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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downtown area, many studies about underground have been performed around 

the world, and double-deck tunnel have being operated in USA, Europe and China, etc. (A86 East Duplex in France, 

M30 tunnel project in Spain, SR-99 in seattle, USA, Yangtze river tunnel in China) In Korea, the research about 

network type double-deck tunnel in deep underground space is in progress to solve the traffic jam and secure the 

ground space. In this study, a number of factors required for double-deck tunnel in deep underground are analyzed 

through the existing ventilation design outline and unique ventilation design factors for network type double-deck 

tunnel are established by reviewing design cases of overseas double-deck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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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하 공간 이용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미국, 유럽, 중국 등이 복층터널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A86 East, 말레이시아 SMART 

터널, 스페인 M30 프로젝트, 미국 시애틀 SR99, 중국 상하이 양쯔강 터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교통집중을 해소하고 지상 공간 확보를 위해 대심도에 위치하는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 운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터널의 환기설계 아웃

라인의 리뷰를 통해 대심도 복층터널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해보고, 해외 복층 도로터널 

설계사례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환기방식과 종류에 따른 환기설계인자분석을 통해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에 

적용 가능한 설계인자를 도출해내고 특징적인 환기설계인자를 새롭게 정립해 본다.

핵심어 네트워크형 터널, 환기 설계 인자, 복층 도로 터널, 대심도, 자연환기력

1. 서 론

최근 국내의 차량 통행량 및 교통 수요량 증가로 인

해 도로 교통 기반 시설이 발전하고 있으나, 늘어난 차

량에 비해 충분한 지상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

다. 그러한 이유로 지하 공간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지하 고속도로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통집

중을 해소하고 지상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로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는 대심도 지하도로에 

대한 설계가 초기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관련 핵

심기술들에 대한 검토 역시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2). 

이에 따라서 도심지에 위치할 수 있는 대심도 지하도

로의 운영 및 설계방안은 지하공간의 재창출이라는 목

표아래 매우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연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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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심도 지

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지난 2006년 ‘U-Smart way 프

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운행 중인 ‘서

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설계를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네

트워크를 가지는 복층 도로터널의 운영을 위한 사전 연

구가 시작되었다3).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기존 

도로터널에 비해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복층 도로

터널은 지상 공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하 공간 활용 

극대화, 경제성 증진의 이유로 도심지 터널 계획 시 적

용성이 우수한 점이 부각되었으며3), 전체 통행거리를 

단축하며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

는 친환경적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4). 이러한 우수성으

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복층 도로터널이 운

영 중이며,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의 A86 East 터널, 말

레이시아의 SMART 터널, 스페인의 M30 프로젝트. 미

국의 SR99, 중국의 상하이 양쯔강 터널 등이 있다.

이러한 복층으로 건설된 도로터널들은 아직 전 세계

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에 존

재하는 분기부 및 합류부에서의 공기 유동에 관한 연

구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기설계 기준을 

정립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

는 보통 소요환기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마찰손실계

수와 충격손실계수를 반영하는데, 네트워크형 복층 도

로터널에서 존재하는 분기부 및 합류부에서는 일반적

인 도로터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하는 충격손실계수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로터널과는 다르게 대심도에 위치하

는 복층 도로터널의 경우 자연환기력에 대한 검토 역

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의 소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연환기력 및 교통환기력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하 대심도에 위치하는 복층 도로

터널에서는 기존의 도로터널에 비해 자연환기력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

로터널 환기설계 아웃라인을 통해 네트워크형 복층 도

로터널 기준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환기설계요인들을 분석하고, 앞서 언급한 해외의 성공

적인 복층 도로터널 환기설계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

여 환기 방식과 종류, 그리고 환기설계인자 도출을 통

해 향후 국내에 건설될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의 

환기 설계 지침을 마련하고자 선행 연구를 수행한다. 

2. 환기 시스템 설계 아웃 라인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아볼 대심도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기존의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도로터널의 환기 시스

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적이고 규칙적인 아

웃라인을 설정하여 각 단계에 맞는 설계방법들을 검토

하며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인 도로터널과는 다르게 지

하 대심도에 위치하는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상･하층부 구조로 설계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형 구

조(분기부･합류부)를 가지기 때문에 교통량 및 교통속

도가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염 물질 농도가 크

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환기 시스템 

아웃라인을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복층 도

로터널의 환기설계를 위한 새로운 아웃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일반적인 도로터

널에서 사용하는 환기설계 아웃라인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져야 한다. 아래 Fig. 1은 일반적인 도로터널의 환

기설계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도로터널 환기설계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환기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별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차량 정보 추정을 통해 어떠한 환기 시설을 

계획할지 설정하고, 환기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야한다. 먼저 환기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

황에서 차량 주행상태를 정상주행 상태와 교통 체증 

상태로 구분하여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적용한 환

기기준을 설정하고, 화재와 같은 비상상태에서 발생하

는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환기 기준을 각각 설정해야

한다.

대략적 환기 기준이 설정된다면 각 국가별로 참고하

고 있는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기 기준을 설정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계도로협회 WRA 

(PIARC)’ 이나 ‘독일 RABT(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βentunneln)’, ‘미국 NFPA502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제시된 기

준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단계로는 관련 규정 및 지침들을 참고하여 차

량 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이 단계는 주로 차종별 오염

물질 배출량, 차종구성, 차종항력계수 및 등가저항면적

을 토대로 예상되는 차량의 구성과 이에 따른 교통환

기력을 추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차량 정보 추정을 통

Fig. 1. Road Tunnel Ventilation Design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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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준환기량이 결정되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설계해

야한다. 차량 정보 추정에 따라 기준환기량이 결정되

면, 터널의 구배 및 표준높이에 대한 보정을 통해 정확

한 소요환기량이 산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도로터널

에서의 소요환기량을 충족할 수 있는 자연환기력과 교

통환기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자연환기력은 

기계환기력를 사용하지 않을 때 터널 내에 발생하는 

환기력으로 교통환기력과 자연저항풍력의 차이이며8), 

교통환기력은 도로터널 내 주행하는 차량의 피스톤효

과에 의해 발생하는 환기력이다. 자연환기력과 교통환

기력만으로 소요환기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계

환기력을 사용해야 한다. 

차량 정보를 정확히 추정하고 소요환기량에 대한 검

토가 이뤄진 다음에는 환기 시설의 계획 및 검토가 실

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환기방법의 선정 및 선

정된 환기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계 환기시설의 설계

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도로터널 기계환기방식 중 하

나인 종류식 환기방식을 채택하여 제트팬의 활용에 중

점을 둔 경우에는 운영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트

팬의 소요대수 및 설치 간격 등을 설계하고, 횡류식 환

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결 덕트의 압력손실 및 

송풍기의 풍량･풍압을 고려하여 설계를 실시한다.

환기시설 설계가 완료되면 정상주행상태 및 비상상

태에서의 환기설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된 환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거쳐 도로터널 환

기설계가 마무리 되면 최종 검토를 통해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의 환기설계 아웃라

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환기기준 설정 

방법은 복층 도로터널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상･하

층부에서 연결덕트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하층부로 급

기된 공기가 상층부로 배기되는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갖는 복층 도로터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기 기준 

설정에 있어서 환기시스템의 상･하층 분리여부에 따른 

소요환기량 산정 및 교통량을 추정해야 한다. 또한 복

층 도로터널 내 기류와 환기 방식에 따라 소요환기량 

및 교통량, 오염물질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형 도로터널 사례에 대한 추

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아

볼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대심도에 위치함에 따

라 일반적인 도로터널에 비해 더 큰 자연환기력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복층으로 설계되고 네트워크형의 

특징적인 구조(합류부･분기부)로 인해 충격손실에 의

한 환기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기존의 도로터널 

환기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기설계 아웃라

인에 따라 국가별 관련기준 검토 시 이와 같은 내용의 

반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대체적으로 총연장이 2 

km 보다 길기 때문에 기존의 장대 도로터널과 같이 횡

류식 환기 방식과 대 배기구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5). 그러나 일반적인 도로터널과는 다르게 복층 

도로터널의 경우 상층부와 하층부에 각각 다른 기계환

기방식을 조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6). 이렇게 환기 방

식이 정해지고 나면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의 자연

환기력 및 교통 환기력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

로터널에서 자연환기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는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 밀도 차

이(굴뚝효과)와 터널 입･출구의 기압차 그리고 터널 양

단에 작용하는 외부 풍압 차이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7). 

대심도에 위치하는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 밀도 차이가 

기존의 도로터널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굴뚝효

과에 의한 자연환기력이 중요한 변수이다. 하지만 네트

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은 도심지에 위치하는 특성상 대

심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형 및 풍압에 의한 자연환

기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복층 도로

터널의 환기 설계 단계에서 자연환기력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터널 양단에 작용하는 풍압효과를 제거한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 밀도 차이와 

터널 입･출구부의 기압차로 인한 자연환기력을 계산하

여 보다 더 정확한 자연환기력을 추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해외 복층 도로터널은 이러한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환기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설계할 네트워크형 복층 도로터널에서는 

합류부･분기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손실과 기존의 도로

터널과는 다른 자연환기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현재 해외 복층 도로터널 설계 

사례를 통해 어떤 환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건설될 대심도 복층 

도로터널 환기설계인자에 반영할 것인가 알아본다. 

3. 해외 복층 터널 설계사례

해외 복층 도로터널에서는 주로 우수한 환기성능과 

화재 시 즉시 배연이 가능한 횡류식 환기방식이 채택

되고 있으며, 주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기력

을 이용하며 경제적이고 유지·보수에 수월한 수직구 종

류식 환기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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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운영사례가 전무하고, 그에 따라 자료수집에

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복층 도로터널 설

계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에 건설될 대심도 복층 도로

터널의 환기방식과 환기설계인자를 결정해서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첫 번째로 프랑스의 A86 East 터널(Duplex)은 총연

장 10.5 km의 소형차 전용 복층 도로터널이다. 아래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기방식은 수직구에 설치

된 대형 축류팬에서 덕트로 공기를 급·배기하여 횡방향

의 공기흐름을 만드는 횡류식 환기방식을 사용한다. 프

랑스 A86 East 터널은 각 층에 횡류식 환기방식이 적

용되고 있으며, 상층부의 경우 오른쪽 덕트로부터 신선

한 공기가 급기된 후 오염된 공기는 왼쪽의 덕트로 배

출 되는 방식이다. 하층부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설치된 

덕트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급기되어 왼쪽 통로를 통하

여 바닥면에 설치된 덕트로 오염된 공기가 배출된다. 

도로터널 기계환기방식 중 하나인 횡류식 환기방식

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인자로는 송풍기의 풍량･풍압

결정과 급·배기 덕트에서 공급 또는 흡입되는 공기량이 

덕트 전 연장에서 균일하게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차도 내의 압력분포, 덕트의 제원 및 배

연포트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프랑스의 A86 East 터널(Duplex)은 복층구조로 설

계되었고, 횡류식 환기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도 내 

풍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연장이 

10.5 km로 일반적인 도로터널에 비해 긴 연장으로 터

널 내 덕트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차도 내 정압 변

동에 의한 환기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마찰손실

계수의 변동에 의한 환기 불균일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터널 내 연결덕트의 분기부･합류부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손실, 덕트전체압, 필요말단압력 등

의 환기설계인자를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해외 여러 복층터널 

중 가장 우수하다 평가받는 프랑스 A86 East 터널에서 

사용된 환기설계인자들은 아직 국내에서 사용된 사례

가 전무하며, 최적 배연 풍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프랑스 A86 

East 터널에 사용된 환기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

하여 대심도 복층 도로터널에 맞는 환기설계인자를 도

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의 SMART 터널은 총연장 9.7 

km로 건설되었고, 터널 내부에 약 3 km의 소형차 전

용 복층 도로터널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Fig. 3과 

같이 SMART터널은 우기 시에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총 3단계의 운영모드를 가지고 있는

데, 1단계는 폭풍이나 폭우가 없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수로의 운영이 없는 정상 운영을 나타낸 모습이며, 2단

계는 일반적인 강우 조건에서 도로터널 하층부를 수로

로 운영하지만 도로터널은 정상운영을 하는 모습을 나

타내고 있으며, 제 3단계에서는 강한 폭우 시 수로를 

완전 개방하여 도로터널 구간을 완전 폐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SMART 터널은 4개의 환기구(6개의 

급･배기 송풍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 m마다 상･하

층부 연결통로와 1 km 간격으로 대피로가 설치되어 

있다14).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기방식은 기본적으로 

종 방향의 공기흐름으로 환기를 진행하는 종류식 환기

방식을 적용하지만 교통환기력만으로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형 제트기류 장치를 이용해 공기를 급기

하는 삭칼드(Saccardo) 환기방식을 적용한다. 삭칼드

(Saccardo) 환기방식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SMART 터

널의 환기 설계인자로는 급·배기 노즐의 승압계수가 필

요하다. 제트 기류와 터널 축 방향을 이루는 각도 역시 

고려해야 하며, 수직구에 설치된 송풍기의 소요풍압을 

Fig. 2. A86 East Tunnel(Duplex)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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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터널 입･출구부에 장착

되어 공기흐름을 유발시키는 제트팬의 소요대수산정 

역시 중요한 설계인자이다.

말레이시아의 SMART 터널은 복층터널로서 교통환

기력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삭칼드(Saccardo) 환

기방식을 적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터널 내 공기밀도, 

차량 등가저항면적, 차도 내 풍속 등을 설계인자로 고

려해야 한다. 또한 대형 제트기류 장치가 터널 입구 측 

환기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터널입구손실계수와 차도마

찰손실계수 역시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 설계에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스페인의 M30 프로젝트는 총시공연장 

99.5 km 중 도로터널이 55.7 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의 도심지 터널 프로젝트로 전 차종 운행가능하게 설

계되었으며 복층터널로 운영되는 구간의 경우 상층부

는 높이 3.5 m의 3차선 도로로, 하층부는 비상차선 및 

환기 풍도로 운영되고 있다16). Fig. 5는 M30 복층도로

터널의 기본적인 환기방식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환기

방식은 주로 터널 하층부에서 덕트를 통해 급기하고, 

터널 내 오염된 공기를 상층부에 위치한 덕트를 통해 

배기시켜주는 횡류식 환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

가적으로 수직구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M30 복

층도로터널은 여러 개의 터널이 구간별로 존재하기 때

문에 각각 다른 환기방식(제트팬, 전기집진기)이 운영

되고 있다.

M30 복층도로터널의 주요 환기설계인자로는 덕트

에서 급·배기되는 공기량과 송풍기의 풍량, 설계 및 수

직구의 설치위치 등이 있지만, 터널 연장이 길고 여러 

터널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횡류식 환기방식이 힘든 

구간에서는 제트팬을 이용한 종류식 환기방식을 사용

하기도 한다. 이 구간의 설계 인자로는 터널 입･출구에

서 발생하는 충격 손실계수와 벽면 마찰계수 그리고 

제트팬의 설치 위치 및 간격 등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아본 스페인 마드리드 M30 프

로젝트는 여러 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환기방식이 아닌 각 터널마다 구간 특색에 적합한 환

기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설계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횡류식 환기방식의 경우 복층터

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A86 East 터널(Duplex)

Fig. 3. Malaysia SMART Tunnel Operational Mode (modified from visualnews.com/smart-tunnel)

Fig. 4. Malaysia SMART Tunne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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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터널 내 연결덕트의 압력손실, 덕트 전

압, 필요말단압력 등이 설계인자로 반영된다. 또한 제

트팬 환기방식을 운영하는 복층도로터널 구간에서는 

제트팬의 소요대수 산정이 중요한 설계인자인데, 제트

팬 설치대수는 터널 벽면마찰과 터널 입･출구에 의한 

압력손실, 자연환기력, 교통환기력 그리고 제트팬 설치

장소에서의 승압력 등의 인자들에 의해 산출된다. 이 

중 자연환기력은 일반적인 도로터널과는 달리 대심도

에 위치하는 네트워크형 복층터널 특성상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환기력은 제트팬 설치간격

과 총경비 그리고 소음 등과 같이 제트팬 소요대수 산

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미국 시애틀의 Alaskan Way Viaduct SR99 

터널은 1953년부터 운행되었던 고가도로를 지하 복층

터널로 건설해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프로젝트

를 통해 계획되었다. 터널 연장은 3.2 km의 전 차종 운

행 가능한 복층 도로터널로 설계되었으며, 상층부는 남

쪽을 향하는 하행선 도로이고 하층부는 북쪽을 향하는 

상행선 도로이다17).

아래 Fig. 6은 Alaskan Way Viaduct SR 99 터널의 

기본적인 환기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평상시에는 

교통환기력만으로 소요환기량을 충족하기 때문에 기계

환기방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상

황에서는 덕트와 댐퍼를 통해 오염된 차도 내 공기를 

배기시키는 배기 반횡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하였다15). 

또한 터널 상･하층부의 공기 흐름의 균형을 효율적으

로 관리해주는 포트가 설계되어있다17-18).

배기 반횡류식 환기방식으로 설계된 Alaskan Way 

Viaduct SR 99 터널의 주요 환기설계인자로는 송·배

풍기의 소요풍압, 연결덕트의 압력손실 및 교축·분기부

의 손실계수 등이 있다. SR 99 터널은 도심지에 위치

하는 특성상 터널 입･출구에서 오염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배기 반 횡

류식 환기방식으로 설계하였으므로 배기 덕트의 정압

차 및 말단동압, 필요시점압력이 주요 설계인자이다. 

그러나 배기 반횡류식 환기방식을 터널연장이 길고 교

통량이 많은 도심지에 위치하는 복층도로터널의 환기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소요환기량의 증가와 배기덕트

의 단면적이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설계과정에서 

주의해야할 것이다.

Fig. 5. Spain Madrid M30 Tunnel Ventilation System

Fig. 6. Alaskan Way Viaduct SR 99 Tunne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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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앙쯔강 터널･교량은 상하이 

Pudong과 Chagxing Island 사이의 연장 9 km 해저터

널, 그리고 Changxing Island과 Chongming Island 사

이의 10.3 km 교량을 연결하는 총길이 25.5 km의 세

계 최대 터널･교량이다. 상하이 양쯔강 터널의 공사를 

위해 수심 10 m의 양쯔강 바닥에서 다시 10 m 밑으로 

내려가 터널을 굴착하는 고난이도 공정을 통해 지난 

2010년 완공되었다. 상하이 양쯔강 터널은 15.43 m로 

세계 최대 직경을 가진 터널로 건설되었다. 터널 상층

부에는 환기 및 방재를 위한 배기풍도와 전 차종 운행 

가능한 3차선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하층부에는 

상하이 메트로 라인과 비상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피

로가 설치되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하층부 구간을 

유지관리시설 및 대피통로로 적용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환기방식의 변경 및 효율적인 단면사용을 

위해 하층부에 경전철을 설치하고 피난시설을 길어깨

(shoulder) 구간에 계단으로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하이 양쯔강 터널의 환

기방식은 종류식 환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직

구 집중배기 방식과 제트팬 환기방식을 조합하여 운영

되고 있다. 터널에 설치된 제트팬은 도로상황이 혼잡할 

경우에는 정상 작동하지만, 화재 발생 시 수직구에 설

치된 측류팬을 가동시켜 덕트를 통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경우 일시 중단된다. 터널 환기를 위한 수직구

가 Pudong과 Chanxing Island에 설치되었고 각각 대

형 환기장치와 화재 시 연기배출을 위한 축류팬이 설

치되어있다19). 복층 도로터널 하층부에 설치된 상하이 

메트로 라인은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 별다른 기계환

기시설 없이 교통 환기력 만으로 환기가 이뤄진다. 상

하이 양쯔강 터널은 제트팬과 수직구를 조합한 환기방

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환기설계인자로는 제트팬의 

제트기류 속도와 면적 및 승압계수, 터널 입·출구 충격 

손실계수와 벽면 마찰 손실계수, 연결덕트의 압력 손실 

등이 필요하다.

중국 상하이 양쯔강 터널은 앞서 확인한 복층도로터

널과는 다르게 하층부에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고 상층

부는 종류식 환기방식인 수직구 집중배기 환기방식과 

제트팬 환기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

직구의 설치부에서의 압력, 수직구의 마찰 및 입･출구

손실, 수직구 내의 풍속 등이 중요한 설계인자이다. 수

직구 집중배기 환기방식을 사용하는 상하이 양쯔강 터

널은 자연풍 및 교통량 변화에 의해 터널 입･출구 구간

에 환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

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트팬 환기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터널 환기 설계에 있어서 

입구부에서의 압력손실만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지만, 

이론상 출구부의 압력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

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터널 벽면

마찰과 터널 입･출구에 의한 압력손실, 자연환기력, 교

통환기력, 제트팬 설치장소의 상승압력 및 수직구 설치

부에서의 압력, 수직구의 마찰 및 입･출구손실 등의 설

계인자들이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복층 도로터널 설계사례를 통해 환기 

방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로 횡류식 환기 방식, 

반횡류식 환기방식 또는 수직구 집중배기 환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도로터널에서 환기

설계인자들은 주로 송풍기의 소요풍압과 덕트에서 급･

배기되는 공기량, 수직구의 설치위치, 제트팬의 승압계

수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기존의 도로터널에서 사용

가능한 환기설계인자인 송･배풍기의 용량산정, 벽면마

찰과 터널 입･출구에서의 압력손실 및 덕트전체압 등

은 해외 복층도로터널 사례연구를 통해 대심도에 위치

하는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도 적용 가능한 설계

Fig. 7. Shanghai Yangtze River Tunne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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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층도로터널에서 주로 

사용하는 환기방식으로 알려진 횡류식･반횡류식 환기

방식과 수직구 종류식 환기방식 그리고 대심도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환기력(지형, 풍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형 복층

터널에 적용 가능한 인자를 도출해내고 특징적인 환기

설계인자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4. 네트워크형 복층터널 환기 설계 인자

앞서 조사한 해외 복층도로터널 환기설계 운영사례

와 국내 일반도로터널 환기설계 지침서를 바탕으로 네

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적용해야 하는 환기설계인자

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복층도로터널에도 일반 도로

터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기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해외 복층도로터널에 주로 사

용되는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과 수직구 종류식 환

기방식 그리고 자연환기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심도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적용 가능한 환기설계인자

가 무엇인지 도출해본다.

4.1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 설계인자

횡류식 환기방식은 화재 시 배연에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가의 유지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복층도로터널에 널리 사용되는 환기방식 중 하나이며, 

반횡류식 환기방식은 터널 갱구부에서 오염공기를 배

출하지 않으므로 도심지에서 유효하게 사용되는 환기

방식이다.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은 종류식 환기방

식과는 다르게 터널 내 덕트를 통해 공기를 급･배기하

는 환기방식이기 때문에 덕트의 길이 및 단면적을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횡류식 환기방식이 복층도로터

널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하층부에 각각 급･배기 덕

트가 설치되어야한다.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의 덕트

는 터널의 하부와 상부에 각각 급･배기용으로 설치되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층도로터널의 경우 중간슬

래브의 존재로 인해 덕트의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

다. 그러므로 덕트의 설치 위치에 따른 덕트 내 압력분

포를 주요한 설계인자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배기 덕트가 상･하층부의 상층부에 나란히 설치되

거나 상층부의 상부와 하층부의 하부에 설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의 급･배기 덕트와 하

층부의 급･배기덕트의 종횡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덕트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덕트의 위치 및 면적변화에 따

른 압력분포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터널에서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환기덕트

는 크게 연결덕트와 터널 내 덕트로 구분된다. 연결덕

트란 수직구에서 터널까지를 이어주는 덕트를 말하며, 

연결덕트의 압력손실은 아래 식(1)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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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터널덕트 시점풍속

 : 각 위치에서의 형상손실계수

  : 각 위치에서의 마찰손실계수

 : 각 위치에서의 풍속

 : 각 위치에서의 덕트단면적

 : 터널덕트 시점 단면적

대체적으로 덕트 내 압력손실은 덕트 내 풍속에 비

례하므로 단면적을 크게 할 경우 덕트 내 풍속이 작아

지고 송풍기의 소요동력이 작아진다. 그러나 덕트단면

적이 커지면 건설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환

기덕트의 구조 및 단면모양, 배치에 관해서는 가장 경

제적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설계해야 하며, 환기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배기구 방식의 적용이나 설계가 이뤄져

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는 사

이즈가 작은 균일한 급･배기포트를 갖는 균일급기 또

는 균일배기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상층

부와 하층부를 갖는 복층도로터널에서 전 연장에 걸쳐 

균일한 환기를 위해서는 송･배풍기의 소요풍압, 포트

의 개도(opening)조정 및 덕트단멱적 등의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송풍기의 전체풍압은 수직구

에서 배기된 공기가 연결덕트, 터널 내 설치된 덕트, 차

도를 거쳐 갱구 또는 배기포트에서 배출되는 동안의 

각종 압력손실의 총합계를 뜻하며, 횡류식 환기방식에

서의 소요전체풍압은 급기덕트에서 차도로 흘러간 공

기가 배기포트, 터널 내 덕트와 연결덕트를 거쳐 수직

구를 통해 배출되는 동안의 압력손실의 총합이다. 또한 

복층도로터널의 경우 급･배기 덕트가 상층부에 나란히 

설치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덕트의 종횡비가 달라

질 수 있고 급･배기덕트의 정압차 및 말단동압, 필요시

점 압력이 상･하층부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덕트의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급기

덕트의 정압차는 식 (2)로 나타낼 수 있으며, 배기덕트

의 정압차는 식 (3)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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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면풍속

 : 덕트시점

 : 벽면마찰손실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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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덕트시작면정압

 : 말단정압

 : 벽면마찰손실계수

 : 말단풍속

또 다른 경우로는 복층도로터널에서 상층부의 상부

와 하층부의 하부에 덕트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는 프랑스 A86 East 터널과 같이 중간슬래브에 의해 

환기가 상･하층부로 분리되어 이뤄지는 경우이며, 하

층부에 덕트가 설치되면 환기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흐름을 원활하게 발생하기 위하여 측면에 유도덕

트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도덕트의 폭이 좁

아지는 특성에 따라 압력손실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덕트의 길이에 따라 압력분포에 미치는 

유도덕트의 영향이 중요한 설계인자로 반영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중간슬래브에서 상･하층부의 환기

가 연결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 

M30 터널의 환기방식과 유사하다. 이때 상층부와 하

층부의 교통방향이 다르다면 상층부로 급기되는 공기

가 다른 차도내압을 거치게 되므로 급･배기덕트의 압

력분포 차이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또한 횡류

식･반횡류식 환기방식의 경우 터널 전 연장에 걸쳐 균

일한 급･배기를 위해 덕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대심도 

복층터널의 경우 기존의 도로터널에서와는 다르게 네

트워크형 구조(합류부･분기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덕트의 합류･분기부 충격손실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체교차로의 환기방식을 

횡류식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본선과 연결로에 급기덕

트와 배기덕트가 서로 복잡한 형태로 교차되므로 시공

이 어렵고 유지관리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 사용되던 설계인자로

서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의 적용 가능하게 변형된 

환기설계인자로는 ➀ 덕트 내 압력분포, ➁ 연결덕트의 

압력손실, ➂ 송･배풍기의 소요풍압, ➃ 포트의 개도조

정, ➄ 급･배기덕트의 정압차 ➅ 유도덕트의 압력분포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2 수직구 종류식 환기방식 설계인자

수직구를 사용한 종류식 환기방식은 대체적으로 제

트팬 환기방식으로는 적용연장의 환기가 어려운 장대

도로터널에서 주로 적용되며, 수직구에서 차도 내 공기

를 교환함으로써 종류환기방식의 적용 길이를 확대하

는 방식이다. 이중 집중배기 환기방식의 환기에서는 수

직구에 의해 분류되는 터널 좌･우구간의 풍량 균형을 

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수직구 집중배기 환기

방식에서 수직구의 위치는 자연환기에 의해 환기되는 

경우에 터널입구로부터 유입되는 환기풍에 의한 오염

물질농도가 허용농도에 근접하는 부근에 설치하는 것

이 이상적이며 경제적이다. 또한 이 위치를 크게 벗어

난 지형일 경우에는 위치선정과 동력비를 포함한 종합

적 경제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배기구는 대체적으로 차

도공간에 직각위치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직구 집중배기 환기방식은 주로 교통환기력을 기

대할 수 없는 양방향 도로터널에 적용되지만, 도심지에 

위치할 경우 일방향 교통터널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

므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로터

널에서 집중배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직구에 설치

된 배풍기로 터널 내 공기를 배기하는 부분에서 발생

하는 합류 및 분기손실계수에 영향을 주는 합류관의 

단면적비, 유량비, 합류각도 등이 설계인자로 고려되어

야 한다.

중국 상하이 양쯔강 복층도로터널과 같이 수직구 집

중배기 환기방식으로 설치되었지만 지형특성상 수직구

가 터널 중앙부가 아닌 출구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터

널 입･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기 불균형을 억제하

고 안정적인 환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트팬 환기방

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복층도로터널에 종류

식 환기방식을 적용할 경우, 상층부는 일반도로터널과 

단면형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트팬 설치에 있어서 문

제가 없다. 하지만 하층부의 경우, 제트팬 설치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터널 측면부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야 하므로 환기 효율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연풍 및 상, 하 교통량의 변동에 의해 터널 내 환기

상태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설계 시 주의해야

한다.

집중배기환기방식의 환기설계에 있어서 소요송풍기

의 압력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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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설치부에서의 압력과 수직구의 마찰손실 그리고 

입･출구손실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복층터널 설

계에서는 출구부에서의 손실이 입구부에서의 손실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구부 손실과 입구

부 손실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식 (4)). 또한 네트

워크형 구조(합류부･분기부)에 따른 차도 내 충격손실

에 대한 반영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직구의 설치

부에서 압력(∆)은 다음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    









∆ ∆  (4)

 : 터널 출구 손실계수

 : 터널 입구 손실계수

 : 차도 내 벽면마찰손실계수

 : 갱구에서 수직구 설치부까지의 길이

 : 차도대표치수

 : 공기밀도

 : 차도 내 풍속

∆ : 교통환기력

∆ : 기상, 온도차 및 자연풍에 의한 양 갱구 간 

압력

수직구의 마찰 및 합류부･분기부 손실(∆ )은 다음 

식 (5)에서처럼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식 (5)에서도 합류부 손실과 입구부 손실을 구분하

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  







∙

  (5)

  : 합류손실계수

 : 분류손실계수

 : 수직구의 마찰손실계수

 : 수직구의 길이

 : 수직구의 최대치수

 : 수직구 내의 풍속

대심도 복층터널에서 수직구 종류식 환기방식을 사용

하는 경우 분기구간은 본선부의 편측으로 접속되어 와

류발생에 따른 정체구간 형성으로 기류편차가 발생하여 

분기부 전체 환기효율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기부에 기류의 흐름을 원활히 유도하

여 분기효율을 증가시키는 장치인 칸막이벽(partition 

wall)을 설치해 터널 내 유속저하를 최소화하고, 본선

과 램프 터널간의 제트팬을 설치하여 유량비 제어를 

통해 구간별 환기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5).

지금까지 수직구 종류식 환기방식을 살펴본 바에 의

하면,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적용 가능한 설계인

자로는 ➀ 소요 송풍기의 압력, ➁ 수직구 설치부에서

의 압력, ➂ 수직구의 마찰 및 입･출구손실, ➃ 단면적･

유량비에 따른 충격손실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3 자연환기력

기존의 자연환기력의 계산은 지상터널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네트워크형 복층터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환기

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형 복층터널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본다. 자연환기력

은 터널 내 차량통행에 의한 교통환기력 및 모든 환기

설비에 의한 환기력을 제외한 지형 및 기상 변수만에 

의한 환기력이라 정의한다13).

대체적으로 자연환기력은 터널 내･외부 기상 변수의 

순간적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대심도

에 건설되는 복층도로터널은 기상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도로터널에서의 자연환기

력은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밀

도차이(굴뚝효과), 터널 입･출구의 기압차 그리고 터널 

양단에 작용하는 외부풍압차이 등 크게 3가지의 주요 

변수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터널 양

단에 작용하는 외부풍압차이는 터널 입･출구의 형태와 

터널 주변지형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네트워크형 복

층도로터널은 대심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형 및 풍압

에 의한 자연환기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터널 입･출구의 기압차는 터널 입･출구의 기

압에만 영향을 받아 발생하며 경정기압법을 통해 계산 

가능하다. 압력차이가 단순한 고도차에 의한 압력차이

인 경우, 기류의 이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관측된 

대기압은 고도차 및 온도차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터널평균 고도를 기준점으로 경정기압으로 환산

할 수 있다. 터널 입･출구의 기압차에 의한 자연환기력

은 아래 식 (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p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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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기압

 : 원기압

∆ : 고도차

 : 건조기체상수

 : 현지중력가속도

 : 기온감률

 : 온도

 : 수증기영향보정치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밀도

차이(굴뚝효과)는 터널 공기 통로 입구의 고도차와 터

널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굴뚝효

과에 의한 자연환기압력(Natural Ventilation Pressure, 

NVP) 계산방법에는 정역학적 방법과 열역학적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환기압력은 터널 내부의 기울기

에 의해 야기되고, 터널 입･출구간 고도차, 외부온도차에 

의존한다. 첫 번째로 정역학적 방법(Hydrostatic method)

을 통한 자연환기력 산출 방법은 단순히 공기밀도차이

에 의한 압력차로 발생되며 주로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저심도 터널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

로 다음 식 (7), (8)으로 계산된다.

∆   (7)

 


 
∆ (8)

 : 급기구의 공기밀도 평균값

 : 배기구의 공기밀도 평균값

  : 급기구의 온도

 : 배기구의 온도

 : 평균온도를 의미하며, (


 
)로 계산가능

 : 표준공기밀도

∆ : 터널 심도

정역학적 방법으로 도로터널의 자연환기압력을 계산

하는 경우, 겨울철에 터널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기류의 방향은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게 

되며, 여름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

러한 이유로 온도에 의한 자연환기압력의 영향력은 상

당히 크게 작용하고 온도 및 고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온도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정역학적 방법으로 복

층터널의 자연환기력을 계산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로 열역학적 방법(Thermodynamics Method)

을 통한 자연환기압력을 산출하는 방법은 각 터널 구

간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한 후, 열이 계에 한 일을 도

출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열역학적 방법으로 자연환

기에너지(Natural Ventilation Energy, NVE)를 구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밀도차이와 높이차를 이용하는 계

산에 비해 낮은 오차율을 보여주지만 그 계산 과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연환기에너지는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터널 지하 공간 각각의 프로

세스가 폴리트로픽 법칙(polytropic law)에 근사하는 

경우, 각 세그먼트에 대해 자연환기에너지는 식 (9), 

(10)으로 계산 될 수 있다20).






 



      

ln 

ln  
 

(9)







 



  




 (10)






 : 일의 량 [kPa]

 : 폴리트로픽 지수

 : 기체상수 [J/kg.K]

 : 절대온도 [k]




: 자연환기에너지 [NVE]

 : 터널 내 공기속도 [m/s]

 : 기압계의 위치 [m]

 : 표준공기밀도 [kg/m3]

 : 기압계의 압력 [kPa]

아래 Fig.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터널 내부에 임의의 

두 지점(2와 3사이)에서 차량운행 등에 의한 열원이 존

재할 경우 자연환기력은 두 지점에서의 온도차에 의해 

열전달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아래 식 (11)처럼 자연환

기력에 변화가 발생한다.

       

Fig. 8. The schematic of road tunnel with the vertical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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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굴뚝효과에 의한 자연환기압력

 : 배기구의 공기밀도 평균값

 : 급기구의 공기밀도 평균값  

수직구와 터널 사이를 흐르는 순수한 공기흐름(net 

flow work)이 한 일은 Fig. 9에서의 역방향(4-3-2-1)으

로 진행되며, 이것이 공기의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유지

시키는 기계적 에너지를 뜻하는 자연환기에너지(NVE)

가 된다. 자연환기에너지(NVE)의 면적은 P-V 선도에

서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로 터

널부분(2-3지점)에 차량운행이나 조명 등의 열원이 존

재한다면 자연환기에너지(NVE)는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각 수직갱을 뜻하는 1-2와 3-4 지점의 심도

가 증가하여 압력차가 증가한다면 자연환기에너지(NVE)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 추가되는 열과 심도가 증가할

수록 P-V 선도에서의 면적이 커지고, 자연환기에너지

(NVE)가 커지게 된다. 이 자연환기에너지(NVE)와 밀

도의 곱이 아래 식 (12)으로 표현되는 자연환기압력

(NVP)이다. 

× (12)

 : 자연환기압력

 : 자연환기에너지

 : 표준공기밀도

자연환기압력은 고도와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유

도되고 있다. 터널 내･외부의 온도차는 그 차이가 클수

록 자연환기압력에 영향력이 커지며, 수직구가 없는 도

로터널에 비해 수직구가 설치된 도로터널에서의 온도

는 다른 요소에 비해 더 크게 변경된다. 즉, 수직구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큰 자연환기압력이 발생한다. 네

트워크형 복층터널에 경우, 지하 대심도에 위치하므로 

기존의 도로터널보다 긴 연장의 수직구가 설치되고 높

은 고도를 가지므로 더욱 강력한 자연환기압력이 발생

할 것이 예상되므로 설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역학적 방법의 경우 수두차이에 의한 압력변화를 

이용하여 자연환기력을 구하기 때문에 열이 가진 에너

지를 일로 전환하여 구하는 열역학적 방법보다 정확도

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대심도에 위치하는 복층터널은 

높은 고도차로 인해 더욱 큰 자연환기압력이 발생하므

로 환기시스템의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열역학적 방법을 통한 자연환기력에 대한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심도 네트워크형 복

층도로터널의 환기 설계 단계에서 자연환기력을 추정

하기 위해서는 ➀ 터널 내･외부의 고도와 온도차에 의

한 공기밀도차이, ➁ 터널 입･출구부에서의 기압차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 결 론

최근, 도심지에 위치하고 지하공간의 재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대심도 복층터널의 운영 및 설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국내에

서도 대심도 지하 공간 활용을 위해 아직 전 세계적으

로 시도되지 않은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대한 필

요성이 대두되어 사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도로터널 환기설계 아웃라인

의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적용 가능

한 새로운 아웃라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성공적

으로 운영 중인 해외 복층터널 환기설계 사례들은 면밀

히 분석하여 환기 방식과 종류 그리고 대심도에 위치하

는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에 적용 가능한 설계인자

(덕트 내 압력분포, 연결덕트의 압력손실, 송･배풍기의 

소요풍압, 유도덕트의 압력분포, 수직구 설치부에서의 

압력, 수직구의 마찰 및 입･출구손실, 단면적･유량비에 

따른 충격손실 등)를 알아보았다. 복층도로터널에 주로 

적용되는 환기방식인 횡류식･반횡류식 환기방식과 수

직구 종류식 환기방식 그리고 대심도 건설로 인한 자연

환기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형 복층도로터널

에 적용 가능한 환기설계인자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Fig. 9. P-V Diagram for naturally ventilated roa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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