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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 subsea tunnel to be built below the seabed, as compared to the general railway tunnel, is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in terms of spatial limitation when vertical or inclined shafts are built for the purpose of ventilation and fire safety. 
So, the construction of some artificial island is required to provide ventilation. But, because of construction difficulty and 
cost increas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artificial island construction. The longer ventilation distance is, the more fresh 
air requirement is needed. When supply airflow becomes excessive, duct size is restricted by the limitations of structure 
clearance and fan pressure and power increase exponentially. Therefore, in order to build a long subsea tunnel,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se practical problems and to develop technical solution that can keep the comfortable condition of tunnel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In this study, as on ventilation method development suitable for long subsea tunnel, 
through comparison of temporary ventilation capacity calculation methods during construction phase, domestic and abroad, 
the application of Swiss SIA 196 code is found suitable for long subsea tunnel. And, through experiment on leakage of the 
duct connector, we confirmed that the leakage ratio per 100 m of domestic duct connection type is between 1.5~3.0%. Based 
on S-class duct of SIA 196 code, ventilation distance is 10.2 km, So, ventilation distance can be longer if duct connection 
method is improved. So, we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of leakage ratio is key issue in the construction-phase 
ventilation of long subsea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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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반적인 장대 철도터널에 비해 해저터널은 환기 및 방재를 위한 별도의 연직갱 또는 경사갱 설치에 공간상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인공섬을 건설하여 환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공섬 설치에는 시공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인공섬 설치를 최소화하여 환기구간 거리를 늘려야 한다. 이에 따른 환기거리의 증가시, 누풍에 의한 신선공기 공급량이 

커지게 된다. 공급풍량이 과대해지면, 구조물 한계에 의해 설치가능한 덕트직경이 제한적이므로, 팬 정압 및 동력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시공중 터널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초장대 해저터널에 적합한 공사중 환기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연구로써, 

국내외의 공사중 환기용량 산정방법 비교를 통해, 스위스의 SIA 196 코드가 초장대 해저터널계획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덕트 접속부의 누출에 관한 실험을 통해, 국내의 덕트 접속방식은 100 m당 누풍율이 1.5~3.0% 사이임을 확인하였다. S등급 덕트의 

경우 환기가능거리가 10.2 km 이므로, 덕트의 접속방법을 개선한다면, 환기가능거리는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사중 덕트의 

누풍개선이 초장대 해저터널의 공사중 환기의 주요 이슈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해저터널, 공사중 환기, 인공섬, 환기용량, 환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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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uro tunnel (b) Seikan tunnel (c) Bosphrous strait tunnel (d) GK immersed tunnel

Fig. 1. Examples of constructed subsea tunnel

1. 서 론

터널은 육상의 두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산악 또는 

지중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저터널의 경우 

선박운송에 비해 기상조건 악화시에도 운행이 가능하

고 물류 이동속도가 빠르며, 해양 및 연안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어, 연안도서 및 해협, 국가 사이를 

연결하는 훌륭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해저터널 사

례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영국∼프랑스의 유로터

널(50.45 km), 일본의 세이칸터널(53.8 km), 터키의 

보스포러스터널(13.6 km) 등의 해저터널이 운영 중에 

있으며, 베링해협(85 km), 지브롤터해협(38.7 km), 

자바∼수마트라의 누산타라터널(33 km), 중국의 보

하이터널(10 6km) 등 건설을 계획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 통영시의 충무 

해저터널(0.461 km), 부산∼거제의 GK 침매터널(3.7 

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보령∼태안의 해저터널(6.9 

km)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Fig. 1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해저터널 건설 사례를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호남∼제주간, 

한일간, 한중간의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초장대 해저터널의 건설경험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기술축적이 시급한 실정이다.

터널굴착시 터널내 환경은 작업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

상에 건설되는 터널은 대략 4 km 이하의 굴착구간이 

하나의 환기구간이 되며 이 구간에 적합한 환기설비

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초장대 해저터널은 해저 

지반을 관통하기 때문에, 육상터널에 비해 굴착거리

가 증가하게 되고, 시공계획 및 환기방재 측면의 이유

로 노선상의 섬을 이용하거나 인공섬을 설치하여 외

부로 통하는 지갱을 건설하게 된다. 이러한 인공섬 

설치는 수십 m에 달하는 수심을 극복하고 설치해야 

하므로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이 증가하

는 주 요인이 되므로, 인공섬 설치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굴착 및 환기방재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기용량 계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장대 해저터널에 적용가능한 계

산방식을 고찰하고, 덕트설치 현황 분석 및 덕트성능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국내 덕트 접속부의 누풍율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섬 최소화로 인해 

공사중 환기구간이 증가할 경우에 터널내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환기측면의 기술적 개선사항에 대해 분

석하였다.

2. 환기연장에 따른 환기용량 고찰

본 절에서는, 초장대 해저터널의 적절한 환기용량

을 결정하기 위한 국내 및 국외의 환기용량 계산법과 

환기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에 적합한 환기용량 계산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1 국내외 환기용량 계산방식 분석

초장대 해저터널은 해저면 아래에 설치되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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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orea : Rail tunnel (b) Korea : Road tunnel (c) Japan code (d) Swiss code

Fig. 2. Ventilation air flow calculation codes of domestic and abroad

환기구간의 거리가 육상터널에 비해 길기 때문에 터

널내 발생 오염물질(화약발파, 디젤기관, 작업자 호

흡)의 외부 배출이 어렵고 NATM 굴착시 굴착부의 

붕괴로 해수가 유입된 세이칸터널의 건설사례에서 

보듯 안전상의 이유로 TBM 굴착 방식을 적용한다. 

TBM 방식의 특성상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 발생은 

없으므로, 본 절에서는 간단히 터널내 풍속을 기준으

로 국가별 환기용량 계산법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Fig. 

2에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외 환기용량 관련 코드

를 나타내었으며, 특이한 점은 국내 철도터널의 공사

중 환기계산법이 방재설비편에 수록된 점이다.

국내의 환기용량 계산법은 철도터널의 KR C-12130 

(한국철도시설공단, 2012)과 도로터널의 도로설계편

람(국토해양부, 2011) 설계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며, 

두 지침의 계산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의 환기용량 계산법은 일본의 터널 등 건설공

사에서의 환기기술 지침(JCOSHA, 2012)과 스위스의 

SIA 196 코드(1998)의 설계지침이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기팬 선정을 위한 환기용량은 작업면

에서의 필요환기량을 공급하기 위해 누풍을 고려한 

풍량 및 풍압을 산정하여 적용하며, 스위스 지침을 

제외한 국내와 일본에서는 팬 풍량(QF) 및 정압(hT)에 

대해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아래의 식은 국내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QF m
Qreq


×

L


Qreq  (1)




××


×


× (2)

Qreq : 소요환기량(m3/s)

m : 누풍율

 : 100 m당 누풍율

L : 덕트 연장(m)

 : 마찰 손실계수

LE : 상당 덕트 길이(m)

D : 덕트 직경(m)

 : 공기의 비중량(=1.2 kg/m3)

g : 중력가속도(=9.8 m/s2)

V : 덕트내 평균풍속(m/s)

일본에서는 환기풍량 및 정압 계산에 적용된 식은 

동일하지만, 누풍량 적용에 있어 위의 100 m당 누풍율 

값을 덕트의 장척길이, 직경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국

내보다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100 m당 누풍율과 함께 덕트 접속부에서의 

누풍 영향을 반영하는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

정 조건에서는 두 식의 환기량 계산결과가 유사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덕트 접속부의 누풍 특성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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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ir flow rat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leakage ratio
per 100 m

Table 1. Tunnel condition for analysis

Item value note

Tunnel area 57.25 m2 virtual tunnel

Design velocity 0.3 m/s tunnel velocity criteria

Duct diameter 2.0 m structure clearance

Air flow rate
17.175 m3/s

=1030.5 m3/min
supply air flow in a 

tunnel end

(개선 또는 악화)될 경우 두 식의 값은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참고로, 일본의 NLF (Non Leakage Fastener) 

덕트의 경우 이러한 덕트 접속부의 개선효과에 따른 

누설량 변화를 접속부 누풍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다(Akutio, 2007).

그리고, 식 (1)에서 누풍량은 환기량에 관계없이 

덕트 연장에 비례하여 균일 풍량이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환기량은 풍관길이가 점차 증가하여 누풍

율(m)이 1에 근접할수록 무한대가 되므로, 계산식의 

연장한계는 β가 0.015인 경우 6.67 km, β가 0.03인 

경우에는 3.33 km가 된다. 그러나, 한계연장 범위에 

가까울수록 풍량 및 정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가능한 연장은 더욱 짧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의 그래프는 Table 1의 설계 조건에 대하여 

국내 환기용량 계산식으로 산정한 환기구간 거리에 

따른 환기량 변화 및 계산식의 한계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덕트를 따라 누풍 및 손실에 의해 풍량 및 

압력이 점차 감소되어, 누풍량도 감소되어야 하나, 

계산식에서는 전체 덕트구간에서 일정하게 누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 환기용량이 과대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및 일본기준은 상기의 문제점으로 인

해 환기구간이 긴 초장대 해저터널의 환기풍량 계산

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대안으로써 스위스 SIA 

196 코드(1998)의 환기량 계산방식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SIA 196 코드(1998)에 따르면, 덕트 접속부에서의 

누풍량은 누출면 f ′을 통하여 속도 V로 흘러나오게 

되며, 덕트를 통과하면서 풍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누풍량도 감소된다. 누풍 강도는 덕트의 정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 덕트내 환기량도 변화하며 

이러한 조건을 다음의 방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dx
du
 D
f ′









P
 (3)

f ′ : 덕트외면 관련 기하학적 누출면적(m2/m2)

D : 덕트 직경(m)

P : 덕트 내 정압(Pa)

 : 공기의 밀도(=1.2 kg/m3)

 : 국부저항계수

SIA 196 코드(1998)에 제시된 환기량 및 압력을 

구하는 계산식은 식 (4) 및 (5)와 같다.

식 (4)는 송풍기가 공급해야 되는 풍량 산정을 위해 

덕트양단 풍량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는 

덕트의 유출입 및 내부의 확대 및 축소 등에 따른 

국부저항계수이며, 는 덕트의 등급별 마찰계수이다.

K  
 lnt
 t t



 arctan
t

 

 

 ln t
t t



 arctan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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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n-dimension diagram of the A class duct

Table 2. Friction coefficient and Leakage Area for duct class

Duct class
Friction coefficient

(λ)
leakage area (f*)

(m2/m2)

B class 0.025 20 × 10-6

A class 0.018 10 × 10-6

S class 0.015  5 × 10-6

K f D
L 



t  
f  



t








f 









 Q
Q

 : 국부저항계수

 : 마찰손실계수

f  : 유효 누설면적(m2/m2)

L : 덕트길이(m)

D : 덕트직경(m)

 : 덕트말단 무차원 압력(-)

 : 무차원 송풍비(-)

Q : 팬풍량(m3/s)

Q : 덕트말단 풍량(m3/s)

송풍기의 무차원 압력 공식은 다음과 같다.

 f 

 




 (5)

상기의 식을 이용하여 무차원 송풍비()와 압력비

()를 계산하여 팬풍량 및 팬정압을 계산하게 된다.

Fig. 4는 상기 수식을 이용한 덕트등급별 무차원 

선도의 작성 사례이다. 이 선도의 특징은 단순히 터널

길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트연장(L)과 

덕트직경(D)의 비율로써 무차원비를 구한다는 점에

서 인공섬 설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초장대 해저터

널의 장거리 환기구간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스위스의 SIA 196 코드

(1998)의 환기계산방법으로 덕트 등급별로 환기연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초장대 해저터널의 원활

한 공사중 환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2.2 덕트 등급별 환기연장 분석

SIA 196 코드(1998)에서는 덕트의 등급에 따라 

마찰계수 및 누설면적을 Table 2와 같이 정하고 있다. 

SIA 196 코드(1998)에 따르면, B등급 덕트는 여러번 

사용된 덕트로 정기적으로 정비된 덕트이고, A등급 

덕트는 새 제품으로, 손상위험이 적게 설치되고 관리

가 잘 된 덕트이며, S등급 덕트는 새 제품으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단위 조립길이가 100 m 이상인 덕트

에 해당한다.

터널 막장에 필요한 신선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덕트에서의 누설을 고려하여 팬풍량을 결정해야 하

며, 터널 연장이 길어질수록 누설량이 증가하여 팬공

급풍량은 더 커져야 한다.

이러한 누설정도는 덕트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

므로, 덕트등급별로 환기가능거리를 분석하여 인공섬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환기연장 목표 30 km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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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entilation distance for B class duct

Air flow rate Pressure Power

Ventilation distance = 3.4 km Ventilation distance = 4.4 km Ventilation distance = 5.3 km

Table 4. Analysis of Ventilation distance for A class duct

Air flow rate Pressure Power

Ventilation distance = 6.2 km Ventilation distance = 7.0 km Ventilation distance = 8.9 km

Table 5. Analysis of Ventilation distance for S class duct

Air flow rate Pressure Power

Ventilation distance = 10.9 km Ventilation distance = 10.2 km Ventilation distance = 14.2 km

한 환기시스템 설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분석에 적용한 각종 적용값은 2.1절의 Table 1과 

같으며, 이를 대상으로 SIA 196 코드(1998)의 덕트등

급별 누설면적 및 마찰계수에 따른 팬 풍량, 정압 

및 동력을 선정하고, 현재 터널에 적용할 수 있는 

팬 성능(2,000 m3/min, 3 kPa, 300 kW)과 비교하여 

환기가능 연장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3, 4 및 5에 나타나 있다. 해당 결과를 종합하면, 덕트등

급별 최대 환기가능 거리는 B등급 덕트의 경우 3.4 

km, A등급 덕트의 경우 6.2 km, S등급 덕트의 경우 

10.2 k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덕트 등급에 따라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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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uct and fan layout for series connection

가능거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B등급 대비 S등급 덕트의 환기가능 거리는 3배 

정도 증가되었다. 초장대 해저터널의 환기구간 거리

를 30 km로 할 경우, 양방향 굴착시의 환기거리는 

15 km가 되므로, B등급 덕트는 5개소, A등급 덕트는 

3개소, S등급 덕트는 2개소의 덕트분할이 필요하다. 

SIA 196 코드(1998)에서는 덕트를 분할 설치하는 

방법을 Fig. 5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의사항을 밝히고 있다.

1) 팬용량 증가 : 이전 덕트(n)의 공급풍량(Q0(n))

은 이후 덕트(n-1)에 설치되는 팬용량(Q1(n-1))

보다 약 10∼20% 정도 증가되어야 한다.

2) 부압영향 방지 : 이전 덕트(n)가 이후에 설치되

는 팬의 가동시(n-1 덕트의 팬) 부압에 의해 찌그

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비닐풍관 대신 일정 

길이(L)의 스틸풍관이 사용되어야 한다. 

3) 환기성능 유지 : 이전 덕트(n)와 이후 덕트(n-1) 

사이의 간격(x)에 따라 환기성능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팬 직렬 연결시의 이격거리(x)에 따라 오염공기의 

재유입이 발생하여 터널 막장에 오염공기가 공급될 

수 있으며, SIA 196 코드(1998) 및 Khanna (2008)는 

이 이격거리(x)를 덕트직경의 0.5∼10배 사이로 제시

하고 있다. 이격거리(x)에 따른 재유입 비율 및 덕트직

경과의 팬용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덕트를 5개소로 분할하는 경우, 막장 필요풍량

(100%) 대비 최초 급기팬 풍량은 덕트에서 누풍을 

고려하지 않아도 161∼245%로 증가되어야 한다. 풍

량이 증가할 경우 덕트풍속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

해 덕트직경이 커져야 하지만, 터널 구조물의 한계에 

의해 설치가능한 덕트직경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이러

한 분할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덕트 분할설치보다는 덕

트에서 발생하는 누풍을 S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

여 환기가능거리를 개선 또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는 이러한 덕트에서의 누풍 관련한 국내

외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초장대 해저터널의 30 km 

구간 환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할 덕트

의 누풍성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덕트 접속 및 누풍에 대한 현황

본 절에서는, 덕트의 다양한 접속법을 조사하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덕트 접속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누풍수준을 평가하고, 초장대 해저터널의 환

기연장 목표 30 km를 확보하기 위한 덕트 접속부의 

누풍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1 덕트 접속법 조사

터널내 막장의 필요환기량 공급을 위해 터널 굴진

에 맞춰 적절히 덕트를 연장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덕트는 일정길이만큼 제작되기 때문에, 기 시공된 덕

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양단의 덕트 접속부를 별도

의 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덕트 접속방식은 링(ring) 커플링, 벨크로

(velcro) 커플링, 집(zip) 커플링, 스냅-락(snap-roc) 커

플링 및 플렉시블(flexible) 커플링 방식 등 다양한 

체결방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ITA, 2011), 

그 결과를 아래의 Table 6에 정리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잠수복에 사용하는 방수지퍼 및 

지퍼접속부에 도넛형태의 조임장치를 적용하여 기존

의 장척풍관 대비 1/100 이하로 누풍을 감소하는 기술

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Akuti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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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Various duct connection types

Coupling 
Type

Appearance Characteristics

Steel ring

･ steel ring is welded in one 
end only･ steel connecting ring is 
mounted over two ducts 
and tied

Velcro

･ for larger diameter to make 
handling and connecting 
easily･ strong and not damaged 
and can be used for many 
years

Zip

･ easily connected to the next 
tube･ often used on TBM 
projects

Snap-roc
･ fast and simple installation･ higher air flow efficiency - 

no air leakage

Flexible

･ popular seamed in to the 
flexible forced and suction 
ducting providing tight, 
strong seal･ can be used a separate item 
to clamp 2 end rings 
together

Zip fastener
(Non-Leak)

･ improving with using 
waterproof zipper ･ leakage performance of 
1/100 compared to normal 
duct connection

Multi clip

･ multiple clip mounted on 
both end ring･ patent of samsung 
construction in korea

Table 7. Comparison of abroad and domestic on duct 
connection and repair methods

Type Domestic Abroad

Ring connect

Repair

Characteristics

･ ring connection and 
wire sewing in 
some interval･ wire sewing in 
tearing area

･ ring and clamp 
connection･ repair kit used for 
repairing

국내의 경우, 덕트 말단을 링으로 감싸고 두 링의 

접속부에 일정간격으로 클립을 체결하는 멀티 클립 

방식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 방식의 경우 클립체결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체결장치를 도입

한 것이 특징이나 누풍개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또는 측정결과는 확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외의 경우, 덕트의 파손시 이를 보수하기 

위해 다양한 덕트 보수용 키트가 제작 판매되고 있어 

신속하게 덕트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국내 덕트 설치 현황

국내의 터널현장에서는 상기의 표에 정리된 다양한 

덕트 커플링 방식들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파손된 덕트를 어떻게 보수하고 있는지 실제 터널 

현장을 방문하여 덕트 적용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OO터널의 경우, 풍관을 

접속할 때 링타입 덕트의 양쪽을 맞대어 철사를 사용

하여 일정간격으로 꿰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풍

관 제작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이 국내 

대부분의 터널 공사중 환기덕트 접속에 이용되고 있

다고 한다.

또한, 해당 현장에서는 풍관의 파손발생시 해당 

파손부위에 별도의 보수용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Table 7의 그림처럼 철사로 꿰매는 형태로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덕트 접속방식 및 파손된 덕트의 보수작업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접속부 및 파손부위에서 상당한 

누풍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국내에서는 덕트

길이가 보통 20 m 길이로 제작되고 있어, 이러한 접속

부를 통한 누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이러한 누설량이 많아질 경우, 터널 막장에 필요한 

환기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어 작업환경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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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uct connection type of Donghongchun~Yanayang
tunnel

Type Appearance Characteristics

Duct connect ･ zipper type coupling

Duct Repair

･ fast and secure tool 
for repairing holes and 
tears of flexible 
ducting

Fig. 6. Measuring arrangement for the determination of leakage 
ratio by Shin(1980)

곤란하게 된다.

또 다른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동홍천∼양양 OO터

널의 경우 Table 8과 같이 외국 제작사의 집(zip) 커플

링 방식 및 보수용 슬리브(Repair sleeve)를 사용하여, 

100 m당 누풍율을 1% 수준으로 확보하였다. 이는 

SIA 196 코드(1998)에서 언급한 A등급 덕트 수준에 

해당하는 값으로, 양호한 누풍성능을 갖는 덕트가 시

공된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터널에서 개선된 성능의 덕트 접

속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국내 터

널에서는 링접속 및 꿰매기 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얼마만큼의 누풍

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확인절

차를 통해 현재방식의 덕트 누풍방지 성능을 기준으

로, 향후 인공섬 최소화를 위해 증가된 환기구간에서 

충분한 환기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덕트성능의 수

준 및 확보가능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3.3 국내외 덕트 접속부의 누풍특성

국내 덕트 접속부의 누풍 특성을 분석한 사례는 

신용관의 연구(1980)가 유일하며, 길이 30 m의 풍관 

6개를 접속할 경우의 마찰계수 및 누풍율을 측정하였

다. 풍관접속은 앞쪽 풍관 끝의 링을 뒤쪽 풍관 앞의 

링에 삽입하고, 두께 약 1.2 mm, 폭 45 mm의 접속용 

철판링으로 체결한 기존방식과 직경 2 mm의 피아노

선을 15회와 10회 감아 만든 링으로 접속부를 개선한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에 대해서 Fig. 6과 같이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접속방식의 누풍율

은 100 m당 18.1%, 개선된 접속방식의 누풍율은 100 

m당 2.2%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값에 기초하

여 국내외의 설계코드에서 규정된 누풍율과의 비교를 

통해 덕트 접속부의 누풍성능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KR C-12130 코드(한국철도시설

공단, 2012)에 수록된 연질덕트(시공양호)의 100 m당 

누풍율인 1.5%에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는 시공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

우는 시공양호 조건에 약간 미흡한 누풍성능임을 알 

수 있다.

국외의 주요 설계코드인 SIA 196 코드(1998)에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덕트 등급별로 누풍면적

을 제시하고 있으나, L/D 의 비율이 400 이하인 조건에 

대해서는 A등급 덕트의 경우 1%/100 m, B등급 덕트

의 경우 2%/100 m로 규정하고 있어, KR 코드의 제시

값인 1.5% 는 SIA 196 코드(1998)의 관점으로 볼 

때, A∼B 등급 사이의 누풍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용관의 연구(1980)에서 접속부 개선시의 

누풍율은 B등급에 근접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isdahl 등의 연구(2008)에서는 벨크로 접속 및 

지퍼 접속방식에 대해 직경 1.2 m, 길이가 400 m인 

덕트가 매 10 m마다 접속부가 있는 경우와 추가적으

로 직경 1.7 m, 길이 2,720 m인 덕트 접속부를 10 

m간격마다 스틸링으로 접속한 경우에 대한 마찰계수, 

충격손실계수 및 누풍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측정 케이스에 대해 누풍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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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agram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leakage rate 
measurements ventilation Vinyl duct

조사되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덕트를 배치

한 점과 덕트 접속부를 신중하게 연결하였기 때문이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터널 굴착현장은 단면의 

확폭 및 축소, 분기 및 합류 및 덕트시공의 숙련도 

등의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조건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험과 다른 조건의 덕트 접속부

에서는 누풍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논문에서도 환기 

엔지니어들이 특정 제품이 어떤 덕트 등급에 따라 

제작되었는지를 명심해야 하며, 정확하게 설치된 접

속부에서 누설인자가 0 이란 것이, 임의 설치된 접속부

에서 누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더불어, 

국내에서의 덕트 접속방식에 대한 누풍수준을 확인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의 덕트 누풍실험을 수행하

였다.

3.4 국내 공사중 환기풍관 누풍율 측정실험

국내 터널의 공사중 환기용 덕트는 제작 및 설치 

등에 대한 문제로 20 m의 길이로 제작된 비닐재질의 

풍관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풍관 설치시 

20 m마다 접속부가 발생하게 되며, 풍관접속방법은 

주로 풍관 접속부에 원형철제 링을 맞대기하여 철심

으로 결속하는 접합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합방식은 시공자의 결속능력 및 접속장치 결함 등

으로 누풍율이 일정하지 않아 공사중터널의 환기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중 

터널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풍관접속방법으로 누풍율 

측정실험을 수행하여 현재의 누풍수준을 평가하였다.

3.4.1 실험장치 제작

실험장치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류형 송풍

기를 외부에 설치하고, 풍관은 공사중 터널 내 환경조

건과 유사하도록 건물내에 설치하였다.

외부 송풍기에서 건물까지 외부 풍관거리는 약 12 

m이며, 송풍기와 건물 사이에는 국부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풍관 레듀서 1개와 60° 풍관 엘보 1개를 

사용하였다. 건물내 풍관은 비닐재질로 되어 있으며, 

길이 2.7 m의 풍관을 14개 연속 설치하여, 접속부는 

총 13개소이며, 측정관로내의 접속부는 9개소이다.

또한 측정관로내 기류안정을 위해 첫 번째 측정위

치는 곡관부로부터 20D 이상(10 m), 두 번째 측정위치

는 첫 번째 위치에서 50D 이상(25 m) 이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때 측정에 사용한 장치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Measuring Instruments

Instruments Quantity Measuring Range Accuracy

Precise Inclined 
Manometer

1EA 0 ~ 250 mmAq ± 0.05 mmAq

Psychrometer, 
Digetal Type

1EA  -40 ~ 150℃ ± 0.5℃

Pitot Tube 1EA 457 mm × 6 mm∅ -

Rubber Tube 2EA 2500 mm × 6 mm∅ -

3.4.2 풍량 측정방법

풍량측정은 대한설비공학회(SAREK, 2011)에서 

제정한 원형덕트 동일면적분할법(Equal area method)

에 의해 측정점 개소 및 측정점 위치를 선정하였다.

Table 10과 Table 11은 각각 덕트크기별 측정점 

개수와 측정점 위치 산출결과를 표기한 것이다.

특히, 풍관 측정점 위치는 식 (6)에 의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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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mber of measuring points according to the 
circular duct diameter change  

Circular Duct Dia. Measuring Point Ordinal Selection

Less than 230 mm 12 

230 ~ 300 mm 16

More than 300 mm 20 ◎

Table 11. Distance of measuring points from the inner wall

Ordinal Number of 
measuring points

Measuring Point 
calculation

a (mm)

400mm∅ 500mm∅
Point 1 0.025658 × D* 10.26 12.83

Point 2 0.081669 × D* 32.67 40.83

Point 3 0.146446 × D* 58.58 73.22

Point 4 0.226139 × D* 90.46 113.07

Point 5 0.341886 × D* 136.75 170.94

D* : Duct Diameter(mm∅)

Fig. 8. Diagram position of traverse points, circular air 
measurement section

amm   
D 

i
n   (6)

a : 관 내벽면으로부터 측점까지 거리(mm)

D : 관 내경(mm)

n ,i : 측정점 및 분원(分圓)의 수

총 이송 측정점은 Table 10에 따라 실험풍관 크기

(500 mm)가 300 mm 초과에 해당되므로 20개소를 

반영하였고, 각 측정점 위치는 Fig. 8과 같이 풍관 

측정관로 단면에 서로 직각인 직선상에 각 10개씩 

전체 20개의 측정점에 대해 피토관(pitot tube)을 이용

하여 동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동압은 식 (7)에 대입

한 후, 각 점의 풍속을 구하고, 이의 평균값을 식 (8)에 

대입하여 풍량을 산출하였다.

Vms 



g
×Pd  (7)

∵ Pdkgm   g
 V 

V msec


Q ms  
 D V  (8)

V , V : 풍속 및 평균풍속(m/s)

g : 중력가속도(m/s2)

 : 공기비중량(kg/m3)

Pd : 동압(kg/m2)

Q  : 풍량(m3/s)

I : 측정 단면내의 총 측정점 수

여기서 공기밀도가 표준상태 공기밀도(=1.2 kg/m3)

에 대해 10% 이상 변화가 있다면, 온도 및 고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풍속을 계산해야 하며, 식 

(9)는 공기밀도 보정시 적용하는 계산식이다.

kgm Rw×T
b∆Ps

 (9)

RwmK X
X×RvRd

X kgkg  bPv
Pv

PvmmAq Pwtd tw
b

b : 대기압(mmAq)

∆Ps : 정압차(kg/m2)

T : 절대온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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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ing connect (b) Steel Wire Ties

Fig. 9. The installation of the connection device of experimental 
Vinyl duct

Table 12. Test results of the leakage ratio for conventional versus improved air ducts(500mm∅)

Type   (m) Connector (ea)  (m3/sec)  (m3/sec) ∆ (m3/sec) ∆ (%) Remark

Conventional air duct
(8 times steel wire ties)

200 9 2.558 2.415 0.143 2.79

Duct Dia.
500 mm∅

200 9 2.554 2.391 0.163 3.19

200 9 2.538 2.374 0.164 3.23

Mean Value 3.07

Improved air duct
(16 times steel wire ties)

200 9 2.033 1.974 0.059 1.45

Duct Dia.
500 mm∅

200 9 2.031 1.966 0.065 1.60

200 9 2.029 1.962 0.067 1.65

Mean Value 1.57

td,tw : 건구 및 습구온도(℃)

Rw : 습공기 gas상수(m/K')

Rv : 수증기 gas상수(m/K')

Rd : 건공기 gas상수(m/K')

Pw : 습구온도에 대한 포화수증기압(mmHg)

X : 수증기량(kg/kg)

Pv : 수증기압(mmHg)

3.4.3 누풍율 측정결과 및 고찰

시험 풍관의 접속은 Fig. 9와 같이 풍관 끝에 2.5 

mm강선을 3가닥 꼬아 만든 원형 철제링(500 mm∅)

을 부착한 후, 동일하게 제작한 연결풍관에 맞대기하

여 1.0 mm 철사로 8회 꿰매어 결속한 풍관과 16회 

꿰매어 결속한 풍관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누풍율은 다음 식 (10)과 같이 풍관 매 100 m당의 

누풍율(∆QL100(%))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QLMQ
∆Q
∙LM

∙  (10)

∆Q  Q Q

Q,Q : 1차 및 2차 측정점 풍량(m3/sec)

LM : 등가거리(m)

또한, 풍량 측정시 오차범위 최소화를 위해 각 측정

위치별 이송 측정점에서 매 5회 실시하여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제외한 3회 측정치의 평균값

으로 누풍율을 산정하였고, Table 12에 철사 8회 결속

과 16회 결속으로 개선한 접속장치의 100 m당 환산 

누풍율을 정리하였다. 본 실험의 풍량측정 오차는 계

측장비 및 판정오차등을 고려시 ±1.25% 범위이다.

여기서, 실험 측정거리 25 m에 대한 접속부 개소는 

총 9개소이다. 현장에서는 20 m마다 접속부가 설치되

는 것을 감안할 때, 등가길이 200 m에 해당하는 누풍

율 값을 환산하였다.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풍관의 누풍율은 철사 8회 결속시 

3.07%, 철사 16회 결속시에는 1.57%로 분석되어, 누

풍성능이 약 50% 정도 개선되었으며, 이를 통해, 결속

수가 증가할수록 누풍율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신용관의 연구(1980) 결과인 직경 2 mm 

의 피아노선을 15회와 10회 감아 만든 링 접속장치의 

누풍측정값(2.2%)과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에 있으며, 

본 실험결과를 통해, 국내 터널 내에 링접속 및 철사 

꿰매기 방식으로 적용한 경우의 100 m당 누풍율은 

대략 1.5∼3.0% 범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철제 링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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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장치는 철사결속수를 증가하더라도, 풍관길이가 

증가되면 누풍율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 접합부에 철제링을 맞대어 접속하므로, 

완전밀착이 어렵고, 2) 철사를 꿰면서 생기는 풍관의 

틈새로부터 누풍이 발생하며, 3) 풍량 및 정압 상승시 

틈새를 통한 누풍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의 인공섬 최소화를 위해 

증가하게 되는 환기구간거리에 적정용량의 환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링접속 및 철사 꿰매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누풍수준을 SIA 196 

코드(1998)의 S등급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덕트접속 성능 개선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전세계적으로 해저터널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건설을 계획중인 해저터널의 연장이 초장대화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경험이 전무

하여 향후 해저터널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초장대 해저

터널의 공사중 환기 측면에서 현재의 수준 및 개선필

요성에 대해 환기량 계산방식 및 덕트설치 현황 중심

으로 비교분석 및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1. 국내외 환기계산 방식을 분석한 결과 국내와 일본

의 환기계산 방식은 유사하나 누풍량 고려측면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누풍 고려에 따른 수식의 

적용한계가 약 6.67 km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시 인공섬 최소화

에 따라 환기구간의 거리가 15 km 이상일 경우 

스위스의 SIA 196 코드(1998)의 환기용량 계산방

식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덕트 내 풍량 및 압력은 누풍 및 손실에 의해 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이에 따라 누풍 발생

량도 감소되어야 하나, 국내 및 일본의 계산식에서

는 전체 덕트구간에서 일정하게 누풍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됨으로써 터널 연장이 긴 경우에는 환

기용량이 과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의 환기계산에는 풍량 및 정압에 

따른 누풍이 고려되는 SIA 196 코드(1998)의 환기

계산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의 환기량 계산에 더 적합

한 SIA 196 코드(1998)를 이용하여 덕트등급별로 

환기가능거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덕트의 

품질이 S등급일 경우, 환기구간 10.2 km 까지 단일 

덕트 배치로 환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국내외 덕트 접속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국외의 경우 링(ring), 벨크로(velcro), 집(zip) 

등 다양한 덕트 접속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의 경우 대다수의 현장에서 링 접속에 철사로 꿰맨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덕트 파손시 누풍발생이 

없도록 보수용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철사로 

꿰매서 보수를 함으로써 누풍의 영향이 상당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5. 국내에서 사용되는 덕트 접속 방식에 대한 실험측

정을 수행하여 누풍성능이 100 m당 대략 1.5%∼
3.0%의 범위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이 해저면 이하에 건설되

어 인공섬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

기거리가 길어지는 상황에 적합한 환기성능을 제

공하기 위해 덕트 접속부의 누풍개선이 주요한 영

향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를 볼 때, 덕트 접속부의 누풍을 개선

할 경우 인공섬 설치 및 환기기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덕트 접속부의 누풍개선

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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