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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임계풍속 산정에 격자개수 및 화원의 크기와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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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id number and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re source 

on the critical velocity in a road tunnel fire

Seung-Chul Lee, Sangil Kim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to estimate critical velocity in tunnel fire under variation 

of grid number and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re source using three-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n the target tunnel, by one-dimensional way, the calculated critical velocity in the tunnel, 2.22 m/s was 

estimated, if appling hydraulic diameter, instead of the tunnel height. According to six numerical analysis, each 

grid number has different position, temperature, and CO concentration of back-layering. In the case of the 

subject, the case 1 with 0.84 million grid was found to be the most ideal.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re source, after three cases for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it is resulted that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re source affect the critical velocity, because air velocity distribution,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CO concentration distribution showed different each case.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of heat 

exchange area and lo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appropriate grid number, and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fire source for processing techniques through comparison with actual experiment results and 

three-dimen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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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 내 화재 시 임계풍속 산정을 위해 3차원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이용하여 격자수, 그리고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그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대상터널에서 1차원 식으로 산출된 임계풍속은 터널 높이 

대신 수력지름을 적용한 경우 2.22 m/s로 산정되었다. 임계풍속 2.25 m/s를 적용하여 격자수에 따른 6가지 수치해석 

결과, 격자수에 따라 역류의 위치와 온도, CO 농도 값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본 대상터널의 경우는 약 84만개 격자수를 

사용한 case 1이 적절한 격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상이한 기류분포, 온도분포 및 CO농도분포를 나타내어 임계풍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열교환 

면적과 위치에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제 실험결과와 상세히 비교하여 3차원 수치해석의 격자 의존성과 화원의 

위치 및 크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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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를 이루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터널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최근 건설되는 터널들이 점차 대단면ㆍ장대화되고 

있다. 터널을 이용하는 대형 물류수송 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터널 내에서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터널 방재 설비 기준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고 대피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주요 사망의 원인인 질식사는 유해가스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발생한 연기가 

탑승자의 시정을 저해하여 피난로를 찾지 못함으로서도 유발된다. 따라서 터널 내 화재발생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난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유독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피난로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유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기시스템이 

필요하다(유지오, 2002; 유용호, 2007).

터널 화재 시 이러한 환기시스템에 의해서 연기의 성층화를 유지하면서 열기류의 역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 풍속을 임계풍속(Critical Velocity)이라고 한다.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터널 방재시설 중 제트팬에 의한 임계풍속은 한쪽 방향으로 연기를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연시스템의 임계풍속은 화재강도, 터널형상, 환기설비 및 운전조건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의해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열차터널에서 화재강도에 따른 임계풍속의 

변화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하였고(이승철 외, 2004), 도로터널에서 화재강도와 경사도에 

따른 임계풍속의 변화 등이 연구되었다(건설교통부, 2004). 또한 현재까지 동일 터널에 대한 

CFD를 이용한 임계풍속 산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영역과 경계조건 등의 입력으로 인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김효규, 2007). 

터널 방재시스템 설계 시에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차원 임계풍속 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1차원 임계풍속 식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CFD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CFD 해석은 계산에 사용된 격자개수, 난류모델 및 대류항 처리기법에 따라 계산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Versteeg 외, 2007) 화원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 내 화재 시 필요한 임계풍속 산정을 위해 3차원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도입하여 격자개수와 화원의 크기 및 위치를 변화에 따른 역류(back-layering)의 위치, 

온도분포, CO 농도분포 등을 비교ㆍ분석하고 최종적인 임계풍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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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계풍속 산정을 위한 대입조건

변수 값 변수 값

 63.786 m
2 ∞ 1.2057 kg/m

3


 1003.9959 J/(kgㆍK)  반복 계산에 의한 산정

 20 MW ∞ 290 K

 4.5  0 %

 9.81 m/s
2

 1

 7.8363 m  계산 후 보정을 위한 부가요소

2. 1차원 임계풍속 산정

2.1 임계풍속

임계풍속은 화재강도, 터널의 형상(단면형상 및 높이), 기울기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1차원 임계풍속 Vc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국토해양부, 2009).

    ∞ 

 

 




 (1)

 
 ∞ 


 


∞  (2)

    tan
   (3)

여기서,

 : 터널의 단면적(m
2
) ∞ : 화재영역 외의 공기밀도(kg/m

3
)


 : 공기의 정압비열(J/(kgㆍK))  : 연소에 의해 가열된 가스의 온도(K)

 : 화재강도(W) ∞ : 화재영역 이외의 공기의 온도(K)

 : 임계 Fr 수(4.5)  : 터널의 경사(%)

 : 중력 가속도  : 터널의 경사 보정계수

 : 터널높이(m)  : 계산을 위한 부가요소

임계풍속은 식 (1)과 (2)를 반복적으로 풀이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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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설계 화재강도는 버스를 기준으로 한 20 MW로 하고 이때의 연기발생량은 80 

m
3
/s로 가정하였다(국토해양부, 2009). 화재영역 이외의 공기온도가 17℃일 때 본 연구에서의 

대상터널에 임계풍속 산정을 위한 대입조건을 표 1에 나타내었다.

2.2 임계풍속 산정결과

20 MW의 화재강도와 표 1에 나타낸 본 연구 대상 터널조건을 1차원 임계풍속 식 (1) ~ (3)에 

대입하고 반복계산하면 임계풍속은 2.22 m/s가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임계풍속의 

검증을 위해 3차원 CFD계산의 입구속도를 1차원 임계풍속 식을 이용하여 구한 2.22 m/s보다 조금 

큰 2.25 m/s를 적용하였다.

3. CFD를 이용한 임계풍속 산출 수행기준

CFD에 의한 임계풍속 산정을 위한 수행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참고 

문헌(한국도로공사, 2006)의 기준을 근간으로 세부 조건들을 가장 일반적 조건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1 CFD 해석의 기본 사항 및 기본 가정

CFD를 이용하여 임계풍속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초기조건 및 각종 경계조건은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한다. 

⦁ 해석영역은 화재지점을 전후로 충분히 고려한다. 

⦁ 유체해석에 있어 해석결과의 신뢰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해당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또한 CFD를 이용하여 임계풍속을 산정할 때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터널 내 공기들은 이상기체이며 비압축성 유체로 가정한다.

⦁ 터널 내 기류는 3차원 정상상태 난류유동이다. 

⦁ 터널 벽은 열전도도가 매우 낮으므로 단열상태이다.

3.2 해석영역 및 경계조건

CFD를 이용하여 터널의 임계풍속을 산정할 때 해석 영역, 화재차량과 화원(fire source)의 위치 

및 크기, 그리고 화원에서의 발열량과 CO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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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입구로부터 100 m, 터널 출구로부터 300 m 위치에 화재 차량인 버스를 위치시킨다. 

⦁ 화원의 위치 및 크기는 버스 차량 양쪽 부분에 버스 체적의 1/2씩 적용한다.

⦁ 화원의 발열량은 20 MW를 입력하고 CO 발생량은 0.1025 kg/s를 적용한다.

3.3 임계풍속 산정기준  

⦁ 임계풍속은 CO 가스의 거동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판별 방법은 화재차량 앞부분 끝선보다 

100 ppm 이상의 CO 농도가 상류에 존재할 때 역류현상발생으로 간주한다.

⦁ 풍속은 0.05 m/s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3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하여 산정한다. 풍속을 0.01 

m/s 단위로 하는 것은 해석오차 및 설계와의 연계성을 생각해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0.05 

m/s단위로 선정하여도 화재상황 재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수점 3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하는 것은 반올림 또는 버림처리 시, 최대 0.05 m/s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필요풍량 이하로 제트팬의 소요풍속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안전율을 감안하여 올림처리한다.

⦁ β값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β값은 풍속에 종속되는 

변수로 풍속대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림 또는 버림으로 일괄처리하지 않고 반올림 

처리한다.

4. CFD를 이용한 임계풍속 산정

4.1 대상모델 제원 및 해석영역 모델링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은 실제 일방향 2차선 터널로 총 연장 400 m 이다. 터널 높이는 6.63 

m, 터널 단면적은 63.786 m
2
이다. 화원은 터널 입구로부터 -X방향으로 100 m 지점, 체적은 82.325 

m
3
(10.77 m×2.45 m×3.12 m)이다. 그림에서 X'는 향후 계산 결과 논의 시 사용하기 위한 X= 

-100m에서 시작되는 좌표이다. 점선 화살표는 터널 내 공기의 이동방향이다.

또한 역류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격자 모델링 시 버스 주변과 터널 내부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 격자생성을 했다. 버스를 중심으로 상류방향으로는 버스 길이의 1배 그리고 

하류방향으로 버스길이의 2배로 하여 총 4배의 버스길이를 B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터널 

내부를 A영역으로 하였다. A와 B영역의 기본격자 크기비율이 2:1로 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계산의 종류는 표 2와 같이 격자수에 따라 6가지, 화원의 크기와 위치를 달리하여 2가지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시 격자수를 5만개, 10만개, 20만개, 40만개, 80만개, 180만개로 변화시키며 

오차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3가지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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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 대상 모델

그림 2. 대상 모델 격자(case 1)

표 2. 계산종류 

case 격자수 (개)
기본격자 크기(m)

화원의 크기와 위치 난류모델 대류항처리기법
A 영역 B 영역

1 835,634 0.4 0.2

82.325 m
3

표준 k-ε 1차 상류차분법

2 55,784 1.2 0.6

3 109,851 0.8 0.4

4 208,728 0.6 0.3

5 418,845 0.5 0.25

6 1,847,223 0.3 0.15

7
835,455 0.4 0.2

41.162 m
3
(상부)

8 41.162 m
3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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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 case 8case 7

그림 3. 화원 모델링

표 3. 화재입력조건(화재강도 : 20 MW, CO 발생량 : 0.1025 kg/s)

case Energy(W/m
3
) CO(kg/m

3
s)

1∼6 242936.972 0.0012450519

7, 8 485873.944 0.0024901039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해석을 위해 격자수 약 84만개, 난류모델은 

표준 k-ε을 기본 모델로 삼았다. 그림 1에서 언급한 case 1은 버스 전체 화재 시 화원은 버스 양쪽 

전체면에 위치시켰고 버스 체적과 같은 크기를 적용했다. case 7은 버스 객실 내 화재 시 창문을 

통해 열량과 독성물질이 외부로 전달되므로 버스 양쪽 창문 부분에 화원을 위치시켰으며 화원의 

체적은 case case 1의 1/2 크기이다. 또한 case 8은 버스 엔진과 타이어에서 화재 시, 버스 양쪽 

하부에서 열량과   

독성물질이 발생하므로 버스 양쪽 하단부에 화원을 위치시켰으며 화원의 부피는 case 7과 동일 

하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터널의 종단경사는 0%로 가정하였다. 각 화원에 적용한 화재입력조건은 

다음 표 3과 같다.

4.2 지배방정식 및 경계조건

터널 내 화재 시 임계풍속에 따른 화염의 기류운동은 3차원 난류 정상상태의 비압축성유동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배방정식은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난류운동에너지방정식, 

난류운동에너지소산율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농도방정식이다(Patanka, 1980).

본 연구에서는 공기영역의 기류는 난류의 거동을 따른다고 간주하였으며, 밀도의 변화는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지배방정식의 수학적 표현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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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계조건 

유입구(inlet) uin=-2.25 m/s, vin=0, win=0, Tin=290 K, Cin=0, kin=1.5×(u×I)
1.5

,  εin=Cμ

0.75
×k

1.5
/l

유출구(outlet)











 , 



 



 









출화지점(fire source) Heat generation : 20 MW, CO generation : 0.1025 kg/s

표 4에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경계조건을 나타내었으며 표에서 I와 l은 난류강도와 난류특성 

길이로서 각각 1%와 터널수력지름의 10%로 간주하였다.

4.3 수치해석 방법

본 이론해석에서는 전체 해석영역에 대하여 지배방정식을 유한체적법(FVM, Finite Volume 

Method)과 비엇갈린 격자계(non-staggered grid system)방법으로 이산화 하였으며, 해석도구로는 

상용코드 STAR-CCM+ Version 4.04를 이용하였다(CD-adapco Ltd., 2009).

STAR-CCM+를 이용한 공기역학계산에는 암시도식(implicit scheme)과 독립연산(segregated 

solver)이 이용되고 운동량방정식의 압력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계산 비용이 적으면서도 

압력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SIMPLE(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본 연구의 지배방정식들이 비선형이므로 반복계산에 의한 해의 수렴이 필요하다. 반복 계산 시 

종속변수들의 수렴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에 정의된 잉여치(Residual) R값이 각 종속변수에 

대하여 10
-4
이하에 도달하면 수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계산을 위해서는 수렴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기본모델인 case 1의 경우 약 5000회의 반복계산이 수행되었다.

5. 수치해석 결과

5.1 격자 개수에 따른 해석 결과

임계풍속 산정을 위한 3차원 CFD 해석에 있어 격자수 의존성을 파악하기 위해 격자수에 따라 

모두 6가지 계산이 수행되었다. 결과는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각 결과의 상세한 비교를 위해 

그림 7∼8에는 화재차량 시작점(X'=0)부터 하류방향으로 터널 수력지름의 5.8배 지점까지 터널 

종단 중앙부 천정의 온도와 CO 농도 값을 표시하였다. 또한 표 5~7에는 각 case별 역류위치와 

특정위치에서의 온도와 CO 농도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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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격자개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의 기류분포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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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격자개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의 온도분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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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격자개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의 CO농도분포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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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터널 중앙종단(ABB'A')천정면의 온도   그림 8. 터널 중앙종단(ABB'A')천정면의 CO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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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case별 역류 위치

case 역류 위치 [m] case 역류 위치 [m] case 역류 위치 [m]

1 X'= -0.80 4 X'= -1.90 7 X'= +5.25

2 X'= +5.60 5 X'= -1.88 8 X'= +0.8

3 X'= +0.79 6 X'= -0.715

표 6. 각 case별 X'=0에서의 온도와 최고온도 및 그 위치

case X'=0 최고온도, 위치 case X'=0 최고온도, 위치 case X'=0 최고온도, 위치

1 364K 526K, 2Dh 4 393K 525K, 2Dh 7 290K 510K, 3.8Dh

2 290K 451K, 3.5Dh 5 395K 533K, 2Dh 8 290K 505K, 2.3Dh

3 290K 496K, 2.5Dh 6 367K 529K, 2Dh

표 7. 각 case별 X'=0에서의 CO농도[ppm]와 최고농도 및 그 위치

case X'=0 최고농도, 위치 case X'=0 최고농도, 위치 case X'=0 최고농도, 위치

1 307 975, 2Dh 4 120 982, 2Dh 7 0 909, 3.8Dh

2 0 666, 3.5Dh 5 127 1002, 2Dh 8 0 888, 2.3Dh

3 0 849, 2.5Dh 6 310 984, 2Dh

역류의 크기와 위치는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격자 개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격자수 약 5만개의 case 2와 격자수 약 10만개의 case 3은 역류 위치가 화재 차량 후미 상부에서 

발생한다. 또한 case 4와 case 5는 case 1과 6에 비해 전반적 유동패턴은 유사하지만 국소위치에서의 

속도 값은 차이가 있었다. 격자수 80만개의 case 1과 격자수 180만개의 case 6은 차량 상부 및 

후미에서의 유동특성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격자개수가 증가할수록 온도값의 차이는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ase 

1(기본 격자크기 A영역: 0.4 m, B영역: 0.2 m)과 인 case 6(기본 격자크기 A영역: 0.3 m, B영역: 

0.15 m)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나타났다. 

CO농도분포를 살펴보면, 기류분포의 영향으로 온도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case 1, 4, 5 

및 6은 화재차량 시작점에서 CO농도가 100 ppm 초과의 값을 나타내므로 임계풍속은 2.25 m/s보다 

증가시켜야 한다.

상기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격자수에 따라 상이한 기류분포, 온도분포, 농도분포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임계풍속 산정을 위해서는 3차원 수치해석의 격자 의존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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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화원크기와 위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 기류분포 [m/s] 

그림 10. 화원크기와 위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 온도분포 [K] 

case 1

case 7

case 8

그림 11. 화원크기와 위치에 따른 터널중앙 종단면(ABB'A')에서 CO농도분포 [ppm] 

5.2 화원의 크기 및 위치에 따른 해석 결과

임계풍속 산정을 위한 3차원 CFD 해석에 있어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모두 3가지 계산이 수행되었다. 결과는 그림 9∼11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결과의 상세한 비교를 위해 그림 12~13에는 화재차량 시작점 X'=0 m부터 하류방향으로 터널 

수력지름의 5.8배 지점까지 터널 중앙종단면 천정에서의 온도와 CO농도값을 표시하였다.

먼저 그림 9의 기류분포를 살펴보면 case 1의 경우, 역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열교환 면적(화원의 크기)이 case 7과 case 8에 비해 2배 크고 따라서 고온의 화원을 지나는 

공기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역류의 크기가 가장 작은 case 7의 경우는 화원의 위치가 

바닥면으로부터 1.56 m 높이에 위치해 있어 화원 아래 부분으로는 큰 온도의 상승 없이 공기가 

통과되며 열교환 면적이 다른 경우에 비해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의 온도분포와 그림 11의 CO 농도분포를 비교해 보면 속도벡터의 영향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열교환 면적과 위치에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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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터널 중앙종단 천정면(ABB'A')의 온도 그림 13. 터널 중앙종단 천정면(ABB'A')의 CO농도

표 8. 각 case별 재산정된 임계풍속

case Vc [m/s] case Vc [m/s]

1 2.30 5 2.40

2 2.10 6 2.30

3 2.20 7 2.05

4 2.40 8 2.20

5.3 CFD 임계풍속 산정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터널 화재 시, 격자개수와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모두 8가지 경우의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임계풍속에 대한 기류특성, 온도 및 CO농도분포 특성이 

각각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임계풍속 산정 기준이 되는 화재차량 앞부분(X'=0 m)에서 

CO 농도 값에 따라 임계풍속을 0.05 m/s씩 증감시키면서 재계산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case 1의 경우는 0.05 m/s 증가된 

2.30 m/s가 임계풍속이다. case 1의 임계풍속을 기준으로 격자개수 변화에 따라서 약 -8.7% ~ 4.3% 

의 차이가 나타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 내 화재 시 열기류의 역류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 풍속인 임계풍속 

(Critical Velocity) 산정을 위해 1차원 임계풍속을 산정하고 그 값을 확인해보기 위해 3차원 

전산유체역학 기법을 도입하여 격자개수, 화원의 크기와 위치를 각각 변화시키며 총 8가지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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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상터널에서 터널높이를 적용하여 1차원 임계풍속식에 의해 산정된 임계풍속은 터널높이를 

수력지름으로 적용한 경우 2.22 m/s가 산정되었다.

2. 임계풍속 2.25 m/s를 이용하여 격자수에 따른 6가지 수치해석 결과, 격자수에 따라 역류의 

위치와 온도, CO농도값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본 대상터널의 경우는 기본 격자크기 A영역: 

0.4 m, B영역: 0.2 m인 case 1이 적절한 격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임계풍속 산정을 

위해서는 3차원 수치해석의 격자 의존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화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상이한 기류분포, 

온도분포 및 CO 농도분포를 나타내어 임계풍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열교환 면적과 위치에 기인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3차원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임계풍속을 재산출해 본 결과, Case 1은 2.30 m/s이며 case 

1의 임계풍속을 기준으로 격자개수 변화에 따라서 약 -8.7% ~ 4.3%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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