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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속도로 터널 공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널 

단면 설계시, 주요 표준단면 결정요소의 일률적인 적용 

및 기존 단면을 답습함에 따라 터널 천단부 등에 과대한 

사공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계환기 터널의 경우 제트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단면을 터널 전연장에 적용하

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은 제트팬 설치가 불필요한 구

간이므로 이를 감안한 경제적인 단면 계획이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공단면 결정요소에 대한 개

선 사항 및 기계환기 터널 적용시 단면 이원화를 통한 고

속도로 터널 단면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굴착 단면 최적화에 따른 경제성 확보 및 CO2 절감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설계시 이를 바탕으로, 터널의 환

기, 방재조건 및 토공량 등 노선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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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속도로 터널단면 주요 결정요소(현행 방식)

구 분 적용 사항

 시설한계 여유폭 300mm 이상

 검사원 통로 폭×높이=750mm×2,000mm

 제트팬 부착여유폭 0.5D 이상

 편평률 0.628(최근 4개노선 평균)

면 계획이 필요하다.

주요어: 내공단면 개선, 단면 이원화, 단면 최적화

1. 서론

최근 고속도로 설계시 터널의 비중이 높아져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 터널 공사

비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터널 공사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널 

단면 설계시, 주요 표준단면 결정요소의 일률적인 적용 

및 기존 단면을 답습함에 따라 터널 천단부 등에 과대한 

사공간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소요 공기 등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계환기 터널

(L=1.0km 이상)의 경우 소방법상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제트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단면을 터

널 전 연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나, 제트팬 설치구간은 

터널 연장에 있어 일부분으로, 대부분의 구간은 제트팬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한 경제적인 단면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단면 구성 요소 적용기준 

검토 등을 통한 터널내 사공간 최소화 방안과 장대터널 

환기설비 설치 유･무 구간 단면 최적화 방안을 통한 고속

도로 터널 단면 최적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터널 단면 개선 사항 검토

고속도로 터널 단면 선정을 위해서는 구조물이 저촉할 

수 없는 최소 공간인 시설한계와 그 여유폭, 차도 및 길어

깨 폭원, 검사원 통로, 기계환기 터널일 경우 제트팬 부착 

여유폭(제트팬-라이닝 이격거리) 등이 선행되어 결정되

어야 한다.

상기 인자들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한계 

여유폭, 검사원 통로, 제트팬 부착 여유폭, 편평률의 현행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시설한계 여유폭

현행 시설한계 여유폭은 조명 설치 여유(150mm), 내

장재 설치 여유(100mm) 및 시공여유(50mm)를 포함하

여, 시설한계와 라이닝 이격거리를 300mm(150+100+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고속도로 맞춤형 터널설계 

가이드라인, 한국도로공사, 2009), 조명시설 설치위치가 

천장부로 변경되고(한국도로공사, 1999), 내장재 설치높

이가 시설한계(길어깨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이로 변

경(한국도로공사, 1999)되는 등, 실제 조명 및 내장재 설

치 여유가 필요치 않으므로, 시설한계 여유폭은 기존의 

300mm에서 시공여유만을 고려한 50mm로 축소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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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설치여유 150mm 삭제

  : 조명시설이 터널 우각부에 설치되는 벽부형일때 여유가 필요했으나, 설치위치가 천장

부로 변경(’99.12)되어 여유 미반영

∙ 내장재여유 100mm 삭제

  : 내장재 설치높이가 시설한계(길어깨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높이로 변경(’99.8)되어 

내장재 여유 미반영

그림 1. 시설한계 여유폭 개선 사항

그림 2. 검사원 통로 개선 사항

2.2 검사원 통로

장대터널(L=1.0km 이상) 공동구 상부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검사원 통로(폭:750mm, 높이:2,000mm)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한국도로공사, 1998), 검사원 통

로 규격 기준 중 폭 기준만 적용하더라도 터널 점검

자의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실제 유지관리 

시 우측 길어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검사원 

통로 규격 기준 중 폭 기준(750mm)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3 제트팬 부착 여유폭(제트팬-라이닝 이격거리)

기계환기 터널의 제트팬 설치시 현행 설계기준에는 환

기효율 최대화를 위해 제트팬 외곽과 천장벽면까지의 거

리는 0.5D(D:제트팬 외경)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설계 편람, 2010), 제트팬 외경과 천장벽면의 이격

거리를 변수로 하여 환기 효율 분석결과, 실제 0.4D이격

시에도 환기효율 감소는 거의 없으며, 0.3D 이격시 환기

효율 감소는 약 2.2%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트팬 부

착 여유폭은 0.3D로 적용하며 과업특성을 고려한 환기효

율 검토후 선택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2.4 편평률(최대높이/최대폭 비율)

고속도로 터널의 편평률의 경우 기하학적 안정성과 굴

착단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0.55~0.65를 적용하도록 되

어 있으나(고속도로 맞춤형 터널설계 가이드라인, 한국도

로공사, 2009), 최근 수행된 4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적용 사항을 검토한 결과 평균 0.62 이상으로 다소 보수

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조 검토 및 연속체 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토 결과, 편평률 0.53이상일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것

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하학적 형상 및 현장 지질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설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인 편평률 0.55 적용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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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mpf’s Factor 분석 결과 (b) 승압계수 분석 결과

그림 3. 제트팬 부착 여유폭(제트팬-라이닝 이격거리)에 따른 환기효율 분석 결과

표 2. 최근 4개 고속도로 노선 실시설계 적용사항

구 분 자연환기 터널 편평률 기계환기 터널 편평률

충주~제천간 0.627

평균 : 0.628

0.615

평균 : 0.622
상주~영덕간 0.627 0.615

울산~포항간 0.629 0.629

부산외곽 0.629 0.630

표 3. 편평률 조정에 따른 터널 단면 검토

구 분 편평률 단면형상 굴착단면적(증감) 안정성 검토

최근 평균 0.628 3심원 92.101m
2

OK

검토 1안 0.601 3심원 85.952(-6.15) OK

검토 2안 0.575 3심원 85.199(-6.90) OK

검토 3안 0.549 3심원 83.153(-8.95) OK

검토 4안 0.530 3심원 83.016(-9.08) OK

검토 5안 0.524 5심원 78.897(-13.2) NG

검토 6안 0.513 5심원 76.225(-15.9) NG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5 터널 최적단면 선정

상기 4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터널 최적단면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연환기 터널의 경우 시설한계 여유폭을 300mm에

서 50mm로 축소하고 편평률 조정

∙ 기계환기 터널의 경우 시설한계 여유폭을 300mm에

서 50mm로 축소, 제트팬-라이닝 이격거리를 0.3D

로 축소, 검사원 통로 높이기준(2.0m) 미적용 및 편

평률 조정

∙ 단면 개선시 자연환기 터널의 경우 기존 터널공사비

의 약 5.2%의 절감 효과(9.1억원/km･양방향)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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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환기 터널(굴착단면적 83.153m2) (b) 기계환기 터널(굴착단면적 89.40m2)

그림 4. 개선 사항 적용을 통한 터널 최적단면 선정 결과

표 4. 이원화 터널 단면 선정 결과

구 분 굴착단면적(m2) 종방향 단면 형상

최   근

설   계

사   례

최소 편평률 94.69 △H=0.466m

최대 편평률 94.97

이원화

단   면

선   정

제트팬 설치구간 89.40

제트팬 미설치구간 85.55

3. 기계환기 터널 단면 이원화 방안 검토

기계환기 터널(L=1.0km 이상)의 경우, 소방법상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제트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

된 단면을 터널 전 연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제트팬 설치

는 일반적으로 터널 입･출구부에 집중 배치 하므로(한국

도로공사, 2011),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제

트팬 설치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기계환기 터널내 사공

간 최소화를 위하여 제트팬 설치구간과 미설치 구간에 대

한 단면 이원화를 고려한 경제적인 단면 적용 계획 검토

가 필요하다.

3.1 이원화 단면 선정

제트팬 설치에 따른 제약이 없는 제트팬 미설치 구간 

단면의 편평률 조정을 통하여 이원화 단면을 선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3.2 기계환기 터널 단면 이원화 방안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기계환기 터널의 종방향 변

단면 적용 계획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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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트팬 설치 구간 (b) 제트팬 미설치 구간

그림 5. 기계환기 터널 최적단면 선정 결과

A-A 단면 B-B 단면

그림 6. 기계환기 터널 종방향 단면 이원화 방안

∙ 방안 1 : 단면 이원화 적용 방안(단면 변화구간 연장

은 시공성을 고려, 강재거푸집 연장 9m 적용)

∙ 방안 2 : 일률 단면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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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단면

그림 7. 기계환기 터널 종방향 단면 일률적용 방안

(a) Kempf’s Factor 분석 결과 (b) 승압계수 분석 결과

그림 8. 단면 변화 각도에 따른 환기효율 검토

표 5. 단면 변화에 따른 기류특성 분석 결과

구 분 동일단면 변화각 90° 변화각 20° 변화각 10° 변화각 5°

승압 계수 0.92 0.74 0.81 0.86 0.89

난류 강도 19.58% 38.37% 23.91% 21.65% 19.59%

난류 에너지 0.1121m2/s2 0.9334m2/s2 0.2438m2/s2 0.1529m2/s2 0.1142m2/s2

4. 기계환기 터널 단면 이원화시 예상 문제점 
검토

기계환기 터널 구간내 변단면 설치에 따른 환기･방재 

및 구조적 안정성 등의 예상 문제 및 해결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변단면 적용에 따른 환기효율 및 기류특성 검토

변단면 각도를 변수로 하여 환기 효율 및 기류특성(난

류 및 와류) 분석결과, 변화각 5° 이하 적용시 환기효율 

저하 및 난류 및 와류 발생이 미미한 수준으로, 단면 일률 

적용시와 유사한 환기효율과 난류 및 와류 발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단면 이원화 계획시 단면 변화각

은 5°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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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대 피난 가능 거리(약 232m) (b) 피난 속도 추월시간(약 150초 후)

그림 9. 변단면 적용에 따른 피난 연결통로 간격 검토

(a) 축방향 응력도 (b) 종방향 응력도

그림 10. 단면 변화부 라이닝 구조 검토

4.2 피난 연결통로 간격 검토

대인용 피난 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 이하로 적

용하도록 되어 있으나(도로설계 편람, 2010),고속도로 맞

춤형 터널설계 가이드라인, 한국도로공사, 2009), 터널 

단면 이원화 적용에 따른 피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결

과, 화재연기 역류 시간은 개선전 터널단면 대비 약 20초

가 감소하여, 최대 피난 가능거리는 약 232m로 검토되었

다. 따라서, 단면 이원화 계획시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간

격은 230m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3 단면 변화부 라이닝 구조적 안정성 검토

변단면 구간이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구간에 위치할 경

우, 응력 집중구간이 단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나, 허용

응력 검토 결과 발생 단면력은 모두 허용치 이내로 변단

면 적용에 따른 철근 보강은 별도로 필요치 않으나, 장기

적인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면 변화부에 보강 록볼

트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4 운전자 주행 안정성 검토

변단면 구간 통과시 운전자의 심리적 압박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실제와 동일한 단면 이원화 조건을 적용하

여, 3D 주행 시물레이션 시행 결과, 실제 운전자가 인지

하고 주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명 및 내장재(타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 높이는 노면에서 5.3m를 유지

하고 측면 타일 및 시선유도 디자인을 동일 높이로 적용

한 결과, 단면 변화에 따른 운전자 주행안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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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단면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단면 축소부 통과시 (b) 단면 확대부 통과시

그림 11. 변단면 구간 3D 주행 시물레이션 결과

표 6. 단면 이원화에 따른 터널 연장별 경제성 분석 결과

구 분 터널 연장 1.0km 터널 연장 2.0km 터널 연장 3.0km 터널 연장 4.0km

단면 개선전 105.4억원/tube 210.1억원/tube 316.3억원/tube 428.1억원/tube

단면 개선후(이원화) 100.5억원/tube 199.7억원/tube 300.9억원/tube 408.3억원/tube

절감 공사비 4.9억원/tube 10.4억원/tube 15.4억원/tube 19.8억원/tube

4.5 변단면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기계환기 터널내 단면 이원화 적용에 대한 예상 문제점 

검토 결과, 환기효율 감소(약 2.2%)로 인한 제트팬 추가 

설치, 최대 피난 가능거리 감소로 인한 대인용 피난 연결

통로 간격 축소(230m 이하), 단면 변화부 거푸집 및 보강 

록볼트 추가 설치 등의 공사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단면 축소 효과에 따른 공

사비 감소 금액이 크게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기계환기 

터널의 기존 공사비 대비 약 4.6%(약 10억원/km/양방향)

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터널 내공단면 결정요소에 대한 현행 적용 방식을 검토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설한계 여유폭은 조명설치 여유(150mm) 및 내장

재 여유(100mm)을 미반영하고 시공오차(50mm)만

을 반영하여 현행 300mm에서 50mm로 축소

∙ 터널 편평률 범위는 현행 0.55~0.65로 적용하고 있

지만, 안정성 및 기하학적 구조 검토 결과 0.55~ 

0.607로 적용하고 암질 등에 따라 선택 적용

∙ 기계환기 터널의 경우 검사원 통로 규격(폭 0.75m, 

높이 2.0m) 기준 중, 높이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최

소 점검 높이는 약 1.7m를 확보하게 되므로, 점검원 

통행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우측 길어깨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하므로 폭 규정만을 적용

∙ 기계환기 터널의 경우 제트팬-라이닝 이격거리는 

0.5D로 적용하고 있지만, 환기효율 분석결과 0.3D 

적용시에도 환기효율이 약 2.2%로 미소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0.3D를 적용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단면 최적화 및 기계환기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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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방안 적용시, 굴착 단면 최적화에 따른 경제성 확

보 및 CO2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설계시 터널의 

환기 방재조건 및 토공량 등의 노선 특성을 고려한 최적

의 단면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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