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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 subsea tunnel is subject to many restrictions in terms of spatial limitation when 

vertical or inclined shafts are built for tunnel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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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ventilation distance become longer and supply airflow becomes excessive due 

to air leakage, So, duct mounting for temporary ventilation is impossibl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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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ous study, we have found that air leakage is the key factor in 

solving these problems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new connection method 

has a leakage rate of about 1.46 mm2/m2 (Jo et al., 2017).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measurement of the leakage rate of the prototype with the 

new connection method, and analyze experimentally the improvement of the leakage 

rate when applying the flexible cover inside the duct to improve the leakag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connection method.

Keywords: Subsea tunnel, Temporary ventilation, Air leakage ratio, Prototype, 
Leak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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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장대 해저터널은 환기를 위한 연직갱 또는 경사갱 설치에 공간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일부 인공섬을 건설하

여 환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공섬 설치는 건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인공섬 설

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기거리가 증가하여 누풍에 의한 공급 풍량이 커지게 되면, 공사 중 환기를 위한 

덕트 설치가 불가능해지거나 팬 정압 및 동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시공 중 터널 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서 우리는 누풍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인자이며 실험 결과 새로운 접속방식의 누풍율은 대략 1.46 mm2/m2임을 

밝혔다(Jo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속방식이 적용된 시제품의 누풍율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기존 접속방식

의 누풍 성능 개선을 위해 덕트 내부에 연질막 적용시의 누풍 성능 개선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어:해저터널, 공사 중 환기, 누풍율, 시제품, 누풍 성능

1. 서 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장대 터널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스위스의 고타드 터널(57 km) 및 로취베르그 

터널(34.6 km), 스페인의 과다라마 터널(28.4 km), 국내의 영동선 솔안 터널(16.24 km) 및 수도권 고속철도 율현 

터널(52.3 km) 등이 대표적인 초장대 터널들이다. 특히 고타드 터널은 최근 운행이 시작된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

이며, 국내 율현터널은 세계에서 3번째로 긴 터널로 국내의 터널 굴착 기술 및 공사 중 관련 설계기술이 선진국 수

준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Fig. 1). 해저터널의 경우, 현재 영국~프랑스의 유로 터널(50.45 km), 일본의 세이칸 

터널(53.8 km), 터키의 보스포러스 터널(13.6 km) 등이 건설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베링 해협(85 km), 지브롤터 

해협(38.7 km), 자바~수마트라 누산타라 터널(33 km) 및 중국 보하이 터널(106 km) 등과 같이 내륙간의 연결을 

넘어서 연안도서 및 해협, 국가 간의 연결을 위한 해저터널 건설계획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통영시 충

무 해저터널(0.461 km), 부산~거제 GK 침매터널(3.7 km) 및 인천 북항 터널(5.46 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보

령~태안 해저터널(6.9 km)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Fig. 2).

(a) Gotthard base tunnel (b) Lotschberg tunnel (c) YulHyun tunnel

Fig. 1. Representative of long tu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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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uro tunnel (b) Seikan tunnel (c) BoRyung~TaeAn tunnel

Fig. 2. Representative of long sub-sea tunnels

국내 육상터널의 시공 및 관련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인 GK 침매터널은 덴마크 

COWI의 기술지원을 받아 건설되었고 해저 굴착방식인 충무 해저터널은 앞에 기술한 해저터널 건설사례에 비해 

연장이 짧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호남~제주 간, 한~일 간, 한~중 

간의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을 대비한 기술축적이 시급한 

실정이다. 초장대 해저터널 또한 육상터널과 마찬가지로 터널 내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선공기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간격마다 해저터널 노선 상의 섬을 이용하여 외기에 연결되는 사갱을 설치하거나 섬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인공섬을 설치하여 신선공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공섬은 수십 m의 수심 및 

주변 해수 파랑 등을 극복해야 하는 시공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Ruben and Thorsten (2015)이 밝힌 바와 같이 고수

압 문제와 장거리 굴착에 따른 버럭, 환기 및 이송이 어렵고, 터널 건설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Jo et al. (2017)은 이러한 인공섬 설치가 건설비용 증가의 주 요인이며, 인공섬 설치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

인 환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 환기 덕트의 누풍 저감이 핵심 인자임을 밝히고, 공사 중 환기용량 계

산법으로 국내의 KR C-12130 (KRNA, 2012)와 도로설계편람(MLTM, 2011), 일본의 터널 등 건설공사에서의 

환기기술 지침(JCOSHA, 2012), 스위스의 SIA 196 코드(SIA, 1998) 등을 비교 분석하여 초장대 해저터널에는 

스위스의 SIA 196 코드(1998)가 적합함을 밝혔다. 또한, 호남~제주 간 가상터널의 터널 단면적 57.2 m2에 대해 

터널 최소 유지풍속인 0.3 m/s를 유지할 수 있는 풍량을 환기 목표 거리인 15 km연장에 공급될 수 있는 누풍 수준

을 검토하였으며 목표 누풍량은 2.18 mm2/m2 (= 0.283%/100 m)으로 제시하였다(Fig. 3). 최종적으로 이러한 누

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덕트 접속 방식을 개발하였고 이 접속방식의 누풍량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여 평

균 누풍율(안전율 고려 시 0.1872%/100 m)이 성능목표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덕트 접속 방식을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측정된 누풍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 접속방식의 누풍 성능 개선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일련의 측

정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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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n air flow rate (b) Fan pressure

Fig. 3. Predicted air leakage ratio for 15 km ventilation distance

2. 공사 중 덕트 접속부 시제품 개발 

2.1 기존 실험 동향 및 누풍 개선 필요성

국내 덕트 접속부의 누풍특성에 대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hin (1980)은 30 m길이의 덕트 6개

소를 철판 링으로 체결한 기존방식과 피아노선을 10회 및 15회 감아 만든 링으로 체결한 개선방식에 대한 누풍 

측정을 통해 기존방식 및 개선방식의 누풍율을 각각 18.1%/100 m와 2.2%/100 m로 분석하였다. Jo et al. (2015)

은 현재 국내 철도터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링맞대기 + 철사 꿰멤 방식에 대하여 원형덕트 동일면적분할법

(SAREK, 2011)을 사용하여 누풍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8회 꿰맴 방식의 경우 3.07%/100 m, 16회 꿰맴 방

식의 경우 1.57%/100 m로 각각 분석하였다.

Shin (1980)과 Jo et al. (2015)의 연구결과를 통해 접속부 체결상태가 극히 불량하지 않은 조건에서 기존 덕트 

접속방식의 누풍율은 약 1.5~3.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누풍 특성을 갖는 덕트 접속부를 환기거

리가 긴 초장대 해저터널에 적용할 경우 누풍량이 상당히 커지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팬의 급기풍량 또한 

커지고 결과적으로 팬 동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초장대 해저터널의 인공섬 최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덕트 접속부에서의 누풍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장대 해저터널의 15 km환기 거리 달성을 위해 Jo et al. (2017)은 SIA 196 코드(SIA, 1998)의 계산 방법을 적

용하여 필요 누풍량이 2.18 mm2/m2 즉 0.283%/100 m 이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래에는 분석에 적용

된 SIA 계산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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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풍량 산정을 위한 덕트양단 풍량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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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ζ: 국부저항계수            λ: 마찰손실계수            : 유효 누설면적 [m2/m2]

              L: 덕트길이 [m]             D: 덕트직경 [m]           п0: 덕트말단 무차원 압력(압력/동압)

             ω: 무차원 송풍비          Q1: 팬풍량 [m3/s]            Q0: 덕트말단 풍량 [m3/s]

팬 무차원 압력식 : 

  


   






(2)

상기의 두 식 (1)과 (2)를 사용하여 무차원 송풍비(ω) 와 압력비(п1)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팬풍량 및 

팬정압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환기덕트 연장 및 직경에 대해 설정된 팬풍량 및 팬정압을 만

족할 수 있는 누풍량의 평가가 가능하다. 위 식에 대한 자세한 전개식은 ISETH 보고서 NO. 39에 수록되어 있다

(ISETH, 1978).

 

2.2 누풍 최소화 덕트 접속 방식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누풍 최소화 덕트 접속방식의 개발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의 접속 방식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퍼, 벨크로, 스틸링 커플링, 패스너 및 멀티 클립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ITA 

Working Group No. 5, 2011; Anisdahl et al., 2008; Khanna, 2008). 그러나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접

속방식은 해당 방식에 대한 정확한 누풍량 측정값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풍 최소화를 달

성하기 위한 접속부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덕트 접속부의 체결방식에 대한 체결 실험 및 누풍 측정을 통한 개선

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음 Fig. 4(a)와 같은 덕트 접속 방식을 선정하였다. 이 방식은 양쪽 

덕트의 말단에 설치된 링을 서로 엇댄 후 조임 벨트로 고정하는 것으로 이 방식의 핵심은 덕트를 서로 엇댈 때 내부 

덕트의 일체형 누풍방지막이 외부의 링을 감싸게 되고 그 위를 조임 벨트로 덮는 것이다. 조임 벨트는 양쪽 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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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 덕트 접속부가 고압에서도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풍방지막이 링을 둘러쌈으로써 급기 방향으로의 누풍

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압력이 높을수록 덕트, 누풍방지막 및 벨트가 더 밀착됨으로써 누설은 더욱 감소하

게 된다. 또한 필요 시 조임 벨트에 충진재를 보강하여 더 개선된 누풍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험에 필요한 덕트 접속부 10개소의 실물 덕트 커플링을 다음 Fig. 4(b)와 같이 제작하였다. 

(a) Concept drawing of coupling method (b) Making of proto-type duct couplings

Fig. 4. Concept drawing & making of air leakage reduction coupling

3. 누풍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 개선 

3.1 선행 연구의 실험 장치

누풍 최소화 덕트 접속방식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의 개선이 있었다(Jo 

et al., 2017). 첫째, 수동 마노미터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계측오차를 줄이기 위해 자동 계측장치(AMD-880)로 

변경하였다(Shortridge Instruments, Inc, 2009). 둘째, 1차측 및 2차측 측정부 주변의 기류 불안정 해소를 위해 덕

트 말단의 풍량 제어 댐퍼를 제거하고 측정부위를 경질 덕트로 교체하여 측정을 수행하였다(Fig. 5).

(a) Digital mano-meter AMD-880C (b) Improvement of measurement parts 

Fig. 5. Major Improvements in previ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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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장치의 추가 개선

이전의 연구에서는 실험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실험 장비 구성에 몇 가지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

를 통해 양호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측 및 2차측의 풍량 측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측정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덕트 내에 이송되는 기류상태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밀폐되어 있는 터널과 달리 실험이 수행된 현장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측정 시 외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동일한 외기조건하에서의 측정을 위해 1차측 및 2차측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도록 실험 장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구축하여 동시측정이 가능하도록 실험 장치를 

추가적으로 개선하였으며(Table 1, Fig. 6) 실험장비의 구성 및 연결은 다음 Fig. 7 과 같이 적용하였다. 덕트는 직

경 500 mm, 길이 2.7 m의 10개소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팬에서 1차 측정부까지 10D 이상 이격하여 

난류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실험이 외부에서 수행되는 관계로, 돌풍 또는 우천과 같은 돌발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을 설치하였으며, 센서 오류 또는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우천 시에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 실험측정은 

미세한 풍량차에서도 누풍율의 변화폭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정밀도가 우수한 차압 센서를 사용하였고 센서 구성 

시 덕트 내의 온도조건에 따른 풍량변화를 보정하도록 설정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초기 팬을 지속적으로 가

동하여 덕트내부압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유지하였고 이후 5분 동안의 풍속, 풍량, 온도 및 습도에 대한 측정

Table 1. Experiment device for leakage test

Device Type Quantity Remarks

Sensor KIMO CP210 2

∙ Pressure range: 1000 Pa

∙ Velocity range: 0~30 m/s

∙ Accuracy: ±0.5% of reading ±2 Pa

±0.5% of reading ±0.5°C

∙ IP65 protection

Data logger GL810 1 ∙ Data transfer & display

PC Notebook 1 ∙ Data analysis

(a) Measurement sensor (b) Data logger (c) Experiment set-up

Fig. 6. Additional improvemen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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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뤄졌으며, 1차측 및 2차측의 평균 풍량차를 바탕으로 100 m당의 누풍율을 도출하였다. 실험 시 환경요인으

로는 덕트 내부 온도 19~31°C, 습도 35~70% 조건하에서 800~950 Pa 의 덕트 내 압력을 유지하였다.

Fig. 7. Schematic of experimental device configuration and connection

4. 실험을 통한 누풍 저감 성능 측정 

4.1 링엇대기 시제품의 누풍 측정

링엇대기 방식의 누풍 최소화를 위해 선정된 접속방식을 이용하여 시제품 10개소를 제작하였으며(Fig. 4) 다음 

Fig. 8과 같이 실험장치 및 덕트를 설치하여 누풍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a) 1st measurement part 

set-up

(b) 2nd measurement part 

set-up

(c) Duct mount and con-

nection

(d) Leakage rate measure-

ment

Fig. 8. Experimental device installation and measurement for “ring insert + anti leak film” type coupling

덕트 접속부에서의 누풍 실험은 총 3차에 걸쳐 수행되었고, 1차 실험 시에는 총 10회, 2차 실험 시에는 총 12회, 

3차 실험 시에는 총 8회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5분이다. 해당 실험 측정 결과는 다음 Table 2~4

에 수록되어 있다. 1차 실험의 누풍 측정 결과 누풍은 0.02418~0.23441%/100 m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누풍율은 0.15617%/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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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st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anti leak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7.781 3.496 17.759 3.487 0.06151

  2 17.916 3.522 17.842 3.508 0.20864

  3 17.897 3.518 17.812 3.502 0.23441

  4 17.868 3.513 17.800 3.499 0.18789

  5 17.846 3.507 17.831 3.505 0.02418

  6 17.832 3.506 17.758 3.491 0.21004

  7 17.879 3.515 17.813 3.502 0.17768

  8 17.814 3.502 17.765 3.493 0.12463

  9 17.469 3.434 17.392 3.419 0.21614

10 17.320 3.415 17.329 3.407 0.11659

Table 3. 2nd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anti leak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6.898 3.323 16.818 3.307 0.23450

  2 16.834 3.310 16.824 3.308 0.02434

  3 16.888 3.320 16.839 3.311 0.14430

  4 16.860 3.315 16.829 3.309 0.09147

  5 16.847 3.312 16.812 3.306 0.09089

  6 16.899 3.322 16.841 3.311 0.17289

  7 16.889 3.320 16.823 3.307 0.19180

  8 16.879 3.318 16.829 3.309 0.13926

  9 16.912 3.325 16.849 3.313 0.18374

10 16.917 3.325 16.847 3.312 0.19755

11 16.920 3.326 16.842 3.312 0.22040

12 16.916 3.325 16.860 3.315 0.16038

Table 4. 3rd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anti leak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6.947 3.331 16.932 3.329 0.03125

2 16.939 3.329 16.929 3.329 0.00446

3 16.963 3.335 16.901 3.323 0.17983

4 16.898 3.321 16.874 3.318 0.04564

5 16.935 3.329 16.914 3.326 0.05684

6 16.935 3.329 16.894 3.321 0.11774

7 16.913 3.325 16.893 3.321 0.05375

8 16.982 3.338 16.942 3.331 0.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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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험의 누풍 측정 결과 누풍은 0.02434~0.2345%/100 m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누풍율은 

0.15429%/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차 실험 시에는 1차측과 2차측정부 사이에 설치한 온습도계에서의 누

풍 발생을 확인하여 이를 보수 후 측정을 수행하였고, 누풍 측정값의 분석 결과 누풍은 0.0045~0.2345%/100 m

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누풍율은 0.07459%/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회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평균 누풍율은 0.12835%/100 m가 된다. 이 값은 15 km 환기 거리 달성을 

위한 목표 누풍값인 0.283%/100 m의 약 45.4% 수준으로 목표 누풍값 대비 약 2배의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결

과이므로 이 접속방식은 충분히 인공섬 최소화를 위한 초장대 해저터널의 공사 중 환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지퍼 방식의 성능 개선 가능성 검토

지퍼방식은 링엇대기 방식보다 현장에서의 시공성이 더 양호하다. 하지만, 지퍼 타입의 특성상 덕트를 결속하

는 지퍼 틈에서의 누풍이 많이 발생되어,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구간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지퍼 접속부에서의 누풍을 차단하고자 일반적인 지퍼 대신 방수 지퍼를 사용하고 지퍼의 말단부를 도넛 

모양의 체결장치로 마감하는 방식을 개발하여 비교적 구경이 작은 덕트에 적용할 경우 누풍을 1/100 수준으로 저

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Tanizawa, 2007).

그러나, 방수지퍼의 경우 공사 중 덕트의 제작 비용을 대폭 증가시키게 되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바, 일

반 지퍼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누풍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스커드 

방식에 착안하여 덕트와의 밀착성이 더 개선되도록 연질의 누풍방지막 설치 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최

종적으로 2차측의 덕트관을 연장시켜 지퍼 접속부를 감싸고 1차측 지퍼 접속부에 연질의 누풍방지막을 설치하여 

이 막이 그 위를 덮어 누풍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강구하여 실험적으로 해당 방식의 누풍율을 측정하였다(Fig. 9).

Fig. 9. Leakage test of improved zipper coupling type

해당 접속방식의 누풍 측정은 전체 2차례 수행되었으며, 1차 실험 시 총 10회, 2차 실험 시 총 22회의 누풍이 측

정되었다(Table 5, 6). 그 결과를 요약하면, 1차 실험 시의 평균 누풍율은 0.4117%/100 m이고 2차 실험 시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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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1st experiment result of “zipper (w/ extended duct) + flexible film”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3.739 2.702 13.600 2.675 0.49735

  2 13.705 2.695 13.548 2.665 0.56590

  3 13.649 2.684 13.503 2.656 0.52746

  4 13.664 2.687 13.505 2.656 0.57558

  5 13.639 2.682 13.491 2.654 0.53104

  6 13.614 2.677 13.511 2.657 0.36982

  7 13.575 2.670 13.491 2.654 0.29865

  8 13.539 2.662 13.489 2.653 0.17146

  9 13.557 2.666 13.473 2.650 0.29626

10 13.544 2.664 13.466 2.648 0.28370

Table 6. 2nd experiment result of “zipper (w/ extended duct) + flexible film”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20.287 3.988 20.029 3.937 0.63752

  2 20.215 3.973 20.056 3.943 0.38222

  3 20.153 3.960 19.975 3.927 0.42013

  4 19.089 3.753 18.991 3.734 0.25889

  5 18.644 3.665 18.496 3.636 0.39323

  6 18.605 3.658 18.501 3.637 0.27634

  7 18.417 3.621 18.219 3.582 0.53706

  8 18.402 3.618 18.183 3.575 0.58916

  9 18.335 3.604 18.189 3.576 0.39161

10 18.478 3.633 18.357 3.609 0.32246

11 18.532 3.642 18.325 3.603 0.53993

12 18.466 3.630 18.281 3.594 0.49075

13 18.434 3.624 18.268 3.591 0.45509

14 18.421 3.621 18.266 3.591 0.41770

15 18.399 3.617 18.284 3.595 0.30168

16 18.354 3.608 18.282 3.594 0.19608

17 18.380 3.614 18.269 3.592 0.29865

18 18.327 3.603 18.233 3.584 0.25329

19 18.461 3.629 18.357 3.609 0.27795

20 18.463 3.630 18.296 3.597 0.44668

21 18.500 3.637 18.377 3.613 0.33014

22 18.503 3.637 18.352 3.608 0.40224

23 18.565 3.650 18.367 3.611 0.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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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풍율은 0.40135%/100 m로 나타나 전체 평균 누풍율은 0.40653%/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은 선행 

연구에서 수행된 지퍼 접속방식(내부 벨크로 설치)의 누풍율인 1.33%/100 m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0.283%/100 m보다는 다소 큰 값이다. 실험에 사용된 덕트는 수작업을 통해 제작된 관

계로 덕트별로 내부 연질 누풍방지막 및 연장덕트의 크기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연질 누풍방지막과 

연장덕트 및 덕트 내부 사이의 밀착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상기와 같은 

누풍 수준을 보인 것은 만일 제작 정밀도 향상을 통해 일관된 밀착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기 접속방식의 누풍 저

감 성능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4.3 접속 방식의 누풍 성능 추가 검토

4.3.1 링엇대기 + 연질 누풍방지막 적용시의 누풍 성능

본 검토에서는 4.1에 소개된 고성능의 누풍방지 접속방식에 대해 덕트 일단을 감싸는 대신 덕트 내부에 연질 

누풍방지막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누풍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누풍실험을 수행하였다. 검토에 적

용된 접속방식의 체결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Fig. 10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실험은 총 3차례 수행되었으며 해당 

실험 결과는 Table 7~9에 수록되어 있다.

(a) End ring part on the 

end of duct 

(b) Flexible film on the 

opposite side of duct

(c) Connect the ends of 

two ducts

(d) Fasten duct connection 

with using belt 

Fig. 10. Experimental device installation for “ring insert + flexible film” type coupling

Table 7. 1st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flexible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20.772 4.082 20.633 4.055 0.32364

2 20.461 4.021 20.397 4.009 0.14760

3 19.397 3.813 19.318 3.798 0.19985

4 19.391 3.811 19.293 3.792 0.26116

5 19.672 3.866 19.585 3.849 0.22095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duct coupling for the minimized leakage of temporary ventilation duct

157

Table 8. 2nd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flexible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9.829 3.898 19.627 3.859 0.50463

2 19.726 3.877 19.635 3.860 0.21216

3 19.773 3.886 19.657 3.864 0.28500

4 19.794 3.891 19.671 3.866 0.31541

5 19.740 3.880 19.607 3.854 0.33557

Table 9. 3rd experiment result of “ring insert + flexible inner film + fastener belt”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9.847 3.901 19.754 3.883 0.23427

2 19.882 3.909 19.841 3.900 0.11449

3 19.847 3.901 19.836 3.899 0.02197

4 19.892 3.910 19.784 3.889 0.26221

5 19.787 3.889 19.765 3.885 0.04755

측정결과를 요약하면, 1차 실험의 평균누풍율은 0.23064%/100 m, 2차 실험의 평균누풍율은 0.33055%/100 m, 

3차 실험의 평균누풍율은 0.13610%/100 m로 나타나 이 접속방식의 전체 평균 누풍율은 0.23243%/100 m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접속방식 또한 15 km 환기거리 달성을 위한 누풍율인 0.283%/100 m를 만족하며 덕

트 내부에 설치되는 연질의 누풍방지막이 환기팬 가동정지에 따라 반복된 충격을 견딜 수 있을 경우 충분히 적용

이 가능한 접속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4.3.2 링맞대기(8회 결속) + 연질 누풍방지막 적용시의 누풍 성능

본 검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링맞대기 + 8회 결속 접속방식에 대해 덕트 내부에 연질 누풍방지막을 적

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누풍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누풍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덕트 말단부의링과 반

대쪽 연질 누풍방지막은 4.3.1의 Fig. 10(a) 및 10(b)와 동일하며, 아래 Fig. 11에는 전반적인 접속부의 체결 및 실

험과정이 제공되어 있으며 해당 실험결과는 Table 10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접속방식에 대한 5회의 누풍율 측정결과, 평균누풍율은 0.67875%/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값은 

15 km 환기거리 달성을 위한 누풍율인 0.283%/100 m를 초과하는 값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국내에 주로 사용되

는 접속방식인 철사결속 방식의 누풍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8회 철사 결속시의 실험결과인 3.07%/100 m

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터널의 공사 중 환기에 사용할 경우 기존 접속방

식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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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ct mounting and set-up (b) Duct connection with cable-tie (c) Leakage measurement

Fig. 11. Experimental device installation and measurement for “ring butt + flexible film” type coupling

Table 10. Experiment result of “ring butt + flexible film” type coupling 

No. of

experiment

Duct dia.

(mm)

No. of

coupling

Point 1 Point 2 Leakage ratio

(%/100 m)Vel (m/s) Flow (m3/s) Vel (m/s) Flow (m3/s)

1

500 9

19.507 3.834 19.281 3.790 0.56843

2 19.734 3.880 19.468 3.827 0.67552

3 19.611 3.855 19.352 3.805 0.65040

4 19.569 3.846 19.279 3.790 0.72961

5 19.650 3.862 19.342 3.802 0.76977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장대 해저터널 건설 시 인공섬 최소화를 목적으로 환기거리 15 km달성을 위한 누풍 최소화 

접속방식에 대한 다양한 누풍측정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한 누풍 최소화 접속방식을 적용한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누풍측정 실험결과 해당 시

제품의 평균 누풍율이 0.12835%/100 m 인 것으로 나타나 누풍목표인 0.283%/100 m를 충분히 달성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 시제품의 누풍율은 누풍목표 대비 약 45.4% 수준으로 약 2배의 안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바 시공상의 문제로 덕트 접속부에서 일부 누풍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연장 15 km구간의 단일환기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 플라스틱 지퍼를 대상으로 내부에 연질 누풍방지막과 역방향 연장 덕트 타입의 새로운 접속방식에 대한 

누풍실험을 수행한 결과 누풍율은 평균 0.40653%/100 m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공사 중 환기설계에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누풍값(1.5%/100 m)의 27% 에 해당하는 값으로써 이 접속방식 또한 터널 공사 중 환기에 상당

한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시제품에 적용한 덕트 일단을 감싸는 방식을 덕트 내부의 연질 누풍 방지막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평균 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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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0.23243%/1000 m로 나타나 이 방식 또한 덕트 내부의 방지막이 환기팬의 가동정지에 따른 반복적인 충

격을 견딜 수 있을 경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4. 기존의 국내 현장에 주로 설치되는 링맞대기 + 철사결속 방식에 대한 연질 누풍 방지막의 누풍 저감 효과를 검

토한 결과 해당 접속방식의 평균 누풍율은 0.67875%/100 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방식은 8회 철사 결속시

의 실험결과인 3.07%/100 m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터널의 공사 중 

환기에 사용할 경우, 기존 접속방식에 비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접속방식에 대한 누풍 측정 결과를 통해, 15 km환기 거리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누풍 안전율을 갖는 시제품에 적용된 접속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제품의 접속방식 뿐만 아

니라 연질 누풍 방지막을 활용한 기타 접속방식의 누풍율을 실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터널 현장의 환기 개선, 

시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 컨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신규 접속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실제 터널 현장에서 사용하는 덕트의 직경 및 

팬 정압이 실험사양보다 2~3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직경 2000 mm, 정압 2~3 kPa 크기로 터널 굴착 현장에서 해

당 접속방식의 적용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년 건설기술연구사업의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개발(13SCIP-B066321-01)’ 연구단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지원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Anisdahl, L.M., Johansson, B., Thoen, K. (2008), “Study on the performance of ventiflex ducting and 

couplings”, 12th U.S/North American Mine Ventilation Symposium, pp. 609-613.

2. ISETH (1978), “Ventilation in underground construction”, Institute for Road, Railroad and Rock 

Construction at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No. 39, pp. 1-74.

3. ITA Working Group No. 5 (2011), “Guidance on the safe use of temporary ventilation ducting in tunnels 

ITA WG5 - Health & Safety in Works”, ITA Report No. 008, International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pp. 1-9.

4. JCOSHA (2012), “Ventilation technical guideline of tunnel construction”, Japan Construc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pp.156-168.

5. Jo, H.J., Chun, K.M., Kim, J.W., Lee, J.K.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for temporary ventilation 

of long subsea tunnels - focu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7, No. 2, pp. 153-166.

6. Jo, H.J., Min, D.K., Kim, J.W., Lee, J.K., Beak, J.H. (2017), “A study on the air leakag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Hyeong-Je JoㆍKyu-Myung JunㆍDea-Kee MinㆍJong-Won KimㆍJong-Hoon Beak

160

improvement of duct coupling for temporary ventilation of long subsea tunnel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9, No. 2, pp. 319-333.

7. Khanna, R. K. (2008), “Ventilation of long tunnels”, World Tunnel Congress, pp. 1898-1910.

8. KRNA (2012), “KR C-12130”,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pp.19-32.

9. MLTM (2011), “Road design manual part6 tunnel, 621 construction phase equipment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wacheon, pp. 621.1-8.

10. Ruben, D., Thorsten, T. (2015), “Designing TBMs for subsea tunnel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Vol. 17, No. 6, pp. 587-596.

11. SAREK (2011),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ing manual, 3rd edition, part2”,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pp. 5.2-16.

12. Shin, Y.K. (1980), “A study on the friction coefficient for domestic vinyl air duct and leakage ratio of duct 

connector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Incheon, pp. 1-18.

13. Shortridge Instruments, Inc. (2009), “Airdata multimeter ADM-880C electronic micromanometer operating 

instructions”, pp. 1-68.

14. SIA (1998), “SIA 196 - Ventilation in underground”, Swiss Society of Engineers and Architects.

15. Tanizawa. Co., Ltd. (2007), “Duct for long distance tunnels - Guidance of NLF duct”, pp.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