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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반사거울 시스템의 터널 적용성 연구

이범석1, 이근일2, 정인영3*

A study on applicability of mirror reflector system in tunnel using 
simulation
Beom-Seok Lee, Kun-Il Lee, In-Young Jeong

ABSTR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illumination for the driver's safety because the tunnel is a space for 
changing brightness quickly, and lighting fixtures of the tunnel have consumed a lot of electric lighting energy 
for operating in both the daytime and at nigh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daylighting performance of Mirror 
Reflector System for luminous environment improvement of tunnel space by using RADIANCE simulation 
program. The results of simulation show that illuminance of bar type is higher than illuminance of pole type 
at 20 m from the tunne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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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터널은 밝기가 급변하는 공간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조도의 확보가 중요하고, 터널의 조명설비는 주간과 야간

에 모두 운영되고 있어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간에 터널의 자연채광을 효율적으로 이용

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RADIANCE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연채광 반사거울 시스템의 채광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bar)형식과 폴(pole)형식으로 구분하여 벽면과 바닥면으로 주광을 유입한 

결과 터널입구부로부터 20 m에서 바형식의 형태가 터널내부의 높은 조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터널, 반사거울시스템, 주광, 조명시뮬레이션, 레디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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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자와 인력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정부는 도로의 건설을 늘리고 

있다. 또한 수송시간의 단축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의 직선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국토의 70%이상이 산악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도로 건설비 절토사면에 의한 자연 훼손과 함께 일반도로, 고속국도와 산업도로에서 도로의 터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내 고속국도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는 터널의 수가 2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터널의 수는 1,267개 총 연장은 910 km까지 증가하였다.

터널의 조명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터널 내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수송이 설계주행속도로 안전하

게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눈에 보이는 주위의 상황을 모두 알아

야 하므로 터널 내부를 조명함으로써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위의 상황을 알리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조가 강한 주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터널에 진입하면 운전자의 눈은 야외휘도에 순응되

어 있는 상태로 터널에 접근하기 때문에 터널내부가 모두 암흑으로 보이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

다. 운전자가 주간의 3,000 ~ 6,000 cd/m2
의 밝은 야외도로에서 2 ~ 10 cd/m2

의 어두운 터널 내부로 

진입함에 따라 선행하는 차량을 포함한 내부의 물체가 일정시간 동안 잘 구분되지 않는다. 입구부 

조명은 이와 같이 운전자가 주간에 터널 진입 초기시점에 겪는 암순응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영규, 2007).

입구부 조명설비는 인공 조명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입구부의 집중 조명 구간을 축소

함으로써 조명시설비 및 유지관리 전력비를 절감절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각순응시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은풍, 2006).

표 1. 터널의 현황

구    분 ’95 ’00 ’05 ’09

터 널 수 1,485 397 817 1,267

터널연장 (km) 115 240 551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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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 터널의 조명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 내에 시설되어 있는 터널을 중심으로 조사

한 결과, 측정조도는 기준조도의 50% 이하였고, 터널 내부 및 접속도로에서 20% 이상 불량 램프가 

존재하였으며, 짧은 터널의 경우 출구조명을 설치지 않아 조명환경의 문제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에

도 위험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서성기, 2003).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명환경 개선방안과 터널의 조명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절약의 

방법으로 주광의 도입을 고려하였고, 터널입구에 자연채광 반사거울시스템을 설치하여 반사된 빛

을 터널 안쪽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는 3차선 도로 터널의 입구에서 일정간격 떨어진 곳에 반사거울을 설치하여 반사된 빛이 

터널 안쪽에서 어느 정도의 조도 향상에 기여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 쾌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반사거울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형식(bar type)과 기둥형식(pole type)의 반사거울 설치형태를 고

려하였고, 높이 8 m(5 m와 8 m에서의 눈부심 시뮬레이션 결과, 자동차 거울에 반사판에 의한 직광 

유입으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는 높이)지점에 2 m × 2 m 크기의 반사거울(정반사, 반사율 98%)을 

부착하여 터널입구로부터의 외부 방향으로 10 m, 20 m, 30 m 지점에 위치시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터널 내부 조도측정을 위한 위치 선정은 터널입구로부터 각 차선별 중앙에 5 m 간격으로 70 m 

까지 14개의 측정점을 선정(3차로 총 42개)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터널내 조도를 분석하였고 터

널입구로부터 20 m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시각적 쾌적성에 대한 간단한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2. 연구방법론

2.1 조명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요

RADIANCE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 Lawrence Berkeley Laboratory(LBL)의 조명 연구팀이 개발

한 프로그램으로 1987년 이래로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 건축공학과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Unix 환경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에서 적합하게 실행되며 C 언어로 컴파일링 되어왔으나 현재

는 Windows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RADIANCE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 인터넷 사용자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

으며,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들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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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바형식(Bar type)의 반사거울 설치 형상

RADIANCE 프로그램은 역광선추적기법(backwards ray-tracing technique)을 기초로 하며, 광선

이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추적하여, 실제 광선이 발생한 광원의 활동을 예측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눈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간의 대상물들의 표면들을 따라 모든 물리

적 상호작용을 계산하여 광원까지의 광선을 쫓아가게 된다(Ward, 1994).

RADIANCE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되는 과선은 [W/m2sr]로 표현되는 복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사는 red, green, blue의 세 가지 주요 색체에 의해 세 가지 채널(RGB)나누어 지게 되고 

그에 따라 총 복사값은 세 가지 채널에 의해 공급된 Rr, Rg, Rb의 합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색 채널

의 의한 광선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통해 빛의 스펙트럼 분포가 좁은 파장대역에서 많은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 비교적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나, 재료나 천공에 대한 색을 표현할 

경우에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 반사거울시스템의 설치 형태

반사거울의 설치 형태는  그림 1 ~ 2와 같이 바형식(bar type)과 기둥형식(pole type)으로 구분된다.

우선 바형식의 반사거울은 3개 차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터널내 각각의 차선 바닥(깊이 20 m지점)

으로 빛을 반사하는 형태이고 기둥형식의 반사거울은 도로의 양쪽 끝에 위치하여 터널안쪽 반대방

향 벽면(깊이 20 m, 높이 3 m)으로 빛을 반사하는 형태이다. 반사거울의 설치 높이는 두 형식 모두 

8 m 지점에 위치하고 반사거울(2 m × 2 m, 반사율 98%)을 부착하여 터널입구로부터의 외부 방향

으로 10 m, 20 m, 30 m의 3가지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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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둥형식(Pole type)의 반사거울 설치 형상

그림 3. 분석대상 터널의 반사거울 설치 위치 및 조도 측정점 선정

2.3 조도측정을 위한 측정점 선정

터널 내부 조도측정을 위한 측정점은 그림 3과 같이 터널입구로부터 터널내부방향으로 각 차선

별 중앙에 5 m 간격으로 70 m까지 14개를 선정하여 3개 차로 총 42개의 측정점을 선정하였다.

3. 변수별 조도 분석

42개의 측정점을 기준으로 반사거울의 설치 형태별 터널내 조도를 표 2와 같이 사계별(춘하추동)

･ 시간별(09시, 12시, 16시)별･ 위치별(10 m, 20 m, 30 m)로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각 측정점의 

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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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도측정을 위한 변수

형태별
바형식

(Bar type)
기둥형식

(Pole type)

사계별
춘추분

(3ㆍ9월 21일)
하  지

(6월 21일)
동  지

(12월 21일)

시간별 09 시 12 시 16 시

위치별 10 m 20 m 30 m

그림 4. 시간별 유효측정구간 평균 조도(춘추분) 그림 5. 09시 위치별 조도(춘추분) 

그림 6. 12시 위치별 조도(춘추분) 그림 7. 16시 위치별 조도(춘추분)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측정점이 P8(40 m)를 넘어갈 경우 조도가 100 lx이하로 빛의 유입이 미세

하고 반사거울시스템에 의한 조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어 조도의 변화량 측정이 가능한 유효측정구

간(P5 ~ P8)의 조도만을 분석하였고, 기둥형식(pole type)의 경우 모든 변수에 있어 조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변수별 조도 측정 결과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4.4 조도측정 종합결과에서 그 결과

를 언급하였다.

3.1 춘추분 분석 결과

09시의 경우, 타겟점에 가까운 P5(2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1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1,040 lx로 미설치 대비 4.4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2시의 경우, P5(25 m) ~ P7(3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1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2,224 lx로 미설치 대비 8.0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20 m와 30 m의 경우도 1,395 lx와 1,488 lx로 5.0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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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별 유효측정구간 평균 조도(하지) 그림 9. 09시 위치별 조도(하지) 

표 3. 유효측정구간 조도 측정(춘추분)

구 분 시간 미설치
바형식(bar type) 기둥형식(pole type)

10 m 20 m 30 m 10 m 20 m 30 m

P5

09시 476 3,642 1,548  496 569 504 495 

12시 543 8,257 564 1,188 564  542 565 

16시 497 3,021 508 502 513  578 583 

P6

09시 250 273 252 271 276  256 257 

12시 293 318 3,463 303 300  297 311 

16시 264 286 1,947 265 274  288 295 

P7

09시 137 154 585 162 146  141 141 

12시 166 215 1,337 2,819 172  167 171 

16시 144 196 156 155 153  151 154 

P8

09시 80 89 183 698 84  84 83 

12시 101 107 218 1,642 101  100 102 

16시 85 101 202 89 88  90 90 

평균

09시 236 1,040 642 407 269  246 244 

12시 276 2,224 1,395 1,488 284  277 287 

16시 248 901 703 253 257  277 280 

16시의 경우, 타겟점에 가까운 P5(2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

가 1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901 lx로 미설치 대비 3.6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3.2 하지 분석 결과

09시의 경우, 타겟점에 가까운 P5(2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에 근접했고, 반사거울의 위치

가 2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532 lx로 미설치 대비 1.2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2시의 경우, P5(25 m)와 P6(30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2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2,907 lx로 미설치 대비 6.5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0 m의 경우도 1,890 lx로 4.2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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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2시 위치별 조도(하지) 그림 11. 16시 위치별 조도(하지) 

표 4. 유효측정구간 조도 측정(하지)

구 분 시간 미설치
바형식(bar type) 기둥형식(pole type)

10 m 20 m 30 m 10 m 20 m 30 m

P5

09시 912 910 920 930 977 912 956 

12시 908 4,183 8,968 897 963  899 1,035 

16시 910 899 914 922 919  906 909 

P6

09시 468 463 466 490 491  451 476 

12시 472 2,965 2,229 464 484  465 491 

16시 463 462 501 481 467  461 473 

P7

09시 246 251 601 272 263  245 253 

12시 254 263 276 256 262  254 259 

16시 249 250 254 267 249  252 252 

P8

09시 138 138 143 157 146  141 137 

12시 147 150 158 167 150  149 151 

16시 138 142 141 290 141  138 141 

평균

09시 441 440 532 462 469  437 456 

12시 445 1,890 2,907 446 465  442 484 

16시 440 438 453 490 444 439 444 

16시의 경우, 타겟점에 가까운 P5(2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에 근접했고, 반사거울의 위치

가 3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490 lx로 미설치 대비 1.1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3.3 동지 분석 결과

09시의 경우, P5(25 m)와 P6(30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2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1,498 lx로 미설치 대비 11.4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12시의 경우, P5(25 m) ~ P7(35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1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3,170 lx로 미설치 대비 15.8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

다. 20 m와 30 m의 경우도 2,651 lx와 2,192 x로 10.0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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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간별 유효측정구간 평균 조도(동지) 그림 13. 09시 위치별 조도(동지)

그림 14. 12시 위치별 조도(동지) 그림 15. 16시 위치별 조도(동지)

표 5. 유효측정구간 조도 측정(동지)

구 분 시간 미설치
바형식(bar type) 기둥형식(pole type)

10 m 20 m 30 m 10 m 20 m 30 m

P5

09시 264 3,186 3,390  262 357 323 353 

12시 392 7,812 1,500 4,004 471  470 547 

16시 264 3,406 4,195 519 357  380 388 

P6

09시 138 2,240 2,450 142 177  156 167 

12시 212 4,627 6,775 226 240  232 301 

16시 139 2,234 2,449 173 167  178 176 

P7

09시 77 105 94 965 100  83 87 

12시 123 152 2,051 4,125 132  129 137 

16시 79 113 622 2,009 90  94 83 

P8

09시 46 60 58 97 57  52 51 

12시 74 90 277 414 79  78 78 

16시 46 64 67 324 52  54 50 

평균

09시 132 1,397 1,498 367 173  153 164 

12시 200 3,170 2,651 2,192 230  227 266 

16시 132 1,454 1,833 756 167 177 174 

16시의 경우, P5(25 m)와 P6(30 m) 지점의 조도값이 1,000 lx 이상이었고, 반사거울의 위치가 

20 m일 경우 평균 조도값이 가장 높은 1,833 lx로 미설치 대비 13.9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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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바형식(bar type)의 변수별 평균 조도 

그림 17. 기둥형식(pole type)의 변수별 평균 조도 

표 6. 유효측정구간의 변수별 조도 측정

구 분 시간 미설치
바형식(bar type) 기둥형식(pole type)

10 m 20 m 30 m 10 m 20 m 30 m

춘추분

09시 236 1,040 642 407 269  246 244 

12시 276 2,224 1,395 1,488 284  277 287 

16시 248 901 703 253 257  277 280 

일평균 253 1,388 914 716 253 270 271

하지

09시 441 440 532 462 469  437 456 

12시 445 1,890 2,907 446 465  442 484 

16시 440 438 453 490 444  439 444 

일평균 442 923 1,298 466 459 439 461

동지

09시 132 1,397 1,498 367 173  153 164 

12시 200 3,170 2,651 2,192 230  227 266 

16시 132 1,454 1,833 756 167  177 174 

일평균 155 2,007 1,994 1,105 190 186 201

3.4 조도분석 종합결과

바형식(bar type) 변수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춘추분의 경우 09시와 12시에 반사거울의 위치가 10 m 일 경우 1,000 lx 이상으로 일평균 1,388 

lx로 미설치 대비 5.5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12시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1,300 lx 이상의 

조도가 측정되었다.

하지의 경우 태양의 고도가 높아 12시에 반사거울의 위치가 20 m 일 경우 1,000 lx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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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차량내부 눈부심 측정점

일평균 1,298 lx로 2.9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10 m와 20 m의 경우는 미설치 대비 조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동지의 경우 태양의 고도가 낮아 매시간별 10 m와 20 m 일 경우 1,300 lx 이상으로 일평균 12.9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12시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2,100 lx 이상의 조도가 측정되었다.

기둥형식(pole type) 변수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변수의 경우, 미설치 대비 조도가 100 

lx 이하로 조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 시각적 눈부심 분석

그림 18과 같이 터널입구로부터 내부방향으로 20 m 지점에서 각 차선별 운전자가 차량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눈부심을 형상화 하였다. 실제의 눈부심 현상(글레어)은 주변과의 휘도 차이가 

클수록, 즉 휘도비가 1:10 이상일 경우 발생하지만, 본 연구의 시각적 눈부심 분석의 경우는 시뮬레

이션을 통한 차량내부의 밝기 차이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이 가능한 지점을 예측해 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4.1 눈부심 분석 결과

표 7과 같이 바형식(bar type)의 경우, 10 m지점에서는 반사광에 의한 눈분심 형상이 거의 없었으

며, 20 m 지점에서는 반사광에 의한 차량내부의 부분적인 밝기 차이로 눈부심 형상이 나타났고, 

30 m 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밝아 눈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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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거리별 눈부심 형상

구  분
10 m 20 m 30 m

바형식 기둥형식 바형식 기둥형식 바형식 기둥형식

1차선

2차선

3차선

5. 결 론

반사거울 설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우해 RADIANCE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계별(춘하추

동) ･ 시간별(09시, 12시, 16시)별･ 위치별(10 m, 20 m, 30 m)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바형식(bar type)의 반사거울 설치 결과

① 터널입구로부터 반사거울의 이격거리 10 ~ 20 m 일 경우 터널내 일평균 조도값이 높게 측정

되었다.

② 춘추분에는 미설치 대비 일평균 5.5배 이상, 하지에는 미설치 대비 일평균 2.9배 이상, 동지에

는 미설치 대비 일평균 12.9배 이상 밝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2) 기둥형식(pole type)의 반사거울 설치 결과

모든 변수의 경우, 미설치 대비 조도의 변화량이 100 lx 이하로 측정되어 설치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둥형식의 경우, 반사거울시스템에 의해 1차 반사된 빛을 터널내부 벽면

에 재반사하여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터널내부에서 2차 반사된 빛의 경우, 빛의 밝기가 현저히 저

하하여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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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부심 분석 결과

터널입구로부터 반사거울의 이격거리가 20 m 일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차내부에서 운전자의 눈부심 발생 유무는 운전상태에서 분석하여야 정확하므

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양방향 터널에 적용시 반대편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접한 반대방향 터널 운전자의 눈부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4) 향후 연구 과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반사거울 시스템을 실제 폐터널에 적용하고 설치형식별･ 설치높이별

･ 이격거리별 조도 및 휘도에 대한 터널 내 채광성능을 평가하여 터널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반사

거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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