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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post processor program based GUI(Graphic User Interface) by using the 

MFC and OpenGL library in the Windows O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the 

passenger flow. Using this program, users are able to generate and modify the meshes of 

multi-storied subway station, set all the parameters for the solver, and obtai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uch as transient passenger motions and passenger streak lines in 

3-dimensional graph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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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역을 비롯한 형건축물의 건설이 증

가하면서 이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쾌 한 환경을 

만들기 한 여러 가지 노력이 계속 되고 있

다.(1-3) 특히 도시 철도인 지하철 일부 환승역의 

경우, 여러 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여 그 구조

가 심층 지하화 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이동 동

선이 길어져 러시아워 때의 극심한 혼잡성 문제

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 시에는 이용

객들의 피난  안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철도역 이용객의 안 을 고려한 

철도역사의 운 을 해서는 구조설계를 한 하

드웨어  요소뿐만 아니라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

람들의 이동 형태를 동 으로 해석하여 역사의 

시설 계획에 반 하는 여객 유동 해석과 같은 소

트웨어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EM 방법(4)을 이용한 여객 유

동 해석 로그램으로 해석된 최 의 여객동선 

구축과 효과 인 피 책 수립을 한 여객 유

동 분석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후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 다. 시스템은 크게 

처리 모듈, 분석 모듈, 후처리 모듈 등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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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passenger flow 2-phase flow

carrier directional vector fluid flow

mover pedestrian particle

density population density volume fraction

velocity walking speed governing equation

Table 1 Comparison of passenger flow and 

2-phase flow(5)

(b) Shortcut in toolbar

Fig. 1 GUI of pre/post program

(a) Window of pre/post program

어지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처리 모듈과 

후처리 모듈은 몇 가지 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처리 모듈에서 건

축공간의 정의를 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

발된 처리 모듈은 지능형의 건물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손쉽게 건축공간을 모델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 객체 공간, 공간의 연결 계에 

한 정보가 객체 지향 이면서 자동 으로 설정된

다. 후처리 모듈은 시뮬 이션 결과의 효과 인 

시각화에 을 맞추어 여객 유동 시뮬 이션을 

보여 다.

본 로그램의 개발 환경은 Windows XP 운

체제를 사용하는 PC에서 개발 되었으며 로그

램 개발을 한 작업 도구로써 Microsoft Visual 

C++ 6.0을 사용하 다. Microsoft Visual C++ 6.0

은 GUI 소 트웨어 개발에 용이하고 개발된 

로그램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객체

지향 소 트웨어 기술을 이용한다. 본 로그램

에 사용되는 후처리 시뮬 이션을 구 하기 한 

Graphic Library는 OpenGL을 이용하 고 다양한 

3차원 환경의 그래픽으로 여객 유동을 시뮬 이

션 하 다.

2. 여객유동 해석 알고리즘과 구성

DEM기법은 산유체역학의 해석 기법 의 

하나로써 기체 는 액체의 유동에 고체 입자가 

혼입되는 다상유동 해석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여객유동 해석에서는 해석 공간상의 보행

자를 각각의 요소(Element)로 간주하고 해석 공

간의 구조를 고려한 공간의 치에 따른 방향 벡

터를 유체의 흐름으로 체하여 여객 유동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Table 1은 DEM기법을 

이용한 다상유동과 여객유동의 상사성을 나타낸

다.(5)

DEM 기법을 사용한 여객유동 해석 알고리즘

과 /후 처리 과정을 통합한 로그램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한다.

(1) 해석 하고자하는 상의 철도역 는 건축

물의 CAD 평면도를 이용하여 계산 역을 

설정한다.

(2) 계산 역을 일정 크기의 격자로 분할한다.

(3) 분할된 각각의 격자에 하여 특성을 부여

한다. 를 들면 철도역사 모델의 경우, 평

면 격자, 벽면 격자, 계단 격자가 주요 구

성 격자 요소이며 각 계산 격자에 해당하

는 특성이 지정되어야 한다.

(4) 그 외에 계산에 필요한 총 여객의 수, 계산

시간 등을 입력한다.

(5) 기 값을 설정하고, 각 격자 공간에 한 

potential value map을 구성한다.

(6) 여객 유동에 한 비정상상태 계산을 

potential value map에 따른 공간상의

vector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7) 시간에 따른 계산 결과를 격자 공간 에 

보행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낸다.

(8)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종합 인 분석을 수

행한다.

(1)-(5) 과정은 처리 장치에서 수행되고, (6)

과정은 해석 로그램에서 수행한다. 계산 결과

를 바탕으로 한 (7)-(8) 과정은 후처리 장치에서 

수행된다. Fig. 1은 본 해석 로그램의 GUI구성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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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inction between wall and space using line

(b) Binary distinction

Fig. 3 Scheme of distinction between wall and 

space 

Fig. 2 Flow chart of pre-processor

3. 처리 장치의 구성

3.1 자동 격자 생성 알고리즘

여객 유동을 해석하고자 하는 공간은 DEM방

법으로 계산하기 하여 계산 격자로 모델링 되

고, 벽과 공간을 구분하고 경계조건을 부여받아

야 한다. Fig. 2는 여객 유동 해석을 하기에 앞선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이다. 본 로그램

에서는 DXF 형식의 캐드 일을 직  분석(6)하

여 화면에 나타내는 기능을 개발하 다. 선, 다각

형, 원, 원호 등의 캐드 요소로 도면은 구성되어 

있고 각 건축 요소는 폐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곡선의 특징을 이용하여 벽과 공간을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로그램에 이용하 다. 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도면의 구성 요소를 최소 단 인 선

분으로 로그램 내부에 장한다. 원과 원호 등

의 구성요소는 정해진 숫자만큼의 선분으로 변환

하여 인식한다. 각 선분을 결정하는 두 개의 정

을 로그램 내부에 연결배열 형식으로 장한

다. 모든 선분의 집합은 폐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모든 정 을 장한 이후에는 복된 

정 이 2개씩 존재한다. 2개씩 존재하는 정 을 

1개의 정 만 남기도록 복 정 여부 검사를 실

시하여 정  연결배열 수정한다. 정  연결배열

과 선분 연결배열을 비교하여 각각의 정  연결

배열과 선분 연결배열의 정 을 일치 시킨다. 각 

선분을 구성하는 정 은 의 실제 정  치로 

장되지 않고 구성된 정  연결배열의 장 

치로 기억한다. 2차원 평면에 있는 체 정  

에서 가장 원 에 가까운 정 과 가장 멀리 있는 

정 을 찾아 해석 상 크기를 결정한다. 결정된 

해석 격자의 크기를 일정한 간격(0.5m)로 나 어 

해석 격자를 생성한다. 해석 격자의 가로축(i 방

향)과 세로축(j 방향)에서의 숫자를 변수(ni, nj)

에 장한다. 벽/공간 인식 알고리즘은 직선의 방

정식을 이용하여 폐곡선 내부와 외부의 을 구

별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해석 공간 외부의 한 

과 각 해석 격자의 을 연결하는 직선, 선

분 연결배열에 장된 각 직선들이 만나는 교

의 숫자를 계산하여 교 의 숫자가 홀수인 경우

에는 공간, 짝수인 경우에는 벽으로 구별하게 된

다. 이 과정은 Fig. 3 (a)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석 상 공간이 아닌 벽 격자를 해석 모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벽 블록으로 만

들어 장한다. 벽과 공간의 이진 형태의 정보는 

Fig. 3 (b)와 같은 형태로 작업과정 에 장된

다.

벽으로 인식된 공간은 이후에 사용자의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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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rrangement of cad data(a) Cad data

Fig. 4 Procedure of pre-processing

(f) Solving passenger flow

(c) Computational mesh of 1st basement (d) Boundary condition setting

(e) Analysis condition setting

의해 다시 공간으로 인식 될 수도 있고 공간도 

벽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

분된 해석 격자를 실제 도면과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게 로그램 되어있다. 벽과 공간에 한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 벽 블록 생성 알

고리즘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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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D simulation view

(b) Zoom of 2-D simulation view

(c) 3-D Simulation view

Fig. 5 Simulation result

Fig. 6 Streak line of passengers

3.2 처리장치 사용 과정

Fig. 4는 강남역 지하철 2호선 역사에 한 모

델링 처리 구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우

선, Fig. 4 (a)와 같은 지하철 역사에 한 캐드 

도면을 벽과 공간의 구별이 확실한 폐곡선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캐드 로그램에서 수행한다. 

Fig. 4 (b)와 같이 정리된 캐드 도면을 본 로그

램에서 각 층 별로 DXF 형식으로 불러오면 벽과 

해석 공간이 구별된 계산 격자가 자동으로 생성 

된다. 각 단일 층의 해석 격자는 Fig. 4 (c)와 같

다.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해석 격자

는 로그램 창 상단의 툴바를 이용하여 확 하

여 세부 으로 확인 한다.

해석 격자를 생성한 이후 로그램 창 상단의 

도구상자를 이용하여 해석 격자를 수정하고 Fig. 

4 (d)와 같이 입구, 출구, 계단 경계조건을 부여

한다. 해석 경계조건을 해당하는 모든 계산 격자

에 용한 이후 여객 유동 해석에 필요한 계산 

조건을 Fig. 4 (e)와 같이 설정하고 본 로그램

을 이용하여 Fig. 4 (f)와 같이 여객 유동 해석을 

바로 진행한다.

4. 후처리 장치의 구성

Fig. 5는 후처리 장치에서 구  가능한 여러 

가지 2차원 는 3차원 시뮬 이션 환경을 보여

다. 기본 화면은 Fig. 5 (a)와 같이 해석 격자

와 기존의 도면의 경계가 2차원으로 나타나지만, 

“메뉴>보기”의 다양한 옵션을 이용하여 캐드 선, 

격자 선, 바닥 효과 표 , 직교 투  3차원 보기, 

원근 투  3차원 보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

고, 도구상자의 “보기변환”, “확 /축소”, “화면이

동”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화면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면 Fig. 5 (b), (c)와 같은 2차원 

는 3차원 시뮬 이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3

차원 시뮬 이션 환경에서는 각 여객의 모습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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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아바타로 표 되어 실제로 여객이 공간상에

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 결과를 보는 

화면에는 해석 시간이 화면에 같이 표시되어 시

간에 따른 여객의 이동 상을 보여 다.

본 후처리 장치는 DEM기법을 이용한 여객 유

동 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여객의 동선을 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각 여객을 구별하고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기록하기 해서 여객이 

유입되는 입구에서 고유번호를 각 여객에게 부여

한다. 그리고 시간 간격마다 해석 공간상에 분포

한 고유번호의 배치를 장하는 루틴을 이용하여 

각 여객의 동선을 악한다. Fig. 6은 의 방법

을 이용하여 해석 공간상에서 시간에 따른 여객

의 동선을 유맥선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각 여객

들이 입구에서 유입되어 최단 거리의 출구를 향

해 움직이고 빠져나가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

다. 해석 공간상에 존재하는 벽이나 기둥의 치

를 변경할 때 여객이 빠져나가는 시간이나 동선 

등이 달라지는 양상을 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철도 역사에서의 여객 유동 평가 시

뮬 이션을 한 통합 소 트웨어 개발에 최종 

목표를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처리 모듈은 지능형의 건물자료모델을 기반으

로 손쉽게 건축공간을 모델링할 수 있음은 물론, 

건축객체, 공간의 연결 계에 한 정보가 자동

으로 설정됨으로써 지능형 객체 지향 모델을 가

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처리모듈의 개발과 분석

모듈과의 연동 기능 개발을 하여 철도 역사를 

가능한 상세히 모델링 하며 공간의 연결 계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분석을 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장하는 기능을 

개발하 다. 한 아바타 시뮬 이션을 한 기

본 인 기능을 개발하여 본 시스템 상에서 테스

트하 다. 체 인 여객유동해석의 처리 과정을 

강남역, 서울역 역사를 실제 모델링 하여 테스트 

하 다.

최종 결과물인 여객 유동 평가 시뮬 이션 통

합 소 트웨어는 재난 피에 한 정량 인 분

석과 가시 인 시뮬 이션이 가능하여 범국가

인 차원에서 방재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화재, 매연 확산에 한 유동 해

석 시스템을 본 시스템에 추가하여 개발, 발 시

킬 경우 재난 피 해석 로그램 개발 기술 확

보와 재난 피 시스템의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되며 련 제품의 국내사용과 수입 

체 효과, 제품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인 “철도 역사

에서의 여객 유동 평가 로그램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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