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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installing screen door system while to 

minimize the problems in an initial stage of introduc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o research 

an optimum installation solution in connection with ventil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system 

alongside with safety structure analysis of screen door in respect to train-induced wind, as 

well as to develop the criteria for the operation after the install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study to develop the optimum design technology in urban railway equipped with 

platform screen doo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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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철도는 승객의 안 과 편의도모에 취약한 시설

로 평가되고 있어 도시철도 환경개선을 한 기술개

발이 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승강

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이 신규  기존 도시철도에 활

발히 도입되고 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도입

기 주요 설계기 과 핵심장치를 선진외국에 의존하

여 왔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국내 실과의 괴리와 외

국기술에 한 종속이 국내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의 발 에 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설치효과

를 극 화하고 도입 기의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

서 열차풍에 따른 스크린도어의 안 구조해석과 더불

어 환기  방재시스템과 연계된 최 의 설치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립된 핵심기술로는 도시철도 

지하터 에서 열차의 운행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상 

기류유동에 한 해석기술과 본선터  환기시스템의 

최 화 기술, 스크린도어에 가해지는 열차풍압의 평가

기술, 스크린도어 수평하  시험기술  스크린도어 

환경에서 정거장 제연시스템 설계기술 등이 있다. 이

와 같은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성

과물로서 스크린도어 안 분야 종합설계지침을 제시

하고, 참여기업을 통한 핵심기술의 실용화  실증실

험 기술의 확산을 도모하며 연구결과를 지자체 도시

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시스템 설치사업에 용하고 

련 국가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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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기시스템 요소기술  설계기법 개발

2.1.1 지하철 비정상 기류유동 해석기술

1) 축소모형실험기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을 상으로 1/20 scale

의 축소모형실험장치를 제작하여 열차운행조건에 따

라 생성되는 지하철 터 내 비정상 기류유동을 분석

하 다. 터 본선구간에 총 4개의 압력센서를 설치하

여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정하 고, 실험결과 열

차가 출발하면서 터 내부에 압력이 상승하여 가속에

서 등속으로 변화하는 시각주 에서 최고압력이 형성

되며 그후 등속운 을 하면서 압력이 서서히 감소됨

을 알 수 있었다. 각 열차운행조건에 따라 압력변화는 

정성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열차의 속

도가 클수록 압력상승과 하강폭이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치모사해석의 해석결과와 비교,검토를 

통해 수치해석기술의 타당성 검증을 해 사용되고 

있다. Fig.1은 축소모형실험장치 경을 보여주고 있

다.

2) 수치해석기술

  지하철내 발생하는 기류와 열차풍을 해석하기 하

여 1차원 비정상 Tunnel-Train 유동해석 로그램을 

작성하여 조건별로 분석하 고, 환기방식과 열차운행

조건에 따른 정 분석을 해 3차원 상용 수치해석 

로그램을 이용한 지하철 기류분석기술을 개발하

다. 1차원 유동방정식의 분식과 터 압력 계식을 

유동해석모델에 용하여 지하철 터 에서의 1차원 

비정상 Tunnel-Train 유동방정식 유도하 고, 도출한 

유동방정식은 터 풍속 U에 한 1차 상미분방정식으

로 Time-Marching기법의 수치해석  방법으로 해를 

구하 다. 한편 3차원 수치해석에서는 이동물체 주

의 유동해석기법으로 Moving Boundaries를 경계로 

고체와 유체의 두 역으로 나 어 격자의 성질을 시

간에 따라 변화시키는 Sharp Interface Method을 채

택하여 용하 다. 해석결과 1차원과 3차원 수치해석

결과가 축소모형실험결과와 정량 으로 유사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부터 수치해석이 터 내 유동

상을 잘 모사하고 있다고 단된다.

2.1.2 환기시스템 설계기법 제시

  열차이동에 의한 비정상 터  유동장의 3차원 수치

해석기술을 용하여 스크린도어가 도입되는 지하철

에서의 환기시스템 최 설계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20 sclae의 모델터 에 하

여 환기구의 치와 형태에 따른 환기성능을 검토하

다.

  우선 본선터 의 환기구 치를 변화시켜가며 열차

의 운행에 의한 터 과 환기구에서의 유동장을 분석

하 으며, 이 때 열차의 운행은 열차의 최고운행속도

가 3m/s인 조건을 용하 다. 해석결과 열차가 출발

하여 열차선두부가 환기구에 진입하기 까지는 환기

구가 정거장에 최근 하여 설치된 조건에서 환기구로

의 배출유량이 가장 고 반면 정거장쪽으로의 유량

은 가장 커졌다. 반면 열차가 환기구에 진입한 후 정

거장쪽으로 흐르는 유량이 격히 증가하는데 이 경

우 의 환기구설치 조건에서 증가폭이 가장 었다. 

분석에서 도출된 최 의 환기구 조건에서 약 7.3% 정

도의 환기효율 증가가 상되었다. Fig. 3은 열차이동

에 의한 환기구 주 에서의 유동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ig. 2 Streamlines by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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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field around vent shaft by train move

  지하철에서 환기구의 설계는 크게 정거장으로 유입

되는 열차풍을 감소시키고, 터 의 환기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순간 으로 열차풍이 증가하

여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

는 을 개선하기 해서는 환기구의 치가 역사에 

최 로 근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 인 

환기성능측면에서 본선터 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최 한 배출시키고 정거장쪽으로의 유입을 최소화시

키기 해서는 환기구의 치에 한 최 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의 경

우는 열차풍에 의한 불쾌감의 감보다는 체 인 

환기성능의 개선에 을 두어 환기구의 설계가 수

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2 스크린도어 수 평하  산정 방안 제 시 

    시험 장치  제 작

2.2.1 스크린도어 수평하  산정방안 제시

  국내의 행 스크린도어 수평하  설계기 은 지하

역사에 용할 열차풍압의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하역사의 열차풍압은 열차속도와 터 구조

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실측실험이나 시뮬

이션에 의해 설계값을 산정하여 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2호선 사당역사와 서울5호선 김포공

항 역사를 상으로 열차운행에 의해 스크린도어에 

가해지는 열차풍압을 실측하 고, 스크린도어가 설치

되지 않아 실험이 어려운 역사에 해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화재 발생과 같은 비상시 열차가 규

정속도 이상으로 역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비상시 

열차통과와 같은 악조건을 설계에서 고려하여 설계열

차풍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열차풍압자료와 국외 용 황을 바탕으로 열차운행

속도와 설계 열차풍압의 계를 일차함수로 나타내었

으며 국내 도시철도에 운행열차가 80 km/h의 비상통

과시 85 kgf/m
2
의 설계 열차풍압을 용할 것을 권고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린도어에 가

해지는 수평하 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수평하 의 

용조건을 제시하며 국내 도시철도에 한 설계값을 

도출함으로써 기존 도시철도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수

평하  설계기 (안)을 제시하 다. Fig. 4는 스크린도

어의 열차풍압 측정실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2.2.2 스크린도어 수평하  시험장치 제작  시험

  실제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에 작용하는 수평하

과 동일하게 하 을 가해  수 있는 시험장치와 이

의 시험방법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  안 성을 

별할 수 있는 시험기 을 구축함으로써,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안 한 환경을 제공하고 승강장스

크린도어 시스템에 한 구조  안 성능 평가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재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수

평하 과 련하여 구조 인 안 성 평가시험이 수행

되고 있으나, 시험방법이 수평하 을 하게 모사하

지 못하고 있고 한 정기 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이 수평하 에 하여 안

하게 제작된 것인지 는 무 과 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에 해 실무자를 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포하 인 열차풍압하

과 풍압하 , 선형하 인 집단하 을 실제와 동일하게 

구 할 수 있는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 수평하  

시험장치의 개념과 설계를 수행하 으며, 이러한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장치를 제작하여 시운 을 수행

하 다. 한 국내외 창호의 구조  성능시험방법  

스크린도어 제작업체 시험기 을 바탕으로 스크린도

어 수평하  시험규격을 제시하 다. Fig. 5는 스크린

도어 수평하  시험장치의 경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Measurement of train pressure on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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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apparatus of structural safety 

2.3 화재안 확보 요소기술 개발  최 설계

    기술 개발

  도시철도의 지하구간은 반 폐  터 공간으로서 

화재발생시 연기와 고온의 기류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고 터 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매우 

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

면 정거장  터 에서의 열유동 상에 큰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스크린도어의 도입을 고려한 제연시스템

의 최 설치방안  설치후의 운 기  확립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화재

수치해석 기법과 축소모형 실험기술 등의 화재안 확

보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 으며, 이러

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도시철

도 지하구간에서의 제연시스템 최 설계,운 방안과 

화재시 안 한 피를 한 스크린도어 운 제어방안

을 도출하 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 정거장에서의 제연시

스템 연구를 하여 국내 도시철도의 일반 인 상

식 지하역사 모델을 설정하 다. 정거장 제연시스템의 

최 운 방안 검토는 본 연구에서 용성 평가를 수

행한 FDS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화재발생조건으

로 역사에 정차 인 10량 편성 열차의 5번째 객차에

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하 으며, 화재강도는 

20MW로 설정하 다. 해석결과 스크린도어가 설치되

는 것만으로도 승강장에서의 온도분포가 크게 하강하

며, 승강장과 선로부의 제연시스템 가동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승강장에서 제연시스템 가동시 

화재지  근처 존에서의 기가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터 부에서 선로부로 

배기를 수행할 경우 기수행은 승강장쪽으로의 열

기류 확산을 가속시키므로 피해야 할 것으로 단되

며 해석결과로부터 양단에서 배기를 수행하는 것이 

정거장에서의 안 성 확보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스크린도어

의 개폐여부에 따라 연기확산과 제연시스템 가동조건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승강장에 화재

발생시 스크린도어의 운 제어방안에 하여 검토하

다. 화재발생은 계단과 승강장 끝 사이 간지 에

서 10MW의 화재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해석결과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크린도어

를 개방하는 것이 승강장에서의 온도상승을 낮출 수 

있어 승객 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단된다. 한편 이경우에도 화재근  존에서의 기는 

제연성능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로 주목할만한 가시 인 최종성과물

로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에 한 용결과라 할 수 있다. 열차풍압측정 장실

험과 축소모형실험  컴퓨터시뮬 이션을 통해 국내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의 열차풍압을 분석하 으며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열차풍압 설계기 을 

270kgf/m2 → 85kgf/m2 으로 개선하 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서울도시철도공사 할 서울 5,6,7,8호선 

143개역사의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설치공사에 반

되어 총769억원의 사업비 감에 크게 기여했으며 

스크린도어의 구조체 경량화에 따른 직  사업비 

감효과는 57.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철도의 안 과 이용환경의 개선을 해 국내외

에서 능동  설비로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도입

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주요 설계기 과 핵심장치에서 국내 독자 인 스크린

도어 기술개발을 한 기반을 마련하 고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설치효과를 극 화하고 도입 기의 문제

을 최소화하 으며 향후 국내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

템의 발 과 국산화에 큰 효과가 기 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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