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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

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

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

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ABSTRACT

When a fire occurs in a road tunnel, it is likely to develop into a major disaster because of its seal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is, a range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they should show their 

appropriate functions in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In addition, the installation of essential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s missing due to the lack of considering an extension of continuous tunnels and soundproof tunnels. For these reasons, 

it was judged that an amendment to the law would be necessary.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s in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parts that need to be 

revised in the fire-related law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laws are as follows. First, consecutive tunnels should 

consider the sum of the extensions of the individual tunnels and ensure that the soundproof tunnel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unnels in the law. In this way, the necessary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a legal justification for install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in tunnel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water mist fire extinguishing system facilities,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ies, and leading lights, which are excluded 

from installation in tunnels, are specified in the Fire-related laws. Third, to specify in the law that air respirators must be 

provided in the tunnel is necessary from the viewpoint of the field response. Accordingly, it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ire-fighting activities and the life-saving efforts by fire-fighters.

Keywords : Road tunnels,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Fire-related laws, Continuous tunnels, Soundproof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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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분명한 구조물이지만 폐쇄성

이 높아서 화재발생 시 연기로 인해 가시거리가 감소하고 

질식위험이 상존하여 대피가 지연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터널은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재시

설을 갖춰야 하며 그 시공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적 기

준은 최근의 기술을 반영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 Lee(1)는 도

로터널 내 차량화재 발생 시 화점에 직접 소방용수를 방수

하여 화재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

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도로터널 내 소화설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Lee(2)는 

전국 도로터널 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도로터널 내 

소방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Kim(3)

은 도로터널의 화재통계 및 국내 관련기준과 방재선진국의 

기준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로터널의 소방방재시설의 문

제점 및 관련 기준의 개선 대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Kim(4)

은 중규모 도로터널의 화재사례 및 화재로 인한 터널 관련 

차단 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비용을 분석하여 기존 터널

에 적용할 수 있는 피난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연구하였

다. Koo(5)는 방재시스템에서 각 설비들 간의 수집된 정보

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터널내 광센서 선형감지시스템과 

재난문자 통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Lee(6)는 소방

법 그리고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서 적용하기에 현실적

으로 문제가 있거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발

췌하여 분석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터널 내 소방설비와 관련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제도개

선 방안을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도로터널 방재시

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을 집약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

었다.

최근에는 두 개의 터널이 짧은 거리로 계속해서 존재하

는 연속터널과 교통소음 해소를 위한 방음터널의 건설사례

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방재대책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속터널은 여러 개의 짧은 터널이 연속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각각은 짧지만 화재발생 시 전방터널의 연기나 교

통흐름이 후방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긴 

터널로 보아야 하고, 방재시설의 설치기준 또한 강화할 필

요가 있다(7). 방음터널의 경우 도심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

해 방음벽을 설치하던 것이 터널 형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방음터널은 화재발생 시 연기의 배출이 제한되어 일반 도

로터널과 특성이 동일하므로 그에 준하는 방재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화재 시 터널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연속터널을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 소방관계법령에서

는 연속터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점 장대화되고 다양해지는 도로

터널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법령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방재 고유의 법인 

소방관계법령에 명시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국내 도로터널 방재시설관련 법령 분석

2.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변천

우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및 6월 6일의 

홍지문 터널화재로 효과적인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8). 2004년 이전에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계를 

위하여 도로설계편람 1권 : 방재설비 설치기준(건설교통

부)과 한국도로공사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사고 위

험을 예방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

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게 되

었다(9).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터널화재를 예

방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였다(8).

이후 2009년 4월에 대형화재 대응 및 사후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지침을 대폭 강화하였고, 그해 8월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예규)으

로 승격되어 재공포 되었다(10).

이후의 기간 동안 초장대 터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터

널방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에 따라 기

존의 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내용을 전면 개

정하게 되었다. 

2.2 도로터널 소방관계법령의 변천

국내의 소방관계법령은 2004년 6월 소방방재청 신설 이

후 기존의 소방법에서 분법된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의 4개의 법에 대한 시행령 

및 규칙과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정

소방대상물인 ‘지하가’의 일부로서 정의되어 있으며, 본 법

에 정의된 소방시설의 설치 등의 시행 기준은 ｢국가화재안

전기준(NFSC)｣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국내 소방법상의 터널규정은 1984년도에 ‘지하가 중’이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소방법시행령(1984.6.30.)에 제정되

었지만, 당시에는 터널 길이에 따른 적용기준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1997년에 이르러 소방법시행령(1997.9.27.)

에 1,000 m 이상 터널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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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기준이 자리 잡게 되었다(11).

2004년 6월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어 터널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

정소방대상물로 명시되었고, ｢제연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

준(NFSC 501)｣이 제정되어 터널에 설치되는 제연설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07년 7월에는 ｢도로터널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603)｣이 제정되어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각 소방시설에 대

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정립되었다.

3. 국내 도로터널 방재시설관련 법령 분석

2016년 개정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주요특징은 연속터널과 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기준

을 제정하여 방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한 점

이다.

3.1 연속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7)에 의하면 교통

측면에서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500 m 미

만, 제연측면에서는 전방터널의 출구와 후방터널의 입구가 

30 m 미만인 터널을 연속터널로 한다. 다만, 전·후방터널의 

이격거리가 30 m 이상일지라도 모형실험 또는 수치시뮬레

이션에 의해 전방터널의 연기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제연측면에서 하나의 연속터널로 정할 

수 있다. 전방터널의 화재로 인하여 출구로 배출되는 연기

가 후방터널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터널을 제연측면에서 

연속터널로 정의한다. 연속터널은 교통측면과 제연측면에

서 방재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설치대상 방재시설을 

정한다. 연속터널의 사례는 Table 1과 같다.

3.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기준

도심지의 간선도로의 경우,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교통소음 해소를 목적으로 방음터널의 수요가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12).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

리지침｣
(7)에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은 교통소음의 

저감을 목적으로 흡음 또는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방음시설 중 형상이 터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방음시설을 의미한다. 일반터널과 같이 반 밀

폐된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에서는 화재 시 연기의 배

출이 제한되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방재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방음터널은 설치장소 및 형식이 다양하여 방재시

설 설치대상 여부를 정하는 경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방음터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도로에 설치되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형태는 Figure 1과 

같이 한쪽 측벽이 개방된 반 터널형과 반 밀폐공간을 가지고 

있는 터널형으로 구분되어지며, 일방향 터널과 동일한 특성

을 가지는 중앙분리벽 폐쇄형과 대면통행터널과 동일한 특

성을 가지는 중앙분리벽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12).

4. 도로터널 방재시설 관련 소방관계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1 방음터널 및 도로터널의 문제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13)에서는 터널을 지하가 중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

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

어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음시설”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충분한 소

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

이며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14). 이 중 

방음터널은 터널 내 화재발생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확산 

시 공간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도로터널과 화재 및 대

피특성이 동일하므로 일반터널에 준하는 방재시설의 설치

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터널” 용어의 범위를 넓혀 방음터

널에도 방재시설이 설치되도록 법적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

다. 또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도로터널은 ‘도

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구

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6)

에 따르면 ‘지하’의 사전적 정의는 ‘땅속이나 땅속을 파고 

만든 구조물의 공간’으로 대부분 산이나 해저를 뚫어 만든 

국내 도로터널과 뜻이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용어를 수정

Road between Paldang and Yeonpyeong

Going 

Up

Tunnel Name Paldang1 Paldang2 Paldang3 Paldang4 Bongan Total Length

Length (m) 254 184 297 146 146 60 436 36 768 2,327

Going

Down

Tunnel Name Paldang1 Paldang2 Paldang3 Paldang4 Paldang5 Bongan Total Length

Length (m) 229 175 307 127 169 155 126 32 198 36 762 2,316

 : Tunnel,  : Road(Separation Distance)

Table 1. Continuous Tunnel Case(12)



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소방관계법령 개선방안

Fire Sci. Eng., Vol. 33, No. 2, 2019

127

할 필요가 있어 Table 2, 3과 같이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4.2 연속터널의 문제점

터널이 짧은 간격으로 연속하여 건설되는 연속터널은 

터널 간 이격거리에 따라 전방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후방터널로 연기가 유입하여 연기에 노출될 가능성

이 있어 연속터널은 제연측면에서 하나의 터널로 보아야 

하나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필요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하나의 터널 길이만을 기

준으로 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Central separation wall; closure type) (Central separation wall; open type)

(Half tunnel type; soundproof wall) (Tunnel type; soundproof wall)

Figure 1. Types of soundproof tunnels(12).

Current Amendment

27. Underground

A combination of subterranean facilities installed in a 

subterranean artificial structure such that shops and offices 

are faced to each other in succession

Ⅰ. Subterranean shopping arcade

Ⅱ. Tunnels: Made by penetrating basement, submarine or 

mountain for the purpose of passage of vehicles (except 

for track cars)

27. Underground

A combination of subterranean facilities installed in a 

subterranean artificial structure such that shops and offices 

are faced to each other in succession

Ⅰ. Subterranean shopping arcade

Ⅱ. Tunnels: Made by penetrating basement, seabed or 

mountain for the purpose of passage of vehicles (except 

for track cars)

It includes a tunnel type soundproofing facility.

Table 2. Definition of “Tunnel” Amendment among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Current Amendment

Article 3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standard are as 

follows.

1. “Road tunnel” means an Subterranean structure with a 

roof for the passage of automobiles as part of the road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Road Act｣.

Article 3 (Defini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standard are as 

follows.

1. “Road tunnel” means Basement, seabed or a structure 

made by penetrating mountain, with a roof for 

automobile traffic as part of the road prescribed in 

Article 8 of the ｢Road Act｣.

Table 3. Definition of “Road Tunnel” Amendment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 of Roa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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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속터널 길이에 대한 단서 조항을 

Table 4와 같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4.3 도로터널 소방시설의 개선방안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서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제외되어

있는 것은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다. 

소방관계법령은 방재 고유의 법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시설의 기준을 잘 명시하여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위법인 예규로 세부 설치기

준까지 제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소방관계법령에는 제외된 

시설을 법에 포함시켜 방재시설 설치에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당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3.1 미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는 최신 기술에 의한 소화설비로서 화재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미분무를 물분무와는 별도

로 특정화 하는 것은 적용 방호대상 및 화재에 대한 대응

특성 등 여러 면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물분무소화설비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17).

미분무는 입자가 매우 미세하고 가벼워 방사될 경우 빠

르게 화염과 가연물에 도달하며, 화염 속에 침투한 미분무

는 기류를 타고 화원에 도달한다. 단위 중량당 표면적이 매

우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증발하며 이러한 증발잠열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가 있고, 증발한 수증기는 약 1700배의 

부피팽창을 통해 화염 주변의 산소농도와 가연가스를 희석

한다. 또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미분무의 표면적

이 크기 때문에 복사열을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하며, 연기입자를 냉각하여 물 입자와 함께 낙하

하도록 함으로써 연기제어 효과까지 있다(18).

터널은 반 밀폐된 공간 특성 상 화재발생 시 연기 제어

가 신속하게 되어야 하며 연기의 제거 및 확산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 미분무설비는 기존 물분무소화설비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도로터널에서

는 미분무설비를 이미 적극 활용중이다(19).

밀폐공간인 터널에는 미분무소화설비가 큰 효과가 있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조항에 “터널의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정하며 미분무설

비를 배제시킨 것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그 

개정안은 Table 5와 같다.

4.3.2 유도등

유도등은 화재 시 피난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등으

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해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Types of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that a person concerned with a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must have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use and capacity of the specific fire-fighting object

* The length of the tunnel shall be based on the sum of the individual tunnel extensions when it corresponds to the 

continuous tunnel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Security.

1. Fire fighting equipment

 Ⅰ.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fire safety standards are as follows.

    1) The total floor area is 33m2 or more. However, in the case of a facility for the seniors&infants, throwing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etc. can be installed at more than one-half of the quantity of fire extinguisher calculated according to fire safety standards.

    2)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gas facilities as non-applicable facilities in 1)

    3) Tunnel.....omit

Table 4. Amendments to the Continuous Tunnel Closed Provisions of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Current Amendment

Ⅵ.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such as water spray and 

others. are as follows.

    7) Tunnels designat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unnels in 

underground, such as expected traffic volume and 

slope. However, in this case, a water spray 

fire-extinguishing system is to be installed.

Ⅵ.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such as water spray and 

others. are as follows.

    7) Tunnels designat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unnels in 

underground, such as expected traffic volume and 

slope. However, in this case, a water spray 

fire-extinguishing system or a water mist spray 

fire-extinguishing system should be installed.

Table 5.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mendment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such as water spray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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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0). 유도등은 몇몇 시설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서 화재 시 정전이나 연기

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을 때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려준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에서

는 환풍구와 출입구 등에서 나온 검은 연기로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으며 유도등의 불빛마저 작동되지 않아 많

은 사람들이 출입구를 찾지 못하였다(21). 이처럼 위급한 상

황에서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유도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

며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는 건물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로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터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터널은 어둡고 폐쇄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발생 시 연기

로 인해 가시거리 감소로 피난로를 찾지 못해 탈출이 지연

되면 열이나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터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밀폐공간과도 같아 

터널이용자의 대피를 유도하여 피난통로나 출구를 알려주

는 것이 꼭 필요하다.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도등은 터널의 필수 방재시설로서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터널 유도등 설

치를 의무화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그 

개정안을 Table 6과 같이 제안한다. 

4.3.3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터널 내 사고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터널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터널 내부에 비상방송을 

하기 위한 설비이다. 터널은 어두워서 사고발생 시 앞의 상

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상벨로 단순히 화재발생 사

실을 알리기만 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된다. 따라서 비상

방송설비를 이용한 음성경보로 정확한 화재정보를 제공하

고 대피자의 피난시간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피난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로, 차 밖으로 대피할 때에는 키를 

꽂아두고 내리라는 방송을 통해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로터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

이 되도록 그 개정안을 Table 7과 같이 제안한다.

4.3.4 공기호흡기

화재대응 및 인명구조 측면에서 터널에 꼭 필요한 시설

로서 화재로 인한 유해 가스 속에서도 일정시간 동안 신선

한 공기를 공급해주어 진압 및 구조대원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명구조기구이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지하가 중 지하상가만 포함되어 있을 뿐 터널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터널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와 열기가 밖

으로 배출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방관이 터널 내에 진입

할 때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장대터널에서 터널 중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입구가 차량들로 막혀있어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하고 소

방대원이 화재현장까지 도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기호흡기의 용량은 300 ㎏f/㎠로 이론상 45분 정도 사

용이 가능한 양이지만 실제 현장활동 시에는 가쁘게 숨을 

들이켜고 공기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30분도 채 안되어 

공기 전량이 소모된다. 터널 진입 후 공기호흡기 교체를 위

해 다시 터널입구까지 이동하는 시간 또한 생각한다면, 실

제 현장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공기량이 적어서 진압활동

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대원의 안전 또한 위협받

게 된다. 따라서 터널내부에 진입한 대원의 장시간 작업에 

대비한 공기호흡기 및 예비용기를 터널에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에 따

르면 공기호흡기는 보조마스크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처 대

피하지 못한 요구조자에게 마스크를 씌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인명피해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개정

안을 Table 8과 같이 제안한다. 

Current Amendment

  Ⅲ. The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leading lights are as follows.

     1) Emergency exit lights,

       pathway lights and guidance 

       signs shall be installed with 

       the specific fire fighting 

       objects specified in Table 2

       (However, except when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ⅰ) Tunnel and Subterranean Utility Tub in Underground

  Ⅲ. The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leading lights are as follows.

     1) Emergency exit lights,

       pathway lights and guidance 

       signs shall be installed with 

       the specific fire fighting 

       objects specified in Table 2

       (However, except when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ⅰ) Subterranean Utility Tube in Underground

Table 6. Amendment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Exit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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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점점 장대화되고 다양해지는 도로터널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내 법령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 명시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방음터널은 일반 도로터널에 준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의 도로터널의 

정의에 방음터널을 포함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속터널은 개별 터널의 길이만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연속된 터널 모두의 연장의 합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 

연속터널 길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로터널 내 방재시설은 필요시설이 누락되어서는 

Current Amendment

3)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air respirator 

   are as follows.

  Ⅰ) Movie theater among the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more than 100 people

   Ⅱ) Large-scale stores in sales 

       facilities

   Ⅲ) Subterranean rail station in 

       transport facilities

   Ⅳ) Subterranean shopping 

       arcades in Underground 

   Ⅴ)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hat require installation of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Ⅰ) ⅵ) and the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

3)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air respirator 

   are as follows.

  Ⅰ) Movie theater among the 

      cultural and assembly 

      facilities with a capacity of 

      more than 100 people

   Ⅱ) Large-scale stores in sales 

       facilities

   Ⅲ) Subterranean rail station in

       transport facilities

   Ⅳ) Subterranean shopping 

       arcades in Underground 

   Ⅴ) Tunnels with a length of

       2,000 m or more in underground

   Ⅵ)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hat require installation of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Ⅰ) ⅵ) and the national fire

      safety standard

Table 8. Amendment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ir 
respirator)

Current Amendment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ies (excluding 

gas facilities, non-human animal 

and plant-related facilities, 

 subterranean heavy tunnels, barns 

and subterranean facilities of 

dangerous goods storage and 

treatment facilities) are as follows.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to be 

installed with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ies (excluding 

gas facilities, non-human animal 

and plant-related facilities, 

subterranean heavy tunnels, barns 

and subterranean facilities of 

dangerous goods storage and 

treatment facilities) are as follows.

 ⅰ) Tunnels designated to the 

     danger level or higher specifi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unnels in 

     underground, such as expected 

     traffic volume and slope

Table 7. Amendment of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Emergency 
Broadcast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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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고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

도등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 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

치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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