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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시뮬레이션과 BIM모델을 활용한 경전철 역사 내의 

‘시설물 내 대피시설’ 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electing the Best Location of ‘Shelter In Place’ in 
Light Rail Station using Egress Simulation and BIM Model

김영휘* · 이진영** · Yuan Tianfeng*** · 윤영수****

Kim, Younghwi*, Lee, Jinyoung**, Yuan Tianfeng***, and Yoon, Youngsoo****

Abstract

As the only divided country, preparing for possible risks is to be considered in Korea. In these circumstances, rather than just 

increasing the number of evacuation facilities, it is needed to establish and manage SIP, the space that is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in normal situation but can be utilized as a shelter during CBRE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light rail station is

modeled by using BIM software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best location of SIP in the station by performing several simulations

accordance with various escape scenarios was presented. Since the process propo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rational analyses

of human behavior through direct simulations, if applied to various infrastructures, it is expected for people to evacuate fast and

safely under CBRE situation.

Key words : SIP (Shelter In Place), the Best Location,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Egress Simulation, CBR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Explosive attracks)

요 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피시설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평상시에는 일반 용도로 사용되나 CBRE 상황에서는

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SIP를 확립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경전철 역사를 모델링하고, 각 공간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역사 내에 SIP의 최적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과정은 직접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인간 행동 분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에 적용된다면 CBRE 상황 발생 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시설물 내 대피시설, 최적 위치, BIM, 피난 시뮬레이션, CBRE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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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발생 가능한 CBRE 

상황(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Explosive 

attacks)에 상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등 서해 5도 및 접경지역에 정부 지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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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한 주민대피시설 341개소와 민간 및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에 23,386개의 공공용 지정 시

설이 대피시설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는 달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대피시설은 특별한 구조 

설계기준 없이 60 ㎡ 이상의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의 

공간이면 대피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피시설은 행정적 지원과 기본적인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테러와 전쟁과 같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기능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시설

의 특성상 위험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피시설이 충분한 방호 성능

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피시설의 수를 무작위로 늘리기 보단, 기존 민간 시설물의 

일정 공간을 방호성능을 보유한 대피공간으로 시공하여 

평상시에는 일반 용도로,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활용하는 

시설물 내 대피시설(SIP, Shelter In Place)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SIP는 이스라엘에서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최초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된 대피시설 개념으로

(Fig. 1), 대피 시 접근성이 좋고 유지 및 보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닌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

라에 최적인 대피시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의 국내의 대피시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수행되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피시설에 적용하기 어렵

고, 민간시설 내의 SIP 위치 선정 및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SIP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Fig. 1. Global Trend of SIP

토목 설계 패러다임이 2D 설계에서 3D 객체 기반 설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기관들도 

BIM발주에 대한 로드맵들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0

년부터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 2010~2012년 단기 계획, 2013~2015년 중기 

계획, 2016년부터는 장기 계획으로 하여 BIM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고, BIM적용 기본지침서를 제시하여 2016년 이후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해서 BIM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도부터 총 49개의 프로젝트에 BIM이 적용되었

고, 이는 금액으로 미화 5.4억 달러(한화로 약 6조원)에 달한

다. 또한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사회기

반시설(SOC)사업 공사 20 %에 BI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이를 통해 향후 신설되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을 포함

한 토목공사들이 BIM기반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인 

경전철 역사의 BIM 모델을 구축한 후, 각 공간의 접근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역사 내에 

SIP의 위치를 선정했다. 즉, 기존 연구와는 달리 2D가 아닌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직접적인 피난 시뮬레이

션을 통해 대피시설의 위치와 접근성, 사용자들의 동선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대피 공간의 위치 선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평상시에는 공공시설의 용도로 이용

되지만, CBRE 상황에서는 SIP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 단계 혹은 공용 중인 단계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시설적

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최적의 SIP 위치 선정 및 동선 

확보를 위한 개선점들을 찾는 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시설물과 토목 시설물의 특성을 동시

에 가지고 있는 지하 경전철 역사를 샘플 모델로 사용하였으

며, 이를 BIM 소프트웨어인 Autodesk Revit으로 모델링하였

다. 또한 대피경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는 Thunderhead 

Engineer ing에서 개발한 Pathfinder를 사용하였다. Thunderhead 

Engineering (2015)에 따르면, 현재 피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지침의 모든 기준을 Pathfinder가 충족하고 있

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2. 대피시설 선정을 위한 변수 정의

2.1 보행속도

2.1.1 연령별 보행속도

CBRE 상황에서의 규정들은 대부분 건강한 성인들을 기

준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보행자의 걸음 속도는 키, 

몸무게, 다리길이 등과 같이 개개인의 외형적인 요인은 물론, 

성향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지역, 문화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정의하기 어렵다. CFPA Europe (2009)은 보행속도를 

수평속도와 수직속도로 나누어 인구밀도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Fig. 2). 수평속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0.54 인/㎡보다 

작고 물리적인 방해가 없는 경우 약 1.2~1.25 m/초, 밀도가 

3.8 인/㎡을 초과한 경우 0으로 정의했다. 이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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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igowski

      (1)

여기서, 

   D = 인구밀도 (인/㎡)

   K = 속도계수(Table 1)

   S = 보행속도

     = 0.266 ㎡/인

Egress Component K (m/s) K (ft/min)

Corridor, aisle, ramp, doorway 1.40 275

Stair Riser

mm (in.)

Stair Tread

mm (in.)

S1: 190 (7.5) 254 (10) 1 196

S2: 272 (7.5) 279 (11) 1.08 212

S3: 165 (6.5) 305 (12) 1.16 229

S4: 165 (6.5) 330 (13) 1.23 242

Table 1. Velocity Coefficient

Fig. 2. Movement Speed as a Function of Density

 Age Male Female

Less than 30 0.98 m/s 0.70 m/s

30~50 0.81 m/s 0.60 m/s

More than 50 0.67 m/s 0.56 m/s

Table 2. Vertical Speed as Gender / Age (NIST)

수직속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0.54인/㎡보다 작고 물리적

인 방해가 없는 경우 약 1.1~0.85 m/초, 밀도가 3.8인/㎡을 

초과하는 경우 수평속도와 마찬가지로 0으로 정의하고 

있다. 

Kuligowski et al. (2015)에 의하면, 일반적인 상태(계단, 

높이 186 mm, 발판 폭 175 mm)에서의 남⋅여 연령별 수직속

도는 Table 2와 같다. CFPA-E에서 정의한 최소 수직속도가 

0.85 m/초인 것에 비해 NIST의 실내 최소 수직 속도는 남성이 

0.67 m/초, 여성이 0.56 m/초로 최대 0.29 m/초의 편차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계단, 높이 152 mm, 발판 

폭 305 mm)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나이가 

적은 순으로 1.10, 0.95, 0.71 m/초이고 여성의 경우0.77, 

0.66 m/초로 모든 나이, 성별 군에서 일반적인 상태보다 

평균 속도가 증가하였다. 

Jeon et al. (2014)은 주변의 가시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상황(Test 1, Test 2, Test 3)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서 연령별 

보행속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대구지하철역에서 

진행하였고, 지하 4층 플랫폼에서 지상까지 대피하는 시간

을 측정하여 보행속도를 조사하였다. Test 1은 실내의 모든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Test 2는 실내조명을 모두 

끄고 방향 지시등, 비상구 등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

였다. Test 3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고려하여 불투명한 

패치를 조명에 부착한 후 Test 2와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했

다. 피실험자의 연령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20세 

이하는 Group A, 20~50세는 Group B, 50세 이상은 Group 

C로 분류하였다. 실험 결과, 내부 조명의 유무에 따라 보행속

도는 최대 73 %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연기가 존재할 경우 

연기가 없을 때보다 보행속도가 약 38 %정도 감소하였다

(Fig. 3).

Fig. 3. Comparison Chart as Movement Speed

Averill et al. (2005)에서는 새로 건설된 세계무역센터

(WTC, World Trade Center)의 다양한 대피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 보행자들의 속도를 정의

하였다. 수평이동속도를 외부의 구속 받지 않을 경우 응급 

시에는 1.36 m/초, 평상시에는 0.91 m/초로 간단히 정의하

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행자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다양하므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행속도를 

정립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행속도를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Thompson et al. (2014)

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성인은 18~40세의 성인에 비해 

보행속도가 20~25%정도 느려진다. 다시 말해서 보행속도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와 성별이라고 할 

수 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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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lking Speed by Ages

Bohannon and Williams Andrews (2011)에서는 ‘Mitsugi 

Bone and Joint Study’, ‘Hawaii Osteroporosis Study’, ‘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Halth Male; ABS’외 6개 연구들

을 기반으로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쿠웨이트의 성별, 

나이별 평균 보행속도를 정리하였다(Table 3).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프로파일 작성 시 Table 3의 값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1.2 보행자 모드

Pathfinder는 Steering모드, SFPE모드의 2가지 보행자 

Behavior mode를 제공한다. Steering모드는 보행자들이 다

른 보행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으로 한 인간의 행동

과 움직임을 모방하는 모드이고, SFPE모드는 SFPE (2003)

에서 정의된 가정 및 수계산된 세트들을 사용한다. 따라서, 

SFPE모드에서 문의 흐름제한이나 밀도에 따른 보행속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보행자들끼리 서로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서로 투과되어 분석된다. 즉 SFPE모드에서는 

보행자들의 동선이 겹치더라도 하나의 동선으로 표시되므

로 전체 동선이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된다. Fig. 5를 보면 

Steering모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와 SFPE모드로 했을 때 

보행자들의 동선이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Steering mode (b) SFPE mode

Fig. 5. Route Results by Simulation Mode

2.2 연령별 인구 비중 분석

본 연구에서 샘플링한 경전철 지하철 역사는 공공시설

물이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는 SIP 위치 선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2.1.1에

서 보행속도를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정의했으므로 

경전철 이용객 수도 이와 같이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앞서 2015년 통계청 자료의 인구 주택 총 조사를 보면 

남자는 24,820천명, 여자는 24,886천명으로 여자가 남자

보다 66천명 많게 나타나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99.7

로 조사 되었다. 연령별 구조는 40, 50대의 인구가 16,492

천명(33.2%)으로 연령별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30대미

만과 60대 이상이 적은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를 나타내

고 있다.

Strata gender

(age in years)

Source 

articles (n)
Subjects (n)

Gait speed

(cm/second)

Grand mean

(95% CI) range
Homogeneity Q (P)

Men (20 to 29) 10 155 135.8 (127.0 to 144.7) 121.7 to 147.4 3.255 (0.953)

Men (30 to 39) 5 83 143.3 (131.6 to 155.0) 132.0 to 153.8 1.169 (0.883)

Men (40 to 49) 4 96 143.4 (135.3 to 151.4) 127.0 to 147.0 2.609 (0.625)

Men (50 to 59) 6 436 143.3 (137.9 to 148.8) 112.2 to 149.1 4.721 (0.580)

Men (60 to 69) 12 941 133.9 (126.6 to 141.2) 103.3 to 159.0 15.217 (0.294)

Men (70 to 79) 18 3671 126.2 (121.0 to 132.2) 95.7 to 141.8 12.848 (0.914)

Men (80 to 99) 10 1091 96.8 (83.4 to 110.1) 60.8 to 122.1 4.159 (0.940)

Women (20 to 29) 11 180 134.1 (123.9 to 144.3) 108.2 to 149.9 5.307 (0.870)

Women (30 to 39) 5 104 133.7 (119.3 to 148.2) 125.6 to 141.5 0.785 (0.940)

Women (40 to 49) 7 142 139.0 (133.9 to 141.1) 122.0 to 142.0 5.666 (0.579)

Women (50 to 59) 10 456 131.3 (122.2 to 140.5) 110.0 to 155.5 12.291 (0.266)

Women (60 to 69) 17 5013 124.1 (118.3 to 130.0) 97.0 to 145.0 11.515 (0.932)

Women (70 to 79) 29 8591 113.2 (107.2 to 119.2) 83.0 to 150.0 16.775 (0.998)

Women (80 to 99) 17 2152 94.3 (85.2 to 103.4) 55.7 to 117.0 11.428 (0.954)

Table 3. Result of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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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뮬레이션 인원 산정

경전철 역사의 시간당 이용 승객 수의 산정은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실시

하였다. 경전철의 최대 이용객 수 40,789명과 가장 유사한 

이용승객을 가지는 서울 경춘선 신내역(41,325명, 2015년 

8월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당 승객 수를 산정하였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전 7~8시에 신내역의 승⋅하차인원은 

각각 1,858명/시, 2,294명/시이다. 즉 1분당 승차인원은 31명/

분, 하차인원은 38명/분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이용객

이 지상에서 플랫폼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최대 승차시간

은 162.5초, 플랫폼에서 지상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최대 하차시간은 187.9초로 확인되었다. 7~8시 사이에 신내

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은 상행선 청량리행의 경우 

평일 기준 6시 45분, 7시 16분, 28분, 45분이며, 하행선 춘천행

의 경우 6시 40분, 7시 00분, 20분, 39분, 53분이므로 승차 

승객은 플랫폼에서 최소 12~31분을 기다려야한다. 따라서 

하차 승객이 역외로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187.9초(3.16

분) 동안만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이 동시에 역내에 머무른다. 

즉 3.16분이 승⋅하차인원의 합이 최대가 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3.16분 동안 머무르는 승⋅하차인원만을 계산하

여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다. 또한 역내 역무원을 5명으로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역내 이용객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승차인원 = 31명/분 x 3.16분 = 98명

• 하차인원 = 32명/분 x 3.16분 = 121명

• 역내 역무원 = 5명으로 추정

• 전체 시뮬레이션 인원 수 = 98+121+5 = 224명

2.4 SIP 위치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데이터는 경전철 역사로, 보행자

는 지상에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까지 

이동한다.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과 3층의 좌측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엘리베이터와 아래 단면도 Fig. 6의 

좌측 계단밖에 없으며, 지하 1층에서 우측의 계단과 에스컬

레이터를 이용하면 바로 지하 3층의 우측 부분으로 이동하여 

지하 4층 역사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 

Fig. 6. Light Rail Station Section

대피시설은 주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치적으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이 가장 적합하다. 두 층의 

수용력을 고려하여 지하 2층과 3층에서 Fig. 7의 표시 된 

부분을 대피시설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한다면, 그 

면적은 359.950 ㎡과 447.398 ㎡이다. 승객이 24시간미만으

로 머물 경우 지하 2층의 수용력은 193.5명 즉 193명이 

되고, 지하 3층의 수용력은 240.5명 즉 240명이 된다. 접근이 

용이한 지하 2층이 지하 3층보다 위치적으로 SIP에 더 적합

하지만, 지하 2층은 ‘2.3 시뮬레이션 인원 선정’에서 산정된 

인원인 224명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지하 3층이 SIP의 최적 

위치이다.또한 보행자가 24시간 이상 대피시설에 머물 경우 

즉, 수면이 필요할 경우 지하 2층은 2층 침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59.8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므로 지하 2층과 3층 

모두를 대피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a) 2
nd

 basement level (b) 3
rd

 basement level

Fig. 7. Shelter Location of Each Floor

3. 최적의 SIP 시뮬레이션

3.1 모델링

3.1.1 매쉬(Mesh) 생성

Pathfinder의 모델링은 크게 방(Room), 계단(Stair), 출입

구(Door), 엘리베이터(Elevator), 램프(Ramp)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매쉬(Mesh)의 생성은 이러한 요소들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행자들이 수평으로 이동

하는 장소는 모두 방으로 지정되고 이러한 방들 안에는 

많은 점과 선으로 연결된 매쉬가 형성되어 있다. 

3.1.2 출입구(Doors)

출입구는 폭이 좁아서 사람이 몰릴 경우 병목현상을 유발

하기 때문에 모델링 요소 중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보행자가 특정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은 SIP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모델링 시 출입구를 조건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Pathfinder는 최소 폭(Min. Width), 최대 폭(Max. Width), 

최대 깊이(Max. Depth)를 변수로 출입구를 정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입구가 설치될 지점의 매쉬의 형성이다. 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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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출입구는 최대 폭으로 설치되지 

않고 매쉬가 나누어진 대로 폭원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Pathfinder에서는 초당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지정하여 

출입구별 유동량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향후 

출입구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출입구의 최적 용량을 산정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1.3 에스컬레이터와 계단(Escalator and Stair)

Pathfinder에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는 출입구와 마찬

가지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시뮬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2.1 보행속

도’의 참조 논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단의 변수들(단

의 높이, 발판 폭, 전체 계단 폭)은 보행자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전체 모델에서 사용한 주요 계단의 단의 높이와 

발판 폭은 Table 4와 같다.

Location Riser (cm) Tread (cm) 

1st floor~ 

1st basement level 
17.4 30.

1st~3rd basement level 15.8 28.0

3rd~4th basement level 17.1 17.6

Emergency stairs

1st~2nd basement level
16.5 30.0

Emergency Stairs

2nd~3rd basement level
16.5 30.0

Table 4. Stair Properties by Location

시뮬레이션 시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의 가장 큰 차이는 

계단은 정적인 반면,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Pathfinder에서 에스컬레이터를 계단과 동일하게 

모델링 한 후 방향을 일방향(one way)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경사로(Ramp)로 

모델링 한 후 방향을 +x, -x방향으로 표기하였다. 이후 속도를 

일정하게 정의하고 보행자 프로필에서 보행자들의 속도를 

설정하였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속도는 지하철 주

요설계기준(설비분야)의 승강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제

시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0.5 m/초로 지정했다.

3.1.4 엘리베이터

일반적으로 지하철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는 일반인들을 

위한 용도가 아닌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용도

로 사용되므로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느리게 설계되었다. 또한 

화재, 재난 시 엘리베이터 사용은 제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인원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즉, 전체 인원 224명 중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고 가정하고, 지하 1층과 지하 4층의 접근이 용이한 이용자들

은 엘리베이터를 그룹단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3.1.5 보행자

본 연구에서는 Table 5와 같이 20대부터 90대까지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보행속도를 적용하였다.

Age

Male Female

Percentage

(%)

Walking 

speed

(m/s)

Percentage

(%)

Walking 

speed

(m/s)

20~29 16.583 1.358 16.433 1.341

30~39 7.443 1.433 7.465 1.337

40~49 8.541 1.434 8.567 1.390

50~59 8.042 1.433 8.066 1.313

60~69 4.945 1.339 4.960 1.241

70~79 3.097 1.262 3.106 1.132

80~99 1.349 0.968 1.353 0.943

Total 50.0 50.0

Table 5. Population Percentage and Walking Speed by Age

전체 시뮬레이션 인원 224명 중 하차 인원 121명은 지하 

4층, 3층, 1층에 골고루 분포시켰고, 승차인원 98명은 플랫폼

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인원의 대부분을 양쪽 플랫

폼에 골고루 배치시켰다. 또한 5명으로 추정한 역무원의 

경우 1명은 지하 1층, 나머지 4명은 각각 2명씩 지하 2층과 

3층에 배치시켰다. 배치 시 승객의 연령과 성별은 Table 

5의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되며, 배치된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보행속도가 정의된다. 위와 같이 인원을 배정한 결과 

지하 1층은 224명 중 30%인 67명,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1%인 2명, 지하 4층은 65%인 146명, 지상의 계단과 에스컬레

이터에는 3%인 7명이 배치됐다. 모든 시나리오는 이와 동일

한 인원배치로 진행하였다. 또한 노약자 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13.2%인 점과 장애인이 약 250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의 한 그룹(4명)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목표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이동 변수

들은 전체 시뮬레이션의 시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밀도나 유동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가능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Fig. 8. Pedestrian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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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나리오

CBRE상황의 여러 케이스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24시간

미만 보행자들을 수용하는 경우와 24시간 이상 보행자들을 

수용하는 경우 모두 검토했다. 즉,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경우와 

수면을 취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했다. 

3.2.1 시나리오 A

시나리오 A는 지하 2층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모든 보행

자들이 지하 2층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9와 같이 

각 과정별로 주요 시간대의 이미지를 캡처하였고, 색상은 

보행자의 밀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면서 변화

되는 밀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행자가 지하 2층에 도달하는데 걸린 

최소 시간은 8.1초, 최대 시간은 319.8초, 평균 시간은 174.7초

였다. 또한, 보행자들이 이동한 거리는 최소 7.3 m, 최대 177.5 

m, 평균 114.5 m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초 이후부터 비상계

단으로 가기 위해 지나쳐야하는 방 96과 출입구 83에서 병목현

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3.2.2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는 시나리오 A와 모두 동일하나 대피시설의 

위치만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보행자가 지하 3층까지 이동

하는데 걸린 최소 시간은 17.9초, 최대 시간은 345.7초, 평균 

시간은 198.9초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피시설에 도달하는데 

보행자가 이동한 거리는 최소 16.7 m, 최대 195.8 m 평균 

132.8 m로 분석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Fig. 11과 

같은 동향을 보였다. 

시나리오 A의 결과로 유추해 봤을 때, 시나리오 B에서도 

비상계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96과 출입구83에서 병목현

상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A와 시뮬레이션 시간에는 큰 차이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시나리오 A보다 최대 시간이 

319.8초에서 345.7초로 25.9초 늘어났다. 이는 보행자의 이

동 거리가 지하 2층에서 3층으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a) 0 sec (b) 20 sec

(c) 63.8 sec (d) 260.8 sec

Fig. 9. Scenario A Simulation Sequence

Fig. 10. Room96 Plan Door83’s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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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5 sec (b) 50 sec

(c) 96.1 sec (d) 260.2 sec

Fig. 11. Scenario B Simulation Sequence

3.2.3 시나리오 C

시나리오 C는 보행자들이 대피시설에서 24시간이상 머물

러야 될 경우로 지하 2층과 3층을 모두 대피시설로 활용하도

록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2.4에서 계산한 결과

에 따르면 수면이 필요한 경우 즉 보행자가 대피시설에 

24시간 이상 머물러야 될 경우, 지하 2층의 수용가능인원은 

159명이므로 224명 중 나머지 65명은 지하 3층으로 이동하

도록 설정했다. 이때 지하 3층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은 보행자들로 정의하여 최대한 대피 시간

이 짧게 소요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행자가 대피시설로 도달하는데 걸린 최소 시간

은 1.7초, 최대 시간은 317.6초, 평균 시간은 179.1초로 확인

되었다. 보행자의 이동거리는 최소 1.1 m, 최대 169.9 m, 

평균 119.3 m로 분석되었으며, 시간에 따라 Fig. 12와 같이 

밀도가 변하였다. 시나리오 C는 시나리오 A보다 오히려 

최대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이를 실현화시키기 위해선 대피

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기존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면면적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인 부분도 검토해 

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 11.5 sec (b) 42.9 sec

(c) 90 sec (d) 259 sec

Fig. 12. Scenario C Simulation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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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나리오 결과

각 시나리오별 결과를 종합해 보면 Table 6과 같다. 지하 

2층을 대피시설로 설정할 경우 대피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지

만, 지하 2층은 보행자가 머무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체 시뮬

레이션 산정인원인 224명을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보행자

가 24시간미만으로 머물 경우 지하 3층이 역사의 SIP 위치로 

적합하다. 수면 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는 시나리오 C와 같이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같이 대피시설

로 사용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하 2층 우선적으로 보행자들을 

수용하고 나머지 보행자들이 지하 3층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Scenario

Min. 

Time

(sec)

Max. 

Time

(sec)

Average 

Time

(sec)

Min. 

distance

(m)

Max. 

distance

(m)

Average 

distance

(m)

A 8.1 319.8 174.7 7.3 177.5 114.5

B 17.9 345.7 198.9 16.7 195.8 132.8

C 1.7 317.6 179.1 1.1 169.9 119.3

Table 6. Result of All Scenarios

4. 최적의 SIP를 위한 제안

4.1 개선방향

현재 모델은 SIP의 위치나 보행자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

지 않고 설계되었다. SIP의 구조물 보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SIP의 위치를 선정하고 역사 전체

의 동선을 개선할 필요성이 보인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하 1층의 방95에서 발생하는 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것인

데, 이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지하 1층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동선을 개선하더라도 비상계

단에서 지하 3층으로 접근하는 모든 방들이 작고 좁은 문들

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CBRE 상황에서 효율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즉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전체 대피 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하4층

에 계단을 설치하거나,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이동 통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역사의 복잡한 전기나 덕트 등의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

을 수행했다.

4.2 시나리오 D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나리오 D는 지하 4층과 지하 3층을 

잇는 계단을 설치한 후, 모든 보행자가 지하 3층으로 이동하

도록 설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보행자가 지하 3층 대피시

설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최소 시간은 17.9초, 최대 시간은 

266.6초, 평균 시간은 141.8초이었다. 또한 최소 이동 거리는 

16.7 m, 최대 이동 거리는 159.9 m, 평균 이동 거리는 86.6 

m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B와 비교하면 전체 대피 시간은 

198.9초에서 159.9초로 약 39초 줄어 대피 시간의 약 19.6%가 

단축되었다. 하지만, 시나리오 B에서 지하1층의 방95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한 것과 달리 시나리오 D에서는 지하 4층의 

계단 앞과, 지하1 층에서 내려오는 보행자와 지하 4층에서 

올라오는 보행자와 만나는 지하 3층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3).

(a) 10.4 sec (b) 70.3 sec

(c) 128.5 sec (d) 241.1 sec

Fig. 13. Scenario D Simulation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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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B의 경우 모든 보행자가 지하 1층으로 이동해서 

지하 3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피 시작 20초부터 방95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나리오 D의 경우 지하 

1층의 67명만 방95를 지나 지하 3층으로 이동하다 보니, 

95.4초 이후에는 정체 현상이 없어진다. 또한 199초까지 

지하 3층 비상계단 입구인 방31에서 정체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는 지하 4층의 보행자가 가장 많은 146명이기 때문이다. 

시간대 별로 지하 1층의 방95와 지하 3층 비상계단 입구인 

방31의 보행자 수를 확인해보면, 시나리오 D와 B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순히 계단만 설치하여도 CBRE 상황에서 

보행자들의 이동시간을 최대 19.6%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설계가 SIP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시나리오 

D와 같이 또 다른 정체 구역이 발생하고, 이는 CBRE 상황에

서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고 할지라도 SIP로 이동하는 경로의 통로와 계단

들의 수용성이 좋지 않다면 전체 이동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역사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은 수많은 

내부시설물과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이동이나 변경이 어려우므로 설계 시 이를 반영하

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설계가 완료된 구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지관리 주체가 SIP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면 전체 대피 시간을 단축시키고 CBRE 상황에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IM 소프트웨어를 통해 경전철 역사를 

모델링하고, 여러 대피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행

하여 경전철 역사 내에 SIP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BRE 상황에서의 대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초기 

설계 시 통로와 계단의 배치가 대피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을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2) 합리적인 대피 시뮬레이션 분석이 가능하도록 인간 

행동분석에 기반한 모델링 과정을 제시하였다. 

(3)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대피 시뮬레이션이 선행적으

로 수행되고 초기 설계에 반영된다면 각 공간의 접근성

과 수용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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