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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traffic congest and environmental issues, small-cross section 

tunnel for small car only is increasing, but there is not standard for installation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rmal environment and smoke in a small cross section tunnels with 

a large port exhaust ventilation system, the A86, the U-Smartway and the Seobu 

moterawy tunnel, Temperature and CO concentration in case of fire according to cross 

sectional area, heat release rate and exhaust air flow rate were analyzed by numer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s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tunnel 

decreases, the temperature of the fire zone increases and the rate of temperature rise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heat release rate.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exhaust air flow rate. In the case of applying the 

exhaust air flow rate Q3+2.5Ar of the large port exhaust ventilation system, the 

temperature of the fire zone was 7.1 times for A86 (Ar = 25.3 m2) and 5.4 time for 

U-smartway (Ar = 37.32 m2) by Seobu moterway tunnel (Ar = 46.67 m2). The CO 

concentration of fire zone also showed the same tendency. The A86 tunnels were 10.7 

times and the U-Smartways were 9.5 times more than the Seobu moterway. Therefore, 

in the case of a small section tunnel, the thermal environment and noxious gas 

concentration due to the reduction of the cross-sectional area are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ross-sectional redu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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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통난 해소와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도심지 소형차 전용 소단면 터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소단면 터널에 대한 방

재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배기구 방식을 적용한 소단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열환경 및 유해가스(CO)의 농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A86터널, 서울시에서 계획한 바 있는 U-Smartway터

널, 서부간선터널을 모델로 하여 터널 단면적, 화재강도 및 배연풍량에 따른 화재시 터널내 온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비교・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터널 단면적이 감소하면 화원부의 온도

는 증가하나 온도 상승률이 화재강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러나 배연풍량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대배

기구 방식의 배연풍량으로 Q3+2.5Ar을 적용하는 경우, 화원부 온도는 서부간선터널(Ar = 46.67 m2)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A86(Ar = 25.3 m2)은 7.1배, U-smartway(Ar = 37.32 m2)는 5.4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원부의 

CO농도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서부간선터널 대비 A86터널은 10.7배 U-Smartway는 9.5배로 나타났다. 따

라서 소단면 터널의 경우, 단면적감소에 따른 열환경 및 유해가스농도는 단면적 감소율 보다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소단면 터널, 터널화재, 대배기구방식, 배연시스템 

1. 서 론

지상부의 도로 건설공간의 한계로 인해 지하도로의 건설이 가장 보편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

하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복층터널의 건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Moon, 2016). 

특히 도심지에 건설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터널은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소형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차 

전용터널로 건설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2010년에 서울시에서 격자형으로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U-smartway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고 현재는 제물포로 터널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터널이 소형차 전용터널로 시공되고 있으며, 도심지에 대심도 

복층터널의 환기 및 방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yun, 2011). 

또한 소형차 전용터널은 제원면에서 천정높이(제물포와 서부간선; 3.6 m, A86; 2.6 m)가 낮아지고 터널 단면

이 작게 설계되며,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 소형차로 제한되기 때문에 터널내 화재시 화재특성이 일반적인 대단

면의 산악터널 및 현재 운영중이 터널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Lee, 2013). 터널에서의 화재시 대피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인명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방재시설의 설계시 이와 같은 특

성을 반영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Yoo, 2015). 현재 국내에서 건설중인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로 터널의 경우, 

일반도로 터널에 적용하는 20 MW의 화재강도를 적용하였으나, 이와 비슷한 규모로 건설된 프랑스 A86터널은 

승용차 3대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조건에서 15 MW의 화재강도를 적용한 바가 있다(Opstad, 200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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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소형차 전용터널의 경우, 통과하는 차량이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소형화물차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설

계화재강도를 대형버스의 화재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터널의 설계화재강도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터널 단면적이 작아지면 화재강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일반 대단면 터널보다 풍량이 감소하여 온도가 높

아지고 유해가스농도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차 전용터널은 설계화재강도를 일반터널 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화재시 열 및 유해가스농도가 단면적의 감소로 인한 풍량 감소로 일반터널보다 열악해질 가

능성이 높다(Yoo, 2015).

터널 방재시설 설계시 방재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차량의 화재강도(Heat release rate)는 

일반도로 터널(이하 대단면 터널)의 경우에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inistry of Land, 2015)”에

서 버스 1대의 화재를 기준으로 최대 화재강도를 20 MW로 정하고 있으나, 소형차 전용도로의 터널(이하 소단면 

터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소단면 터널에 대해서 화재특성을 파악하고 적용 설계화재강도의 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배기구 방식을 적용한 소단면 터널에서 화재시 열환경 및 유해가스(CO)농도 특성을 고

찰하기 위해서 A86, U-smartway, 서부간선도로를 모델로하여 터널 단면적, 화재강도 및 배연풍량에 따른 화재

시 터널내 온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화재특성을 비교・검토하였다.

2. 해석조건

2.1 설계 화재강도

본 연구에서는 해석조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형화물차를 포함하는 소형차량에 대한 화재강도에 대한 연구결

과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Ingason, 2006). 표에서 소형차 1대의 단독화재일 경우에는 

최대화재강도가 1.5∼8.9 MW범위이며 평균 화재강도는 4.4 MW이다. 또한 2대 연속화재인 경우의 최대화재강

도는 1.7∼10 MW범위이며 평균 화재강도는 6.8 MW이고, 3대 연속 화재인 경우에는 평균 화재 강도가 8.9 MW

로 제시되고 있다. Park (2016)의 실험에서 2,000 cc급 중형 승용차의 1대 단독화재의 경우에는 최대화재강도가 

2.4 MW, 2대 연속화재의 경우에는 3.5 MW로 비교적 낮게 제시하고 있다. Ingason (2006)은 화물차량에 대한 최

소화재강도를 15 MW로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Lacroix, 1997)의 경우는 천정높이가 3.5m이하인 터널에서 

Van차량의 화재강도를 15 MW, UPTUN보고서(Opstad, 2006)에서는 작은 Van과 승용차의 화재강도를 10 MW

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최대화재강도는 최대 15 MW이하로 평가될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에는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로 터널 설계시 20 MW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차 전용터널에서 화재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화재강도를 10, 15, 20 MW로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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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모델 터널

현재 승용차 또는 소형차 전용의 소단면 터널은 프랑스 파리의 A86터널이 2000년 초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

에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계획한 바 있는 U-smartway,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제물포와 서부

간선터널이 있다. 각 터널의 단면 개요도는 Table 2와 같다. 소단면 터널의 높이(차도높이)는 2.62∼3.58 m범위

Table 1. Heat release rate (Ingason, 2006)

Type of vehicle, model yr, test no,

u=longitudinal ventilation m/s

Calorific value 

(GJ)

Peak HRR (�max)

(MW)

Time to peak HRR

(min)

Passenger cars

Ford Taunus 1.6, 70’s, test 1 4 1.5 12

Datsun 160 J Sedan,70’s,test 2 4 1,8 10

Datsun 180 B Sedan,70’s,test 3 4 2 14

Fiat 127, 70’s, 0,1 m/s NA 3,6 12

Renault Espace J11-II,1998,u=0.5m/s 7 6 8

Citroën BX, 1986 5 4.3 15

Austin Maestro, 1982 4 8.5 16

Opel Kadett,1990,test6, u=1.5m/s NA 4,9 11

Opel Kadett,1990,test7, u=6 m/s NA 4.8 38

Renault 5, 80’s, test 3 2.1 3,5 10

Renault 18, 80’s, test 4 3,1 2,1 29

Small Car, 1995, test 8 4,1 4,1 26

Large Car, 1995, test 7 6,7 8,3 25

Trabant, test1 3.1 3.7 11

Austin, test2 3,2 1,7 27

Citroen, test3 8 4,6 17

Renault Laguna, 1999 13,7 8,9 10

Two passenger cars

Citroen BX+Peugeot 305,80’s,test6 8,5 1.7 NA

Small Car+Large Car, test 9 7,9 7.5 13

Large Car+Small Car, test 10 8,4 8.3 NA

BMW+Renault5, 80’s, test 5 NA 10.0 NA

Polo+Trabant, test 6 5,4 5.6 29

Peugeot+Trabant, test 5 5,6 6.2 40

Citroen+Trabant, test 7 7,7 7. 20

Jetta+Ascona, test 8 10 8.4 55

Three passenger cars

Golf+Trabant+Fiesta, test4 NA 8.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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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단면적은 A86터널이 가장 작은 25.3 m2이고 서부간선의 경우는 46.67 m2이다. 국내에 건설중인 서부간선

과 제물포 터널은 A86터널보다 천정높이가 높으며, 단면적 또한 약 2배 정도로 크다. 이것은 국내 소단면 터널의 

경우, 소형화물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반면에 A86의 경우에는 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3개의 소단면 터널을 검토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석모델의 격자형상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모델터널의 총연장은 1,149 m로 각 터널의 횡단면상의 격자의 크기는 최소 0.1∼0.25 m정도로 하였으며, 종

방향의 격자의 간격은 화원부에서는 0.3 m, 그 외의 지역에서 격자의 간격을 0.4 m로 하였다. 특히, 본 해석에서

는 벽체를 통한 열전달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벽체 라이닝을 모델링하여 벽체를 통한 열전달을 고려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제연방식은 대배기구방식에 의한 집중배연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배기구형상 및 설치간격은 

Table 2. Small tunnel cross section outline (Ingason, 2016)

Tunnel A86 U-smartway (GS) Seobu motorway

Cross 

section

Specification
Height : 2.62 m

Area : 25.3 m2

Height : 3.0 m

Area : 35.74 m2 (Upstair), 37.32 m2 

(Downstair), 

Height : 3.581 m

Construction limit : 2.967 m

Area : 46.67 m2

Grid shape

(cross 

section)

Fig. 1. Outline of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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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면형상은 3×4 m, 설치간격 50 m로 하였다.

대배기구 방식에서 배연풍량(QE )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inistry of Land, 2015)”에서 식 

(1)로 정하고 있으며, 화재강도에 따른 배기풍량(QE )은 Table 3과 같이 적용하였다.

QE 
Q s

Ar⋅V a (1)

여기서, QS(m3/s)는 연기발생량이며, Ar(m
2)과 V a(m3/s)는 주변공기의 유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풍량으로 

V a는 종방향 기류를 제어하기 위한 부가풍량기준이다. 통상 수치해석을 통해 연기의 확산거리를 300 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나, 터널제원 및 자연풍속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해석에서는 0.0∼2.5 m/s를 적용하였다.

2.3 경계조건

수치해석은 Fluent V6.3으로 수행하였으며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터널 입출구는 압력경계조건(pressure outlet)으로 하였으며, 배연은 X=0 m지점의 덕트말단에서 배기하는 것

으로 하였다. 화재강도별 연기발생량 및 부가풍량 기준에 따른 풍량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해석에서는 덕트의 말단은 한쪽은 막힌 것으로 하였고 X=0 m측 덕트출구는 속도경계조건(velocity inlet)

을 적용하였으며, 풍속은 Table 3의 배연풍량을 덕트단면적으로 나눠 산정하였다.

배연댐퍼는 화원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각각 250 m구간에 있는 5개의 배연댐퍼를 개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재는 터널의 중간지점(574.5 m)에서 승용차 3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차량의 크기는 5(L)× 

1.8(W)×1.6 m(H)이며, 모델링의 편의상 1열로 배치하였다. 또한 화원은 차량의 측면에 폭 1 m의 체적으로 설정

하였다. 화재시 유해가스발생량은 실측결과가 없기 때문에 20 MW 화재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CO발

Table 3. Smoke exhaust flow rate 

HRR Tunnel Ar Q
S

Flow rate (m3/s)

1.0 1.5 2.0 2.5

20

A86 25.3 80 105.3 118.0 130.6 143.3

U-smartway 35.62 80 115.6 133.4 151.2 169.1

SeoBu 46.67 80 126.7 150.0 173.3 196.7

15

A86 25.3 60 85.3 98.0 110.6 123.3

U-smartway 35.62 60 95.6 113.4 131.2 149.1

SeoBu 46.67 60 106.7 130.0 153.3 176.7

10

A86 25.3 30 55.3 68.0 80.6 93.3

U-smartway 35.62 30 65.6 83.4 101.2 119.1

SeoBu 46.67 30 76.7 100.0 123.3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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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량 0.1205 kg/s과 CO발생량의 1.25배의 soot발생량을 적용하였다(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009).

3. 화재해석결과

본 해석에서는 화재를 기준으로 상하류 방향으로 각각 5개소의 댐퍼를 개방하여 500 m의 구간에서 배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덕트를 통한 배연은 한쪽방향으로 모두 배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때문에 댐퍼별 배연풍량은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배연팬이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덕

트의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225 m지점의 댐퍼(D06)에서 풍량이 가장 크고 덕트 출구부에서 멀어질 수록 감소하

고 있으며, 가장 먼 지점의 댐퍼(D14, D15)에서는 작은 풍량이지만 급기되는 방향으로 기류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원부의 부근의 댐퍼풍량은 부력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2. Ratio of exhaust flow rate at each dampers

Fig. 3 및 Fig. 4는 터널 중심선상의 축방향 단면의 온도분포와 단면평균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덕트

내 기류의 방향은 x=0 m방향이다.

그림에서 화원을 중심으로 상류측(x=0∼575 m구간)구간에서는 배연풍량의 변화에 따라 온도편차가 크지 않

으나, 하류부(x=575∼1,150 m)에서는 배연풍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확산거리 또한 배연풍

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5는 터널별, 화재강도별로 화원을 중심으로 상하류 양측의 15 m구간(총 구간길이 30 m)의 평균온도(이하 

화원부 온도)를 검토한 것이다. 

A86터널의 경우, 화재강도별 화원부 온도는 부가풍량 변화에 따라 295∼340°C(10 MW), 500∼370°C(15 

MW), 720∼420°C(20 MW)로 나타나고 있어 화재강도가 10 MW에서 15 MW로 증가하면 평균 1.5배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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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강도가 20 MW로 증가하면 평균 2.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화재강도가 동일한 경우에 

부가풍량 기준을 0.0 m/s에서 2.5 m/s로 하면, 화원부 온도는 화재강도가 10 MW 일 때는 15%, 화재강도가 15 

MW 일 때에는 26%, 화재강도가 20 MW인 경우에는 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smartway터널의 경우, 화재강도별 화원부 온도는 198.5∼248.8°C(10 MW), 288∼347.1°C(15 MW), 

374.9∼482.4°C(20 MW) 범위로 분석되며, 화재강도가 10 MW에서 15 MW로 증가하면 평균 1.5배, 20 MW로 

증가하면 2.1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화재강도에서 배연풍량이 증가하면 화원부 온도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at center line section in small tunnels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4. Mean temperature distribution cross section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5. Temperature comparison of 30 m section from fir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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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하나 감소효과는 최대 20%정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화원부 온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강

도별 화원부 온도는 61.6∼183.2°C(10 MW), 74.8∼230.1°C(15 MW), 88.8∼290.3°C(20 MW)범위에 있다. 또

한 화재강도가 10 MW에서 15 MW로 증가하면 1.3배, 20 MW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1.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면적이 가장 작은 A86이 화원부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부간선터널을 기준으로 하여 

A86은 2.3(Va=0.0 m/s)∼7.1배(Va=2.5 m/s) 상승하며, U-smartway는 1.6(Va=0.0 m/s)∼5.4배(Va=2.5 m/s)상

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검토에서 단면적 감소에 따른 화원부 온도상승은 배연풍량이 증대한 경우에 

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면적 감소율 보다 상당히 큰 증가가 예상된다.

Fig. 6은 화재지점을 중심으로 상하류의 200 m구간의 평균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A86과 

U-smartway의 경우에는 상류 200 m구간의 평균온도는 부가풍량이 증가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온도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대 차이는 

50°C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6. Temperature comparison of 30 m section from fire point

화재강도별로 상류부 평균온도는 A86의 경우에는 122.8°C(10 MW), 181.6°C(15 MW), 241.3°C(20 MW)로 

화재강도가 10 MW에서 15 MW로 증가하면 1.6배, 20 MW로 증가하면 2.2배로 증가하여 화재강도 증가율 보다 

약간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부의 평균온도는 배연풍량이 증가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으며, 부가풍량 기준이 2.0 m/s이상에서는 화재강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U-smartway의 경우에는 상류부의 평균온도는 풍속이 증가하면 약간 감소하나, 온도편차는 최대 25°C이하이

며, 화재강도 증가에 따른 온도증가는 10 MW대비 15 MW는 1.45배, 20 MW는 1.94배 정도이다. 또한 하류부의 

경우에는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큰 폭으로 온도가 감소하며 부가풍량이 가장 큰 2.5 m/s에서는 화재강도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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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 터널의 경우에도 전술한 터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류부에서 평균온도는 풍량이 증가

하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부가풍량이 1 m/s이상에서 하류부의 온도는 급격히 감소하여 화재강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7은 열기류의 확산범위를 화재강도가 15 MW일 때 60°C를 기준온도로 하여 분석한 것으로 배연풍량이 

상대적으로 큰 화재 상류측의 확산거리는 부가풍량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며, 약 220 m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확산거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서

부간선도로의 터널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간선의 경우에는 부가풍량이 1.5 m/s이상이면 확산

거리가 250 m이내로 제한되며, 단면적이 작은 A86 및 U-smartway의 연기확산거리를 250 m이내로 제한하기 위

해서는 부가풍량 기준이 2.5 m/s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Smoke propagation distance according to temperature

이와 같은 상류측과 하류측의 확산거리 차이는 배연풍량이 상류측 댐퍼에 집중되기 때문이며, 대배기구 방식

에서 댐퍼당 배연풍량은 댐퍼의 크기 및 터널연장에 따른 터널본선과 덕트의 압력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와 Fig. 9는 유해가스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터널 중심선 단면의 CO농도분포와 단면평균 CO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단면평균 CO농도는 화재 상류측과 하류측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단면평균온

도와 마찬가지로 상류측은 부가풍량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하류측은 풍량이 증가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풍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86터널의 경우에 화원부(화재를 중심으로 양측 60 m구간기준)의 CO농도는 화재강도별로 2,793∼1,380 

ppm(10 MW), 4,307∼1,694 ppm(15 MW), 5,450∼2,010 ppm(20 MW)이며, U-smartway는 1,239∼2,526 

ppm(10 MW), 1,469∼3,347 ppm(15 MW), 1,818∼4,502 ppm(20 MW), 서부간선은 135∼2,344 ppm(10 

MW), 155∼2,658 ppm(15 MW), 181∼3,199 ppm(20 MW)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O농도도 온도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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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단면적이 감소하면 증가하며, 화재강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서부간선 터널을 기준으로 단면적 감소에 따른 CO농도의 증가율은 화재강도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작으며, 부

가풍량 기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86터널은 10.7배(Va=2.5 m/s)∼1.5배(Va=0.0 

m/s), U-smartway터널은 9.5(Va=2.5 m/s)∼1.2배(Va=0.0 m/s)증가하고 있다.

Fig. 11은 화재강도가 15 MW인 경우에 화재지점 하류부에서 CO의 확산거리를 480 ppm(5분내에 FED=0.1

에 도달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확산거리는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에 대한 확산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8. CO concentration distribution at center line section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9. CO mean concentration at cross section

(a) A86 (b) U-smartway (c) Seobu

Fig. 10. CO mean concentration at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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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마찬가지로 U-smartway의 경우가 확산거리가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계거리를 250 m로 하는 경

우, A86은 부가풍량기준이 1.0 m/s이상, 서부간선은 1.5 m/s이상, U-smartway는 2.0 m/s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A86의 경우, 화원부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가풍량이 증가하면 하

류부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배기구 방식을 적용한 소단면 터널에서 화재시 화재특성을 고찰하였다. 모델은 A86, 

U-smartway, 서부간선터널의 단면으로 하였으며 화재강도(10, 15, 20 MW)와 배연풍량을 변수로하여 수치 해

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본 해석에서는 화재를 기준을 500 m구간에 50 m간격으로 설치된 4×3 m크기의 배연댐퍼를 개방하여 배연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배연댐퍼의 풍량은 배연덕트의 출구부에 근접한 배기구에서 가장 크게 발생

하며 댐퍼당 풍량은 상당히 불균한 분포를 보인다. 

2. A86 및 U-smartway의 경우 화재강도가 증가하면 화원부의 온도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서부간선의 경우에는 1.3배(15 MW), 1.6배(20 MW)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터널 단면적이 감소하면 화원부 온도는 증가하며, 풍량이 증가할수록 온도 상승률이 증가한다. 서부간선터

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A86은 7.1(Va=2.5 m/s)∼2.3배(Va=0.0 m/s), U-smartway는 5.4(Va=2.5 m/s)∼

1.6배(Va=0.0 m/s)로 나타났다.

4. 화재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화원부에서 CO농도는 A86의 경우, 화재강도 증가률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U-smartway 및 서부간선의 경우에는 화재강도증가률 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5. 터널 단면적 감소에 따른 CO농도 증가는 온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풍량별 증가율 상당히 큰 차이가 발

생한다. 서부간선터널을 기준으로 A86은 10.7(Va=2.5 m/s)∼1.5배(Va=0.0 m/s), U-smartway는 9.5배

Fig. 11. Smoke propagation distance in terms of CO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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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2.5 m/s)∼1.2배(Va=0.0 m/s)로 나타났다.

6. 배기가 원활이 수행되는 화재 상류측 온도 및 CO농도는 배연풍량이 변하여도 큰 차이가 없으나, 하류부에

서는 배연풍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화재강도를 15 MW로 하는 경우, 연기의 확산거리를 250 m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부가풍량은 본 해석조건

에서 A86과 U-smartway는 2.5 m/s이상, 서부간선은 1.5 m/s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년 건설기술연구사업의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개발(14SCIP-B088624-01)’ 연구단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Byun, S.H., Jeong, J.H., Jun, D. C., Shin, I.J., Sim, D.H. (2011), “A case study on M & E design for 

double-deck tunnel in urban area.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ol. 21, No. 4, pp. 281-286.

2. Ingason, H. (2006), “Design fires in tunnels. Safe & reliable tunnels, innovative european achievements”, 

In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Lausanne, pp. 1-11.

3. Ingason, H. (2006), “Fire growth rate is more important than maximum heat release rate in tunnel fires”, 

Tunnel Management International, No. 9, p. 2. 

4. Lacroix, D. (1997), “New french recommendations for fire ventilation in road tunnels”, In Bhr Group 

Conference Series Publication, Vol. 27, pp. 103-124. (Mechanical Engineering Publications Limited. )

5. Lee, H.K., Kang, H.W., Kim, H.S., Kim, H.M. (2013), “A study on the selection of optimal cross section 

according to the ventilation system in TBM road tunnel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5, No. 2, pp. 135-148.

6. Ministry of Land. (2015), Guidelines for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road tunnel emergency 

facilities. South Korea.

7. Moon, H.K., Kil, K.O., Song, I.C., Lee, H.Y. (2016), “A study on site selection criteria and discharge 

capability evaluation for the multi-purpose use of a double-deck tunnel in a great depth”,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8, No. 3, pp. 283-290.

8. Opstad, K. (2006), “Fire scenarios to be recommended by UPTUN WP2 Task leader meeting of WP2”, In 

Proc. of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 & Reliable Tunnels and Innovative European 

Achievements, Lausanne. 

9. Park, J.O., Yoo, Y.H., Kim, H.S., Park, B.J. (2016), “Experimental study on the fire behavior in double 

deck tunnel”,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0, No. 2, pp. 75-80.

10. PIARC. (2016), Road Tunnels: Complex Underground Road Networks. Belgium. 

11.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009), “Ho-Nam railway vehicle fire intensity and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i-Oh YooㆍJin-Su KimㆍKwan-Seok Rhee

388

quantitative risk assessment(QRA)”, South Korea.

12. Yoo, J.O., Kim, J.S., Rie, D.H., Shin, H.J. (2015), “The effect of a risk factor on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in railway tunnel”,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7, No. 2, pp. 117-125.

13. Yoo, J.O., Kim, J.S., Rie, D.H., Kim, J.W. (2015), “A study on evacuation characteristic by 

cross-sectional areas and smoke control velocity at railway tunnel fire”,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7, No. 3, pp. 21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