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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ventilation pressure(NVP) in tunnels for the optimal design of the 
ventilation system, there have been only few studies on the NVP because its measurement and quantitative analysis are not 
straightforward. This study aims at quantifying the amount of the NVP with the terrain and meteorological data for the local 
major tunnels. And ultimately this will lead to developing the guidelines for quantifying and applying NVP for the optimal 
design of tunnel ventilation system.
22 local tunnels in the major routes are studied for the NVP quantification. NVP derived from the meteorological data is 
in the range of  20∼140 Pa, while NVP estimated from the terrain data ranges from 20 to 200 Pa. Since the jet fan pressure 
is about 10∼15 Pa per unit, the minimum level of NVP expected in the local tunnels is larger than the pressure rise by one 
unit of the ordinary jet fan. This implies that NVP in local tunnels should be quantified an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economic and safe ventilation design. The barometric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unnel portals i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ccounting for 61% of the NVP, while the wind pressure acting on the portals and the chimney effects 
occupy 22% and 17%, respectively.

Keywords: Tunnel ventilation, Wind pressure, Barometric barrier, Chimney effect,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초 록: 터널내의 NVP(자연환기력)은 환기 및 방재시스템 설계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측정 및 정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환기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지형 및 기상학적 자료를 이용한 국내 터널내 

작용하는 NVP을 정량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량화 및 적용 설계지침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주요 노선상의 22개 터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상자료에 기초한 NVP의 범위는 20∼140 Pa이며, 지형자료에 기초한 

경우는 20∼200 Pa로 추정되었다. 터널내 제트팬의 대당 승압력이 10∼15 Pa인 점을 감안하면, NVP는 제트팬 1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터널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NVP의 정량화 및 적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NVP의 

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터널 입출구 갱구사이의 기압차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기여도는 평균 61%, 그리고 외풍에 

의한 갱구면 작용 압력이 22%, 공기 밀도차에 의한 굴뚝효과가 17%의 기여도를 보인다. 

주요어: 터널환기, 풍압, 기압장벽고, 굴뚝효과, 자연환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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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연환기력(NVP)에 대한 연구는 터널을 비롯한 

지하공간 환기설계의 주요 변수임에도 측정 및 정량

화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설계기준에서도 자연환기력에 대

한 적용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처럼, 2～3 m/s 정도의 자연풍을 

터널내 저항값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2011, 국토교통부, 2011). 그러나, 실
제 자연환기력에 의해 유도되는 터널내 풍속이 4～5 
m/s 이상으로 관측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단터널

(1 km 미만) 뿐만 아니라 장대터널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환기목적 이외에 방재목적으로

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현 설계기준상의 

적용성에 대한 문제점 및 새로운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자연환기력

을 터널내 풍속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소의 비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지

형 및 기상학적 위치에 건설된 연장이 다른 2개의 

터널의 경우, 터널갱구 양단에 걸리는 압력차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일한 자연풍이 작용하

는 지형조건에서 서로 다른 자연환기압차를 터널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비현실적이다.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풍속보다는 풍압기준으로 자연환기력을 적용하

고 있으며, 몽블랑 터널의 개보수시 적용한 자연환기

력은 (500 Pa → 700 Pa) 압력으로 적용하였고, 노르웨

이의 설계기법은 자연환기 저항을 최소풍압으로 50 
Pa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Bettelini, 2009). 그러나 국

내의 경우처럼, 풍속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터널내 다

른 환기력에 비해 자연환기력은 상대적으로 축적된 

자료(DB 등)의 부족으로 정량화가 어렵고, 외부 지형 

및 기상학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설계단

계에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많은 제약조건들을 수반

해야 되기 때문이다. 터널 관통 후에 자연환기력에 

관한 DB 축적과 관련하여, 실제 TAB 계측에 의한 

방법도 단기간에 수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년중에 대

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장기 모니터링에 의한 분석이 

미흡한 요소이기도 하다(김효규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터널에 작용하는 

자연환기력의 범위를 추정해 보기위해 1) 자연환기력

의 분석방법론을 검토하고 2) 노선별로 터널군 자료군

에 따른 지형 및 기상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자연환기

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3) 또한 해당 터널의 제연설

비 용량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자연환기력의 정의 및 측정 방법론

2.1 자연환기력의 정의

터널내 차량통행 및 모든 환기설비에 의한 환기력

을 제외한 지형 및 기상 변수만에 의한 환기력을 자연환

기력이라 정의하며, 터널 양단의 공기주(air column)길
이의 차이(기압차), 터널 양단에 작용하는 외부 풍압, 
터널 경사도와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굴뚝(chimney)
효과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이창우 외, 2009).

실제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내에 작용하는 자연환기

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터널내의 주요 지점에서의 

단순한 기압의 측정만으로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류의 유동과정에서 

고도차에 의한 압력 및 밀도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측정지점 또는 추정지점에

서의 기압을 동일 고도상의 기압으로 보정한 후에 비교

함으로써 두 지점사이의 압력차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기력은 터널 내외부 기상변수의 순간

적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어 직접적인 측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Fig. 2는 국내터널에서 측정한 자연환기력의 시

간별 변화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부풍의 영향에 

따라 큰 분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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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unnel

Main tunnel

Fig. 1. Definition of the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on P-v diagram

Fig. 2. Profile of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example)

일반적으로 터널 양단의 고도차이가 약 300～400 
m 이상인 경우에 공기밀도차가 커지므로 굴뚝효과에 

의한 자연환기력의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나 대부분의 도심지 터널 또는 길이 및 경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터널의 경우, 외부풍압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굴뚝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

로 작은 편이다.
이러한 자연 환기력은 외부 바람과 온도, 지형 및 

기상적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변수 3가지로 

요약된다.
∙ 터널 입･출구에서 외부 풍압차에 의한 환기력

∙ 터널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환기력

∙ 터널 입･출구의 기압차에 의한 환기력

2.2 현행 설계기준의 개선점 분석

2011년 개정된 ‘도로설계편람(617 환기시설)’에는 

자연환기력은 터널내 저항풍속(Vn)값으로 적용하도

록 되어 있다. Fig. 3은 일반적인 2차로 고속도로 터널

에 작용하는 자연환기력(Pa)과 터널내 풍속(m/s)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 설계기준에 따라서 자연저

항풍(Vn)을 2.5 m/s 라고 가정한다면 1 km 연장의 

터널에 갱구부에 작용하는 외풍의 크기는 약 5.1 m/s 
정도이고, 5 km 연장의 터널에는 갱구부에서 약 9.9 
m/s 정도의 풍속이 터널 축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

다. 이를 풍압으로 환산해 보면, 1 km 터널에는 약 

16 Pa 정도의 자연환기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5 km 
터널에는 대략 59 Pa 정도로 1 km 터널에 비해 3.7배 

이상의 자연환기력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
라서, 동일한 자연환기력이 작용하는 지형에 연장이 

서로 다른 2개의 터널에 작용하는 자연환기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풍속기준으로 자연환기력

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풍압기준

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설계편람에서 제시하는 자연환기력은 아

래의 식과 같다.

PMTW e⋅D
L
⋅


⋅Un [P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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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NVP (Pa) and induced velocity 
(m/s) in tunnel

여기서, PMTW 는 터널 양갱구간 자연환기력[Pa], 

는 터널입구 손실계수, 는 터널벽면 마찰손실계수, 

L은 터널길이[m], D는 터널대표길이[m], 는 공기밀

도[kg/m3], Un은 자연풍에 의한 터널내 평균풍속[m/s]
을 의미한다.

2.3 자연환기력 추정방법론 분석

자연환기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①풍압효과, ②
굴뚝효과, 그리고 ③(경정)기압차에 의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Roche, 1991, Maarsingh 외, 1991). 
그러나 이들 영향은 설계단계에서 계산하는 것은 아

주 어렵다. 먼저, 풍압효과는 형상계수(K)에 의해 터

널주변의 지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터널이 관

통된 이후에 지형 및 갱구부 형상에 따른 기류유동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굴뚝효과 역시 설계단계에서 

터널내 온도를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경정)기압차는 터널 갱구부 양단에 걸리는 대기압

(barometric pressure)차중 고도와 온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한 정압(static pressure)을 의미하나, 실제 대기압

차이는 풍압과 굴뚝효과 모두를 포함한 전압(total 

pressure)이므로, 이들 영향을 제거한 기압차로의 보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자연환기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보

정이 필요하다.

2.3.1 기압장벽고에 의한 방법

자연환기력 추정시 지형적 요인이란 터널 입･출구

의 형태와 터널 주변 지형에 의한 요인을 의미한다. 
터널 주변지형은 터널의 진행방향으로 부는 외부자연

풍에 대하여 기류유동장애 즉, 벽면이 되어 자연풍과 

충돌하게 되고 자연풍의 유동에너지 중 일부는 충격

과 마찰에 의해 손실되며, 일부는 정압으로 작용한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위와 같은 현상을 풍압효과라 

하며 자연풍의 속도압과 작용하는 정압의 비를 풍압

계수라 정의한다. 풍압계수는 풍압효과의 발생요인인 

주변지형의 형태 및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터널 주변

에 같은 자연풍이 작용하더라도 터널의 입구와 출구의 

주변지형이 다를 경우, 작용하는 정압도 다르다. 이러

한 입･출구의 기압차로 인하여 터널내부에 기류유동

이 발생하며, 이를 풍압효과에 의한 자연환기라 한다.
기류의 유동장애벽면인 터널의 주변지형 크기가 

클수록 터널에 작용하는 자연환기력은 증가하게 된

다. 이때 대기에 유동하는 자연풍의 크기에는 일반적

으로 최대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터널 입･출구에 작용

하는 자연환기력의 최대값은 기류유동장애벽면의 크

기와 비례하게 되고, 터널 입･출구 주변지형을 이용하

여 풍압계수를 결정하는 장애벽면크기를 정량화한 

것이 기압장벽고이다(Roche, 1991, 이창우 외, 2009).

2.3.2 경정기압차에 의한 방법

터널내에 작용하는 환기력은 터널의 총 압력손실의 

크기와 같으며 총 환기력은 자연환기력, 교통환기력, 
기계환기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통 및 기계 환기

력이 없을 경우, 총 압력손실은 자연환기력이 된다. 
압력차이가 단순 고도차에 의한 압력차이인 경우에

는 기류의 유동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관측된 기압

(대기압)은 고도차 및 온도차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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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터널평균고도를 기준점으로 경정기압으로 환

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방법은 1950년부터 중앙기

상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상월보를 통해 해면기

압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Pr 

∙exp

 ∙

∆


∙∆ 


 (2)

여기서, Pr은 경정기압[Pa], P는 원기압[Pa], h는 

고도차[m], Rd는 건조공기기체상수, g는 중력가속도

[m/s2], t는 온도[℃], T는 기온감율[-6.25℃/km], m는 

수증기영향보정치 이다(이하 동일기호에 대한 설명

은 생략함).
일반적으로 산악지형에서 한 관측소와 다른 관측소

의 지면기압 차이는 대개 고도차에 기인한다. 기상관

측소 계측장비의 설치특성(측정고도 등)에 기인하여 

기압장에 기여한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압을 

어떤 기준레벨로 환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

을 위하여 보통 해면(Sea Level)이 사용된다. 측고방

정식(hypsometric equation)에 따라 대기중 두 층사이

의 지오포텐셜 고도차( )는 스케일 고도(H[m])
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Z Z 









 


 ln


  ln


  (3)

이때, 스케일 고도(H )는 HRdTvg Tv으

로 정의되며, Tv는 평균가온도[℃]를 의미한다. 만약, 

첨자 g와 o를 각각 지면과 해면에서의 조건을 나타낸

다고 한다면, 지면과 해면사이의 높이에 대해서 측고

공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Zg H ln

  (4) 

이를 해면기압()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po pgexp

 exp





  (5)

만약 Zg가 작다면 스케일 고도 H는 지면온도로부

터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만약 ZgH≪ 이라면, 윗식

의 exp는  ZgH로 근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측

된 지면온도의 범주에 대해 H≒ km이므로 만약 

Zg가 수백 m 보다 작다면 이러한 근사는 만족할 만하

다. 이러한 근사를 갖고, 윗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p pg≒ pgH
Zg
 pgRdTv

goZg
  (6)

2.3.3 계측값에 의한 추정방법

터널 내부 기류유동은 환기력에 의해 발생하고 기

류유동 속도는 환기력의 자승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터널의 교통특성(차종구성비, 차속, 교통량) 자료로부

터 교통환기력을 추정할 수 있다. 환기설비에 의한 

기계환기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터널내 작용하는 

총 환기력은 자연환기력과 교통환기력이며, 이중 교

통환기력을 제외하면 자연환기력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실제 각종 환기력의 관성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변화에 따른 기류유동의 변

화율이 일정한 상태(du/dt=0)에서 자연환기력을 추정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방법은 정확한 교통환기력을 

계산해야 자연환기력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교통량 

및 차종의 구성비율, 차속, 내부풍속 등에 대한 계측자

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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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yout of the tunnel locations studied (22 points)

3. 터널내 자연환기력 분석

3.1 분석대상

터널내 자연환기력 분석을 위해 노선별로 공용중인 

주요터널(2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선별 위치

는 Fig. 4와 같으며, 대상 터널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3.2 지형 및 기상자료의 분석

3.2.1 지형자료 분석

분석대상 터널 22개소에 대한 기압장벽의 높이(H)
는 구글어스상의 3-D 전산자료로 부터 고도특성 자료

를 획득하였으며, 이 중 임고터널 등 4개소의 자료는 

기 발표된 국내 연구논문상의 값을 재인용하였다. 단, 
기압장벽고(H)는 Roche (1991), 이창우(2009) 등의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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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unnels

Num. Highway section Tunnel Dir. Length
(m)

Slope
(%)

Area
(㎡)

H. Dia.
(m)

Lane
(Ea)

ELE.
(m)

1-1 Gyeongbu Okcheon-3 Busan 1,613 1.733 97.967 9.984 3 158
1-2 Gyeongbu Okcheon-3 Seoul 1,593 -1.733 97.967 9.984 3 158
2-1 Gochang-Jangseong Munsusan Gochang 3,873 0.345 76.051 8.82 2 145
2-2 Gochang-Jangseong Munsusan Damyang 3,855 -0.34 76.051 8.82 2 145
3-1 Namhae Changwon-1 Busan 2,551 0.3 75.67 8.613 2 115
3-2 Namhae Changwon-1 Suncheon 2,566 -0.3 75.67 8.613 2 115
4-1 Donghae Gangneung-5 Donghae 2,091 -0.5764 78.221 8.747 2 145
4-2 Donghae Gangneung-5 Sokcho 2,091 0.5764 78.221 8.747 2 145
5-1 Mokpo-Gwangyang Gangjin-3 Mokpo 1,265  1.2331 74.56 8.759 2 103
5-2 Mokpo-Gwangyang Gangjin-3 Gwangyang 1,255  -1.2641 74.56 8.759 2 103
6-1 Mokpo-Gwangyang Gangjin-4 Mokpo 1,270  0.7 74.56 8.759 2 55.56
6-2 Mokpo-Gwangyang Gangjin-4 Gwangyang 1,260  -0.7 74.56 8.759 2 55.49
7-1 Mokpo-Gwangyang Daeya Mokpo 1,154  -1.914 75.44 8.65 2 217
7-2 Mokpo-Gwangyang Daeya Gwangyang 1,179  1.914 75.44 8.65 2 217
8-1 Mokpo-Gwangyang Jang-dong-1 Mokpo 1,154/576  -1.5/0.756 75.44 8.757 2 177
8-2 Mokpo-Gwangyang Jang-dong-1 Gwangyang 582/1,118  -0.752/1.5 75.44 8.757 2 177
9-1 Busan-Ulsan Munsu Busan 97 /1,411 1.9/-0.5 97.453 9.85 3 68
9-2 Busan-Ulsan Munsu Ulsan 1,374/225 0.5/-1.9 97.484 9.848 3 68
10-1 Ring, Seoul Su-ri Ilsan 1,882 0.52 132.842 11.375 4 124
10-2 Ring, Seoul Su-ri Pangyo 1,866 -0.52 132.842 11.375 4 124
11-1 Anseong-Eumseong Anjin Jecheon 2,310 -0.5 75.92 8.652 2 155.7
11-2 Anseong-Eumseong Anjin Pyeongtaek 2,375 0.5 75.92 8.652 2 155.6
12-1 Yeongdong Dunnae Gangneung 3,300 -1.507 65.51 8.24 2 683
12-2 Yeongdong Dunnae Incheon 3,300 1.507 65.51 8.24 2 683
13-1 Yeongdong Daegwallyeong-1 Gangneung 1,830 -2 76.78 8.85 2 730
13-2 Yeongdong Daegwallyeong-1 Incheon 1,800 2 76.78 8.85 3 730
14-1 Yeongdong Maseong Gangneung 1,560 -0.619 97.87 9.901 3 140
14-2 Yeongdong Maseong Incheon 1,502 0.619 97.87 9.901 3 140
15-1 Iksan-Pohang Imgo-4 Daegu 418/1,266/7 3.4117/2/0.0897 101.118 10.111 3 218
15-2 Iksan-Pohang Imgo-4 Pohang 27/1,333/330 -0.0897/-2/-3.4 101.101 10.114 3 219
16-1 Jangseong-Damyang Jangseong-3 Gochang 100/3,481/3,481 -0.74/-0.5008 75.453 8.52 2 115
16-2 Jangseong-Damyang Jangseong-3 Damyang 3,498/100/100 0.5008/0.74 75.453 8.52 2 115
17-1 Jeonjugwangyang Cheonma Suncheon 3,944 0.3 76.02 8.84 2 165
17-2 Jeonjugwangyang Cheonma Wanju 3,987 -0.3 76.02 8.84 2 165
18-1 Jungbu Yuksimnyeong Tongyeong 3,170 0.8 75.259 8.67 2 500
18-2 Jungbu Yuksimnyeong Hanam 3,171 -0.8 75.259 8.67 2 500
19-1 Jungang Dabu Busan 1,105 3 60.76 8.109 2 100
19-2 Jungang Dabu Chuncheon 1,093 -3 60.76 8.109 2 100
20-1 Jungang Jungnyeong Busan 2,300/2300/2,300 0.54/-0.5 64.099 8.085 2 400
20-2 Jungang Jungnyeong Chuncheon 2,300/2300/2,300 0.5/-0.54 64.099 8.085 2 400
21-1 Cheongwon-Sangju Piballyeong Dangjin 2,040 1.4335 80.65 8.826 2 179
21-2 Cheongwon-Sangju Piballyeong Yeongdeok 1,971 -1.45 80.65 8.826 2 179
22-1 Honam Motjae Daejeon 1,014 1.4405 76.5 8.793 2 80
22-2 Honam Motjae Gwangju 1,022 -1.4405 76.5 8.793 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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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u Dir.(←)

Geochang Dir.(→)

Fig. 5. Topography of Yuksimnyeong tunnel

Table 2. Calculation result of the barometric barrier(H) for Yuksimnyeong tunnel

Jangsu direction Geochang direction

Barometric barrier(H) = 316.0 m 
( → 142.2 Pa)

Barometric barrier(H) = 317.3 m 
( → 142.8 Pa)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장벽고 높이에 따른 단위 m 
당 최대 자연환기압은 0.45 Pa/m를 적용하였다. Fig. 
5와 Table 2는 육십령터널에서의 기압장벽고를 나타

내고 있다.

3.2.2 기상자료 분석

국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각 관측

지점별로 기상자료(기상요소)를 일정 보정하여 ‘기상

월보’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월보

는 일평균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터널내 자연환기력을 

예측하기에는 시간평균구간이 너무 큰 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오차범위 5% 
범위이내의 전산자료(2009.1.1～2011.12.31, 최근 3
년간 1시간 단위 자료)을 획득하여 분석하였으며, Fig. 
6은 획득한 기상자료의 관측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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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teorological observation station

Fig. 7. Relationship between t  and 

3.2.2.1 풍향, 풍속자료

풍향, 풍속자료는 1시간(hr) 단위로 분석하였다. 관
측지점에서의 풍향, 풍속자료를 터널내 작용 압력으

로 환산하려면 터널축방향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관측지점의 풍속계의 높이(일반적으로 10 m 정
도)와 터널갱구 고도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풍압(Pwind)은 다음과 같이 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Pwind K
a
Vwindcos·cos  (7)

Vwind V × H
Hportal

n  (8)

여기서, Vwind는 외부자연풍의 크기[m/s], φ는 외풍방

향과 터널축방향이 이루는 각도[°], K는 풍압계수, 
a는 공기밀도[kg/m3], V 및 H은 관측소 풍속계의 

풍속[m/s]과 측정높이[m], Hportal은 갱구부 고도[m]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악지형 터널에서의 지수 n 값은 

1/7 정도로 알려져 있다(Bettelini, 2009).

3.2.2.2 해면기압, 온도자료

기상월보에서는 관측지점의 대기압을 제시하는 대

신, 해면기압으로 보정한 기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

은 일기도 작성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 특성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널 양 갱구부에 작용하는 

(경정)기압차는 인근 기상대의 해면기압(hPa) 자료로

부터 터널 입출구와 관측지점간의 거리에 대한 선형

보정을 한 후, 높이에 따른 보정은 터널의 평균고도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이때 공기주의 높이에 따른 온

도보정은 양 갱구간의 평균온도를 기온감율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대기상의 기온감율은 고도 

1 km 당 -6.25℃/km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면기압과 원기압과의 관계식은 앞에서 제시하였

으며,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해면기압으로 부터 터널

평균고도에서의 경정기압차를 보정을 위해서는 공기

주의 평균가온도(Tv)를 계산하여야 한다. 평균가온

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v t  (9) 

여기서, t는 공기주의 평균기온[℃], 는 대기가 습기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영향으로서 평균기

온에 의해서 정해지는 함수이며 통계적으로 구한다. 
t와 의 관계를 표시하면 Fig. 7과 같다.

아래의 Table 3을 살펴보면, 기압은 여름철(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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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teorological data for sea level pressure and temperature (example)

Station Jangsu weather station (#248) Geochang weather station (#284)

Sea level 
pressure

[hPa]

Temperature
[℃]

Fig. 8. Comparison of automatic measurement value and estimation value at Jungnyeong Tunnel (2011.1.1~2011.4.30)

월)에 낮고 겨울철(12～2월)에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는 이와 반대로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은 분포를 잘 나타내고 있다. 3년간 분석자료는 

주기적인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년중 데이터의 

분석이 곤란한 경우는 최소 여름과 겨울철에 대한 

기압차 분석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3.2.2.3 자동제어 계측자료 분석

자동제어 계측자료는 2011.1.1～2011.12.31 기간 

중 1시간당 터널내 유속자료, 교통량 자료를 분석하였

다. 유속자료로부터 터널내 총 압력손실을 계산하였

으며, 이중 팬 환기력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의 교통

환기력을 구하고, 총 압력손실에서 교통환기력을 제

외한 자연환기력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상자료로 



터널내 자연환기력(NVP) 적용방안 연구

279

(a) Distribution of barometric barrier(H) (b) Distribution of Pmax

(c) Distribution of induced velocity in tunnel (d) Comparison of NVPs

Fig. 9. Distribution of NVP(Pmax) derived form barometric barrier

부터 보정기압차에 의한 환기력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 8은 경정기압차에 의한 환기력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풍압 및 굴뚝효과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죽령터널의 경우, 터널선형이 복합경

사에 의한 삿갓(∧) 모형으로 되어 있으며, 갱구간 

고도차가 크지 않아 상대적인 굴뚝효과에 의한 영향

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죽령터널에 작용

하는 자연환기력은 대부분 지형적 조건 및 풍압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외풍에 의한 영향이 

심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경정기압차 만으로도 자

연환기력의 예측이 가능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3 분석결과

3.3.1 지형자료에 의한 분석

조사대상 22개 터널에 대하여 지형자료로부터 획

득한 기압장벽고(H)는 48.1～433.4 m로 계산되었으

며, 기압장벽고에 대하여 단위 m당 0.45 Pa/m 적용한 

결과, Fig. 9와 같이 예상되는 자연환기력(Pmax)는 

21.6～195 Pa 의 범위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최대 

Pmax 값은 최장터널인 죽령터널(Lr = 4.6 km)로 분석

되어 연장에 비례하는 경향으로 보이나, 문수산터널

(담양방향)의 경우 연장이 3.87 km로 길지만 기압장벽

고는 82 m로 계산되어 Pmax 값은 36.9 Pa로 낮게 

예측이 되었다. 따라서 주변 지형의 영향을 받는 기압

장벽고는 연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또한 연장

이 2 km 미만인 터널의 경우는 기압장벽고의 높이가 

다양하게 나타나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장이 길수록 높은 

Pmax 값을 나타내는 이유는 대상터널들이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한다는 점과 국내 산악지형이 병풍처

럼 길게 널어져 있다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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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osition of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by tunnels (Ref. Table 1)

(b) Composition of NVP (%) (c) Tunnel length vs Wind effect

(d) Tunnel length vs Barometric effect (e) Slope vs Chimney effect

Fig. 10. Distribution of NVP(Pnat) derived form meteorological data

이는 병풍처럼 길게 널어진 지형조건 때문에 풍압이 

작용할 수 있는 면적(투영면적)이 터널의 길이에 비례

하여 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터널에 작용하는 예상최대 자연환기력(Pmax)을 

터널내 유도풍속으로 환산해 보면 터널별로 2.2～5.8 
m/s 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현 설계기준보다 높은 

자연환기력의 저항값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3.3.2 기상자료에 의한 분석

기상자료에 의한 자연환기력 분석결과, Fig. 10과 

같이 대체적으로 외풍(22%)이나 굴뚝효과(17%)에 

의한 자연 환기력 보다는 갱구간 (경정)기압차에 의한 

영향(61%)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풍에 의한 영향

이 굴뚝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나, 전체 자연환기

력중 약 22%로 분포하였다. 그러나 개별 터널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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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NVPs (b) Comparison of induced velocities in tunnel

(c) Comparison to the ratio of Pnat and Pmax

Fig. 11. Comparison of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by terrain and meteorological data

그 구성요인별 크기가 서로 다르며, 해당 터널의 지형

적 기상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연장이 증가할수록 기압차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외풍에 의한 영향

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터널 경사도가 

클수록 굴뚝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터널에 

작용하는 예상최대 자연환기력(Pnat)을 터널내 유도

풍속으로 환산해 보면 터널별로 1.8～4.7 m/s로 나타

나, 지형자료에 의한 자연환기력(Pmax)보다는 다소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3.3 지형자료와 기상자료에 의한 자연환기력 비

교분석

다음으로 Fig. 11은 해당터널별 자연환기압과 터널

내 유인풍속의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압장벽고 

개념에 기초한 자연환기력(Pmax)의 분석결과는 실제 

기상자료로부터 분석한 자연환기력(Pnat) 보다 약 

32% 정도 크게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터널의 

경우는 기상자료에 의한 자연환기력이 Pmax 값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인 큰 

오차를 보이는 장동1터널과 둔내터널의 경우를 살펴

보면, 먼저 장동1터널의 경우는 기상자료에 의한 자연

환기력이 27.6～34.9 Pa 정도이나, 지형적 조건(기압

장벽고)이 낮게 형성되어 Pmax 값(21.6～31.2 Pa)의 

예측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둔내터널의 

경우는 기압장벽고에 의한 Pmax 값(79.1～94.6 Pa)로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방향의 국부적인 기압차가 108 
Pa로 높게 나타나 Pmax 값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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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ibution of Pnat (total effect) (b) Distribution of Pstack (chimney effect)

(c) Distribution of Pwind (wind effect, unit: pressure and induced velocity)

Fig. 12. Distribution of NVP(Pnat) derived form meteorological data by tunnel length

참고적으로 굴뚝효과는 계절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지나, 본 분석에서는 설계특성상 최악조건을 가

정하여 터널방향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불리한 방향

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다소 높은 Pnat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총 44개의 튜브(tube)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Pnat 

값이 Pmax 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4개소로 나타나 

대략 9% 정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오차 10% 이상인 곳은 장동1터널(광양방향) 및 

둔내터널(인천방향) 2개소로 나타나 5% 이내의 오차

를 고려할 경우, Pmax에 의한 자연환기력의 예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3.4 터널연장별 자연환기력 분석

Fig. 12는 터널연장별로 자연환기력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기상자료에 의한 자연환기력의 범위는 대체

적으로 20～140 Pa 정도의 크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환기력 중 외풍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

면, 강릉5터널(서울방향) 및 대관령1터널(인천방향)
의 경우가 각각 51.9 Pa, 32.0 Pa 정도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20 Pa 이내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외풍에 의한 영향은 터널 연장에는 관계가 없이 일정

한 (풍)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부적 지

형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터널

내 풍속으로 환산해 보면 터널연장이 길어질수록 터

널내 유인 풍속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풍

에 의한 터널내로 유도되는 터널내 풍속을 살펴보면, 
터널연장 2,500 m 이내에서는 3.5 m/s 까지 작용하고 

있으며, 2,500 m 이상에는 1.0 m/s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굴뚝효과에 의한 영향은 20 Pa 이내로 

나타나며, 둔내터널(ELE=683 m)의 경우 최대 20 Pa 
정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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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istribution of Patm (the effect of barometric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unnel portals) 

Fig. 14. Relationship of natural ventilation pressure by tunnel 
length

Fig. 13은 터널 갱구부 양단에 걸리는 기압차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터널연장이 긴 터널일수

록 기압차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최장 터널인 죽령터널(Lr = 4.6 km)의 경우가 최대 

117 Pa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터널연장이 길수록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를 터널내 유도풍속으

로 환산해 보면 연장증가에 따른 터널내 마찰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터널연장별로 일정한 패턴

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압차에 의한 유도풍속의 범위

는 1.0～4.0 m/s 정도로 분석되며 설계기준인 2.5 m/s
를 상회하는 경우가 1/2정도에 이른다.

자연환기력은 기압차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며, Fig. 10의 (a)에서와 같이, 전체 

자연환기력의 크기를 고려해 볼 때, 설계시 자연환기

력의 저항력의 크기는 최소 20 Pa 이상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Fig. 14는 이상의 자료로부터 터널

연장과 자연환기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3.5 자연환기력에 따른 제연설비 용량 분석

Fig. 15는 화재시 자연풍의 작용방향에 따른 제연설

비용량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연풍 적용기준에 

따른 제연팬 용량의 적정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제
연팬 산정시 역풍으로 작용하는 자연풍에 대하여, 먼
저 현 설계기준(-2.5 m/s) 적용조건과 기상자료로부터 

획득한 Pnat 값 및 지형조건 자료로부터 획득한 Pmax 
값을 가지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결과, 현 환기설계 기준인 자연풍 저항 

-2.5 m/s를 적용한 22개 터널의 총 제연팬 대수 464대 

대비 Pmax 에 의한 총 요구 제연팬 대수는 607대로 

143대(1.31배) 정도의 증가하며, Pnat 에 의한 총 요구 

제연팬 대수는 527대로 63대(1.14배) 의 증가가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설계기준(2.5 m/s)은 터널연장이 증가하면 외

부 지형 및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자연풍 저항력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자연환기력의 대

부분이 기압차에 의한 영향이고 기압차 영향은 터널

연장에 비례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설계기

준의 적용방안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상조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는 측면과 과도하게 터널연장에 비례하여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설계기준으로써 적용

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설계기준에 따른 제연팬 대수는 Pnat 또는 Pmax
에 의한 방법보다 대체적으로 적게 자연풍 저항을 

예측하고 있어 실제 대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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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Number of jet fans for smoke control by NVPs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현행 환기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자연 저항풍속의 

풍속기준(-2.5 m/s)은 실제 측정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당 터널내 작용하는 자연환기력을 합

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및 기후조건에 대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자연

환기력 분석에 대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2개 대상터널을 분석한 결과, 기상자료에 기초한 

자연환기력(Pnat)의 범위는 20～140 Pa, 지형자료

에 기초한 자연환기력(Pmax)의 범위는 20～200 
Pa 정도로 추정된다. 

2. 자연환기력 영향 인자중 터널 양단 입출구의 기압

차에 영향(61%), 외풍영향(22%), 굴뚝효과 영향

(17%) 순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 

보고된 자료들과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환기시 자연환기력의 적용 방법론으로 현 설계기

준인 역풍조건 -2.5 m/s 를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풍압의 크기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국내 터널의 경우, 최소 20 Pa 이상의 자연저항 

풍압(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화재시 자연환기력의 적용 방법론으로 현 설계기

준을 적용한 제연팬 대수대비 Pmax 에 의한 총 

제연팬 대수는 143대(1.31배) 정도로 증가하며, 
Pnat 에 의한 제연팬 대수는 63대(1.14배)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화재시 자연풍

의 크기 및 작용방향에 따라, 현 제연설비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2011201030040)과 2013년도 국

토교통부 건설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기술연구

사업(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개발, 13건설연구T01)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1.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1), “Highway 



터널내 자연환기력(NVP) 적용방안 연구

285

tunnel ventilation design criteria”, p 38-50.
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Korea (2011), “Road design manual (617. 
Ventilation)”, pp. 617-36-617-47.

3. Lee, C.W., Kim, S.H., Gil, S.W., Cho, W.C. 
(2009), “A case study for prediction of the natural 
ventilation force in a local long vehicle tunnel”,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1, No. 4, pp. 395-401.

4. Lee, C.W., Park, H.C. (2009), “A study on the 
natural ventilation force in tunnels”,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ol. 19, No. 3, pp. 226-235.

5. Kim, H.G., et al.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stimation guidelines of jet fans 
for smoke control in highway tunnel(Final report)”,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pp. 142-202.

6. Roche, L. (1991), “Meteorological influence on 
tunnel ventilation: three new field experiment”, 
proceedings of 7th AVVT, pp. 513-544.

7. Maarsingh, R.A., Swart, L. (1991), “Wind-tunnel 
experiment on wind effect at tunnel portals”, 
proceedings of 7th AVVT, pp. 545-562.

8. Bettelini, M. (2009), “Managing the longitudinal 
air velocity in long road tunnels”, proceedings of 
13th AVVT, pp. 5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