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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도시 철도 환승역은 서로 다른 방향의 군중들이 교차하

며 마주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환승역에

서양쪽방향의여객들의동선이겹치지않고원활하게이루

어지면, 개개인들의 이동 편리성이 좋아질 뿐만아니라 보행

안전사고저감및환승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

특히, 개찰구는철도역에서대표적인병목구간으로, 개통 당

시의 예측 수요에 맞추어 건설되었지만, 그 이후 교통 상황

및 유동 인구의 변화에 따라, 종종 개찰구 시설 개량 공사를

하게되는것을볼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Nam[1] 이 개발한

PIC(Person-In-Cell)법을 적용한여객유동해석프로그램인

P*FLOW를 이용하여 철도역 개찰구에서의 여객 유동 변화

에 대한 파라메터 연구를 하였다.

2. 철도역 개찰구 모델 해석
철도환승역개찰구모델을그림1과같이설정하였다. 모델

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m이며, 중앙에 8개의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다. 1군의 여객은 아래쪽 입구 2곳으로 유입되어

개찰구를 통과후, 좌측상단의 출구로 나가며, 2군의 여객은

위쪽 입구 2곳으로 유입되어 개찰구를 통과후, 우측하단의

[그림 1] 개찰구 모델           [그림 2] 해석 결과
출구로 나가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개찰구의 유

출입방향설정에따라양방향여객이동형태가확연하게달

라졌으며, 양방향 여객들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이동 시간

이 많이 소요되었다. 같은 개찰구 모델에서도 여객들의 인간

공학적파라메터에따라이동소요시간이변하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가시각도와 유입 시간이 지연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군중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P*FLOW를 이용하여 개찰구에서의 여객

유동 변화에 대한 인간공학 파라메타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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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철도 이용객의 인간공학적 특성에 따른 역사내 병목 구간 이동 현상을 해석하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PIC(Person-In-Cell)법을 이용한 P*FL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철도 이용객들의 이동 경로 선택에는 각 개개인의 시야각이 크게 작용하므로, 전체 이용객들의 

시야각 분포를 몇가지 형태로 가정하여, 철도 역사내 대표적 병목 구간인 개찰구 주변에서의 이동 

행태를 해석하였다. 또한, 양방향 여객들의 진입시간 변화에 때한 효과도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 

다양한 시야각 분포 모델에 대한 이동 행태를 모사할 수 있었으며, 실험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