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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횡류환기방식의 균일배기방식(balanced exhaust)에 대한 터널 내 풍속, 배연풍량에 따른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연기의 이동거리를 분석하고 기존의 유동가시화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균

일배기방식의 배연시스템에서는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연풍량을 연기발생량(Vc = 0)일 때 건설교

통부의 도로터널방재시설 지침에 의한 피난연결통로의 간격 250m 이내로 연기가 제한되었으며, 배연효율

은 본 실험범위에서 55.1%에서 95.8%로 나타났다.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면 연기를 배연하기 위한 배연

풍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배기구의 풍속이 증가하면 배연효율이 감

소하며, 연기의 이동거리를 목표로 하는 거리로 제한하기 위해서 배연풍량은 연기발생량 보다 최대 1.8배

에서 1.04배까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기준으로 선정한 250m 이내로 연기의

이동거리를 제한하기 위한 배연풍량은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연풍량은 최소 84m3/s·

250m, 1.75m/s인 경우에 배연풍량은 최소 393m3/s·250m(QE= 80 + 5Ar)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moving characteristics of smoke by performing visualiza-
tion simulation for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smoke exhaust air volume in case a fire occurs in
tunnels where transverse ventilation is applied, and to obtain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sign of
smoke exhaust systems by deriving optimal smoke exhaust operational conditions under various con-
di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if it was assumed 0 critical velocity in the tunnel, the smoke exhaust
air volume was limited within 250 meter in the road-tunnel disaster prevention indicator and the
exhaust efficiency was from 55.1% to 95.8% in the result of this study. If the wind velocity is in the
tunnel, the exhaust rate intends to increase rapidly and the exhaust efficiency is decreased. In addition,
if the wind velocity is increased, the exhaust rate should be increased in compared with the generation
rate of smoke in maximum 1.8 or 1.04 times. In this study, when the wind velocity is in the tunnel,
the limited exhaust rate is 84 m3/s · 250 m. And if it was assumed 1.75 m/s critical velocity in the
tunnel, the exhaust rate would be defined 393 m3/s · 250 m(QE = 80 + 5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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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가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각종 산업 발

전에 따른 교통량 및 물류수송량 증가로 인해 물류수

송 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성상 터

널의 건설이 불가피하며 터널 수요의 급증으로 건설에

따른 피난 및 안전시설의 절대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

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터널 중 고속도로터널은 약 47%이며, 일

반국도터널은 약 22%이다. 또한 1,000m 이상 터널은

전체터널의 1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고속도로† E-mail: kcv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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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도 10%, 특별시나 광역시에 28.4%가 분포어

있으며, 장대터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1)

터널은 일반도로와는 달리 반 밀폐 공간 및 대피방

법의 단일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터널화재 시 발생되는 각종 발화가스로 인

하여 가시거리의 미확보, 유독성가스의 확산 및 급격

한 온도상승, 산소농도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서 화재현

장까지 화재진화를 위한 소방대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터널 화재는 이용자의 인명피해는 물론

터널구조물 및 각종설비의 손실을 유발시켜 결과적으

로 장시간 통행 불능상태를 야기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일례로 1999년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몽블랑 터

널의 경우, 터널 내 화재로 인해서 39명의 사망자가 발

생하였으며 2000년 11월 오스트리아의 키츠슈타인호른

산악열차 화재사고로 인하여 스키 휴양지를 이용했던

170여명의 여행객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며,

2001년 7월 미국 볼티모어 시내의 한 터널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가 탈선, 화재가 발생하여 소

방대원들이 부상하고 터널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 홍지문 터널 화재 사고 및

2005년 달성 2터널 사고 등 2000년 이후 1800여건의

터널 사고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각 나라에서는 터널안전성 향

상을 위한 연구와 기준의 정립 및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터널화재사고의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터널의 방재시설 설계

기준의 정비 및 설계자료의 확보를 위한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외 연구 동향은 다

음과 같다.

Oka와 Atkinson(1995)2)은 실제터널의 1/10 축소 모

형인 높이 244mm, 폭 274mm, 길이 15m 아치형 터널

(Arch tunnel)에서 임계풍속 측정실험을 실시하였다. 화

원은 프로판가스를 사용하였으며, 0.45kW~29kW(실제

터널 2~150MW)를 공급하였다. 또한 연기역류제어에

관련된 화원 위치와 버너 형상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Atkinson과 Wu(1996)3)는 Oka와 Atkinson의 임계풍

속실험에 경사도 0~10o에 대한 실험을 추가하여 실시

하였다. 그 결과로 경사 터널에 대한 임계풍속의 상관

관계를 계산하였다. 수치해석에 관한 연구로는 Woodburn

과 Britter(1996)4,5)가 터널 화재에 대한 CFD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다. 종류환기방식의 터널에서 2.7MW의

등유를 화원으로 설정 하였으며 화재발생 시 화원 근

처의 지역과 화재 하류지역에서의 환기에 대하여 연구

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는 김명배 등6)은 터널의 환기설계

에 관련하여 종류식과 횡류식의 환기용량의 산정을 위

해서 필요한 제반 가정들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반횡류방식에서 균일배기 환기방식을 도입한

도로터널에서 화재발생시 터널 내 풍속, 배연풍량을 변

수로 하여 이들 인자가 연기의 이동특성에 미치는 영

향을 연기의 이동거리 측면에서 수치해석결과와 축소

모형을 통한 가시화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방법

2.1 배연량 산정

화재 시 배연은 주행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기와 함께 주변의 공기가 같이 유입되게 되므로 배

연을 위한 환기 용량은 연기발생량 보다 현저히 증가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연용량 QE는 반횡류

또는 횡류 환기방식을 전제로 화재발생 후 가능한 터

널 내 유속과 연기발생량(Qs)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식

(1)과 같다.

QE = Ar·Vc + Qs (1)

여기서, Qs: 연기발생량(m3/s), Ar: 터널단면적, Vc: 기

류의 방향성제어를 위한 풍속을 나타낸다.

2.2 경계조건

본 연구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FDS(Ver.4.0) 를 사용

하여 화재강도에 따른 비정상(unsteady) 연기농도, 온

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농도를 ASCII값으로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FDS는 미국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개

발된 화재 전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서 화재에 의해

유도되는 연기와 온도의 유동예측에 널리 사용되며

Navier-Stokes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계산한다.

Table 1. Condition of Experimental

Elements Prototype (m)

Length 659

Height 5.04

Width 12.6

Duct Height 2.54

Port size 0.5 × 1.2

Fire Intensity 2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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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석은 도로터널 화재 시 균일배기환기방식을

도입하였을 경우 FDS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터널의 크기와 Table 1에 나타낸 바

와같이 화재강도는 20MW를 사용하였으며 배기구는

0.5 × 1.2m를 사용하였으며 배기구와 배기구의 간격은

10m 설치하였으며, 터널 내 입구 속도를 0, 1.75, 2.5m/

s로 증가시켜 배연용량을 식 (1)에 이용 연기 이동거리

를 분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수는 약 1,126,400

(144 × 1600 × 16)개이며 격자 형태는 Uniform 방식으

로 설정하였다. 또한 80m3/s의 연기농도를 모사하기 위

해 PIARC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여 Soot Yield 값

을 0.133으로 적용하였고 CO Yield 값은 0.168을 적용

하였다. 터널의 양측면은 Open Vent로 설정하였으며

터널 내·외부의 초기 온도는 23.5oC로 설정 900초 까

지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화재 조건에 따라 연기전

파거리를 수치해석 하였다. 연기의 이동거리에 대한 평

가는 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농도의 한계값을

NFPA기준에 제시된 허용가시도를 연기농도로 환산하

여 적용하였으며, 반사체의 경우에는 65mg/m3, 비 반

사체의 경우에는 115mg/m3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피

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에 따른 대피시간은 건설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지침 기준에 의하면 피난연결

통로 설치간격이 250m이면 대피 소요시간은 약 4~5분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발

생 0~900초까지 연기농도를 해석하였다.

3. 수치해석결과

3.1 터널 내 풍속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Figure 1에 터널 내 풍속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900

초 후 수치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터널 내 화재 시 연

기는 화재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양방향으로 대칭현상

을 이루며 이동하며 이동속도는 시간이 증가하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에

는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Vc 변화와 시

간에 따른 연기이동거리를 나타내었다. 화재발생 6분

후 연기의 이동거리는 150m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기의 평균이동속도는 0.37m/s로 나타났다. Vc = 0.5m/

s인 경우로 화재 발생 후 900초 경과시에도 연기의 이

동거리는 250m 이상 확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연기의

이동속도는 0.36m/s로 나타났다. Vc = 1m/s, Vc = 2m/s,

Vc = 3m/s인 경우 연기의 이동속도는 각각 0.32m/s,

0.28m/s, 0.24m/s로 나타났다.

부가적인 배연풍량 기준인 Vc가 증가 하면 연기의

이동거리가 감소하며 연기의 이동속도 또한 선형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내 기류가 없

기 때문에 성층화가 잘 유지되어 연기가 호흡선인 H =

Figure 1. Numerical analysis of smoke flow by balanced

exhaust.

Figure 2. Smoke spreading characteristic at tunnel air

velocity 0.

Table 2. Smoke Spreading Distance by Vc (Simulation)

Vc

(m/s)

 Smoke

Spreading

Distance

(m)

Exhaust

Rate Per

Length

(m3/s · m)

Real

Exhaust

(m3/s)

Exhaust

Efficiency

(%)

0.0 300 0.167 100.00 80.0

0.5 250 0.232 115.83 69.1

1.0 230 0.297 136.47 58.6

2.0 170 0.427 145.07 55.1

3.0 140 0.556 155.87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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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의 높이에서 분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Table 2에 터널 내 풍속이 0인 경우에 부가풍량기준

인 Vc에 따른 단위길이 당 풍량과 연기의 이동거리에

의해서 구한 실제 배연량 및 배연효율을 계산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Vc가 증가 할수록 실제배연량이 증가

하고 동일한 연기발생량을 배연하기 위해 많은 풍량이

요구되어지며, 배연효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2 터널 내 풍속이 존재 하는 경우

Figure 3은 터널 내 풍속이(화점기준) 1.75m/s인 경

우에 배연풍량 변화에 따른 연기의 이동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배연풍량이 증가하면 연기의 이

동거리 및 이동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증가하면 연기의 이동거리의 증가율은 감소하

여 연기의 이동거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재 후 600초 정도 까지 연기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가 풍량 기준인 Vc에 따른 연기 이동속도는

0.68m/s(Vc = 0), 0.63m/s(Vc = 0.5m/s), 0.57m/s(Vc = 1m/

s), 0.48m/s(Vc = 2m/s) 0.42m/s(Vc = 3m/s)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화재 발생 후 360초에는 연기의 이

동거리는 배기풍량이 가장 작은 80m3/s(Vc = 0)인 경우

에도 250m 정도로 대피 안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

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의 이동거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900초에서는 연기가 500m 이상 이동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4에 터널 내 풍속이 2.5m/s인 경우 배연풍량

의 변화에 따른 연기의 이동거리를 시간별로 나타내었

다. 부가풍량 기준인 Vc에 따라서 연기이동속도는

0.72m/s(Vc = 0), 0.66m/s(Vc = 0.5m/s), 0.61m/s(Vc = 1m/

s), 0.53m/s(Vc = 2m/s), 0.48m/s(Vc = 3m/s)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재 발생 360초에서 Vc = 0인 경우 연기가

250m 이상 확산되며 Vc = 2m/s 이상인 조건에서만 이

동거리를 250m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간이 증

가할수록 연기의 확산이 더욱 증가 되어 900초에서는

Vc = 3m/s인 조건에서도 250m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연기 경계층도 빠른 속

도로 하강하기 때문에 터널 내 대피자는 연기에 직접

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

일배기방식의 배연시스템에서는 터널 내 풍속이 존재

하는 경우 배연풍량이 급격히 증가되며 배연효율이 감

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연효율은 80~51.3%로 나타났다.

4. 모형 실험결과 와 수치해석결과 비교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기존실험7)과 비교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able 3에 연기의 이동거리를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3. Smoke spreading characteristic at tunnel air

velocity 1.75m/s.

Figure 4. Smoke spreading characteristic at tunnel air

velocity 2.5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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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실험결과에서는 연

기의 이동거리는 화재강도 20MW(모형에서 배연풍량

160KW)일때 피난연결통로의 거리 250m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치해석에서는 실험결과 보다

연기의 확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Vc = 2m/

s에서는 실험과 수치해석결과가 일치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Vc = 0m/s일 때 배연효율이 최소 55.1%에서 95.8%

로 나타났고 수치해석에서는 최소 51.3%에서 최대 80%

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실험에서는 연기의 온도를 실

제 화재 시의 온도에서 실험을 할 수 없고 수치해석에

서는 실제 화재 시의 연기의 온도이기 때문에 수치해

석의 경우 부력의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기의 이

동거리가 더 길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2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는 경우

균일배기방식에서는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면 실험

과 수치해석 결과, 모두에서 연기를 배연하기 위한 배

연풍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

험결과 터널 풍속이 1.75m/s인 경우 Vc = 5m/s인 경우

에 실험장치의 한계범위이내인 200m 정도로 나타났다.

수치해석결과에서는 부가 풍량 기준인 Vc에 따라서 연

기이동속도는 0.68m/s(Vc = 0m/s), 0.63m/s(Vc = 0.5m/s),

0.57m/s(Vc = 1m/s), 0.48m/s(Vc = 2m/s) 0.42m/s(Vc =

3m/s)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재 발생 900초에서는 연기

의 이동거리가 500m 이상 나타났다.

Table 4에 연기 평균 이동속도를 나타내었다. Table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터널 내 속도가 0m/s에서

2.5m/s로 증가함에 따라 연기의 평균이동속도 또한 2

배 가까이 증가되어 대피자는 연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다.

5. 결 론

(1) 터널 내 풍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뮬레이션

과 실험결과 모두에서 터널 내 전 구간에서 피난연결

통로 간격 250m 이내로 제한되어 안전한 대피가 이루

어 질 수 있었다. 배연풍량은 부가풍량 없이 연기발생

량을 기준으로 하여도 연기의 이동거리을 충분히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Vc가 증가할수록 배연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균일배기방식으로 배기하는 경우

에 배기구의 흡입풍속을 감소하는 것이 배연에 효과적

인 것으로 예측된다. 실험결과 Vc = 0m/s일 때 배연효

율이 최소 55.1%에서 95.8%로 나타났고 수치해석에서

는 최소 51.3%에서 최대 80%로 나타났다.

(3) Vc에 따라서 연기이동속도는 0.68m/s(Vc = 0m/s),

0.63m/s(Vc = 0.5m/s), 0.57m/s(Vc = 1m/s), 0.48m/s(Vc =

2m/s) 0.42m/s(Vc = 3m/s)로 나타났으며 터널 내 속도

가 0m/s에서 2.5m/s로 증가함에 따라 연기의 평균이동

속도 또한 2배 가까이 증가되어 대피자는 연기에 노출

될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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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Smoke Spreading Distance by Vc

Vc (m/s)  Experiment (m)  Simulation (m)

0.0 250 300

0.5 230 250

1.0 200 230

2.0 170 170

3.0 135 140

Table 4. Average Velocity of Smoke

V = 0 (m/s) V = 1.75 (m/s) V = 2.5 (m/s)

Vc = 0 0.37 0.68 0.72

Vc = 0.5 0.35 0.63 0.66

Vc = 1 0.32 0.57 0.61

Vc = 2 0.28 0.48 0.53

Vc = 3 0.24 0.4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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