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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도로터널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의 피난 안전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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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se of quantitative risk analysis on life safety performance 

for the effect of fixed fire fighting system at road tunnel fires

Kyung-Hwan Park, Ji-Oh Yoo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verify whether the fixed fire fighting system (FFFS) that is installed in road 

tunnel improves evacuation performance or not. Verificat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 at Road Tunnel. Twenty seven different fire scenarios were set up 

for the verification and the cases that FFFS was installed were compared with the cases that FFFS was not 

installed.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showed that the average equivalent death was reduced in 26 cases out 

of 27 cases when water spray extinguishing system was installed.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when was not 

installed was unacceptable in Hong Kong and the Netherlands.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risk 

was reduced to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when was installed. The cumulative frequency of 

average death in case with FFFS was compared against the frequency of death without FFFS: death of one or 

more is about 50 times less; 10 or more is about 100 times less; and the death of more than 100 is four times 

less. It was verified that FFFS makes improved conditions to escape from the fires in roa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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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물분무소화설비가 피난성능을 개선시키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검증의 절차와 

방법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행되었다. 3종류의 화재크기와 27개의 화재시나리오에 대한 화재 

평가와 피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물분무소화설비는 27개 시나리오 중에서 26개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 물분무소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사회적 위험도는 홍콩과 네델란드 기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범위였다. 반면 물분무소화설

비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위험도가 ALARP 범위였다. 결과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와 비교해

서 1명, 10명, 100명 이상의 사망 빈도가 각각 50배, 100배 및 4배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는 도로터널 

화재 시 고온기류의 냉각작용과 독성가스의 세척효과를 통해 피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도로터널, 터널화재, 자동식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정량적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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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위험성은 1971년 니혼자카터널, 1999년 몽블랑터널, 2001년 고타

드터널 및 2005년 프레쥬터널의 화재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고 경험을 통해

서 터널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있었다. 이중에 2006년에 종료

된 UPTUN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동식소화설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로인해 NFPA 502에서는 도로터널에 자동식소화설비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기존 견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NFPA502, 2008).

도로터널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식소화설비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및 미분무설비

가 대표적이다. 개방형 스프링클러는 미국과 호주의 일부 터널에 포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

도록 설치되었고, 물분무소화설비는 일본과 한국 및 호주의 터널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미분

무설비는 UPTUN 프로젝트 이후에 A86 파리 구간, M30 스페인 마드리드 구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동식소화설비를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목적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성장하는 화재

의 연소를 일정한 크기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로 연소생성물인 연기와 열의 이동을 제한하여 터

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피난을 돕는 것이고, 세째로 터널 구조물과 내부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소방대가 터널 안의 화재 지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4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소화설비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965년에 

스미주키 터널에서 물분무노즐의 성능평가를 위한 화재 시험이 있었고, 이 시험에서 사용된 6 l/m
2
․

min의 방수밀도가 일본과 한국의 표준으로 정해졌다(RWS, 2001). 또한 카지마건설은 수막(water 

curtain)을 이용하여 온도와 일산화탄소 및 가시도 향상의 결과를 확인하였다(Amano, 2005). 미국

은 1990년대 메모리얼터널에서 AFFF(수성막포)을 첨가한 스프링클러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에서는 100 MW의 유류화재를 소화시켰다(Bendelius, 1996). 반면 유럽의 경우는 1990년대 

가스소화약제의 지구오염과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설비인 미분무소화설비가 

상용화되었고, 이 소화설비를 활용하는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1년 지멘스는 스위스 Hagerbach터

널 시험에서 미분무소화설비를 이용하여 화원 주위 온도를 50°C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Maegerle, 2001). Fogtec은 A86 모형터널에서 미분무소화설비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온도

강하, 열방출율 저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Lakkonen & Kratzmeir, 2008). 국내에서도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의 모형터널에서 물분무소화설비와 미분무설비의 화재 시험이 있었다. 그 결과 온도의 급

격한 감소를 확인하였다(박경환과 소수현, 2010). 또한 이동호는 FDS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스프

링클러의 성능에 대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이동호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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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델터널 제원

길  이 2,000 m

높  이 7.0 m

폭 10.5 m

기울기 0.0%

단면적 73.5 m
2

이처럼 많은 시험을 통해서 도로터널 화재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식소화설비의 효용성을 

나타내 주는 온도 감소, 열방출율 감소와 같은 개별 지표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목적 중 하나인 터널 이용자의 대피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실제 사람의 피난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평가 방법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터널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등 사이에는 아직도 자동

식소화설비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죽령터널, 가지산터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배후령 터널과 인제터널에 시공

중인 물분무소화설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재해석을 통해서 물분무소화설비가 화재시 유

해가스 및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제시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에 의해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에 의한 위험도 

저감효과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정량적 위험도 평가모델

2.1 모델터널제원

도로터널의 화재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방법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제 

9장 정량적 위험성 평가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였다(국토해양부, 2009).

연구 대상이 되는 모델터널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2.2 교통량과 차종 분포

모델터널의 교통량은 국내 고속도로 터널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국내 고속도로 터널

의 평균교통량은 표 2와 같이 2002년 47,697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본 연구에서는 전국 평균값 보다 약간 많지만 2010년 기준으로 경부선(약 8만대), 영동선(약 

7만대), 외곽순환선(약 8만대)보다 적은 5만대/일/년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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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년 평균 일교통량(단위: 대)(국토해양부, 20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고속국도 46,120 45,182 45,371 44,661 43,060 41,745 41,241 43,475

일반국도 11,434 11,204 11,134 11,171 11,592 11,146 11,728 11,594

지방도 5,252 5,380 5,460 5,567 5,771 5,809 5,339 5,426

표 3. 고속도로 차량분포 비율(단위: 대)

구분 승용차 버스(소) 버스(대) 트럭(소) 트럭(중) 트럭(대)

서울외곽 69.7 5.7 2.1 8.8 6.9 6.9

영동 66.3 2.6 5.4 3.2 15.5 7.0

남해 64.0 5.2 4.8 3.2 12.9 9.9

부산대구　 60.9 8.3 4.0 12.4 10.7 3.7

중앙 64.7 4.4 5.5 8.0 10.9 6.5

대전진주　 62.0 5.4 5.3 8.0 8.7 10.6

호남 64.0 5.1 5.1 6.7 10.7 8.4

서해안 61.7 8.9 4.6 11.4 9.1 4.3

평균　 64.1 5.7 4.6 7.7 10.7 7.2

표 4. 터널 교통량, 혼입율 및 화재크기

차 종
화재크기

(MW)

승차인원

(인)

AADT

(대)

혼입율

(%)

주행거리계

(10
8
대․km/년)

승용차 10 이하 3 32,100 64.1 0.2343

소형버스 20 8 2,850 5.7 0.0208

대형버스 20 30 2,300 4.6 0.0168

소형트럭 30 2 3,850 7.7 0.0281

중형트럭 30 2 5,350 10.7 0.0391

대형트럭 30 1 3,350 6.7 0.0245

특수트럭 100 1 200 0.5 0.0015

계 50,000 100 0.3650

차종별 혼입율은 표 3에 제시한 전국고속도로의 차종별 혼입율을 평균값으로 적용하였으며, 시

나리오 작성시 적용한 차종별 열방출율 및 대피인원 산정을 위한 승차인원은 표 4와 같다.

2.3 물분무소화설비모델

본 연구에서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효용성 평가를 위해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

우에 대한 화재해석을 미국 NIST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FDS (Fire Dynamics Simulator, by 

NIST)에 의해서 수행하였다(McGratt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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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min/m
2

9 l/min/m
2

그림 1. 방수밀도별 포용 경계

FDS에서 물분무소화설비에서 방출되는 물입자는 기본적으로 라그라지안 입자로 취급되며, 일정

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량이 방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입자의 유동은 방출압력에 의한 운동력

과 입자의 크기에 의한 중력 및 화염에서 발생하는 부력의 3가지 힘에 의해 유동하게 된다. 

또 물입자는 구형으로 취급되고, 입자의 분포는 누적체적분율(cumulative volume fraction)로, 직

경 분포에 대한 수학적 알고리즘은 Rosin-Rammler/log-normal 분포를 따른다. 물분무소화설비가 

화염에 미치는 영향은 물입자의 증발과정에 의한 흡열과 산란 및 흡수에 의한 복사열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물분무소화설비 노즐의 평균방수량은 7.5 l/min/m
2
으로 설정하였으며, 1개의 노즐

이 담당하는 면적은 4 m
2
이다. 실제 물분무노즐의 방수밀도의 분포에 대해서는 소수현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소수현과 박경환, 2011). 그림 1은 FDS에 적용된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수밀도분포

이다. 전체적으로 6 l/min/m
2
을 만족하였고, 중심부에서 밀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분무소화

설비의 작동구간은 화재지점(1,000 m)을 중심으로 상하류 방향 50 m씩, 총 100 m로 설정하였다.

2.4 연기 독성 평가

연기에 의한 독성은 유효흡입분율(FED: Fractional Effective Dose)에 의해서 평가하였다. FED는 

각 독성물질에 대한 LC50(실험 대상 동물의 50%가 사망하는 농도)에 해당하는 한계복용량에 대한 

대피자가 호흡한 누적복용량의 비율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식 (1)과 같이, 각 유해가스 및 열환

경에 의한 FEDI(무기력에 도달하는 유효흡입분율)를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으로 평가한다. FED계

산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소농도 저하와 복사열 및 온도를 반영하였다. 무력화에 도달하는 

FED 값은 아래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Purser, 2008; Persson, 2002).

IheatIoIcocoIcoI
FFFVFFED +++×=

2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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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피난시뮬레이션 입력 자료들

 화재시뮬레이션 화재위치, m 1000 

가상 화재 사고 위치, m 781(FP1), 828(FP2), 875(FP3), 922(FP4), 969(FP5), 1000(FP6)

피난연결통로 위치, m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FED 평가 독성 터널 높이 1.6m 평균호흡 높이 기준

차량과 대피자 분포 난수를 사용한 확률 분포

시뮬레이션 횟수 화재 사고 지점별 5회 반복

D

tppmCOK
F
Ico

))(( 036.1

=
 (2)

)%9.20(54.013.8
22

1

OIo

e
F −−=

 (3) 

)%5189.01523.6
22

1

COIco

e
F ×−=

 (4)

)0273.01849.5(

1

TIheat

e
F −=

 (5)

⎟
⎠

⎞
⎜
⎝

⎛

= 5

2

2

CO

co
eV  (6)

식 (1)은 무력화에 도달하는 FED값을 계산하는 식이고, 식 (2)는 일산화탄소, 식 (3)는 산소, 식 

(4)는 열 그리고 식 (5)는 이산화탄소의 FED값을 계산하는 식이다. 식 (6)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호흡속도를 나타낸다. 호흡속도가 증가하면 독성가스의 흡입도 증가한다. 

2.5 피난평가

터널화재 시 피난은 화재의 감지(detection), 경보(alarm), 피난 결정과 안전장소로 이동의 순으로 

행해진다. 화재 감지시간은 최초 발생한 화재의 성장속도와 크기, 터널 내 풍속, 감지기의 성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감지시간은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에서 정한 기준인 ‘1 MW화재에서 1 분 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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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통사고 event tree 

근거해서 화재 경보는 화재발생 후 2분에 제공되고, 화재경보와 동시에 물분무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피난 및 대피해석은 Road_QRA(유지오 등, 2006)로 수행하였으며, 입력 자료는 표 5와 같다. 사

망자수 추정은 FED가 0.3이상인 경우는 사망, 0.1이상 0.2미만은 10명 중 1명 사망, 0.2이상 0.3미

만은 10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평균등가사망자수를 산정하였다. 

3.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

3.1 화재 시나리오 분석

모델 터널에 대한 화재시나리오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에 제시된 표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여 화재시 제연팬 정상작동 및 자연풍의 방향 및 크기를 고려하여 작성하

였다.

모델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그림 2와 같이 14.7건/년으로 계산되었다. 이 중 화재사

고의 발생빈도는 5%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화재사고는 약 1.36년에 1회가 발생하고, 승용차는 2.2

년 그리고 버스와 화물차는 36년에 1회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승용차화재 중 약 40%는 초기에 소화기, 소화전에 의해 진압되고, 나머지 60%가 대형 화재로 

전이된다. 또한 화재가 인근 차량으로 전파하는 경우는 전체의 2%로 185년에 1번, 단독화재는 3.8

년 주기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수트럭의 화재강도는 100 MW로 하였으며, 화재는 1,795

년에 1번씩 발생하고, 정체 상황에서 이런 화재의 발생빈도는 89,754년으로 분석되었다. 



8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1.231건/10
8
 km 0.493건/10

8
 km

승용차
40%

경미한 사고

4.50E-1(2.2년) 1.17E-1(5.6년)

0.724건/10
8
 km 0.71건/10

8
 km

98%
단독화재

98%
정상소통 시

2.64E-1(3.8년) 2.6E-1(3.9년)

0.0145건/10
8
 km

60% 2%
정체 시

5.3E-3(189년)

0.014건/10
8
 km 0.0145건/10

8
 km

2%
2대 연속화재

98%
정상소통 시

5.4E-3(185년) 5.3E-3(189년)

0.0003건/10
8
 km

2%
정체 시

1.1E-4(9,269년)

그림 3. 승용차 사고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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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버스 및 화물차량 사고 even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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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기제어 상태

교통 흐름 제연 상태 빈도, %

정상 소통 시
임계풍속 제어 95

제어 불능 5

정체 시

임계풍속 제어 5

0 m/s 제어 90

제어 불능 5

표 7. 화재 시 풍속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조건 화재대응 메뉴얼 요약

정

체

CFV0
정체_펜

실패_풍속 0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0인 조건

CFVM
정체_펜

실패_역풍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역풍인 조건

CFVP
정체_펜

실패_순풍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순풍인 조건

CNV0
정체_펜

작동_풍속 0
성공 펜이 정상작동해서 풍속을 0으로 조성한 조건

CNVC
정체+_펜

작동_임계풍속
실패 펜이 정상작동 했지만 임계풍속을 조성한 조건

정

상

소

통

NFV0
정상_펜

실패_풍속 0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0인 조건

NFVM
정상_펜

실패_역풍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역풍인 조건

NFVP
정상_펜

실패_순풍
실패 펜 작동이 실패한 상황에서 자연풍이 순풍인 조건

CNV0
정상_펜

작동_임계풍속
성공 펜이 정상작동해서 임계풍속을 조성한 조건

3.2 화재 해석 결과

3.2.1 화재시 풍속분포

화재시 터널의 위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터널내 풍속은 제연팬의 가동여부 및 자연풍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제연팬은 소통원활인 경우에는 임계풍속, 교통상황이 정체인 

경우에는 터널내 풍속을 0 m/s로 하는 운전계획을 적용하였다. 제연팬의 고장확률은 5%로 하였으

며, 교통상황인 정체인 경우에는 임계풍속으로 운전하는 인적오류를 5%로 고려하였다. 또한 제연

팬 고장시에는 자연풍이 터널내 기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연팬 고장시 터널 내 기류는 역풍, 순풍, 

미풍으로 고려하였으며, 각각 비율은 1/3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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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화재해석에 사용된 풍속분포 값

본 연구에서는 화재초기의 교통환기력과 자연풍에 의한 터널 내 풍속분포를 동적해석프로그램

(유지오 등, 2006)에 의해서 계산하였고, 이 값을 화재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그림 5는 

시나리오별 화재시 터널내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3.2.2 화재시 터널내 온도와 SOOT 분포 비교

화재해석은 표 12와 같이 총 27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화재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정체와 정상소통시 제연펜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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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강도 : 20 MW(버스)

그림 6부터 그림 9는 정체상황과 비정체 상황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온도분포와 SOOT 분포를 보여준다. 정체 상황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연기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약 800 m 정도까지 확산되었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냉각

효과에 의해 연기의 확산이 400 m로 감소하였다. 가시도에 영향을 주는 SOOT 분포(그림 7)에서도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가 연기층의 확산 범위가 짧고, 동일지점에서 농도도 낮아졌다. 정상소

통 상황에서도 그림 8과 같이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온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낮아졌고 

SOOT 농도분포(그림 9)도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농도가 감소하였다. 

(2) 화재강도 : 30 MW 화재(일반화물차량)

그림 10에서 정체 시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연기층의 전파거리는 900 m까지 확장되었

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확산거리가 600 m로 감소되었다. SOOT 농도분포(그림 11)

도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전파거리와 농도가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정상소통 시에도 

교통방향 하류의 온도분포(그림 12)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전파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

지만, SOOT 농도(그림 13)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0 MW 화재(위험물차량)

그림 14부터 그림 17은 100 MW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 유무에 따른 온도분포와 SOOT 농도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에서 연기의 전파범위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하였

다. 반면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200°C 이상 범위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SOOT 농도의 전파거리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그림 15)에 수증기의 발생과 

팽창으로 인해 전파범위가 확대되었다. 비정체 상황에서도 정체 상황과 같이 고온층의 범위는 감소

하였지만(그림 16), 연기의 전파거리와 SOOT 농도 값(그림 17)은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100 MW 화재에서는 냉각효과에 비해 가스농도 감소 효과는 거의 없었다.

3.3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화재시나리오별로 6개의 가상화재지점(표 5)에 대한 피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6개

의 가상화재지점 중 가장 악조건인 피난연결통로(표 5)가 있는 1,000 m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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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MW 화재 시 평균 등가사망자 수

화재 지점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정체_팬 작동

_속도 0

정상소통_팬 

작동_임계속도

정체_팬 작동

_속도 0

정상소통_팬 

작동_임계속도

FP6 0.1 0.0 0.0 0.0

FP5 0 0.0 0.0 0.0

FP4 0 0.0 0.0 0.0

FP3 0 0.0 0.0 0.0

FP2 0 0.0 0.0 0.0

FP1 0 0.0 0.0 0.0

표 9. 30 MW 화재 시 평균 등가사망자 수

화재 지점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정체_팬 작동

_속도 0

정상소통_팬 

작동임계속도

정체_팬 작동_

속도 0

정상소통_팬 

작동_임계속도

FP6 7 0.0 0.4 0.0

FP5 1.8 0.0 0 0.0

FP4 0.3 0.0 0 0.0

FP3 0 0.0 0 0.0

FP2 0.3 0.0 0 0.0

FP1 2.1 0.0 0.1 0.0

(1) 20 MW 화재(버스)

교통이 정체되고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그림 18)에서 1,000 m 지점을 중심으로 0.1 이상

의 FED값을 가지는 대피자들이 상당히 분포하였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그림 19)에는 

그 수가 감소하였다. 정상소통시에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없는 경우(그림 20)와 물분무소화설비가 있

는 경우(그림 21) 모두에서 FED값이 0.1 이상인 대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화재 지점에서 

평가한 등가사망자는 표 8에 제시하였다.

(2) 30 MW 화재(일반화물차량)

정체시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그림 23)가 없는 경우(그림 22)에 비해 최대 FED값이 

낮아졌다. 또 등가사망자수도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감소하였다. 반면 정상소통 시 제연팬

이 임계풍속으로 정상 작동하는 경우(그림 24, 25)는 물분무소화설비와 무관하게 연기에 노출된 

인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표 9를 보면,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사망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피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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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 MW_CNV0 840 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7. 20 MW_CNV0 840 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8. 20 MW_NNVC 840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9. 20 MW_NNVC 840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0. 30 MW_CNV0 840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1. 30 MW_CNV0 840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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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0 MW_NNVC 840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3. 30 MW_NNVC 840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4. 100 MW_CNV0 840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5. 100 MW_CNV0 840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6. 100 MW_NNVC 840초에서 온도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17. 100 MW_NNVC 840초에서 SOOT 분포(위 :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아래 :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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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 MW_C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19. 20MW_C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20. 2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21. 2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22. 30 MW_N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23. 30MW_N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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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25. 3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26. 100 MW_C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27. 100 MW_CNV0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그림 28. 10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없음)

그림 29. 100 MW_NNVC에서 

피난평가(물분무소화설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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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00 MW 화재 시 등가사망자 수

화재 지점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물분무있음

정체 팬 작동

속도 0

비정체 팬 작동

임계속도

정체 팬 작동

속도 0

비정체 팬 작동

임계속도

FP6 211.1 0 158.2 0

FP5 140.3 0 57.6 0

FP4 68 0 36.1 0

FP3 17.5 0 16.8 0

FP2 48 0 49.2 0

FP1 121.8 0 97.1 0

(3) 100 MW 화재(위험물파량)

정체 상태에서 피난평가 결과인 그림 26을 보면,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화재지점을 중심

으로 FED값이 0.3을 초과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림 27은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로 

화재강도가 30 MW의 경우보다 화점 부근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상소통시 

제연풍속을 임계풍속으로 유지하는 경우(그림 28, 29)에는 화재강도가 낮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

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6개 화재지점에서의 피난평가의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

였다.

3.4 위험도 평가 결과

(1) 화재 시나리오별 비교

3.3의 피난평가 결과는 화재 시나리오의 일부만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시나리오의 평가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20 MW 1개 시나리오를 제외한 26개 시나리오에서 물분무소화

설비에 의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유는 

피난평가프로그램에서 차량의 위치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2) F-N 곡선 비교

3.1의 시나리오 빈도분석과 3.3의 피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사회적 위험도 평가 기준과 비교

한 결과를 표 12와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를 없는 경우와 비교하

면, 1명 이상이 사망할 누적빈도는 각각 5.0212E-3와 9.7041E-5로 51배, 10명 이상이 사망할 빈도

는 2.3121E-3과 2.1497E-5로 107배, 100명 이상이 사망할 빈도는 5.8082E-6과 1.4508E-6로 3.8배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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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고 시나리오별 등가 평균사망자 수 비교

시나리오
물분무소화설비 없음 물분무소화설비 있음

피난 인원 피난 시간 사망 인원 피난 인원 피난 시간 사망 인원

20

MW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2198.3 752.8 0.0 2197.7 704.1 0.2

팬 고장 / 역풍 2198.7 763.5 0.2 2197.2 752.8 0.1

팬 고장 / 순풍 2196.0 762.4 4.2 2195.9 791.9 0.1

팬 작동 / 풍속 0 2196.7 759.1 0.0 2198.3 790.1 0.0

팬 고장 / 임계풍속 2198.0 777.9 7.0 2197.2 785.9 0.3

비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705.7 541.7 0.0 703.6 528.3 0.0

팬 고장 / 역풍 702.2 706.1 10.8 703.8 585.9 0.0

팬 고장 / 순풍 704.6 524.3 0.0 704.1 534.6 0.0

팬 작동 / 임계풍속 705.1 534.7 0.0 706.2 537.0 0.0

30

MW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2197.8 793.7 0.8 2194.7 750.9 0.2

팬 고장 / 역풍 2199.3 763.9 3.3 2199.5 733.9 0.5

팬 고장 / 순풍 2197.7 756.3 17.1 2198.7 754.0 10.5

팬 작동 / 풍속 0 2197.8 777.7 1.9 2198.7 711.7 0.1

팬 고장 / 임계풍속 2198.0 762.7 22.3 2199.5 762.7 7.4

비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707.5 537.7 0.0 704.6 537.2 0.0

팬 고장 / 역풍 707.2 671.0 0.7 704.0 655.9 0.2

팬 고장 / 순풍 703.9 529.5 0.0 705.3 529.6 0.0

팬 작동 / 임계풍속 706.6 533.8 0.0 707.5 531.5 0.0

100

MW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2196.5 764.1 109.6 2196.6 762.2 66.5

팬 고장 / 역풍 2198.6 762.1 126.9 2198.2 735.5 87.5

팬 고장 / 순풍 2199.6 751.1 145.5 2196.0 740.7 124.6

팬 작동 / 풍속 0 2196.6 796.9 101.4 2195.3 765.9 68.7

팬 고장 / 임계풍속 2197.0 746.4 173.8 2197.7 749.2 141.6

비

정

체

팬 고장 / 풍속 0 705.5 658.8 2.7 705.7 571.5 0.1

팬 고장 / 역풍 703.7 750.1 41.3 704.6 701.0 16.6

팬 고장 / 순풍 706.3 541.0 0.0 703.8 535.3 0.0

팬 작동 / 임계풍속 706.3 528.1 0.0 705.1 528.7 0.0

이 결과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효과가 사망자가 낮은 값이 되는 화재시나리오 즉 20 MW와 30 

MW 화재에서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표의 결과값을 사회적 위험도 기준이 되는 F-N 곡선으로 그림 

30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홍콩과 네덜란드 기준과 비교하면, 사회적 위험도는 

수용불가능한 영역(unacceptable region)에 있었으나,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함으로서 위험도가 

ALARP영역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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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물분무소화설비가 없을 때 사망자(N)와 누적빈도(F) 값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0.1 8.6255E-03 4.2 4.3120E-03 38.8 5.0718E-04 135.1 3.4945E-06

0.2 7.6337E-03 4.3 4.3036E-03 48.0 2.4938E-05 138.0 3.4560E-06

0.3 7.5890E-03 4.7 4.2993E-03 52.5 2.2856E-05 140.3 3.4174E-06

0.5 7.1341E-03 4.8 4.2910E-03 54.2 2.2817E-05 144.6 1.3351E-06

0.6 5.3810E-03 5.0 4.2799E-03 55.2 2.0506E-05 145.4 1.2194E-06

0.8 5.1579E-03 5.1 4.2794E-03 60.1 1.2163E-05 152.2 1.1037E-06

1.0 5.0212E-03 6.5 4.2348E-03 62.8 1.0659E-05 156.1 1.0652E-06

1.1 4.8873E-03 6.6 4.2320E-03 68.0 9.8881E-06 158.5 1.0266E-06

1.3 4.8845E-03 7.0 2.4899E-03 73.4 7.8058E-06 160.0 9.1092E-07

1.4 4.8817E-03 7.7 2.4475E-03 77.7 7.7673E-06 165.6 7.9524E-07

1.7 4.8371E-03 8.4 2.4460E-03 87.4 6.2634E-06 181.9 7.5668E-07

1.8 4.7925E-03 10.6 2.3121E-03 94.8 5.8468E-06 182.7 7.4599E-07

2.1 4.6423E-03 11.2 2.3037E-03 100.5 5.8082E-06 195.4 6.3031E-07

2.4 4.4921E-03 16.0 2.3022E-03 103.9 5.7696E-06 208.9 6.1963E-07

2.7 4.3582E-03 17.5 2.2899E-03 106.6 5.7311E-06 211.1 6.0894E-07

2.8 4.3526E-03 18.8 2.2878E-03 121.8 5.6925E-06 251.8 3.2050E-08

3.4 4.3491E-03 20.3 5.4710E-04 128.0 3.6102E-06

3.7 4.3463E-03 28.5 5.4432E-04 131.5 3.5716E-06

3.9 4.3435E-03 34.5 5.0722E-04 133.4 3.5331E-06

표 13. 물분무소화설비가 있을 때 사망자(N)와 누적빈도(F) 값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사망

인원

누적

빈도

0.1 1.1284E-03 2.3 4.3972E-05 47.1 1.0050E-05 104.5 1.2580E-06

0.2 5.9635E-04 2.7 4.1191E-05 50.9 1.0011E-05 112.5 1.2194E-06

0.3 5.4871E-04 2.9 3.9687E-05 52.1 7.9291E-06 113.0 1.1037E-06

0.4 3.7018E-04 8.7 3.1344E-05 53.3 5.8468E-06 113.2 1.0652E-06

0.5 3.0466E-04 9.2 2.9840E-05 53.8 3.7645E-06 117.7 9.4948E-07

0.6 2.9632E-04 10.2 2.1497E-05 58.3 3.7259E-06 125.1 9.1092E-07

0.7 1.4727E-04 18.9 1.9993E-05 59.5 3.6873E-06 141.1 3.3403E-07

0.9 1.0941E-04 23.9 1.7212E-05 62.1 3.6488E-06 150.9 2.9547E-07

1.0 9.7041E-05 26.3 1.7173E-05 74.1 3.6102E-06 151.1 1.7978E-07

1.1 6.6992E-05 28.3 1.7135E-05 84.4 3.5716E-06 158.3 6.4099E-08

1.4 6.4211E-05 37.8 1.4823E-05 86.5 3.5331E-06 168.6 5.3416E-08

1.5 6.3440E-05 38.2 1.3319E-05 101.7 1.4508E-06 174.0 4.2733E-08

1.9 5.5097E-05 39.7 1.2549E-05 102.6 1.3351E-06 220.4 3.2050E-08

2.1 5.2316E-05 44.5 1.2132E-05 102.8 1.2965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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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물분무소화설비 유무에 따른 F-N 선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설비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화재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물분무소화설비 유무에 따른 화재해석 및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평가 결과, 물분무소화설비의 주된 효과는 물방울의 냉각효과와 SOOT, CO 가스에 대한 세척효

과였다. 

2. MW 화재에서는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증기 팽창에 의해 연기층의 전파거리가 약간 확장되었다. 

이결과로부터 물분무소화설비가 최대 열방출율에 도달하기 이전에 작동하여 열방출율을 제어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평가의 결과, 1개의 시나리오를 제외한 26개 시나리오에서 물분무소화설비가 평균등가사망자 

수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4. 또한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 누적사망자의 빈도가 물분무소화설비가 없는 경우에 비해, 

1명 이상이 사망할 빈도는 약 50배, 10명 이상이 사망할 빈도는 약 100배, 100명 이상이 사망할 

빈도는 약 4배로 감소하였다. 

5. 빈도분석과 피난평가 결과를 F-N 곡선으로 작성한 결과, 물분무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ALARP영역으로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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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는 터널 화재 시 대피자들의 대피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을 확

인하였다. 또한 물분무소화설비는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제어설비를 변경하는 것이 피

난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기호

D : %COHb (무기력 30%, 사망 50%),

I
FED  : 무기력에 도달하는 유효흡입분율

Ico
F  : 무기력에 도달하는 일산화탄소 농도

2
Ico

F  : 무기력에 도달하는 이산화탄소 농도

Iheat
F  : 무기력에 도달하는 온도

FED : Fractional Effective Dose (유효흡입분율)

FID : Fractional Irreversible Dose (무기력흡입분율) 

4
102925.8

−×=K (FID에 사용)

RMV: Respiratory minute volume (분당호흡량) 

T : 온도 (°C)

t : 노출시간 (min)

2
co

V  : 이산화탄소에 의한 RMV (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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