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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 사태 등의 이유로 도시

철도 역사에서도 전력 소모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R&D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역사의 전력 소모량 중 하

절기시 공조 및 냉난방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절감을 위하여 지열, 지하유출수, 태양광 발전, 자

연 채광, 압전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다[1]. 현재 도시철도

에서 에너지 기술은 철도안전 기술만큼 중요시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에너지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국

가적 차원의 가용 에너지에 제한이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 기

술 개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Kim 등 [2]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의 전력 사용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계절별 전력 사용 증가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역사 전차

선 전력 수요량에 전동차 내부의 냉난방 전력 수요량이 포

함됨을 지적하였다. Bae 등 [3]은 서울메트로 역사 중 1호

선 서울역과 시청역에서 PSD 설치 전후에 승강장에서의 온

도의 변화를 2005년~2008년 까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PSD

설치로 인하여 승강장의 온도가 약 3oC 정도 낮아짐이 조

사되었다. Han 등 [4]은 도시철도 터널에서 열차풍과 에어

커튼을 활용한 공간분리의 능동형 환기 제어 방법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하여 기존 환기시스템과 열차의 피스톤 효과에 의

한 환기량을 파악하였다. Kim [5]은 지하철 터널의 축소모

형 실험장치를 1/20 scale로 제작하고 열차운행 조건에 따

라 생성되는 지하철 터널내의 비정상 기류 유동을 분석하였

다. 또한 FDS를 이용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하고 실험 결과

Abstract Numerical prediction method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turbulent air currents and air-conditioning effi-

ciency in an underground subway station, and the results compared to experimental data. The Shin-gumho Station(8th floor

underground and 43.6m in depth) in Seoul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The entire station was covered for simulation and

the ventilation mode was ordinary. The ventilation diffusers were modeled as 95 square shapes of 0.6m×0.6m in the lobby

and as 222 square shapes in the platform. Cooling air of 47,316m3/h was supplied and the returned air of 33,980m3/h is

exhausted in the lobby and the cooling air of 33,968m3/h is supplied and the returned air of 76,190m3/h was exhausted in

the platform which is the same as the experimental data. The cases of the screen-door-closed and open were respectively

investigated. A total of 7.5million grids were generated and the whole domain divided into 22 blocks for MPI efficiency of

calculation. Large eddy simulation (LES) was applied to solve the momentum and energy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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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철도 지하역사 냉방 기류 및 냉방 효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치해법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현장 실

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해석 대상 역사로는 지하 8층의 깊이 43.6m인 서울 5호선 신금호 역사를 선정

하였다. 전체 역사를 해석 영역으로 하였으며, 공조기 모드는 평상시 모드로 고정시켰다. 냉방 공조를 위하여 대

합실 천정에 총 94개의 정사각형(0.6m×0.6m) 환기구를 모델하였으며, 승강장은 총 222개의 환기구가 승강장 천

정에 모델되었다. 대합실에서 급기되는 공기는 47,316m3/h, 배기되는 공기량은 33,980m3/h이며, 승강장에서 급기

되는 공기는 33,968m3/h, 배기되는 공기량은 76,190m3/h로 현장의 풍량을 반영하였다.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PSD)는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 각각을 조사하였다. 총 750만개의 격자가 사용되었으며, 전체 영역을 22개의 다

중 블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MPI를 이용하여 각각의 블록에서 계산된 결과를 교환하였다. LES 기법을 이용

하여 운동량 방정식 및 에너지 방정식을 계산하였다.

주요어 : 지하철, 냉방 공조, LES, 다중 블록,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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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 분석하였다. Juraeva 등 [6]은 지하철 터널에서 환

기 효율을 증대 시키기 위하여 가이드 베인, 다공성 지역 및

에어커튼을 설치할 경우 터널에서의 환기 형태에 관하여 조

사하였다. CFX 코드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의 3차원 유동을

해석하고 계산 결과를 실험 값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Gerhardt & Kruger [7]은 독일의 지하철 역사에서 터널풍과

열차풍의 복잡한 상관 관계 및 에너지 흐름에 대하여 이론

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기의 유동을 제어하고 과도한 열차풍

이 역사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Kim & Kim [8]은 지하철 터널에서 환기의 효율

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환기구의 위치를 최적화 하였다.

CFD 해석을 위하여 IBM(Immersed Boundary Method)를

사용하였다. Ji 등 [9]은 지하철 환기구의 절단면적 및 종

횡 비율이 자연 환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

히 종횡 비율의 증가에 따라 터널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외

부로 배출되는 형태 및 배출 용량에 미치는 정도를 LES

(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Fan

등 [10]은 지하철 터널 환기구의 배열 및 수에 따라 자연

환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Jang 등 [11]은 대

심도 역사에서 공조 및 냉방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를 위

하여 정확한 공조 용량을 계측하였다. 평상시와 비상시 상

황에서 각각 대합실 및 승강장 천정의 디퓨져를 통한 공급

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계단을 통하여 이동되는 풍량을 조

사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도시철도 터널내의 터널풍 및 터널과 환기

구와의 공력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역사 자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단순 평균 온도 또

는 전력량의 조사 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며, 전체 역사 내에

서 냉방 기류의 흐름 및 상세한 온도 분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역사 내에서 상세한 온도 분포 데이

터는 역사의 국부적 냉방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전력 소모

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체 역사 내에서 상세한 냉방기류의 흐름을 조사하기 위

해서는 대용량 컴퓨터 및 수치계산과 비교할 수 있는 현장

실험 결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를 충

족 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철도 역사 전체를 모델링

하고 내부에서의 냉방 기류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역사 모

델로는 5호선 신금호 역사(총 지하8층, 심도: 43.6m)를 선

정하였다. 역사의 공조 운전 모드는 평상시로 유지하였으며,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는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계산하였다. 대합실, 계단 및 승강장 주요 지점에서 냉

방기 가동 후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및 기류의 형태를

수치해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계산 결과를 현장 실험

결과[11]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스크린 도어의 개폐에 따

른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의 온도 분포 변화를 비교 분석하

였다. 수치해법을 위하여 LES(Large Eddy Simulation) 기법

을 사용하였으며 Linux cluster 및 MPI 기능을 이용하여 병

렬 계산을 수행하였다(LES 기법의 경우 비정상유동 및 와

류가 많이 발생되는 유동해석에 있어서 RANS 기법보다 정

확도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2. 수치해석적 연구

2.1 도시철도 역사 모델링 및 역사 환기 운전 모드

신금호 역사는 Fig. 1과 같이 지하 8층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지하 1,2층의 대합실과 지하 8층의 승강장으로 연결

되는 통로가 한 개 존재한다. 평상시 환기 운전모드에서는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천정의 환기구를 통하여 급배기가 조

화롭게 유지된다. 신금호 역사의 실제 대합실 및 승강장 천

정의 환기구의 배열 형태는 Jang 등 [11]의 연구에 잘 나타

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을 잘 반영하도록 모델하

였다. Fig. 2와 같이 대합실 1,2층에서 천정의 환기구는 94

개의 정사각형으로 모델하였으며, 각각의 규격은 0.6m×0.6m

이다. 푸른색은 급기를 붉은색은 배기를 각각 담당한다. 중

앙의 하얀색 사각형은 기둥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승강

장의 경우는 Fig. 3과 같이 총 222개의 정사각형(0.6m×0.6m)

환기구와 승강장 좌측변의 4개의 직사각형(1.2m×0.8m) 대

배기구로 모델 되었다. 대배기구는 비상시에만 배기를 담당

Fig. 1 Ordinary state ventilation operating condition in Shin-

gum-ho Station (blue: air supply/red: exhaust)

Fig. 2 Diffuser and pole (white) arrangement of the first floor

lobby (left) and of the second floor lobby (right) (Blue: air

supply/Red: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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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평상시에는 정지되어 있다. 평상시 대합실에서 급기되

는 공기는 47,316m3/h 이고 배기되는 공기량은 33,980m3/h

이다. 승강장에서 급기되는 공기는 33,968m3/h이고 배기되

는 공기량은 76,190m3/h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승강장에

서의 배기가 대합실에서의 배기량 보다 2배 이상으로 크다.

Table 1에 대합실과 승강장에서의 급/배기량을 정리하였다. 승

강장에서 PSD (Platform Screen Door)는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 2가지 경우 모두를 조사하였다.

2.2 지배방정식 및 수치기법

신금호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동해석하기 위하여 FDS

(Fire Dynamic Simulator developed in NIST, USA)코드의

LES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Navier-Stocks 방정식을 필터링

(filtering)하여 운동량 방정식[12,13]을 아래와 같이 얻었다. 사

용된 알고리즘은 2차 정확도를 갖는 중앙 차분법을 사용하

는 explicit predictor-corrector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유동의

변수들은 2차 정확도의 Runge-Kutta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

의 진행에 따라 계산되었다.

(1)

여기서 τij는 sub-grid scale(SGS) stress으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3)

(4)

여기서 Ui는 평균 유속 속도 성분, δij는 크로네커 델타, νt

는 난류점성계수이며 모델링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LES

기법에서는 Smagorinsky 모델[14]을 사용하였다.

(5)

(6)

(7)

여기서 Smagorinsky 상수 Cs=0.2가 적용되었다. LES 기법

과 함께 벽면 근처(near-wall)에서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벽 법칙을 적용하였다. 벽 근처의 층류 저

층(viscous sublayer) 및 log-law 지역에서 Werner-Wengle

wall law [15]을 적용하여 유동의 변수를 계산하였다. 기타

경계조건으로는 대합실 1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3개의 출구

(Fig. 1의 ①,②,③) 방향으로는 압력 경계조건(open)을 적용

하였다.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PSD)는 열린 경우와 닫힌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역사 천

정의 공조기 급배기 풍량은 Table 1의 실험 값[11]을 적용

하였다. 환기구(디퓨져)의 냉방 급기의 온도는 10oC로 주어

졌으며, 외기 및 터널 공기의 온도 그리고 역사 내부(대합

실 및 승강장)의 초기 온도는 35oC로 주어졌다.

2.3 해석 격자

신금호 역사 전체 8층의 환기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역사를 총 22개의 다중 블록(block)으로 분활하여

각각의 블록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후 LINUX기반의 MPI 기

능을 통하여 계산 결과를 이웃하는 블록과 교환하도록 하였

다. 총 사용된 격자수는 750만개이며, 10개의 dual core CPU

를 이용하여 병렬 계산하였다. 계산 시간은 시간 평균 속도

의 residual < 10-5(1,000sec) 까지 계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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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user and pole (white) arrangement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Blue: air supply/Red: exhaust)

Table 1 Ventilation rate in lobby and platform [11]

Case
Flow rate (m3/h)

Supply air Exhaustion

Ordinary state
Lobby 47,316 -33,980

Platform 33,968 -76,190

Fig. 4 22blocks and grid structures of Shin-gum-ho subway

station f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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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스크린 도어가 닫힌 경우 Jang et al.[11]에 의

한 실험 결과와 동일한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뮬

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 지점은 Fig. 1에서처럼

역사 전체 대류의 주 유동 방향의 중요 지점을 선정하였다.

①,②,③는 외부 계단 출입구, ④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계단, ⑤는 중간층(지하 5층), ⑥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는 마지막 계단 이다. 유속 추출 지점은 각 지점의 중간 높

이에서 벽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다. 외부 계단 출입구에

서는 유속 계산 값이 실험값에 비하여 10~16% 낮거나 높

게 예측되었으며 ④,⑥의 계단에서는 18~20% 정도 높게 예

측되었다. 중간층 ⑤에서는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값

을 보이고 있다. 특히 ⑤에서 유동 통과 단면적이 줄어들어

유속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계산 결과에 잘 반영이 되

어 있다. 위의 각각의 지점에서 실험 결과와 계산 값이 차

이가 있는 것은 실측 실험시 스크린 도어와 벽과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유량을 해석상에서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

문이며, 또한 외부 출입구(①,②,③) 밖의 풍압 및 풍속의 변

동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하역사 8층 전체의 공조기의 급/배기를 포함한 시

뮬레이션 결과가 실험 결과와 최대 20% 미만의 오차를 보

이고 있는 것은 도시 철도철도 역사 공조기의 설계 및 풍

량 예측에 있어서 LES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대합실 1층 및 2층에서 냉방기 가동 후 50초 경

과 후 온도 및 유동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환기구의 위

치는 Fig. 2에서 아래 부분 벽 근처이다. 천정으로부터 빠른

유속의 가압 공기가 천정의 환기구로부터 대합실 바닥을 향

하여 분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역사 유동 해석에

서 천정의 환기구로부터의 유동을 고려한 연구는 흔하지 않

다). 가압 공기에 의하여 천정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대형 와

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와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Fig. 1의 외부출입구 ①,②,③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공기와 혼합되며 승강장까지 이동하면서 생성하는 대류 유

동에 의하여 다소 약화된다. 대합실 1층에서 오른쪽의 급기

가 왼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오른쪽에 외부출입구(③)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대합실 2층에서는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

단 입구 방향으로 환기구의 급기 유동이 편향되는 것이 관

찰된다. Fig. 6은 대합실 1층 중간 높이에서 냉방기 가동 후

900초 후에 온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 출입구 계

단 (Fig. 1의 ①,②,③)으로부터 유입되는 더운 공기로 인하

여 외부 출입구 근처는 높은 온도(34oC)를 보이고 있다. 대

합실 내부 기둥의 전면(외부 출입구 방향)에서는 외기 유동

의 충돌(impingement)로 기둥의 후면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대합실 왼쪽 중앙 벽면 근처에서는 대

합실 2층으로 내려가는 연결 통로 지역의 온도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합실 2층으로 공

기가 이동하면서 시계 방향의 큰 와류를 발생시키고 더운 공

기가 와류의 중심으로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온도의 분포는 Fig. 6의 우측의 속도 벡터에서도 확인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외부 출입구로부터 공기가 유입되어

대합실 왼쪽 중앙의 연결통로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우측 아래의 외부출입구 근처에서는 다른

외부출입구 근처와 같이 온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근처에 천

정 급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7은

대합실 2층 중간 높이에서 온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왼

쪽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1층으로부터 고온의 공기가 내려오

지만 2층의 환기구로부터의 저온의 급기와 혼합되면서 2층

에서는 온도 하강 현상이 발생된다. 2층의 온도는 1층의 온

도에 비하여 2~8oC정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

Table 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ed flow rates

in Shin-gum-ho Station

Section

(See Fig. 1)

PSD close case

Experiment[11] 

(m/sec)

Present results 

(m/sec)

Exit (①) 0.41 0.477

Exit (②) 0.503 0.417

Exit (③) 0.497 0.449

Stairway (④) 0.353 0.43

Middle floor (⑤) 0.51 0.491

Stairway (⑥) 0.347 0.41

Fig. 5 Instantaneous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velocity

vectors of ventilated flow in the first and second floor

lobby (at 5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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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환기구로부터 분사되는 저온의 급

기에 의한 동심원 형태의 온도 분포들이 발견된다. 2층에서

혼합된 공기층은 오른쪽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저압지역인 승

강장 방향으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Fig. 7의 우측의 속도벡

터는 온도 분포를 잘 설명한다. 1층으로부터 연결통로를 통

하여 쏟아져 내려온 유동이 2층의 외벽과 충돌하면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며, Fig. 7의 윗쪽 지역이 영향을 적게

받아 그곳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저온을 유지하게 된다(대

합실의 온도 및 속도는 PSD가 열린 경우와 PSD가 닫힌 경

우가 유사한 형태의 온도 및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으며, 이는 승강장에서의 PSD의 개폐가 대합실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스크린 도어 개폐에 따른 승강장 오른쪽 지역에서의 유동의

벡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하여

대합실로부터 승강장으로 진입된 유동은 전면에 설치된 벽

에 충돌하고 방향이 전환되어 승강장 중앙지역으로 대류 이

동된다. 계단 측면으로는 저압이 발생하면서 큰 와류가 생

성된다. 스크린 도어가 닫힌 경우는 스크린 도어를 따라 반

대편 방향으로 계속 이동 되지만, 스크린 도어가 열린 경우

는 터널로부터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Table 1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승강장에서는 천정의 환

기구를 통하여 배기되는 공기의 용량이 급기구를 통하여 공

급되는 공기 용량보다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에 승강장에서

저압이 형성되어 터널로부터 스크린도어를 통하여 공기가 유

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스크린 도어가 열린 경우

승강장 오른쪽 지역에서 냉방기 가동 후 약 900초경에서의

순간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환기구를 중앙으로 절단하

는 면과 승강장 절반 높이 면에서의 순간 온도 분포를 동

시에 보이고 있다. 승강장에서도 천정의 환기구로부터 10oC

의 냉기가 활발하게 분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열린

스크린 도어를 통하여 터널의 고온의 공기(35oC)가 승강장

으로 진입되고 있으며, 승강장의 저온의 공기와 혼합된 후

고온의 공기는 승강장 천정으로 상승하고 다시 환기구를 통

하여 배기되고 있다. 승강장 오른쪽의 급기가 상대적으로 더

욱 저온을 유지하는 까닭은 그곳에서는 스크린도어를 통한

터널의 공기의 유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며, 계단으로부터 내

려오는 고온의 유동이 왼쪽 방향으로 더욱 많이 편향되기 때

문이다. Fig. 10는 스크린도어 개폐에 따른 전체 승강장에서

온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스크린도어가 닫힌 경우는 승

Fig. 6 Averaged temperature and velocity vector distribution in

the first floor lobby (after 900sec) – PSD closed / P=Pole

Fig. 7 Averaged temperature and velocity vector distribution in

the second floor lobby (after 900sec) – PSD closed/P=

Pole

Fig. 8 Comparison of instantaneous velocity vectors (every other vector) in the platform between PSD closed (left) and PSD open (right)

cases (at 9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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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 양단의 끝에서 저온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위

층 대합실로 이어지는 계단 입구는 상대적 고온을 보이고 있

는데, 이는 Fig. 7에서 보는 것처럼 대합실 2층에서 승강장

으로 내려가는 공기의 온도가 약 22oC의 저온이었으나 승

강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승

강장 입구에 도착할 때 약 28oC까지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승강장으로 내려온 공기는 Fig. 8에서처럼 승

강장 양단을 향하여 대류 이동 된다. 스크린도어가 열린 경

우는 닫힌 경우와 유동 메카니즘이 비슷하나 열린 도어를 통

하여 터널의 고온의 공기가 유입되며(see Fig. 8) 승강장 온

도를 상승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터널의 공기가 유입

되는 까닭은 Fig. 8에서 기술 되었다.) 스크린도어가 닫힌 승

강장의 온도는 열린 경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3~4oC 정도

낮은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크린도어의 개폐에

관계없이 승강장 양단 끝과 중앙에서의 온도 차이가 3~4oC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부적인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

면 승강장에서의 에너지 소모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Fig. 10에서는 터널 부분의 온도 분포까지 나타내고

있으며, Fig. 3에서는 터널 부분은 생략되고 승강장만 나타

내고 있다).

Fig. 11은 대합실 1, 2층 및 중간층 주요지점에서 냉방 가

동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냉

방 가동 후 대합실에서는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며, 특히 대

합실 2층에서는 더욱 저온을 유지한다. 대합실 2층에서 중

간층으로 이동하기 바로 직전의 온도가 21~22oC까지 하강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간층 및 계단에서는 환기구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까닭으로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것이 관

찰된다.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의 개폐가 대합실 및 중간층

에서의 온도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평상시 승강장의 공기가 중간층 및 대합실로

역류되지 않기 때문이다(화재시에는 역류 됨). Fig. 12는 승

강장의 주요 지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 분포를 보

이고 있다. 냉방 가동 후 각 지점에서 온도가 하강하고 있

는 것이 관찰되었다. 승강장 오른쪽 지역이 가장 낮은 온도

를 유지하였으며, 승강장 중앙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

도를 유지하였다. 800초 이후로는 온도의 변화가 미미하였

으며 승강장 전체의 온도가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크린도어가 열린 경우에도 800초 이후

에는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터

널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

라 유입 용량에 제한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유

입 용량이 승강장의 온도를 3~4oC 정도 상승시키며 이는 역

Fig. 9 Instantaneous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platform (at 900sec) – PSD open

Fig.10 Averaged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platform (after 900sec) (up: PSD-closed / down: PSD-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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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냉방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Fig. 11 및 Fig. 12

의 번호는 각각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의 번호를 나타내고 있

으며, Fig 1에서의 번호와는 무관함).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지하역사의 평상시 조건에

서 승강장 및 대합실의 상세한냉방 기류의 흐름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전체를 모델링하고 역사 내부에서의

냉방 기류를 해석하였으며 실험 결과[11]와 비교 분석하였

다. 역사 모델로는 서울 시내에서 심도가 가장 깊은 역사 중

하나인 5호선 신금호 역사(총 지하8층, 심도: 43.6m)를 선

정하였다. 

승강장의 스크린 도어는 닫힌 경우와 열린 경우로 나누어

서 계산하였다. 대합실, 계단및 승강장 주요 지점에서 냉방

기 가동 후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및 기류의 형태를 수

치 해법(LES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8층 역사 전체

를 해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LINUX cluster 및 MPI 기능을

이용하여 대용량 병렬 계산을 수행하였다. 

대합실 1,2층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온의 공기(35oC)

와 대합실 천정의 저온의 급기(10oC)가 간섭을 일으키면서

복잡한 유동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저온의 급기가 외부 출

입구 근처에도 설치되었지만(Fig. 2) 출입구 근처에서는 외

부 고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합실 1층에서 6~9oC까지 낮추어진 공기가 대합실 2층

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천정의 저온 급기로 인하여 4~6oC 정

도 더욱 낮추어진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공기는 약 22oC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6oC 정도 다

시 상승하게 된다. 

승강장으로 진입된 유동은 승강장 중앙 지역으로 대류 이

동 되며, 승강장 천정의 배기로 인하여 승강장에 저압 환경

이 형성된다. 스크린 도어가 열린 경우는 승강장 저압으로

인하여 터널로부터 고온의 공기(35oC)가 유입이 되고, 승강

장의 저온의 공기와 혼합되면서 고온의 공기는 부력으로 인

하여 상승하고 천정의 환기구를 통하여 배출 된다.

스크린도어가 닫힌 승강장의 온도는 열린 경우에 비하여

3~4oC 낮은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스크린도어의 개폐에 관계없이 승강장 양단 끝과 중앙지

역에서의 온도 차이가 3~4oC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승

Fig. 11 Temperature history with increasing time in the lobby

(up : PSD-closed / down : PSD-open)
Fig. 12 Temperature history with increasing time in the platform

(up : PSD-closed / down : PSD-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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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에서 국부적인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면 승강장에서의 에

너지 소모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장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도 분포를 조사해본 결

과 스크린 도어의 개폐와 무관하게 800초 이후에는 정상상

태(steady state)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 계단, 중간층 및 연결 계단 등 중요 위치에서 계산

된 유속의 크기를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최대 20% 미만

의 오차를 가지고 실험 결과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는 대심도 역사 냉방 공조 장치 계획시 역사 냉방

기류 LES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

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리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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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ρ : Density

P : Mean static pressure

: Mean velocity

τij : Turbulent fluctuation tensor

: Strain rate tensor

νt : Turbulent viscosity 

Cs : Empirical constant

∆x, ∆y, ∆x : Grid distances in x, y, z coordinates, respec-

tively

Ui

Si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