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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urban areas there is a tendency to construct more complex network-type 

tunnels including entrance and exit ramps. At the same time, various one-dimensional 

programs based on the network theory have been proposed for tunnel ventilation 

analysis.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a program that can analyze the ventilation flow 

rate and pollutants concentration in complex network-type tunnels based on the none 

hardy-cross method. The flow analysis in the branch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Gradient method, while for the concentration analysis a new logic has been developed 

to calculate the inflow and outflow concentration automatically in a complex network- 

type structure. Additionally, in the tunnel segments showing low flow rate, proper grid 

interval sizes were proposed to reduce numerical error.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gram, flow rates predicted in the straight tunnels were compared with the 

classical velocity-diagram method by Stokic and the TVSDM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rrors were within 1%. In addition, the program was applied to the 

recent ventilation system adopted in the complex network-type urban tunnels.

Keywords: Tunnel ventilation, Network, Program, Gradient method, Calculation 
of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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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도심지 터널은 진출입 Ramp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형 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더불어 터널환기 해석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이론 기반의 1D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hardy-cross 법에 기초한 네트워

크형 터널에 대한 풍량 및 농도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터널 구간내 풍량해석은 Gradient 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농도해석을 위하여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유입과 유출농도를 자동계산 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였고, 저속 

풍량구간에서는 수치해석적 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적정 그리드 간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증

하기 위해, 일자형 터널을 대상으로 고전적인 Sokic의 풍속 선도법 및 TVSDM 프로그램과의 풍속비교검증을 수행하였

으며 오차율은 1% 이하였다. 또한 최근 건설되는 도심지 터널에 적용중인 최신 환기방식에 대한 네트워크 환기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어:터널환기, 네트워크, 프로그램, Gradient 법, 농도계산

1. 서 론

최근 도심지 터널은 입출구부가 단순한 일자형 터널에 비해 단면의 소형화, 연장의 장대화, 깊이의 대심도화, 

분기부의 복잡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종 환기구 및 진출입 Ramp를 포함한 합류, 분류부가 있는 지하도

로 터널, 즉 네트워크형 터널로 건설되고 있다.

이는 지상부 정체교통의 해소에 따른 녹지부의 효율적 활용과 주요 진출입 Ramp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분

기부가 있는 네트워크형 터널건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 사례로는 프랑스 파리 A86 지하도로, 스페인 마드리드 M30 지하도로, 일본 도쿄의 중앙환상도로 신주쿠

선 및 시나가와선, 미국 시애틀 지하도로(SR99 프로젝트), 스웨덴 E4 스톡홀름 바이패스, 소드라 랑켄 터널, 호주 

글렌 존슨(CLEM7) 터널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서울시 U-Samrtway 계획, 제물포터널, 동부간선 지하화 도

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Choi, 2016).

따라서 현행 일자형 터널에 대한 환기, 방재기준은 네트워크형 터널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으로 정비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Kim et al., 2016a), 또한 네트워크형 터널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소개된 네트워크형 터널환기해석 프로그램의 개략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이전 기초연

구를 통해 정립된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네트워크 해석모델의 동향

국내 도로터널의 환기기준을 살펴보면, 199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터널환기 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서 본격적인 터널환기 설계기준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환기설계기준은 일본설계기준에서 W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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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PIARC) 방식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터널환기 설계기준이 일자형 터널을 중심으로 마련되면서, 

미국의 TUNVEN 모델(US FHA, 1979)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크게 두가지 모

델로 분류한다면, TUNVEN 모델을 수정한 모델류와 Network 이론을 결합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터널환기 설계기준은 1차원 비압축성 유동에 기초하고 있어, Table 1과 같이 개발된 대부분의 프로

그램은 1D Incompressible flow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Table 1. Tunnel ventilation program (1D)

Program Tunnel GUI Network method Remark

NETVEN Road × ○
Hardy-cross 

(Incomp.)
DAU (1997)

TVSDM Road × ×
- 

(Incomp.)
SHU (1999)

TUNVEN Road × ×
- 

(Incomp.)
USA (1979)

IDA RTV Road ○ ○
? 

(Incomp.)
Sweden (1995)

S.E.S Subway × ○
MOC 

(Incomp.)
USA (1997)

VentSim Mine ○ ○
Hardy-cross 

(Incomp.)
UK (1994)

ThermoTun High-Rail × ×
MOC 

(Comp.)
UK Online

국내 도로터널에 네트워크 모델을 도입한 초기 모델은 Lee et al. (1997a)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네트워크 이론 

중 Hardy-cross 법과 그래프 이론(graph-theory)에 따른 minimal resistance spanning tre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터널 내 유동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NETVEN 모델(Kolon CO. Ltd., 1998)을 개발하였다.

반면, 상하행선의 합류와 분류가 정거장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네트워크형 터널은 지하

철 터널이 대표적이다. 미 운송국의 지원을 받아 PB 사에서 개발한 SES Ver 4(PB, 1997) 프로그램이 대표적이

나, 차량모델이 지하철(철도)터널에 한정되어 있어 도로터널에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해석결과 또한 풍량 및 열

환경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오염물질의 농도를 해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Ryu et al. (1999)은 이를 해결하

기위해 SES의 네트워크 풍량해석을 위한 Hookup 로직에 농도계산 로직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존 모델의 단

점을 개선하였다.

공기압 해석모델로는 영국의 Vardy 교수의 ThermoTun 모델이 대표적이며, 고속차량의 터널 진출입에 따른 

압축성 유동을 특성화방정식(MOC)으로 해석하고 있다(Kim at el., 2015).

최근 컴퓨터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3D CFD 해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다양한 수치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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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인 CPU 및 메모리 기술의 발전은 기존 도로터널, 지하철터널, 고속철도터널의 

환기 및 공기압 해석 프로그램들의 통합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스웨덴의 IDA RTV/Tunnel 같은 프로그램은 손쉬운 GUI 환경제공을 통해 도로 및 지하철(정거장) 터널의 환

기 및 방재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공기압해석 모델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이러한 모

델들의 통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 Expected improvements for individual programs

Type Road (TUNVEN) Subway(rail) (SES) High-Rail (ThermoTun)

Normal Ventilation ○

Emission Concentration ○

Fire Ventilation ○

Thermal Coupling ○

Pressure Discomfort ○

Micro Pressure Wave ○

Improvements All Vehicle Type + Network + GUI

Table 2는 국내에 소개된 주요 1D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터널유형별로 구분하여 해석가능 영역을 나타내었다. 

향후 차량터널(Vehicle tunnel)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공통적인 개선점으

로 네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해석과 GUI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네트워크 해석모델의 개발

본 연구는 이전 기초연구를 통해 정립된 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터

널에 대한 풍량 및 농도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은 기존의 Hardy-cross 법의 단점을 보완한 Gradient 법을 적용하였으며, 개발언어는 Visual 

Basic.NET을 이용하였다. 또한 입력자료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엑셀의 시트형식으로 자료

를 입력할 수 있도록 ReoGrid를 사용하였고, GUI는 별도로 개발하였다(Fig. 1 참조).

3.1 터널내 풍량의 결정방법

네트워크형 터널내 풍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Hardy-cross 법, Mesh-nodal approach 법, Gradient 법에 대하

여 이전 기초연구(Kim et al., 2016b)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한 Gradient 법에서의 풍량 결정방법에 대한 흐름도만 재인용하면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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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w developed network model (NetworkTVent)

Fig. 2. Flowchart of main steps in gradi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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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내 농도의 결정방법

네트워크형 터널내 임의의 제어체적(control volume)을 branch 별로 오염물질의 거동을 표현한다면, 유량이 

일정한 branch 내 오염물질의 거동을 차분법을 적용하여 sub branch 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농도를 계산

을 위한 등간격(dx)을 임의의 branch 별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메모리의 활용에도 도움이 된다.

TUNVEN 모델에 적용된 1D 오염물질 농도계산식은 Fig. 3에 따른 식 (1)과 같이 주어지나, 준 정적상태의 이

류확산식(steady state advection equation)을 고려하면 식 (2)과 같이 표현된다(Lee, 1997a, Ryu, 1999).

Fig. 3. Mass balance for pollutant in tunnel element control volume

t

C

x


UC   D



x

 C

A

C iqi

A

Cqo
Sv

R (1)

C  : 오염물질의 농도(ppm)

C i  : 유입공기의 오염물질 농도 (ppm)

U  : 터널내 풍속(m/s)

A  : 터널 단면적(m2)

D  : 확산계수(total diffusivity, m2/s)

Sv : 차량에 의한 오염물질의 발생량(ppm/s)

R  : 화학반응에 의한 오염물질의 발생량(ppm/s)

qi qo : 단위길이당 유출입 공기량(m3/(s ․ m))

U
x

C

A

Cqi  Cqo
 Sv

(2)

Lee et al. (1997b) and Kolon CO. Ltd. (1998) 의 연구결과를 재인용하면, “어느 정도의 일방향 공기유동이 있

는 경우, 난류확산에 의한 확산비중이 극히 낮은 편이므로 이류확산만의 농도예측이 충분하고 ..., 양방향 통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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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기력이 상쇄되어 풍속이 거의 ‘0’에 가까운 정체시나 혹은 터널 양단에서와 같이 높은 농도구배를 보이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난류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차량터널내 난류확산은 이류확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0.18~0.50 m2/s(Sato et al., 1985)로 차량통행에 따른 와류현상이 심할수록 더

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Ryu (1999) 의 연구에서도, 확산효과에 대한 이류효과의 비를 나

타내는 Pe 수(=U·LD )로 확산계수의 역수형태(1/D)로 표현하고, 터널내 유동에서 확산은 공기중 분자의 확산

값과는 달리 터널연장이 1 km 정도일 경우 Pe 수가 ~  정도의 차수(order)가 되어, 2차 미분항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터널내 오염물질이동은 난류확산을 고려하지 않고 이류확산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제어체적내 농도

예측 확산식을 유한차분법에 의한 해석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제어체적내 구간거리에 따른 유속의 변화는 

유입유량과 유출유량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임의의 i번째 branch내 유량을 U·A i로 정의하면, branch 

양단의 시점 node (j)와 종점 node (j+1)에서의 농도방정식은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C j    C j × U·A i

Q oi Camb×
U·A i

Q i i

U·A i

Q req×QLim it i
(3)

C j , C j    : i번째 branch의 구간(sub branch) 시점부 및 구간(j+1)의 종점부 농도(1/m 혹은 ppm)

Camb : i번째 branch로 유입되는 백그라운드 농도

U·A i  : i번째 branch의 유량(= 풍속 × 단면, m3/s)

Q i i , Q oi  : i번째 branch의 구간(sub branch) 덕트유입 및 덕트유출 유량의 증분(m3/s)

Q req×QLim it i  : i번째 branch에서 발생되는 구간 소요환기량(m3/s)과 허용기준(1/m 혹은 ppm)의 곱

식 (3)은 유량이 시점에서 종점으로 흐르는 경우에 해당되고, 식의 좌변 1번째 항은 초기 농도값에 대한 유출유

량의 특성으로 농도변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번째 항은 백그라운드 농도에 따른 유입유량의 효과를, 3번째 

항은 branch 내 차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source 항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좌변 1번째 항은 본선터널내 유량대비 환기덕트를 통한 유출유량이 과도할 경우 음수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branch 내 sub branch 수를 조밀하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sub branch 수는 식 (4)을 만족하여야 한다.

n i  int  Q oiU·A i   (4)

Fig. 4는 급배기 덕트가 있는 횡류방식에 대한 해석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Case1은 sub branch 수가 부족하여 

수치해석 에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Case2는 2배의 적정 그리드(sub branch)수에 따른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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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erical error by the number of sub-branch Fig. 5. Flowchart of concentration calculation

이상의 네트워크형 터널내 농도해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Fig. 5에 흐름도(flowchart)로 나타내었다.

Step 1. 전체 branch에 대한 초기 농도값 가정(branch 내 유량의 흐름방향에 따른 시작 node와 종점 node의 농

도값을 가정)

Step 2. 대기와 접한 portal node를 찾고 초기값 가정(p.Node = 0 or 백그리운드 농도)

Step 3. 전체 node에 대한 유출입 branch 검색 (inflow = + nbranch, outflow = ‒ nbranch 셋팅)

Step 4. node 별로 유입유량이 있는 branch의 종점 node에 대한 가중평균농도를 계산

Step 5. Step 4에서 해당 node에 유출유량이 있으면, 유출유량이 있는 branch의 시점 node에 가중평균농도를 

셋팅

Step 6. 농도수렴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반복수행 (미수렴시 Step 2로 돌아가서 재수행)

Step 7. 전체 branch 혹은 path별로 농도계산결과를 업데이트

3.3 개발된 네트워크 모델의 소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비 Hardy-cross 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네트워크 해석시 발생하는 수

렴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radient 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Gradient 법은 Hardy-cross 법에서와 같이(가상)메

쉬(mesh)의 구성없이도 풍량과 압력을 한번에 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초기모델인 PNET 모델(출원번

호: C-2012-008543)이 개발되었나, 이완계수(relaxation factor) 에 따른 수렴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도계산의 

필요성에 의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수렴시간의 개선을 위해 동적메모리 관리와 역행렬의 빠른 계

산을 위해 Fortran DLL을 적용하였으며, 더불어 GUI의 필요성에 의해 Visual Basic.NET (2010)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자료입력부(엑셀형 시트 또는 GUI 구성) 및 네트워크 구성 테스트 부분, 주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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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시뮬레이션 해석 부분, 결과출력(엑셀형 시트 또는 차트 그래프)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메

인해석은 Fig. 2와 Fig. 5에 따른 풍량과 농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풍량해석시 역행렬의 

계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Fortran DLL을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도는 Fig. 6과 같으며, 프로그램 실행예는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 Flowchart of network model

(a) Main Window and Control Window (b) Plot concentration and ventilation flow rate

Fig. 7. Network model (Running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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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해석시간의 개선을 살펴보기 위해 윈도우 7 운영체제에서 2대의 컴퓨터(32bit 및 64bit)를 대상으로 

수렴조건 10-5 조건(Fig. 2의 수렴조건() 참조)에서 해석시간을 살펴보았다. 표에서 CPU의 Clock 보다는 Bit 수

에 의한 영향이 커 보이며, 동일한 해석 격자수에 대하여, 컴퓨터 Bit 수 영향은 약 39~41%, Fortran DLL 적용에 

따른 영향은 약 41~45%, 이완계수값의 적용에 따라 약 77~79% 이상의 해석시간이 단축되었다. 따라서 컴퓨터

의 사양보다는 적정 이완계수값의 적용이 빠른 수렴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3. Calculation times

Computer Case 1 Case 2

CPU (RAM) CPU Clock
Fortran

DLL

Branch : 30EA

SubGrid : 967EA

r.factor : 0.5

Branch : 30EA

SubGrid : 967EA

r.factor : 0.1

32Bit

(4GB)

2.67

GHz

× 309 sec 1,466 sec

○ 178 sec 794 sec

64Bit

(8GB)

2.50

GHz

× 182 sec 866 sec

○ 106 sec 483 sec

4.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적용성 검토

4.1 일자형 터널에 대한 풍속해석

Stokic (1976)는 무차원 변수(Φ æ )를 사용하여 자연환기력이 없는 상태(V n  )에서 터널내 교통상태에 

따른 터널내 풍속 분포도를 Fig. 8과 같이 제시하였다. x축의 æ값은 교통량과 터널특성을 나타내는 무차원 변수이

며, y축의 Φ값은 특정 차량속도일 때, æ값을 통한 터널내 풍속을 선도를 통해 손쉽게 찾기 위한 무차원 변수이다. 

Fig. 8. Diagram for tunnel air velocity calculation (D. Sto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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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일자형 터널에 대하여 Table 4의 입력자료와 같이 연장 3,000 m를 기

준으로 일반적인 2차로 터널에 대한 일방통행시와 대면통행시의 터널내 풍속값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Fig. 9

와 같으며, 그림내의 괄호 (1)과 (2) 자연풍의 역풍조건을 적용한 경우(‒2.5 m/s)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0 m/s)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4. Input data

Type Values

Tunnel length 3,000 m

Cross section area 75.862 m2

Hydraulic diameter 8.776 m

Vehicles 185.1 veh/tunnel (Am = 2.997 m2)

Qreq (Smoke) 630.2 m3/s (at 60 km/h)

Natural wind speed Vn = -2.5 ~ 0 m/s

Fig. 9. Calculation Results by network model

Stokic의 연구(선도법) 에 따른 일방 및 대면통행 터널내 풍속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방통행 터널일 경우(=0, V n=0),

æ 
  ×

× 
 

Φ


  


   이므로, 터널내 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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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r  ×    m/s 이다.

• 대면통행 터널일 경우(=0.25, V n=0),

그래프에서 Φ =0.28 정도이므로, 터널내 풍속은

V r  ×    m/s 이다.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해석결과와 선도법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Fig. 10은 연장 2,000 m 터널(AADT: 29,492대/일, HGV: 0%, 단면: 39.82 m2)을 대상으로 TVSDM 

프로그램과 주행속도별 터널내 풍속을 비교한 결과이다. 

해석 Case는 자연풍 조건(Vn), 교통환기력 조건(Traffic), 제트팬(Φ1030) 조건(JF(1), JF(2)), 전기집진기 조

건(EP: 80 m3/s) 및 수직갱 조건(Shaft: 80 m3/s)에 따른 다양한 터널내 평균풍속을 비교하였다. 각 해석조건별로 

두 프로그램간의 풍속해석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1% 미만의 경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와같은 이

유는 두 프로그램의 교통량 적용에 따른 절단오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0. Comparison of the average velocity between TVSDM and Network model

이상의 검토에서 고전적인 이론풍속값을 선도로 제시한 Stokic 의 연구 및 TVSDM 프로그램과의 비교시 터널

내 풍속값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결과값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네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풍속 및 농도해석

네트워크형 터널내 풍속 및 농도해석을 위해 Table 5 및 Fig. 11과 같은 네트워크형 터널을 대상으로 환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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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으며, 농도계산을 위한 CO의 소요환기량은 소형차 전용터널의 일반적인 소요환기량인 1 km당 25 

m3/s를 적용하였다.

Fig. 11의 (a) Case 1은 branch 13, 15, 16, 17 는 공기의 유동이 없는 막혀있는 구조로 기존의 상하행선이 분리

된 쌍굴터널 형태이며, (b) Case 2 는 피난연결통로를 통해 기류의 유동이 가능하고, branch 14, 17에 전기집진기

(EP)를 설치하여 상하행선의 기류를 정화하여 상대터널로 순환 환기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집진기 바이패스형 

Table 5. Input data for the complex network tunnel 

(a) Branch data

Branch Lr (m) Ar (m2) Shock loss factor Vn (m/s) J.Fan Φ1030 EP (m3/s)

1,7 500 50.61 0.5 -2.5 5

2,8 500 50.61 -2.5

3,9 2,000 50.61 -2.5

4,10 850 50.61 -2.5

5,11 50 50.61 -2.5

6,12 100 50.61 1 -2.5

13,15,16,18 30 20

14,17 30 20 80

19,21 50 20

20,22 50 20 80

(b) Traffic data

Vehicle type (%) Vehicle frontal area

Passenger car 83.0
Small vehicle 2.31 m2

Small bus 7.0

Heavy bus 0
Small vehicle 7.11 m2

Small truck 10.0

Medium truck 0 Number of lane

Heavy truck 0 2

(a) Case 1 (branch 13, 15, 16, 18 : closed) (b) Case 2 (branch 13, 15, 16, 18 : open)

Fig. 11. Complex network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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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환기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하행선 기준, CO 농도분포를 전속도별로 나타나낸 그래프이다. Case 1에 비해 Case 2의 경우가 순

환환기방식에 의한 터널내 농도를 저감시켜 전반적인 터널내 농도분포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터널 

출구부쪽의 농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 소형차 전용터널의 환기특성상 터널 출구부의 오염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환기설비

용량이 최대가 되는 저속시(10 km/h)의 터널내 유량과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Fig. 13을 살펴보면, 터널내 집

진기를 가동할 경우 터널내 중심부쪽에서의 유량은 증대하게 되지만 입구쪽에서의 유입유량이 낮아져 입구부 농

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터널 중심부쪽에서의 유량증대로 작용환기력(팬, 교통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유입풍량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Fig. 11의 (b)와 같은 환기방식은 제어측면에서 터널내 구간별 유량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교통환기력 및 팬

의 정상적인 승압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분기부가 있는 네트워크형 터널에서는 유출입부로의 

유량분배의 제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자동제어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또한 터널내 공기를 무한 반복

하여 정화시킬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집진기 총 처리풍량은 터널입구 유입유량의 2배 이내, 재처리 횟수도 3회 이

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따라서 이와 같은 환기방식의 적용여부는 도시부 오염물질 배출저감 특성, 추가 설치비용, 공기의 재사용 문제, 

자동제어측면 등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 Case 1 (b) Case 2

Fig. 12. CO concentration profiles

(a) Case 1 (b) Case 2

Fig. 13. Flow rate and CO concentration at 1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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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도시부 지하도로 건설은 점차 네트워크형 터널의 형태로 건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일자형 중심의 환기

설계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개된 1D 네트워크 프로그램 동향과 

네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환기해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는 기존의 Hardy-cross 법의 단점

을 보완하고자 비 Hardy-cross 법에 기초한 네트워크 환기해석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네

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풍량해석 및 농도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Hardy-cross 법에 기초한 네트워크 해석프로그램은 메쉬(mesh)를 구성하여야 네트워크를 해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대규모 네트워크 해석시 수렴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국내에 개발된 대부분의 네트워크 해석 프로그램들은 1D 비압축성 유동을 해석할 수 있게 개발되었으나, 

통합(도로, 지하철, 철도 등) 차량모델에 대한 지원이 없고, GUI가 없는 단점이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를 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본 연구에서는 비 Hardy-cross 법(Gradient 법)에 기초한 네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풍량과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였다. 급배기가 있는 횡류식 터널일 경우 터널내 유량이 낮은 저속유량구간에서 발생하

는 수치해석적 오차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그리드(sub branch)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식 (4)와 같이 

제시하였다.

4. 네트워크 해석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사양(Bit or RAM) 보다는 이완계수(relaxation factor)를 조정함으로 

약 77~79% 이상의 해석시간에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일자형 터널에 대한 Stokic의 고전적 풍속 선도법 및 TVSDM 프로그램을 통한 비교검증에서 1% 이내로 

정확한 풍속을 예측하였다. 또한 최근 도심지 터널에서 대안으로 검토되는 ‘집진기 바이패스형 순환환기방

식’은 기존 출구부에만 설치하는 경우보다 출구부 설치와 더불어 터널중앙부 피난연결통로를 통해 기류를 

순환시키는 방식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터널 중앙부의 유량증대에 따른 교통환기력 

및 팬 환기력을 감소시키고, 터널입구 유입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터널내 유량밸런스의 불균형은 

자동제어 측면에서 각종 환기력의 제어가 곤란해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이상으로 분기부가 있는 도심지 지하도로 터널의 건설증대는 네트워크 해석에 따른 환기해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 환기설계기준은 일자형 터널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네트워크형 

터널에 대한 환기설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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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Kim et al., 2016b)에서 편집상의 오기가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식 (4)에서

c n j f ×K j
Ar

A j

g


V j

식 (12)에서

hL  shL Pm P t P j f   KK 
Ar

b
Q  
Ar

bV t  c
Q  aV n

 bV t
 cV j 

식 (22)에서 

D  A·qB  KK 
Ar

b
·q 
Ar

bV t  c


식 (23)에서

D′  C A·q  aV n
 bV t

 cV j  KK 
Ar

b
·q

References

1. Choi, J.H. (2016), “Construction of Urban Underground Road: Attractive Alternative for Reducing 

Traffic Congestion”,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64, No. 8, pp 33-37.

2. IDA RTV/Tunnel(http://www.equa.se).

3. JS-G&B Inc., (2012), PNETs Ver 1.0, CROS, C-2012-008543 (https://www.cros.or.kr).

4. Kim, H.G., Choi, P.G., Hong, Y.J., Yoo, J.O. (2015), “A comparative study of field measurements of the 

pressure wave with analytical aerodynamic model for the high speed train in tunnel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ication, Vol.17, No.3, pp. 319-332.

5. Kim, H.G., Choi, P.G., Ryu, J.O., Lee, C.W. (2016b), “A Fundamental Study on the Ventilation Analysis 

Method for the Network-type Tunnel-Focused on the None Hardy-Cross Method”,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ication, Vol.18, No.3, pp. 291-303.

6. Kolon CO. Ltd. (1998), “Development of the Optimal Design System for the Vehicle Tunnel Ventilation 

System”, KEC-97-C10-2, pp. 1-174.

7. Lee, C.W., Lee, S.H., Baek, D.H., Moon, S.K. (1997a), “Development of a simulation model for the 

vehicle tunnel ventilation using network theories”, Proceedings of the 1st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

8. Lee, C.W., Lee, S.H., Choi, S.I., Baek, D.H., Moon, S.K. (1997b), “Simulation Modeling of the vehicle 

tunnel ventilation system using network theory”, KSGE, Vol. 34, pp. 617-629.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Development of a program to predict the airflow rate and pollutant concentration in complex network-type tunnels

229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1), “Road Design Manual(617. Ventilation)”, pp. 

617-658.

10. Park, S.H., Lee, S.J., Park, Y.H., Kim, S.M., Roh, J.H., Yoo, Y.H., Kim, J. (2016a), “Design Factors for 

the Ventilation System of a Networked Double-deck Tunnel”,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6, No. 1, pp. 32-45.

11. Parsons Brinckerhoff Quade & Douglas, Inc. (1997), “Subway Environmental Design Handbook”, 

Volume 2, Subway Environmental Simulation Computer Program-SES Version 4, Part 1 User’s Manual, 

pp. 1-1-E-19.

12. ReoGrid(https://reogrid.net/).

13. Sato, N., Ohta, Y., Komatsu, K. (1985), “Discharge of Exhaust Pollutnat from Portal of One-way Traffic 

Automobile Tunnel with Exhaust Shaft”, 5th AVVT, H2-445-H2-460.

14. Schlaug, R.N., Carlin, T.J. (1979), “Aerodynamics and Air Quality Management of Highway Tunnels”,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pp. 551.

15. Shin, H.J., Kim, J.Y., Lew, J.O, Yun, C.Y. (1999), “Study on the desing technique of the road tunnel 

ventilation system”, SAREK, 1999 Proceedings of the summer symposium, 99-S-054, pp. 329-336.

16. Stokic. D. (1976), “Diagram for tunnel air velocity calculation due to simultaneous action of traffic and 

outer meteorological influences”, 2nd AVVT, 1976, D3-45 D3-56.

17. ThermoTun(http://www.thermot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