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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nel is a semi-closed structure similar to underground space where the smoke 

generated from fire fills the space fast while escaping from the space slow.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when the fire breaks out by traffic accident, the vehicles are 

jamm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people to evacuate from the scene as well as for 

the fire engine to gain access to the scene. For such reasons, tunnels are globally 

categorized into some disaster classes for differentiated facilities and operation 

approaches. In Korea, less than a 1 km-long tunnel accounts for 80.0% and such a short 

tunnel which is categorized into Class III is not required to have smoke control system. 

In this study, a full-scale fire test was conducted in a bid to apply air curtain system 

using heat-resistant sirocco fan to a less than 1 km-long tunnel. To that end, heat 

resistance test to verify the normal operation at 250°C for 60 minutes was conducted. 

Consequently, despite of rapid rising-temperature and increasing-carbon dioxide 

inside the air curtain (direction of fire in tunnel), initial condition was found to have 

been sustained outside the air curtain (opposite direction of fire 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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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터널은 지하공간과 유사한 반밀폐 형태로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빨리 차오르고 외부로 연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구조

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사고차량 뒤에 차량이 연속으로 정차되어 차량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우

며, 화재 현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터널 방재등급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터널은 1 km 미만의 터널의 80.0%를 차지하고 있으며, 

1 km 미만의 터널은 방재등급 3등급으로서 제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열시로코 팬을 이용한 

에어커튼 시스템을 1 km 미만 터널에 제연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물화재실험을 통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에 따라, 250°C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작동하는지 내열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실물화재실험을 수행하여 에어커

튼 내부(터널 화재방향)에서는 온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에어커튼 외부(터널 외기방향)에서는 

초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터널 화재, 내열 시로코팬, 국소제연설비, 에어커튼 시스템, 화재확산방지

1. 서 론

우리나라 도로터널은 총 1,659개가 있으며 이중에서 연장 1 km 미만의 터널은 1,336개로 전체의 80.0%를 차

지하며(Lew, 2015), 도로터널의 방재등급은 터널연장과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터널의 제연

설비는 방재등급 3등급(터널 연장 1 km 미만) 미만 터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Ministry of Land, Infra-

structure and Transport, 2016). 

도로터널에서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희석 또는 배기하기 위하여 신선공기를 급기하거나 오염공기

를 배기하기 위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며, 화재 시 유독가스를 외부로 최대한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제연 설비를 

설치한다. 도로터널의 제연설비는 화재로부터 발생한 연기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내열 성능이 요구된다. 국

외에서는 200~250°C 이상, 60~120분 이상의 내열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며(Lew, 2015), 우리나라에서는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이 250°C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운

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에어커튼 시스템을 도로터널에 제연설비로 사용하고자 250°C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작동하는지 송풍기 

내열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에어커튼 시스템(국소제연설비)을 제트팬과 더불어 터널 제연설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에서는 성능

검증을 위하여 2차선 도로터널에서 실물화재실험을 수행하였으며(Yoo et al., 2014),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이용하여 노즐의 토출각도 및 토출량을 최적화하였다(Yang et al., 2014). 또한 철도터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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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역 플랫폼에서 열차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구난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실

물화재실험(Park et al., 2018)과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Park et al., 2015)를 통하여 성능검증을 하였다. 기존 연구

(Yoo et al., 2014)에서는 5 m 높이에 에어커튼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3 m 높이에 에어커튼 시스

템을 설치하였다. 층고가 낮은 소단면의 경우에는 화재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연기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

며, 수평 방향으로 고온의 농연 확산이 더 빨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단면 터널에 적용될 때의 성능 검증이 추가

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물화재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Fig. 1. View of a full-scale fire test in Rescue station platform (Park et al., 2018)

2. 시로코팬 내열 실험

2.1 시험장치 구성 및 시험조건

시로코 팬을 제연설비로 이용하고자 내열성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터의 동선과 리드선이 맞닿는 위치에 

이중 튜브를 사용하여 이중 절연하였으며, 테프론 내열 전선(UL 1330 #16) 및 고온용 내열 구리스(DSF-3000)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터의 전선 출구 부분에 내열 팩킹을 사용하고 내열 실리콘을 삽입하였다.

에어커튼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로코 팬을 송풍기 전용 내열시험장치를 활용하여 내열성능을 검증하였다. ‘도

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에 따라 250°C 이상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풍속 및 풍량 등의 성능 저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어

반의 전류가 0의 값으로 떨어지면 시험 중인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내열시험장치는 Fig. 2와 같이 철판 및 내화보드 재질로 되어 있으며, 도넛 형태의 구조로 천장에서 전기 히터

가 데운 뜨거운 공기를 설치된 시로코 팬이 밀폐된 공간에서 순환시키는 장치이며 Table 1의 성능을 갖는다. 제어

반은 Fig. 3과 같은 형태이며 Fig. 4와 같이 시험장치 안에 설치된 시로코 팬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2지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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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되는 공기의 온도(2지점)를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계를 설치하였으며, 유입되는 공기의 평균값이 250°C을 

넘을 수 있도록 전기 히터를 자동 제어 하였다.

Fig. 2. Heat resistance test of the fan (during the experiment) Fig. 3. Control panel

Table 1. Specification and dimension of heat resistance test device

Item Performance

Type Hot air circulation type closed chamber 

Size H 2,260 × W 1,400 × L 2,200

Sectional area 2.972 m2

Caloric value of heater 175,000 kcal

Electrical capacity of heater 203 kWh

Max capacity for test 4,000 m3/min × 200 kW

Max dimension for test φ2,200

Instruments Voltmeter, Ammeter, Temperature time recorder, Automatic thermostat 

Fig. 4. Diagram of heat resistance tes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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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 팬을 Fig. 6과 같이 내열시험장치에 설치하였으며, 실험은 Fig. 5와 같이 103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흡

입측 온도가 실험시작 32분 후에 250°C가 되었으며, 이후 71분 동안 250°C 이상을 유지하였다. 실험 종류 후에 

모터의 전선 출구 부분은 Fig. 7과 같이 베어링에 구리스가 검게 탄 자국이 남았으나 팬의 뒤틀림 등의 외관상 변

형은 일어나지 않았다.

Inlet

Outlet

Chamber

Fig. 5. Temperature rise up graph

Fig. 6. Preparation for test of sirocco fan Fig. 7. Motor wire outlets (after the experiment)

3. 실물화재 실험

3.1 시험장치 구성 및 시험조건

본 시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의 터널실험동에 구축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Fig. 8, 9와 같이 폭 11.5 m, 높이 7.5 m, 길이 40.0 m의 전형적인 반원형 2차선 도로터널의 내부에 본 시험을 위해 

폭 9.5 m, 높이 3.5 m, 길이 30 m인 4각형 단면(승용차 전용 지하도로 단면)의 철판구조물 중간슬래브를 설치하

고 여기에 에어커튼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본 터널과 내부 터널은 Table 2와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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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unnel image Fig. 9. View inside the tunnel

Table 2. Specification of main tunnel and internal tunnel

Specification Main tunnel Internal tunnel

Section shape Semi-circular Rectangular 

Structure Concrete Steel slab 

L × W × H [m] 40 × 11.5 × 7.5 30 × 9.5 × 3.5

Use Road tunnel Underground road for passenger car only 

반원형 터널과 4각 터널의 상부틈새는 연기 등 기류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천막재료를 이용하여 

폐쇄시켰으며, 에어커튼 시스템의 반대쪽에는 시험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개폐가 가능한 자연

풍 조정용 이동천막을 설치하였으며, 시험 시 외기조건은 자연 상태의 온도(영하 3.5°C)를 기준으로 하고 터널 입

구에 설치한 개폐장치(Fig. 11)를 이용하여 시험 시작 전에 통상적인 교통환기력(터널 입구 방향)에 의한 속도인 

2 m/s를 풍속계로 측정하고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중에 화재와 에어커튼 시스템 작동에 의한 승압력은 고려하

지 않았다.

Fig. 10. Partition between slab gaps Fig. 11. Control switch to prevent natural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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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연 에어커튼 시스템 사양 및 설치

에어커튼 구성용 단위 팬은 동력 2.2 kW인 모터를 구동력으로 이용하는 1,200 mm (길이) × 295 mm (높이) × 

275.5 mm (폭)의 시로코 팬으로서 양흡입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상세한 사양 및 제작도면은 Table 3, Fig. 12와 같다.

Table 3. Air curtain specification and dimension

Item Performance Item Performance

Frequency 60 Hz Discharge velocity 50 m/s

Voltage 4.62 A Size 1,200 × 320 × 275 mm

Power consumption 2,200 W RPM 3,512 RPM

Fig. 12. Sirocco fan - plane & side view

3.3 성능측정용 계측기 및 설치

에어커튼 시스템의 성능확보 기준을 유해가스 차단유무로 설정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에어커튼이 이루어지는 

경계면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의 온도(°C), 일산화탄소(ppm) 농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온도와 일산화탄

소 농도측정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Table 4와 같은 사양을 갖는다.

Table 4. Specification of instruments

Instrument Range Unit Level

Thermo couple -200.0~1,250.0 °C ±0.9°C or ±0.9%

Flue gas analyzer 0~10,000 ppm ±10 ppm or ±10% of measured value

Wind gauge 0.0~40.0 m/s ±(0.2 m/s or +1.5%) of measured value

풍속계는 시험 준비 단계의 시험조건 설정 시에만 사용하였으며, 온도(°C) 및 일산화탄소(ppm)를 측정하기 위

한 센서를 설치한 데이터 트리를 Fig. 13과 같이 에어커튼의 분사단면을 기준으로 화원방향(농연이 발생되는 지

점) 5.0 m, 화원 반대방향(외기에 접하는 지점) 3.0 m 되는 거리에 설치하였다. 온도(°C)는 K-Type 열전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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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으며, Fig. 14와 같이 각각의 데이터 트리에 5개씩(설치 높이: 3.5 m, 3.0 m, 2.5 m, 2.0 m, 1.5 m, 총 10개) 

설치하였으며, 일산화탄소(ppm)는 센서와 본체 일체형으로서 각각의 데이터 트리에 1개씩(설치 높이 3.5 m, 총 

2개) 설치하였다. 온도와 일산화탄소(ppm)는 1초 마다 데이터를 측정하여 저장하도록 설정하였다.

Fig. 13. Instrument and sensor installed

Fire

Flue gas analyzer

Flue gas analyzer

Fig. 14. Layout of instrument and sensor

3.4 성능시험 방법 및 절차

성능평가 기준은 유독가스 확산의 차단성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에어커튼을 기준으로 화재지역

과 외기지역의 온도, CO농도 측정치를 비교하였다. 성능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Table 5와 같은 순

서로 2차례(3 MW급 액체햅탄 풀(Heptane Pool) 화재, 2,000 cc 승용차 화재)에 걸쳐 대규모 실물화재시험을 수

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된 햅탄 풀(Pool)은 Fig. 15와 같이 직경 2 m의 철판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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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formance test procedure

3 MW liquid heptane pool fore test 

(1st full-scale fore test)

2,000 cc-car fire test 

(2nd full-scale test) 

(1) Adjust the air current in tunnel at 2 m/s using the partition for adjusting the opening.

(2)
Set the inverter frequency to adjust fan rpm to maintain wind velocity from air curtain nozzle at 30 m/s and ground 

wind velocity at 2 m/s and stop operating

(3)
Pour the water (50 L) into liquid heptane pool 

(Heptane Pool, Φ 2.0 m) Spray liquid heptane 50 cc on car seat for ignition.

(4) Add liquid heptane (20 L)

(5) Measure the temperature and carbon dioxide using the instrument 

(6) Ignite liquid heptane using lighting bar 

(7)
Start operating air curtain system when the smoke at upper level reaches to the level of air curtain system 

(about 10 seconds after ignition) 

(8) Check if temperature and carbon dioxide are measured correctly and toxic gas is isolated. 

(9)
Test is finished when heptane is naturally extinguished 

(about 5 minutes after ignition) 

Extinguish the fire immediately before back draft 

(about 5 minutes after ignition) 

Fig. 15. Pool for fire test 

3.5 실험 결과 및 분석

3.5.1 3 MW급 액체햅탄 풀 화재 성능시험 결과 및 분석(1차 실물화재시험)

에어커튼 내부(터널내부 화재 방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점화 후 약 150초인 시점에서 33 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200초 후에 햅탄 양이 감소되면서 농도에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18). 점화 후 약 250초 시점에서 에어커튼 외부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10 ppm 까지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에어커튼이 유독가스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커튼 내부(터널

내부 화재 방향)의 온도는 점화 후 약 180초 시점에서 49.8°C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Fig. 19). 에어커튼 외부(외기 방향)의 온도는 점화 후 약 200초 시점에서 9.4°C까지 상승하였

으나 대체적으로 초기의 온도를 유지하여 에어커튼이 유독가스 차단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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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 gas analyzer

(Inside)

Flue gas analyzer

(Outside)

Air-Curtain

Outside Inside

Fig. 16. Combustion of fire source Fig. 17. Effect of air curtain

CO CO

Fig. 18. Changes to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depending on location

Fig. 19. Changes to temperature depending 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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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000 cc 승용차 화재시험 결과 및 분석(2차 실물화재시험)

에어커튼 내부(터널내부 화재 방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점화 후 약 280초인 시점에서 58 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플래쉬 오버 현상이 발생하여 소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

타났다. 에어커튼 외부(외기 방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점화 후 약 300초 시점까지 에어커튼의 차단효과로 초기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 이후 소화 작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10 ppm 까지 상승하면서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전

반적으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에어커튼이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2). 

에어커튼 내부(터널내부 화재 방향)의 온도는 점화 후 약 220초 시점에서 가장 높은 52.2°C로 나타났으나, 그 이

후는 소화 작업의 영향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Fig. 23). 에어커튼 외부(외기 방향)의 온도는 점

화 후 약 380초 시점에서 -0.5°C까지 상승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초기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여 에어커튼이 유독가

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0, 21).

Flue gas analyzer

(Inside)

Flue gas analyzer

(Outside)

Air-Curtain

Outside Inside

Fig. 20. Combustion of fire source Fig. 21. Effect of air curtain

CO CO

Fig. 22. Changes to concentration of carbon dioxide depending 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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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의 화재 사고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연기 

제연용 에어커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내열 및 제연 성능 검증을 위해 성능 평가를 하였다. 우선, 내열 성능 검

증을 위해 250°C 이상 고열 작동시험을 수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3 MW급 액체햅탄을 이용한 풀 화재실험과 

2,000 cc 승용차 화재실험을 터널 실험동에서 수행하여 설비의 제연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

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에도 정상적으로 에어커튼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하여 내열 성능을 갖는 시로코 팬을 제

작하였으며, 송풍기 전용 내열시험장치 안에서 250°C 이상의 온도에서 60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2. 2,000cc 승용차 화재가 햅탄 풀을 이용한 3 MW급 화재보다 일산화탄소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두 경우 모두 에어커튼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 터널내부 화재구역에서는 온도 및 이

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지만, 에어커튼으로 차연된 구역(외기 방향)에서는 초기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에어커튼으로 차연된 구간은 일산화탄소 10 ppm 미만, 온도 10°C 미만으로 유지됨).

3. 에어커튼 시스템은 터널 차량화재 발생 시 대류현상으로 터널 상층부로 이동하는 농연을 흡입하고, 이를 화재

발생 방향으로 분사하는 구조이다. 연기차단용 유체는 화재 시 상층부로 이동하는 농연을 이용하므로 흡입효

과가 높고, 산소공급을 최소화하여 연소 확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연소 입자에 의한 토출 운동량이 증대

하여 차단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물화재 성능시험을 통해서 에어커튼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제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 km 미만

의 중규모 도로터널에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방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

Fig. 23. Changes to temperature depending o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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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사료된다. 또한 에어커튼 시스템에서 농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데 필

요한 덕트 및 별도의 송풍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 및 시공성 부분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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