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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optimization of the installation of supply/exhaust ports for tunnels 

with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is to supply fresh air from outside to inside of 

tunnels uniformly and exhaust pollutant from tunnels properly for creating safe and 

clean environment for tunnel users. For this purpose, a ventilation port area optimiza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obtain a uniform supply or exhaust air volume inside a great 

depth double deck tunnel with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In order to area optimize 

the developed port sizing program, the wind velocity was measured in the duct of the 

currently operated tunnel with semi-transverse ventilation. Also 3D cfd was performed 

on the same tunnel and cfd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measured value. As a result, 

the error rate between the predicted value from the program and measured value was 

6.72%, while the error rate between the predicted value from the program and 3D cfd 

analysis value was 4.86%. Both of comparison results show less than 10% of error 

rate. Thus It is expected that supply/exhaust port optimization design of transverse 

ventilation tunnel can be possible with using this large exhaust port area optimization 

program.

Keywords: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Uniform supply, Double deck tunnel, 
The error rate, Port optimiz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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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횡류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된 터널에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의 최적화는 외부로부터 터널 내에 급기되는 신선공기

의 분배를 균일하게 하고 터널 내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배출하여 터널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횡류 환기방식이 적용된 대심도 복층터널 내부에 균일한 급기 또는 배기풍량을 얻기 위해

서 급, 배기구 포트 면적계산 및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포트 면적 계산 및 최적화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반횡류 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터널의 덕트 내 풍속을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터널에 대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CFD 결과를 측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이 예측한 값과 현

장측정결과의 오차율은 약 6.72%를 보이고 있으며, 3차원 수치해석 결과와의 오차율은 약 4.86%로 나타났다. 두 결과 

모두 10%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횡류식 터널의 급기 및 배기 

포트의 최적화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횡류식 환기, 균일 급기, 복층 터널, 오차율, 포트 최적화 설계

1. 서 론

국내 도로터널은 각종 SOC 사업을 통해 고속도로망 및 도시교통망 확충이 가속화되어 장대 터널의 수가 급격

히 늘어나고 있으며,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터널 이용 차량의 필연적인 증가로 인해 차량 배기가스에 의한 

터널 내부환경의 악화문제가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도로터널의 환기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희석하여 터널 내 환경을 허용농도 이하로 유지

함으로써 쾌적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터널에 대한 환기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차량의 일상화 시대가 열리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도 장대터

널이 있었으나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의 필요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터널의 환기가 본격

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는 미국 피츠버그시의 Liberty터널에서 1924년 5월에 터널출구부근의 교통혼잡으

로 인해 차량들이 터널 내에서 정체하여 운전자가 일산화탄소에 의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환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계기가 되었다(Bickel et al., 1996) (Fig. 1 참조).

이로 인해 횡류 환기방식이라는 도로터널 환기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신선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터

널의 깊숙한 지점까지 공급하여 공기가 차도를 가로질러 흐르며 오염공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류 환기

방식의 최대 단점인 터널연장 제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횡류 환기방식의 터널은 이처럼 터널 상부에 덕트를 설치하여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고 터널 내의 오염공기를 

덕트와 연결된 환기소를 통해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덕트에 설치된 급, 배기구를 통해 균일한 풍량이 공급되

어야 한다. 포트를 통한 균일한 풍량의 공급은 Ryu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반횡류환기방식은 포트 개도면적

의 조정이 필수요소이나, 국내에서 운영 중인 터널의 경우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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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배기구 포트를 통해 균일한 풍량을 공급하기 위해 Jo et al. (2016)은 횡류식 도로터널 급, 배기구 개도율 최

적화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Jo et al. (2017)에 의해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

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터널에서의 현장 측정 결과와 이

의 3차원 수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예측한 결과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 예측값의 오차율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a) Monoxide accident by traffic jam (b) Ventilation shaft

Fig. 1. Monoxide accident and ventilation shaft installation of Liberty tunnel

2. 운영 중 터널 현장측정 결과 

일반적으로 횡류(반횡류) 환기방식은 터널의 시점과 종점부 환기소에서 덕트를 통해 터널 공간으로 공기를 급

기 또는 배기하고 있다(Fig. 2 참조). 현장측정을 수행한 ○○터널은 반횡류 환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터널로서, 

터널 시점부와 종점부에 환기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장측정은 시점부측의 급기 덕트에서 수행하였다. 중앙부

근이 Bulk Head로 구획되어 시점측 환기소와 연결된 덕트 내 풍속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급기댐퍼의 개도율

은 운영 중인 터널인 점을 고려하여 설치 된 상태 그대로 100% 오픈된 상태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2. Overview of tunnel section with transverse and semi-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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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장측정 터널 제원

○○터널은 반횡류(급기) 환기방식의 터널이며, 양방향 2차로 터널로 차량이 터널 내에서 교행하는 형태의 터

널이다. 터널 제원과 급기 댐퍼의 제원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Tunnel specifications 

Length 750 m

Tunnel cross-sectional area 46.947 m2

Ventilation system Semi-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supply)

Table 2. Supply air flow and damper quantity

Start point duct End point duct

Air volume

[m3/s]

Damper

quantity [EA]

Each damper 

flow [m3/s]

Air volume

[m3/s]

Damper

quantity [EA]

Each damper 

flow [m3/s]

Air volume & Quantity 166 268 0.6194 188 308 0.61038

터널의 급기는 시점측 환기소에 설치된 축류송풍기 가동으로 신선공기를 덕트 내로 공급하며 급기댐퍼를 통해 

터널 내로 신선공기가 공급된다(Fig. 3 참조). 급기댐퍼는 국내의 도로설계편람(MOLIT, 1999)기준을 참고하여 

5 m 간격으로 1열에 2개씩(0.2W × 0.9L) 설치되어 총 134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급기댐퍼는 덕트 시점에서부터 

약 85 m 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덕트의 중간지점은 Bulk Head로 막혀 있으며, 반대쪽은 종점측 환기소를 통

해 신선공기를 터널 내로 공급하고 있다.

Fig. 3. Overview of tunnel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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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장측정 계획

시점측 환기소와 연결된 덕트를 통해 터널 내로 공급되는 풍량은 개별 댐퍼에서의 풍량을 직접 측정해야 하나, 

댐퍼에서 풍량 측정시 실험장치의 터널 내 낙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상의 이유

로 개별 댐퍼의 풍량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댐퍼 전·후의 풍속을 측정하여 양단의 풍량차를 개별 댐퍼를 

통해 터널 내 공급되는 풍량으로 평가하였다.

덕트 내의 유동 풍량을 측정하기 위해 풍속센서를 덕트 단면에 13개 지점에 설치하고, 실험 구간마다 측정시간 

1분 간격으로 2회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급기댐퍼가 설치된 134열 중 20 m 간격의 34개 지점에서 측정을 수행하

였다. 덕트 내 풍속 측정을 위한 센서 설치 개요 및 실험 진행 개요를 Fig. 4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 Sensor installation overview

Fig. 5. Wind speed measurement overview

2.3 현장측정 결과

덕트 내 풍속을 측정한 결과, 급기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85 m 지점까지는 풍속 변화가 없었으며 1번째 급기구

를 지나면서 풍속이 비교적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프의 특정 지점에서 풍속 측정값이 다소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현장 측정 시 외부 자연풍의 변화 및 터널 내 통과 차량 증가로 인한 터널 내 풍속 및 압

력 변화가 덕트 내 기류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덕트 내 풍속 분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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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air velocity in field measurement duct

3. 3차원 수치해석 결과

3.1 3차원 수치해석 모델

급, 배기구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의 오차율 분석을 위해 ○○터널의 3차원 모델링을 진행하여 3차원 수치해석

을 진행하였다. ○○터널 설계도서의 제원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ANSYS사의 FLUENT V18을 사용하였다.

덕트 내로 유입되는 기류는 환기소의 축류송풍기에서 운전되는 팬풍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덕트 입구측을 

Inlet Velocity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기류가 덕트 내로 일방향성을 갖는 조건이 되도록 하였다. 해석공간은 현

장측정과 동일하게 ○○터널 시점측 약 750 m 구간을 3차원 모델링 하였으며, 터널 및 덕트 공간을 Tex/Hybrid

격자(0.2 m × 0.2 m × 1.0 m)로 그리드를 생성하였다. 전체해석 모델의 총 격자수는 약 304만개이다(Fig. 7 참조).

Fig. 7. 3D modeling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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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차원 수치해석 결과

3차원 수치해석결과를 보면 급기댐퍼를 통해 급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차도공간과 덕트 내 정압과 풍속분포

는  Fig. 8과 Fig. 9와 같이 나타난다. 덕트 내 정압은 급기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덕트 내에서는 벽면마찰손실에 의

해서 압력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며, 급기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중간지점 이후

에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10 참조).

Fig. 8. Pressure contour

Fig. 9. Velocity contour

Fig. 10. Press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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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내 풍속은 급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덕트 공간에서는 균일하게 흐르고 첫 번째 급기 댐퍼에서부터 터널 내

로 급기가 이루어지면서 덕트 내 풍속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덕트 

내 풍속을 보면(Fig. 11 참조) 덕트 내 풍속이 선형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장 측정 결과의 

덕트 내 풍속분포와 유사한 형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 Velocity distribution

4. 급, 배기구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 계산 결과

4.1 해석 입력 조건

개발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터널의 댐퍼 개도면적, 덕트 내 풍속 등에 대한 수

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측정 및 3차원 수치해석 입력제원과 마찬가지로 연장 750 m, 급기댐퍼 수량 1열 2개

소씩 134개를 반영하였다. 또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 계산을 위해 덕트 조닝 정보를 입력하

였으며, 덕트 조닝 입력값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duct zoning 

Zone Subzone Type Diameter Cross-sectional area Port area Node Start End

data 1 1 3.39 16.67 0.18 × 2 1 0 757.28

개도율 및 덕트 내 풍속 위해서 프로그램 입력창에 기본적인 터널의 제원과 교통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터널 

내에 설치되는 덕트조닝 입력을 완료한 후 덕트 내 풍속 및 압력 계산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Fig.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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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ata input window

4.2 급, 배기구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 해석결과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한 해석결과 급기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덕트 내에서는 벽면마

찰손실에 의해서 압력이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급기댐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가 중간지점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13, 14참조).

이는 덕트의 풍량이 급기댐퍼를 통해 유출되어 급기댐퍼를 지난 후에 덕트의 풍속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압 재취득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덕트 내 풍속은 앞 절에의 두 가지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형적으로 줄어들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3. Press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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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elocity distribution

5. 오차율 분석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의 오차율 분석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터널에 대한 현장측정을 

진행하였으며, 3차원 수치해석도 병행 수행하여 덕트 내 풍속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Comparison of air velocity in a duct 

Port optimization 

program

&

Field measurement

Port optimization 

program

&

3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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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내 풍속은 환기소가 설치된 터널 입구부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터널 출구부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과 현장측정 결과 덕트 내 풍속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의 오차

율은 약 6.72%로 나타났으며,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과 3차원 수치해석 결과의 덕트 내 풍속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의 오차율은 약 4.86%로 분석되었다.

현장측정 결과 및 3차원 수치해석 결과와 10% 이내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은 아주 짧은 시간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작성 및 계산결과가 출력된다. 이러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

적 최적화 프로그램은 3차원 수치해석에 비해 계산 소요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3차원 수치해석과 

현장 측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높은 정확도(최소 4.86% 오차율)를 검증함으로써, 포트 개구면적 계산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횡류식 및 반횡류식 환기방식의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설계에 상당한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과 ○○터널 현장측정결과 및 3차원 해석 프

로그램 결과와 덕트 내 풍속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급, 배기구 포트 개구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1. 본 연구를 통해 급, 배기구 포트개구 면적 최적화 프로그램에 의한 덕트 내 풍속 분포는 현장측정 결과 및 3차

원 수치해석 결과 모두와 유사한 패턴의 덕트 내 풍속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덕트 풍속 예측값

은 현장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6.72%의 오차율을 보이며, 3차원 수치해석 결과와는 4.86%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어 개구면적 계산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급, 배기구 포트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한 ○○터널(반횡류식)의 터널 내 풍속분포를 보면 급기댐퍼의 개도율

을 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터널 내로 풍량이 비교적 고르게 공급되어 덕트 내 풍속이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급기댐퍼의 개구면적이 작기 때문이며, 이러한 감소 

패턴에 대해서 댐퍼 크기 변화 및 터널 내 풍속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민감도 분석 또한 수행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향후의 연구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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