of anemometer for measurement (Front view)

4. 결과 및 고찰

 <Fig. 4.1>은 각 상황에 대하여 풍속 센서 9개의 측정값을 평균낸 그래프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8개의 그래프 중 측정이 된 것은 6개로, 그래프(1)은 <Fig. 3.1>의 (1), 그래

프(2)는 (2), 그래프(3)은 (3), 측정이 되지 않은 그래프(4), (6)은 빈 공간으로, 그래프(5)

는 (5), 그래프(7)은 (7), 그래프(8)은 (8)의 상황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이 대체

적으로 둥그스름하지 않고 뾰족한 모양을 나타내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에는 승강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이 있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승강장 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

고 터널을 통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를 보면 예상과 달리 세 번째 산(③)의 측정값이 작게 나왔는데, 앞에 측정기가 설치되

어 있음으로 인한 기관사들의 불안감에 의하여 승강장 진입시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지하철을 

운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제외한다면, 전면 정방향에서의 측정값은 현재 

측정값보다 2～2.5배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4.1> Average the result of measurement with sensor1 to 9 (Velocity,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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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는 풍속에 터널면적을 곱하여 초당 밀려들어오고 나가는 유량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음(-)의 유량이 나온 것은 실제 값이 아니라 <Fig. 3.1>의 참조로 역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형성되는 바람은 양(+)으로, 오른쪽으로 형성되는 바람은 음(-)으로 표현한 것이

다.

<Fig. 4.2> The result of flow rate(m3/sec)

<Fig. 4.3> The result of the first measuring condition in th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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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은 전면 측정시 반대방향에서 열차가 진입할 때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측정상황 (1)이라 한다. 열차의 전두부 통과시 최고 5.16[m/sec]의 풍속이 발생

하고 있다. 풍속 센서의 각 열 및 행에서 전반적으로 3.57～5.16[m/sec]의 풍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면 역방향 진입시 센서 4, 5, 7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센서 1, 3에서 

최저값을 나타내었다.

<Fig. 4.4> The result of the second measuring condition in the tunnel

 

<Fig. 4.4>는 전면 측정시 반대방향에서 열차가 진출할 때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측정상황 (2)라 한다.  열차의 후미부가 빠져 나갈 때도 와류 등으로 인하여 풍

속 센서의 각 열 및 행에서 전반적으로 0.55～0.63[m/sec]의 풍속이 발생한다. 전면 역방향 

진입시 센서 3, 6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센서 1, 9에서 최저값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의 터널에서 측정한 열차풍의 형상을 2차원으로 확인하였다. 열차

가 터널 통과시 생성되는 피스톤효과에 의하여 전면부에서는 양압에 의한 열차풍이 형성되고, 

후면부에서는 열차의 이동에 의한 부압에 따른 열차풍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측정, 3

차원으로 해석해봄으로써 지하 터널 내 오염물질 거동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를 토대로, 열차풍과 함께 유동하는 터널의 미세먼지의 흐름을 가늠하여 신뢰성 높은 터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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