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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철도 이용 승객들의 안전도 향

상을 위하여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6호, 2005년 10월 27일)”이 제정 고시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2006년 9월 22일에 “철도시설 안전 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95호)”이 제정 고시되었다. 그러나,

더 많은 대중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화재안전 표

준화 및 기준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이 절실하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이후 30년이 넘게 현재 수도

권의 도심에는 10여개의 지하철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기

존의 지하철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구간을 교차하는 신설 노

선의 경우 더 깊은 곳을 통과해야 하며 또한 경사진 지형

이나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 심도는 더욱 깊어진다. Table 1

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역사별 심도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수

도권 역사의 현황을 살펴볼 때 기존에 건설된 1,2,3,4 호선

보다 이후에 건설된 5,6,7,8 호선의 평균심도가 더 깊은 것

을 알 수 있으며, 최대심도를 나타내는 역사 또한 추후에 건

설된 노선 역사의 심도가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이

건설되는 지하역사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의 공기환경은 평상시 또는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며 항상 설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의 비상시/평상시 환기 효율 연구

Abstract Shin-gumho station in Seoul underground subway have been selected to b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the real air supply & exhaust capacity compared to the original capacity of ordinary and emergency condition.

The depth of Shin-gumho station is 43.6m which consists of the island-type platform (8th floor in underground) and a two-

story lobby (first & second floor in underground). An emergency staircase connects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lobby.

Hot-wire anemometer, capture hood, wind vane & velocity meter and data acquisition systems are employed to perform the

automatic measurement in this experiment. For ordinary case, air supply and exhaust capacity in the lobby were reduced by

34% and 46% compared to the original capacity, respectively. Air supply and exhaust capacity in the platform were reduced

by 66% and 38%, respectively. For emergency case, air supply in the lobby was reduced by 42% and air exhaust in the plat-

form was reduced by 28% compared to the original capacity. Therefore, air pollution in the station is expected to be worse

in the ordinary environment and smoke control capability in the platform will be weakened in case of fire emergency. 

Keywords : Subway, Fire safety, Air supply & exhaust, Hot-wire anemometer, Thermocouple 

초 록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평상시 및 비상시(화재시)의 급배기 효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대심도

역사인 신금호 역사를 선정하여 설계 용량 대비 실제 용량을 계측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신금호 역사는 심도가

43.6m(서울에서 3번째 깊이) 이며, 지하8층의 섬식 승강장과 지하 1,2층의 대합실로 이루어져 있다. 승강장과 대

합실을 연결하는 통로는 1개의 비상계단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실험을 위하여 열선유속계, capture hood, 풍향

풍속계 및 데이터 수집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동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 평상시 대합실에서는 급기량 및 배기량

이 설계치에 비하여 실측치가 각각 34% 및 46% 감소된 환기량을 보였으며, 승강장에서는 급기량 및 배기량이

각각 66% 및 38% 감소된 환기량을 보였다. 비상시에서는 대합실에서 급기량이 42% 감소, 승강장에서는 배기량

이 28%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역사에서의 공기질 악화 및 비상시에는 제연능력 약화가

예상된다.

주요어 : 지하철, 화재안전, 급배기, 열선유속계,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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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몇몇 연구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Lee와 Oh[1]는 도시철도 철도차량 주행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터널 속에서 열차풍의 거동을 기술하였다. Lee 등 [2]

은 지하철 열차풍이 터널 수직구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

로 해석하였으며, 열차풍의 유무에 따라 수직구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등 [3]은 지하철도 차량의

역사 진입 및 출발에 따른 열차풍의 풍량을 실험적으로 산

정하고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Son와 Chang[4]는 지하철 터

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역사와 환기실의 위치에 따른 화

재특성을 k-e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

였다. Kim [5]은 도시철도 환경개선 및 화재 방재를 위한 스

크린 도어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1/20 scale

의 지하철 터널 축소모형 실험을 수행하였다. Hwang 등[6]

은 대심도 지하역사에서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대심도 역사의 피난 안정성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JASMINE 및 SIMULEX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Jang 등[7]

은 대심도 역사에서 제연팬 용량이 철도역사 연기확산에 미

치는 영향을 대용량 컴퓨터 및 LES 기법을 사용하여 수치

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의 경우 수치해석을 통한

도시철도 환기 및 화재연기를 연구하거나 또는 역사 및 터

널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수치해석의 경

우는 비교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며, 축소모형의

경우는 실화재 규모를 재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역사 전체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험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 화재시 연

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승강장 및 대합실에서의 급/배기 팬의

설계적 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풍량에 대하여 도시철도 지하

역사 화재시설 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사항의 점검

및 실제적인 지하역사의 급/배기 팬의 풍량을 계측하는데 있

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 설계 시 화재에 대비하여 환기용량

을 설계하였으나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목적된 환기용량

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화재 시 승강장 및 대합실 제연 용

량에 문제가 발생되며 승객들의 대피시간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 환기 개선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위하여 가능한 최대심

도(대심도)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신금

호 역사는 5호선 역사 중 43.6m의 최대 심도를 나타내는 역

사로서 대심도 역사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지하8

층의 섬식 승강장과 지하 1,2층의 대합실과 연결되는 통로

가 1개소 뿐이므로 환기기 작동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역사

내의 기류흐름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여 실측대상 역사로 선

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신금호 역사의 평상시 및 비상시

급배기구를 통한 풍량(용량)을 계측하여 설계치와 실측치를

분석하고 비교 평가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측항목

2.1.1 환기기 운전모드에 따른 급배기구 풍량 측정

평상시 승강장 및 대합실의 쾌적한 공기환경을 위하여 공

조기를 가동하는 경우 처음에 설계된 급배기 용량에 대한 설

계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제 환기기 가동시 급배기구의

풍량을 계측하여 비교하였으며, 화재시(비상시) 승강장과 대

합실 화재연기의 원활한 배연을 위하여 설정된 배연모드의

계획된 배연 풍량를 분석하고 실제 배연모드로 형성되는 배

연용량을 계측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금호 역사

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선 터널 환기는 제외

하였다. Table 2에서처럼 실험 방법을 정리하였다. Fig. 1은

신금호 역사에서 평상시 환기기 운전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

한 것이다. 승강장과 대합실에서는 평상시 급기와 배기가 조

화를 이루고 있다. Fig. 2는 승강장 화재시 제연모드를 나타

Table 1 Depth status of subway station in Seoul

Section
SEOUL subway

Line 1 Line 2 Line 3 Line 4 Line 5 Line 6 Line 7 Line8

Below 10m 1 5 - - - - - -

10~15m 9 26 15 14 7 2 1 3

15~20m - 4 9 3 10 12 9 9

20~30m - 2 5 3 23 18 26 4

30~40m - - - 1 10 5 2 -

40~50m - - - - 1 1 1 -

50~60m - - - - - - - 1

Minimum

depth (m)

8.5 

Sinseoldong

3.2 

Hanyang Univ.

11.1 

Apgujeong

11.6  

Suyu

13.4 

 Banghwa

12.6 

Bonghwasan

11.3  

KonKuk Univ.

14.3

Sinheung

Average

depth (m)
10.6 12.7 15.8 15.8 23.2 24.0 23.5 19.6

Maximum 

depth (m)

11.9 

Seoul

27.3  

Ewha Womans Univ. 

25.5 

Chungmuro

36.1 

Namtaeryeong

43.6 

Singeumho

49.3 

Beotigogae

43.1 

Soongsil Univ.

55.4  

Sa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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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승강장에서는 배연 모드로 대합실에서는 급기 모

드로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신금호 역사 디퓨져 배치 평면도 및 제원

대합실은 지하 1,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 3 및 4와

같이 대합실 상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에는

파란색은 급기구로, 빨간색은 배기구로 사용되고 있다. 비상

시에는 상황에 따라 전체 급기 또는 배기 모드로 사용된다.

지하1층 대합실에는 원형 디퓨저 35개와 각형 디퓨저16개

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2층 대합실에는 원형 디퓨저 30개

와 각형 디퓨저 17개가 설치되어있다. Table 3에서 각층의

디퓨저 개수 및 제원을 정리하였다. 

신금호 역사의 승강장에는 도면상에 표기된 급배기구의 수

Fig. 3 Diffuser arrangement of the first floor underground (left)

and of the second floor underground (right)

Table 3 The number of ventilation diffusers and specification in

the lobby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Circle diffuser Rectangular diffuser

First floor lobby 450×450 (Ø300)=35EA 440×440=16EA

Second floor lobby 450×450 (Ø300)=30EA 440×440=17EA

Fig. 1 Operating condition of ventilation for ordinary state in

Shin-gumho station

Table 2 Experimental cases according to the operating conditions

Case Ventilation mode Note

Ordinary 

case

Case 

01

Ordinary operation for 

normal state

Ordinary ventilation for 

platform and lobby

Emergency 

case

Case 

02

Exhaust operation for 

fire in platform

Exhaust fan for platform/

Supply fan for lobby

Fig. 2 Operating condition of ventilation for emergency state in

Shin-gumho station

Fig. 4 Circle diffuser (left) and rectangular diffuser (right) in the

lobby of Shin-gumh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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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실제 역사내 설치된 급배기구의 수량 및 설치위치가 상

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

추가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변경된 것으로 파악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하여 실제 디퓨저 배치도를

작성하였으며 Fig. 5에서처럼 나타내었다. 승강장은 총 4개

의 구역(zone)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원형 디퓨저 69개와 각

형 디퓨저 153개 및 각형 대배기구 4개가 설치되어 있다(Fig.

6 참조). 평상시에는 ZONE_1 및 ZONE_2의 벽면에서는 배

기를 스크린도어 측면에서는 급기를 담당하고 있다. ZONE_3

및 ZONE_4 전체에서는 급기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시에는

승강장 전체 지역에서 급기를 담당하고 있다. Table 4에서

승강장의 디퓨저 개수 및 제원을 정리하였다. 

2.3 계측기의 설치 및 계측방법

신금호 역사는 지하 8층의 승강장에서 지하 1,2층의 대합

실까지 기류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계단부가 1개소 뿐이므

로 환기기 가동 모드에 따라 기류흐름의 계측이 비교적 정

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금호 역사의 평상시/화재시 급배기

용량 실측을 위해 Fig. 7에서처럼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외

부출입구 1,2,3번에 각각 열선유속계(Dwyer Series-640)와 열

Table 4 The number of ventilation diffusers and specification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Circle diffuser 

(○)

Rectangular 

diffuser (□)

Largest rectangular 

diffuser (■)

ZONE 1 34 EA 60 EA 2 EA

ZONE 2 35 EA 57 EA 2 EA

ZONE 3 - 20 EA -

ZONE 4 - 16 EA -

TOTAL 69 EA 153 EA 4 EA

Size (mm) Ø 400 □ 390×290 □ 1,200×800

Fig. 7 Schematic diagram for flow velocity and temperature

measurement in the Shin-gumho station

Fig. 5 Diffuser arrangement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Fig. 6 Diffuser arrangement (left) and magnified views (right)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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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T-type thermocouple)를 설치하였으며(Fig. 8 참조), 대

합실 1,2층과 승강장에는 capture hood(TSI-EBT721)를 설치

하여 디퓨져를 통한 급배기량을 계측하였다(Fig. 9 참조). (열

선 유속계의 경우는 계측하고자 하는 위치의 단면적 중심에

서 계측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통하는 계단부 4,5,6번에 각각 열선유속계와 열

전대를 설치하였으며, 계단 중간부 5번에는 풍향 풍속계(wind

monitor 05103V)를 설치하여 유동의 방향을 계측하였다. 실

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열선 유속계(TSI-

8386A)를 사용하여 각 측정점에서 유속 값을 재확인하였다

(Fig. 10(좌) 참조). 승강장의 각형 대배기구의 유량은 capture

hood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16포인트의 다측점 풍속계를 제

작하여 유량을 계측하였다(Fig. 10(우) 참조). 지하 1층의 대

합실과 계단 중간부에 각각 노트북 및 데이터 변환장치

(Personal Daq 56)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지하1층의 대합실

에서부터 지하8층의 승강장까지 역사내 전체적인 기류흐름

의 동시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Fig. 9(우) 참조). (실측

시간은 역사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벽 2~4시경에 수

행되었다).

3. 실험 결과

3.1 Case-01: 평상시 급배기량 계측 결과

실험 조건을 정리한 Table 2에서 case-01은 지하역사에서

평상시 공조기 운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하 1,2층의 대

합실 및 지하8층의 승강장 전체 영역에서는 급기와 배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 최초 설계치에서 대합실에서는 급

기가 72,000m3/h, 배기가 63,000m3/h, 승강장에서는 급기가

100,000m3/h, 배기가 123,000m3/h로서 역사 전체적으로는 급

기보다는 배기가 조금 많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외

부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된다. 실험 항목은 외부 출

입구 및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중앙 계단부의 풍향 및

풍속을 계측하였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의 급배기구 풍량을

계측하였다.

3.1.1 계단부 풍속 및 온도

외부출입구(Fig. 7의 ①,②,③) 및 계단부(Fig. 7의 ④,⑤,⑥)

에서는 열선유속계 및 열전대를 이용하여 풍속 및 온도를 계

측하였으며, 각각의 위치에서 30분간 연속 측정하여 시간 평

균(time average) 값을 구하였다(시간평균 값을 얻기 위하여

Fig. 11에서 처럼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외부출입구와 중간

층에서의 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기류 변화에 따른 계

단부 유속변동을 반영하고자 3차례에 걸쳐 계측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다시 평균하여 계단부의 유속 값을 구하였다. 계

측결과 외부출입구에서의 기류의 유속은 최소 0.3m/s에서 최

Fig. 8 Hot-wire anemometer and setup in the middle of staircase

Fig. 9 Capture hood (left), wind monitor (right) and data acquisition

system (right) 

Fig. 10 Portable hot-wire anemometer (left) and multi-measurement

flow meter (right)

Fig. 11 Statistical average example of velocity data from hot-wire

ane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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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18m/s 값을 나타내었다. 외부출입구 3개소의 평균 풍

속은 0.5m/s 이내로 계측되었으며, 풍향은 외부에서 대합실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중간계단부(Fig. 7의 ④, ⑥)에서도 동

일한 방법으로 계측하였으며 평균 기류의 유속이 0.3~0.4m/s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간층(Fig. 7의 ⑤)에서는 기류의 평

균 유속이 약 0.5m/s로 조사되었다. 계단부보다 조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간층에서 단면적이 축소되어 유속

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항을 Table 5 정리하

여 나타내었다.

실험의 정확도를 증가시키고자 이동식 열선유속계(portable

hot-wire)를 사용하여 외부출입구 및 계단부에서 유속을 측

정하였으며 Table 5의 자동계측 장비를 이용한 실험치와 비

교하여 본 결과 Table 6에서처럼 오차는 5% 미만으로 확인

되었다. 

유속을 계측한 장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T-type 열전대를

이용하여 역사내부 온도를 계측하였다. 각각의 위치에서 30

분간 계측을 하여 시간 평균 값을 얻었으며, 3번 계측을 실

시하여 다시 평균 값을 구하였다. 이때 외부의 온도는 22oC

이며, 계측된 승강장에서의 온도는 약 25oC이다. 외부출입

구, 계단부 및 승강장에서 계측된 온도를 Table 6 우측에서

처럼 정리하였으며 심도가 깊은 승강장으로 갈수록 외기의

온도에 영향을 적게 받는 까닭에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3.1.2 대합실 및 승강장 풍량

지하대합실 1,2층과 지하승강장에서 천정 디퓨저의 급배

기량을 계측하기 위하여 capture hood를 사용하였다(Fig. 9

(좌)). 대합실의 경우는 대합실 중앙부분에서는 공기공급을

벽 근처에서는 배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승강장에서 4개의 구역(zone)중 ZONE_3 및 ZONE_4에

서 급기를 전담하고 있는 이유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비상시

에도 승객들이 집중되는 구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급배기량 계측 결과를 Table 7과 Table

8와 같이 정리하였다.

지하 1층 대합실에서 급기량은 23,811m3/h, 배기량은

16,885m3/h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 2층 대합실에서는 급기

량이 23,505m3/h, 배기량이 17,095m3/h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급기량이 배기량 보다 약 39%(설계치는 약 14%) 많은

것이다. 승강장에서는 반대로 총 급기량이 33,968m3/h이고, 총

배기량이 76,190m3/h 으로 조사되어 배기량이 급기량 보다

약 1.2배(설계치는 약 23%)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서 평상시에는 대합실에 급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승강장에

서는 다량의 공기를 배출하도록 설계되어있는 것이다. 따라

서, 승강장으로는 공기의 유입이 필요하며 Table 5의 실험

결과와 같이 외부로부터 대합실을 경유하여 승강장으로 기

Table 5 Case-01 : Time averaged flow velocity at the middle of staircases

Section
1-time 2-time 3-time Avg.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Entrance #01 Outside →Lobby 0.33 Outside → Lobby 0.32 Outside → Lobby 0.58 Outside → Lobby 0.410

Entrance #02 Outside → Lobby 0.35 Outside → Lobby 0.52 Outside → Lobby 0.64 Outside → Lobby 0.503

Entrance #03 Outside → Lobby 0.52 Outside → Lobby 0.49 Outside → Lobby 0.48 Outside → Lobby 0.497

Stairway #01 Lobby → Platform 0.34 Lobby → Platform 0.38 Lobby → Platform 0.34 Lobby → Platform 0.353

Middle Floor Lobby → Platform 0.39 Lobby → Platform 0.56 Lobby → Platform 0.58 Lobby → Platform 0.510

Stairway #02 Lobby → Platform 0.28 Lobby → Platform 0.38 Lobby → Platform 0.38 Lobby → Platform 0.347

Table 6 Case-01 : Time averaged flow velocity using portable

hot-wire anemometer and time averaged temperature

Measured points Air current Vel. (m/s)
Avg. 

Temp.(oC)

Entrance #01 Outside →   Lobby 0.43 21.7

Entrance #02 Outside  →  Lobby 0.52 22.0

Entrance #03 Outside  → Lobby 0.50 22.2

Stairway #01 Lobby  →  Platform 0.36 24.8

Middle floor Lobby →   Platform 0.51 24.9

Stairway #02 Lobby  →  Platform 0.35 24.8

Platform - - 24.8

Table 7 Case-01 : Flow rate in the lobby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Measured air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Ventilation rate in first 

floor lobby
23,811 -16,885

Ventilation rate in second 

floor lobby
23,505 -17,095

Total 47,316 -33,980

Table 8 Case-01 : Flow rate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Measured air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Platform ZONE_1 12,605 -37,130

Platform ZONE_2 13,076 -39,060

Platform ZONE_3 3,556 -

Platform ZONE_4 4,731 -

Total 33,968 -7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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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형성되는 것은 타당하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설계치 대비 실측치가 어

느 정도 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9에 설계치와 본 실험

결과인 실측치를 비교하였다. 대합실에서는 설계치의 급기

량에 비하여 실측치의 급기량이 약 34% 감소되어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기량은 설계치에 비하여 46%

감소된 용량을 보이고 있었다. 승강장에서는 설계치의 급기

량에 비하여 실측치가 약 66% 감소되어 운전되고 있었으며,

배기량은 설계치에 비하여 약 38% 감소된 용량을 보이고 있

었다. 위의 분석 내용을 Fig. 12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3.2 Case-02: 비상시(승강장 화재시) 급배기량 계측

결과 

Table 2에서 case-02은 지하역사에서 승강장 화재시 공조

기 운전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하 1,2층의 대합실에서는

급기 가압을 승강장에서는 배연 운전 모드로 작동된다(Fig.

2 참조) 실험 항목은 case-01와 동일하게 외부 출입구 및 대

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중앙 계단부의 풍향 및 풍속을 계

측하였으며, 대합실 및 승강장의 급배기구 풍량을 계측하였

다. 

3.2.1 계단부 풍속 및 온도

계측 장소 및 계측 방법은 case-01와 동일하게 함으로서

평상시와 비상시 경우를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결과 외부출입구에서의 기류의 유속은 최소

0.72m/s에서 최대 1.16m/s 값이 기록되었다. 외부출입구 3

개소의 평균 풍속은 약 1m/s 내외로 계측되었으며, 풍향은

외부에서 대합실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중간계단부(Fig. 7의

④, ⑥)에서의 평균 기류는 약 0.9~1m/s로 조사되었다. 중간

층(Fig. 7의 ⑤)에서는 계단에서보다 약간 높은 1.16m/s의 속

도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간층에서 단면적이 축소되어 유속

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case-01과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전반적으로 case-01과 비교하여 2~3배정도 계단부 및 중

간층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승강

장 전체 지역(ZONE 1~4)에서 배연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까닭에 case-01의 경우보다 낮은 압력이 승강장에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의 설치로

인하여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풍도는 계단부와 중간

층을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 위의 사항을 Table 10에 정리

하였다.

Fig. 12 Case-01: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plan and

current measurement for flow rate in the lobby (left) and

the platform (right)

Table 9 Case-01 :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plan and current measurement for flow rate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Designed flow rate (m3/h) Measured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Supply Air Return / Exhaust

Ventilation rate in lobby 72,000 -63,000 47,316 -33,980

Ventilation rate in platform 100,000 -123,000 33,968 -76,190

Table 10 Case-02 : Time averaged flow velocity at the middle of staircase

Section

1-time 2-time 3-time Avg.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Air current

Vel.

(m/s)

Entrance #01 Outside →  Lobby 1.07 Outside →  Lobby 1.05 Outside →  Lobby 1.16 Outside →  Lobby 1.093

Entrance #02 Outside →  Lobby 0.73 Outside →  Lobby 0.72 Outside →  Lobby 0.78 Outside →  Lobby 0.743

Entrance #03 Outside →  Lobby 1.01 Outside →  Lobby 0.98 Outside →  Lobby 0.98 Outside →  Lobby 0.990

Stairway #01 Lobby →  Platform 0.91 Lobby →  Platform 0.91 Lobby →  Platform 0.96 Lobby →  Platform 0.927

Middle Floor Lobby →  Platform 1.15 Lobby →  Platform 1.16 Lobby →  Platform 1.17 Lobby →  Platform 1.160

Stairway #02 Lobby →  Platform 1.04 Lobby →  Platform 1.01 Lobby →  Platform 1.07 Lobby →  Platform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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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열선유속계(portable hot-wire)를 사용하여 외부출

입구 및 계단부에서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Table 10의 자동

계측 장비를 이용한 실험치와 비교하여본 결과 Table 11에

서처럼 오차는 5%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유속을 계측한 장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T-type 열전대를

이용하여 역사내부 온도를 계측한 결과 case-01 경우와 비

슷한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즉 심도가 깊은 승장장으

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였다(Table 11 참조).

3.2.2 대합실 및 승강장 풍량

지하대합실 1,2층과 지하승강장에서 비상시(화재시) 급배

기량을 계측하였다. 대합실의 경우 비상시 모든 디퓨저에서

급기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실험 결과 일부 디퓨저는 배기

모드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승강장에서는 비상시 전

체 디퓨저에서 배기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비

상시에는 평상시에 작동되지 않던 대배기구가 작동되어 많은

배기 용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5의 ZONE_1

및 ZONE_2의 빨간색 사각형 4개). 대배기구는 비상시 급

속하게 배기를 수행하며, 각 ZONE의 배기량을 모두 합산

한 배기량과 비슷한 용량을 배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

합실 및 승강장에서 급배기량 계측 결과를 Table 12과 Table

13와 같이 정리하였다.

지하 1층 대합실에서 급기량은 21,286m3/h, 배기량은

12,796m3/h으로 조사되었으며, 지하 2층 대합실에서는 급기

량이 20,840m3/h, 배기량이 9,765m3/h 으로 조사되었다(비상

시 급배기 계통 설계상 대합실에서는 배기모드가 없으나 현

장 실험 결과 소량의 배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승강장

에서는 총 배기량이 276,094m3/h 으로 조사되어 case-01의

평상시 보다 3.6배 많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Table 10에 조사된 것과 같이 외부로부터 승

Table 11 Case-02 : Time averaged flow velocity using portable

hot-wire anemometer and time averaged temperature

Measured points Air current
Vel. 

(m/s)

Avg. 

Temp.(oC)

Entrance #01 Outside → Lobby 1.10 22.3

Entrance #02 Outside → Lobby 0.75 22.7

Entrance #03 Outside → Lobby 0.99 22.8

Stairway #01 Lobby → Platform 0.93 23.9

Middle floor Lobby → Platform 1.16 24.3

Stairway #02 Lobby → Platform 1.04 24.3

Platform - - 24.3

Table 12 Case-02 : Flow rate in the lobby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Measured air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Ventilation rate in first 

floor lobby
21,286 -12,796

Ventilation rate in second 

floor lobby
20,840 -9,765

Total 42,126 -22,561

Table 13 Case-02 : Flow rate in the platform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Measured air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Platform ZONE_1 - -56,749

Platform ZONE_2 - -60,475

Platform ZONE_3 - -8,630

Platform ZONE_4 - -12,440

Largest exhaust 

(ZONE_1+ZONE_2)
- -137,800

Total - -276,094

Table 14 Case-02 :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plan and

current measurement for flow rate of Shin-gumho

station

Section

Designed flow rate 

(m3/h)

Measured  flow rate 

(m3/h)

Supply Air
Return /

Exhaust
Supply Air

Return / 

Exhaust

Ventilation rate 

in lobby
72,000 - 42,126 -22,561

Ventilation rate 

in platform
- -384,000 - -276,094

Fig. 13 Case-02: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plan and

current measurement for flow rate in the lobby (left) and

the platfor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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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으로의 기류가 case-01의 경우보다 약 2.5배 정도 증가

한 사실과 일치한다. 

비상시 급배기량의 설계치 대비 실측치가 어느 정도 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14에 설계치와 본 실험 결과인 실측

치를 비교하였다. 대합실에서는 설계치의 급기량에 비하여

실측치의 급기량이 약 42% 감소되어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승강장에서는 설계치의 배기량에 비하여 실측

치가 약 28% 감소된 용량을 보이고 있었다. 위의 분석 내

용을 Fig. 13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 비상시(화재

시) 및 평상시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급/배기 공조기의 설계

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풍량을 현장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실험 대상 역사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심도가 높

은 역사 중 하나인 신금호 역사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신

금호 역사는 심도가 43.6m 이며, 지하8층의 섬식 승강장과

지하 1,2층의 대합실을 연결하는 1개의 비상 계단 통로로 이

루어져 있다.

비상시 및 평상시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실제 환기기 가동

시 급배기구의 풍량 및 온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열선유속계,

capture hood, 이동식 유속계, 다측점 풍속계, 풍향 풍속계, 열

전대 및 데이터 변환장치 등을 활용하여 자동계측 하였다. 

평상시 모드에서는 대합실에서 급기량이 47,316m3/h, 배

기량이 33,980m3/h 로서 설계치에 비하여 각각 34% 및 46%

감소된 환기량이 조사되었다. 승강장에서는 급기량 33,968m3/

h, 배기량 76,190m3/h 로서 설계치에 비하여 각각 66% 및

38% 감소된 환기량이 조사되었다. 비상시 모드에서는 대합

실에서 급기량이 42,126m3/h 로서 설계치에 비하여 42% 감

소된 급기량이 조사되었다. 승강장에서는 배기량이 276,094m3/

h 로서 설계치에 비하여 28%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

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계단부에서는 평상시 약 0.4~

0.5m/s의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상시에는

약 0.8~1.2m/s의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평상시 및 비상시 동일하게 설계치에 비하여 환기

용량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공조기 덕트의 누풍 및 역사 승

강장 최초 설계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스크린도어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환기기 계통 변경으로 인한 공조기의 정압손

실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평상시에 승

강장에서 급기량이 설계치에 비하여 66%가 감소되어 운행

되고 있는 것은 승강장 공기질의 악화 원인 중 하나라고 판

단된다. 비상시에는 대합실의 배기 모드가 급기 모드로 교

정된다면 대합실에서는 양호한 환기 풍량이라고 판단되지만

비상시 승강장에서는 28%의 배연량 감소로 인하여 화재시

미치게될 영향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용량에 미흡한 환기 풍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팬 용량 증대가 필요하며, 핀란드 등에서

는 비상계단 상부에 제연을 위한 제트팬을 설치하고 있는 것

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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