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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commonly applied to urban tunnel, is necessary to 

be distributed with airflow uniforml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rogram that can 

optimize the opening ratio of ports to ensure ventilation performance of design criteria 

through a uniform airflow distribution even though ventilation interval becomes 

longer. And program’s prediction performance wa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UNVEN DUCT program. For comparison, Semi-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was 

applied. Both programs predicted a similar port size and air flow distribution, and the 

variation range of the calculated values was 11.71% and 1.36%, respectively.

This program is very useful for port optimization design of transverse and semi-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because it is possible to analyze various tunnel lengths 

and supply/exhaust port installation conditions.

Keywords: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Ventilation performance, Uniform 
airflow distribution, Port opening ratio, Optimiz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Hyeong-Je JoㆍKyu-Myung ChunㆍDea-Kee MinㆍJong-Won KimㆍJong-Hoon Beak

518

초 록

도심지 터널에 주로 적용되는 횡류식 환기방식은 환기구간 거리가 길어질수록 환기성능이 저하되므로 균일한 풍량분배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기구간 거리가 길어져도 균일한 풍량분배를 통해 설계값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배기구의 개도율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TUNVEN DUCT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반횡류 급기 환기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두 프로그램은 유사한 포트 크기 및 풍량 분

배를 예측하고 있으며, 계산값의 변동범위는 각각 11.71% 와 1.3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터널 연

장 및 급배기 포트 설치 조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횡류식 및 반횡류 환기방식의 포트 최적화 설계에 상당

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횡류식 환기시스템, 환기 성능, 균일 풍량 분배, 포트 개도율, 최적화

1. 서 론

최근 대도시의 교통량 증대에 따른 도로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터널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도심터널은 교통량이 많아 터널내 교통정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시 종류식 제연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로의 환기구 설치가 필요하

나 도심지역의 지상부에는 도심의 과밀로 여유 공간이 거의 없고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로 환기

구 설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의 대표적인 예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용마터널로써 지역주민의 환경

민원에 따라 시점부에 계획된 환기탑을 삭제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와 같이, 횡류식 환기방식의 특성상 환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나 민원 문제 등으로 환기구의 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횡류식 환기방식의 특성상 환기구의 수를 줄이는 경우, 환기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터널 내 환경이 악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터널 전 구간에 걸쳐 균일하게 외기를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

으로 환기시스템을 설계하나 환기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급배기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터널내 환경문제가 악화

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횡류식 환기를 적용한 터널에서 이러한 문제가 관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통한 대배기구 포트의 개도율을 조정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급배기 포트의 개도율을 최적화하여 이

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대도심에 건설되는 터널의 횡류식 환기방식을 위해 환기거리 증대의 필요성 또한 가중되므로, 환기구 

설치에 따른 민원문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크기의 급배기 포트를 적용함으로 인한 환기거리 증대에 따른 터널내

부 환경악화 방지를 위해 급배기 포트 크기의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도심에 건설되는 횡류식 환기방식이 적용된 터널에 적합한 급배기 포트의 최적화를 

위해 터널 교통량 및 급배기 풍량 등을 통해 차도와 풍도내의 압력차를 기반으로 포트 개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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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급기 반횡류 방식에 대하여 Tunven Duct 프로그램의 포트 크기 계산결과의 비교

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환기구간 거리를 대상으로 최적화된 포트 크기 및 덕

트 압력을 제시하였다. 

2. 횡류식 환기방식 개도율 관련 기준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본 절에서는 횡류식 도로터널의 급배기구 설치기준 및 개도율 조정 관련 부분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

였고(Fig. 1 참조), 또한 개도율 적용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의 도로 설계편람(MOLIT, 1999)에서는 도로터널에 횡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급기구 면적은 토

출풍속이 6∼8 m/s 정도가 되도록 하고 설치간격은 5 m를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배기구 면적은 배기구의 

흡입풍속이 4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배기구 간격은 급기구 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하며 위치는 급기구 간격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로 설계편람(MOLIT, 2011)에서는 급기구 

면적 및 간격은 급기구의 위치, 소요환기량, 급기구 수량에 따른 경제성 그리고 배기구의 면적 및 위치를 고려하

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배기구는 환기뿐만 아니라 화재시 배연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배치간격을 50∼100 m 범

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터널 내에 균일한 풍량분배를 위한 급배기 포트의 개도율 조정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터널 전체 연장에서 일정한 급배기량(qb)을 얻기 위한 급배기 포트(Slot) 개도율과 

덕트 및 차도의 정압차에 대한 관계식을 아래 식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MOLIT, 2011).

    ×



×

   ×



×

 (1)

여기서, 교축부의 유속은 다음과 같다.



×

×

  : 덕트 및 차도의 정압차 [Pa]  : 급(배)기포트의 피치 [m]

 : 급(배)기량 [m3/s]  : 급(배)기포트의 개구면적 [m2]

 : 급(배)기포트의 개도율 [%] × : 교축부의 면적 [m2]

 : 교축손실계수, 슬롯의 개도  : 분기손실계수, 슬롯의 개도

조형제 등의 연구(2016)에서는 상기의 포트개도 계산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 터널내 각 위치의 급배기구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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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면적이 부적절할 경우 불균일한 토출 및 흡입풍량에 의해 터널내 공기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곤란해져서 

급배기 포트의 개도면적 선정이 횡류식 환기시스템의 환기효율과 관련된 주요 인자임을 밝히고 있다. 유지오 등

의 연구(2016)에서는 횡류환기방식이 일방향 통행이 대부분인 국내에는 적용사례가 적고 일부 도시터널이나 대

면통행 터널에만 적용되고 있어, 해당 환기방식의 설계기법 정립을 위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터널 전연

장에 걸쳐 급배기 풍량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포트의 개도조정을 해야 하나 운영중인 터널 또는 터널 설계시 

이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OLIT, 2009)에서는 급배기 덕트에서 공급 또는 흡입되는 공기

량이 덕트계 전연장에서 균일하게 되도록 설계하는 것과 송풍기의 풍량과 풍압결정이 횡류식환기시스템에서 가

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횡류식터널에 균일배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급기구의 개도를 TAB를 통해 배기

시 균일 풍량이 토출되도록 개도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의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도로협회

(PIARC, 2007)에서는 화재시에 중점을 맞춰 배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00 m 길이의 배연구

역 및 댐퍼의 개방 수량에 따라 배기구의 설치간격을 50∼100 m로 권장하고 있고, 배연댐퍼의 풍속은 10∼15 

m/s로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RVS 코드(2009)에서는 일반적인 급기구 설치간격은 55 m 이하, 배기구 설

치간격은 110 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기구는 풍량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배기구는 화재시 조작이 가능

하도록 배연댐퍼를 적용하고 터널 전구간에 균일풍량이 분배되도록 개도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Road design manual (b) Road tunnel fire safety 

facilities(guideline)

(c) PIARC (d) Austria RVS

Fig. 1. Standard and guideline on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for road tunnels

국내외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준에는 조형제 등(2016)과 유지오 등(2016)이 밝힌 바와 같이 횡류식 환기

방식의 적용에 있어 균일한 풍량분배를 위한 개도조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횡류식 환기방식의 설계 단계에서 급기 또는 배기풍량이 포트를 통해 균일하게 분배된다는 가정하

에 1차원 분석 툴을 사용하여 터널내 환경예측을 하고 있다. 최근 유지오 등(2016)은 반횡류식 환기방식을 대상

으로 급기시 또는 배기시의 포트의 개도율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개도 조정 전후의 화재시 배연효

과가 2배 이상 개선됨을 해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김효규 등(2017)은 네트워크 타입의 터널에서의 종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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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횡류식 환기시 터널내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횡류식 포트 개도율 최적화 기능은 고

려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 도로협회(FHWA,1974)에서 도로터널의 환기용 계산 프로그

램인 TUNVEN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반횡류 급기 환기방식에 대한 포트 개도율 조정 평가 프로그램인 

TUNVEN DUCT를 개발 및 검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횡류식 포트 개도 조정 평가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적용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974년에 개발된 TUNVEN DUCT 프로그램은 반횡류 급기 환

기방식을 대상으로 하고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반횡류 급기 또는 배기 환기방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반횡류 급기 또는 배기, 그리고 횡류식 환기방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3. 개도율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3.1 횡류식 환기방식의 터널 및 덕트부 지배방정식

시스템을 통한 유체의 유동시 그 질량은 연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운동량도 보존되어야 한다. 횡

류식 환기방식이 적용된 터널은 각 포트를 기준으로 하는 일정 크기의 control volume 이 터널 연장만큼 연속된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차도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환기력과 급배기 포트 사이의 각각의 control 

volume 에서는 이러한 질량 및 운동량이 보전되어야 한다(Fig. 2 참조).

Fig. 2. Control volume for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이를 차도 및 덕트 공간내의 압력계산을 위한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연속방정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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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방정식(차도) :



 




  



















±
(3)

운동량방정식(덕트) :



 




  















 (4)

여기서, 

 : 터널 내압 [Pa]  : 터널 풍속 [m/s]  : 차도 단면적 [m2]

 : 덕트 내압 [Pa]  : 덕트 풍속 [m/s]  : 덕트 단면적 [m2]

 : 마찰계수(터널)  : 터널 대표직경 [m]  : 포트 급기풍량 [m3/s]

 : 마찰계수(덕트)  : 덕트 대표직경 [m]  : 포트 배기풍량 [m3/s]

 : 포트운동량 계수

지배방정식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 운동량방정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포트로 배기되거나 급기되는 풍량에 

따른 차도공간의 풍속변화에 의한 운동량 변화량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단면적 변화에 의한 운동량 변화량, 

그리고 마지막 항은 벽면마찰에 의한 운동량 변화량이다. 유지오 등의 연구(2016)에서는 위 식의 급기와 배기시

의 정압재취득계수로 미국연방도로국(FHA, 1980)에서는 급기와 배기의 경우, 각각 0.5와 0.5로 적용하고 있으

며, 일본 수도공단 보고서(1993)에서는 0.5 와 1.0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3.2 개도율 최적화 계산 과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포트 개도율 최적화 프로그램은 터널내 압력 및 덕트내 압력을 1차원적으로 계산하며 프로

그램 내부적으로 균일풍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도율의 계산 모듈과 포트 풍량 계산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의 

개도율을 선정하기 위한 본 프로그램의 입출력 및 계산과정은 Fig. 3에 나타나 있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도로설계편람(MOLIT, 2011)에 기술된 터널 환기시 고려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

며, 터널 입구 풍속 및 교통 흐름을 반영하여 식 (2)를 통해 터널내 풍속을 선정하고 식 (3)의 압력평형식과 압력의 

변동 편차를 계산한다. 이 편차는 수렴 기준인 0.0001 이하가 될 때까지 Half-interval method 를 적용하여 반복 

계산되며, 이를 통해 수렴된 해를 구하게 된다. 덕트의 풍속은 식 (2)의 연속방정식을 통해 덕트풍량과 포트로 급

배기되는 풍량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터널내 풍속과 덕트 풍속이 계산되면 각각의 이산 압력방정식을 통해 압력분포가 계산된다. 그런 다음, 포트의 

유동손실계수(Cp)를 고려하여 각각의 포트풍량(Qp)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정압차를 구하고, 해당 포트의 터널부

와 덕트부 사이의 압력차이가 이 값 이상 유지되도록 덕트내 압력을 수정하게 된다. 각 포트에서 터널과 덕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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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압차를 계산하여 입력한 포트 기준풍량을 유지하기 위한 포트 면적 및 개도율을 아래의 식 (5)를 통해 계산한

다. 포트별 풍량은 계산된 포트 단면적을 기준으로 식 (6)을 통해 계산된다. 이후 포트의 전체풍량을 계산하여 입

력한 풍량과 비교하여 이를 고려하여 포트풍량을 수정하고 다시 터널과 덕트의 압력차를 반복계산하여, 포트풍

량의 변동범위가 0.1% 이하가 될 경우 계산을 종료하게 된다.

 











(5)

  





(6)

이러한 계산결과는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래픽적으로 시각화될 수 있으며 엑셀 또는 기타 외부 데이터 처리 프

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포맷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Fig. 3. Calculation flowchart of the port optimization program

3.3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및 적용성

프로그램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는 크게 포트의 설계제원을 입력하는 부분과 포트 최적화 계산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의 설계제원 입력창(Fig. 4 참조)에는 포트의 위치, 구간거리, 터널 단면적, 급기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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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량, 배기포트의 유량, 포트의 크기 등을 입력하게 된다. 포트 최적 면적 산정을 위한 입력창(Fig. 5 참조)에는 

포트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상세 데이터가 입력된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입력값을 기반으로 전술한 이산 압력방

정식을 풀어서 포트 개도율과 포트 풍량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Fig. 4. Data input window of the port optimization program

Fig. 5. Data input window for port area calculation of the port optimization program

본 프로그램의 특징 및 적용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터널 내부 단면변화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둘째, 특정 속도대 뿐만 아니라 터널 내에서의 주행속도 변화

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횡류식 환기방식은 터널 연장이 길 경우에 덕트의 가운데를 막아서 터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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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서 급기 및 배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덕트를 분리한 격벽을 bulk head 라고 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bulk head 가 설치되는 경우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횡류식 환기방식뿐만 아니라 반횡류 급기 또는 반

횡류 배기 환기방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포트 최적설계에 적용시 다양한 설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고 최적화된 포트의 크기

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어 설계업무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다양

한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4장에 정리되어 있다.

4. 프로그램 성능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능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의의 터널을 대상으로 하여 국외에서 개발된 

TUNVEN DUCT 프로그램과 포트 개도율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예측한 개별 포트의 사이즈 및 풍량에 대한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TUNVEN DUCT 프로그램이 반횡류 급기 환기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환기 

방식을 대상으로 포트 최적화 비교를 수행하였다.

4.1 프로그램 성능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개도율 계산에 적용한 터널 제원은 아래 Table 1와 같다. 

덕트를 통한 풍량의 공급은 단일 환기소에서 급기하는 방식으로 덕트 중간에 Bulk head 가 없는 방식으로 환기소 

인근의 풍량이 가장 크고 포트를 통해 터널 내로 풍량이 계속 공급됨으로 인해 터널 종점으로 갈수록 풍량이 점차 

줄어든다. 두가지 프로그램의 계산을 통해 포트에서 균일한 풍량이 급기되도록 하는 경우 포트의 면적과 풍량을 

나타내면 Fig. 6∼7과 같다.

Fig. 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포트의 크기는 두 프로그램 모두 터널 입구에서 끝으로 갈수록 증가하며 그 변

화 패턴 및 포트 크기의 예측값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각 포트에서의 풍량을 비교해 보면(Fig. 7 참조) 포트 최적

화 프로그램에서는 포트별로 0.944 m3/s 의 일정한 풍량을 보이고 있는 반면, TUNVEN DUCT 프로그램은 포트

에서 공급되는 풍량이 일정하지 않고 목표 풍량에서 약간씩 변동되고 있으며 특히 말단에서는 포트별로 터널로 

Table 1. Input Date for Tunnel Modeling 

Length 762 m

Tunnel Cross-Sectional Area 46.46 m2

Duct Cross-Sectional Area 11.62 m2

Port Distance 7.62 m

Maximum Port Area 0.6455 m2

Port Air Volume 0.944 m3/s

Traffic Speed 65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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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되고 남은 잔여풍량이 영향을 미쳐 말단부의 풍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한 포트 크기 및 포트 풍량을 비교하면 포트 크기의 경우 ±11.71%, 포트 풍량의 경우 ±1.36% 

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프로그램 개발의 1차 목표인 15% 수준의 변화폭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부드러운 포트 크기 증가 패턴 및 일정한 풍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이 Duct 프로그램에 비해 더 정밀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 국외 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예측 성능의 유사성을 검증하였고 다음 절에서는 이 

포트 최적화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횡류식 터널 급배기 포트 개도율 계산을 진행하였다.

4.2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횡류식 터널 급배기 포트 개도율 계산

횡류식 터널의 급배기 포트 개도율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환기소에 인접한 덕트 시점부에서의 급배기 풍량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포트를 통해 균일한 풍량을 공급하지 못하여 터널내 오염물질 농도를 적

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횡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할 경우 균일 풍량 공급을 위한 포트 개도율 조정

은 필수적이다. 아래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포트 최적화 

결과를 정리하였다. 개도율 계산에 적용한 터널연장은 2,000∼4,000 m(500 m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Case01∼

05), 급배기 포트 설치간격 3조건을 고려하여, 전체 15 케이스를 선정하였다(Table 2∼3 참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한 급배기 포트 개도율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Table 2 와 3에서 언급한 터

널 제원을 기준으로 각 Case별 필요 풍량과 급배기 포트 수량 및 개별 포트별 풍량을 선정하였으며 Table 4에 나

타내었다. Fig. 8은 개도율 계산에 적용한 터널의 개요도이다. 

급배기 포트 개도율 계산에 적용된 환기소의 위치는 터널 시점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급배기가 

동시에 수행되고 터널 내 차량의 운행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이다. Table 5∼9에는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포트 면적과 덕트 및 차도에서의 압력을 정리하였다.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된 급배기 포트의 단면적은 환기소가 설치된 터널 입구부에서 최소값을 보

Fig. 6. Comparison of port area Fig. 7. Comparison of port ai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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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data for tunnel modeling 

No Case01 Case02 Case03 Case04 Case05

Length 2,000 m 2,500 m 3,000 m 3,500 m 4,000 m

Cross-sectional Area 66.23 m2

Gradient + 1.0%

Traffic Volume 63,405 Vehicle/day

Mixing Ratio 12.43%

Table 3. Installation Interval of each supply and exhaust port 

No Case01 Case02 Case03 Case04 Case05

CaseA Supply Port 10 m, Exhaust Port 50 m

CaseB Supply Port 50 m, Exhaust Port 50 m

CaseC Supply Port 100 m, Exhaust Port 100 m

Table 4. Number of port and air flow rate per each port for various conditions

No
Air Volume

[m3/s]

Number or Port Airflow Per Port [m3/s]

CaseA CaseB CaseC CaseA CaseB CaseC

Supply

Case01 147 200 40 20 0.735 3.675 7.35

Case02 184 250 50 25 0.736 3.68 7.36

Case03 220 300 60 30 0.733 3.667 7.333

Case04 257 350 70 35 0.734 3.671 7.343

Case05 294 400 80 40 0.735 3.675 7.35

Exhaust

Case01 147 40 40 20 3.675 3.675 7.35

Case02 184 50 50 25 3.68 3.67 7.36

Case03 220 60 60 30 3.667 3.667 7.333

Case04 257 70 70 35 3.671 3.671 7.343

Case05 294 80 80 40 3.675 3.675 7.35

Fig. 8. Tunne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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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rt opening area and duct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tunnel (L=2,000m)

NO CaseA CaseB CaseC

Opening

Area

Supply

Exhaust

Duct

Pressure

Supply

Exhaust

Table 6. Port opening area and duct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tunnel (L=2,500m)

NO CaseA CaseB CaseC

Opening

Area

Supply

Exhaust

Duct

Pressure

Supply

Exha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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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ort opening area and duct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tunnel (L=3,000m)

NO CaseA CaseB CaseC

Opening

Area

Supply

Exhaust

Duct

Pressure

Supply

Exhaust

Table 8. Port opening area and duct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tunnel(L=3,500m)

NO CaseA CaseB CaseC

Opening

Area

Supply

Exhaust

Duct

Pressure

Supply

Exha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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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터널 출구부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급기 및 배기 덕트의 압력은 환기소가 설치된 터널 입구부에

서 최대값을 보이며, 터널 출구부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장 및 급배기 포트 배치 수량에 대하여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 결과, 아주 짧은 시

간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 작성 및 계산과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도로터널의 횡류 및 반횡류 환기방식의 포트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최적

의 솔루션 확보가 단시간내에 가능하므로, 이 프로그램은 실제 횡류 및 반횡류식 환기방식의 포트 최적화 설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횡류환기방식 터널의 급배기 포트에서 균일한 풍량을 구하기 위해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을 개

발하였고, 국외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의 성능을 검

증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과 국외에서 개발된 TUNVEN DUCT 프로그램의 해석결과를 비

교한 결과 두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사한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두 프로그램의 계산차는 포트 사이즈의 

Table 9. Port opening area and duct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tunnel (L=4,000m)

NO CaseA CaseB CaseC

Opening

Area

Supply

Exhaust

Duct

Pressure

Supply

Exha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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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1.71%, 포트 풍량의 경우 ±1.36%로 나타나고 있다.

2. 15%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개도율 계산 프로그램을 통한 횡류식 터널의 급배기 포트면적 및 풍량 

해석결과 전 Case에서 포트면적은 환기소 부근에서 가장 작고 터널 종점측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포트 풍량은 전 Case에서 균일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의 예측 성능 개선을 위해 향후 특정 케이스에 대한 3차원 수치

해석과의 비교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3차원 해석결과에 근접한 포트 개도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개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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