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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기(Ventilation)라는 용어는 학문분야마다 조금은 다르게 기술되고 있으나, 통상 換氣(환기), 通氣(통기), 空調(공조) 등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공기를 바꾸어 넣는 것,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 공기를 조화롭게 하는 것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환기문제는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환기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내에서 불을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CO)

의 중독 또는 산소(O2)의 부족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 문헌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27세기 경, 고대 이집트의 집합주택에서 

환기구를 설치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실내외 온도차(부력효과)에 의한 중력환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환기방법은 4,700년 지난 지금

도 주물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1)

그림 1은 고대로부터 지난 20세기까지의 주요 환기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a)는 거주공간에 대한 자연적인 환기개념을, (b)는 지하

공간의 막장에 공기를 공급하기 인력 또는 우마를 이용한 기초적인 환기개념을 (c)는 터널에 기계 ·물리적인 방식을 도입한 강제 환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터널에 대한 본격적인 환기개념은 20세기 이후에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1의 (c)는 지난 20세기의 초기와 말기에 제시된 

대표적인 터널환기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그림 1의 (c)의 상단부 그림은, 1909년에 발행된 ROBERT의 ‘The Ventilation of 

Tunnels’ 에서는 부력효과를 이용한 터널환기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터널 갱구부쪽에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공간을 설치하고, 한쪽

은 터널 중앙부에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튜브를 삽입하며, 다른 한쪽은 경사갱을 따라 약 45도 경사로 경사 튜브를 설치하여 

부력효과에 의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념도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림 1(c)의 하단부 그림은, 1995년 PIARC 보고서에

1) 신은상 외(2012), 산업환기기술, 도서출판 동화기술,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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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시하고 있는 갱구부 오염물질 저감 환기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초기의 터널환기 개념도는 1920년대의 자동차 보급과 1924년 피츠버그의 리버티(Liberty) 터널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특히 뉴욕의 홀랜드(Holland) 터널설계시 환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본격적인 연

구가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2)

(a) 움막(주택) 환기개념 (b) 지하공간 환기개념 (c) 터널 환기개념

<그림 1> 다양한 환기개념도

1949.8.18 대강터널3)(2km, 23‰) 가스중독 사고발생

- 터널 500m 지점에서 연결핀파손, 공기호스 파열 

- 후미객차 3량 분리되는 사고 발생

- 석탄가스 중독으로 51명 사망하고 360명 부상

(a) 리버티 터널의 가스 중독사고 사례(1924) (b) 국내 가스중독 사고 사례(1949)

<그림 2> 국내외 터널 가스 중독사고 사례

2) Bickel, J.O., Kuesel, T.R., King, E.H. (1996), Tunnel Engineering Handbook, 2nd, Chapman & Hall, New York, pp. 384-438.

3) 1949.8.18. 대강터널 사고발생 사실은 한국철도(1967.9호)에 게재됨(신문에 표시된 ‘죽령터널’ 은 오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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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환기

2.1 목적 및 대상물질

터널환기의 목적은 터널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오염된 공기를 희석, 집진, 교체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기타 터널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상황 제공 및 비상시 운전자나 터널 유지 ·보수 작업원들의 안전을 도모함을 2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터널환기의 대상물질로는 운전자의 시거장애를 유발하는 매연(입자상 물질)과 인체유해물질(가스상 물질)로 

분류되는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해물질별 주요 특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환기검토대상 유해물질의 특성

매연(입자상 물질)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상향경사, 저속구간에서 주로 발생

∙운전자 시야감소(검토시 저속구간 제외)

∙심리적 불쾌감 유발

∙저속구간에서 주로 발생

∙운동신경 마비/둔화

∙호흡기질환 유발

∙상향경사, 고속구간에서 주로 발생

∙운전자, 작업원의 호흡기에 치명적 영향

∙폐기능 저하

2.2 환기방식의 변천동향

국외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를 전후하여, 그 이전은 TBM 공법에 의한 원형단면의 특성상 무효공간을 풍도로 활요하는 (반)횡류

식 환기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차량 엔진성능의 향상, 73년 국제유류 파동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건설비 및 유지관리

비가 낮은 환기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더불어 교통환기력에 대한 계수 정립 및 축류팬 및 제트팬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류식 환기방

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1990년대를 전후하여 구분되어지는데, 종전 1990년대 이전에는 국내 환기설계기준의 

미흡으로 일본식 설계기법을 적용한 (반)횡류식 방식의 적용이 많았으나, 1997년 국내 환기설계 기법의 정립(PIARC 방식)이 되면서 

종류식 환기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1997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터널 환기시설 설계기준, 1999년 국토교통부, 도로

설계편람(617. 환기시설 편) 등이 발표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터널환기 설계기법이 정립되는 기초가 되었다.

(a) 국내외 터널환기방식의 변천 (b) 국내외 터널환기방식별 구성비율4)

<그림 3> 터널 환기방식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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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터널환기 시스템

기본적인 터널환기방식은 기계설비가 필요한 기계환기방식과 기계설비가 필요없고, 차량의 피스톤 효과만을 고려하는 자연환기방

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계 환기방식중에는 터널단면 전체를 환기덕트로 이용하여 종방향 흐름으로 환기하는 종류식 

환기방식과 터널내 별도의 덕트를 설치하여 횡방향으로 급배기 또는 급기하는 (반)횡류식 환기방식이 있다. 세부적인 환기시스템은 

그림 4와 같다.

4) 所要換氣量特性圖를活用한 定量的 換氣評價모델 開發 硏究(2005), 日本の道路トンネルの換気方式の変遷と今後の課題(2015)

#1 제트팬 종류식 삭칼도 종류식 연직갱 종류식

사진

개요도

사례

∙마성터널(1.4km)

∙와촌터널(2.9km)

∙고창터널(3.9km)

∙미시령터널(3.5km)

∙국내 적용사례 없음

*니혼자카터널(일본, 2,005m)

*Holmesdale Tunnel(UK, 650m)

∙차령터널(2.42km)

∙둔내터널(3.3km)

∙육십령터널(3.17km)

∙죽령터널(4.3km)

∙능동터널(4.5km)

∙인제터널(10.9km)

#2 공기정화설비(EP, Filter, 가스정화 등) 종류식 집중배기 종류식

사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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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요환기량 변화요인

2.4.1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의 변화

도로설계편람(2011)에서 현재의 환기설계기준이 되는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은 환경부의 ‘2006년 이후’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

을 적용하여 차량의 오염물질 원단위 기준배출량으로 산정되었으나, 현시점에서는 2009년 이후, 2013/2014년 이후, 2016/2017년 

이후로 적용기준이 단계별로 강화되고 있다.5) 

즉, 매연(PM) 및 CO 보다는 NOx 관련 허용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주행모드 특성을 살펴보면, 경유차량은 ND-13/ETC 

모드에서 소형 및 중형차량은 WLTP 모드로, 대형 및 초대형은 WHSC/WHTC 모드로 변경된 것이 특징적이다.

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2017), Regulations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total emission of pollutants from 

the law,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otice. 

사례

(바이패스/횡형 전기집진기)

∙진부터널(2.1km) 

∙수정산터널(2.3km)

∙우면산터널(1.7km)

∙두문동재(싸리재)터널(2.3km)

∙수락산터널(2.95km)

∙사패산터널(3.993km) 

∙경주 터널(2.08km)

(천정형 전기집진기)

∙천마산터널(3.28km)-15CMS

*동경만 아쿠아(일본, 9.58km)

**분당내곡 광장지하차도(횡류식+EP)

**서판교화랑지하차도(횡류식+제진)

(도심터널 오염확산 최소화)

∙용마터널(2.56km)-공기정화(CO)

∙관악 터널(4.5km)-제진필터

#3 반횡류식 횡류식

사진

개요도

사례

∙홍지문터널(1.9km)

∙정릉터널(1.6km) 

∙백양터널(2.4km) 

∙구덕터널(1.9km)

∙박달재터널(2.3km)

∙황령산제3터널

∙남산1호터널(1.5km)

∙배후령터널(5.1km)

∙관악터널(4.5km)

 - 제트팬+집중배기

∙거가침매터널(3.7km)

 - 제트팬+집중배연덕트

<그림 4> 터널 환기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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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작차 허용배출량 기준의 변화

구분

차종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

연료 휘발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단위 g/km g/km g/kW.h g/km g/kW.h

한도공

97/02

매연 - 0.05 0.06 0.25 0.08 0.25 0.25 0.25

CO 2.11 1 1.27 4.9 1.52 4.9 4.9 4.9

NOx 0.25 0.62 0.64 6 0.71 6 6 6

편람기준

(2011)

(현기준)

매연 0.000 0.005 0.005 0.030 0.005 0.030 0.030 0.030 

CO 1.060 0.500 0.630 4.000 0.630 4.000 4.000 4.000 

NOx 0.031 0.180 0.235 2.000 0.235 2.000 2.000 2.000 

환경부

2013/14

매연 0.000 0.0045 0.0045 0.010 0.0045 0.010 0.010 0.010 

CO 1.060 0.500 0.500 4.000 0.630 4.000 4.000 4.000 

NOx 0.031 0.080 0.080 0.460 0.105 0.460 0.460 0.460 

환경부

2016/17

매연 0.0020 0.0045 0.0045 0.0100 0.0045 0.0100 0.0100 0.0100

CO 0.625 0.500 0.630 4.000 0.630 4.000 4.000 4.000 

NOx 0.000 0.080 0.105 0.460 0.105 0.460 0.460 0.460 

2.4.2 비엔진 배출량의 변화

2000년 이후 차량엔진의 발달과 더불어 매연 배출량은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차량(엔진) 배출분진(non 

exhaust emission)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WRA(PIARC)(2004)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어 및 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표면 

마모분진, 재부유분진이 비엔진 배출분진에 속하며 대부분의 입자는 >10㎛ (>PM10)이며 가시거리 파장범위에 큰 간섭을 일으켜 투과

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터널 내 비엔진 배출분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WRA 

(PIARC)(2004, 2012, 2019) 보고서의 최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5 참조).

① 소형차량(PC)의 경우, 2004년 대비 2012년은 약 1.47배 증가, 2019년의 일방향 터널은 0.74배 감소, 양방향 터널은 1.25배 증가하

였다.

② 대형차량(HGV)의 경우, 2004년 대비 2012년은 약 1.07배 증가, 2019년의 일방향 터널은 0.97배 감소, 양방향 터널은 1.11배 증가

하였다.

③ 2004년 보고서 대비 2012년도 보고서의 비엔진 배출분진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9년도 보고서는 일정 정도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일방향 터널 보다는 양방향 터널에서의 비엔진 배출분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형차량의 경우는 약 1.69배 증가, 대형

차량의 경우는 1.15배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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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용차(PC) (b) 대형차량(HGV)

<그림 5> 비엔진 배출량 변화

2.4.3 주행모드의 변화

종전 기준 배출량(q)은 제작차가 표고 0m, 경사 0% 에서 평균 주행속도 60km/h를 기준으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기준배출량)을 기준으로하고 다른 차속과 다른 경사도에 보정계수(그래프) 값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차종별, 차속별, 경

사별 보정계수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종전 WRA(PIARC)(1991, 1995)에 제시하고 있는 속도 ·경사 보정계수(fiv) 값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WRA(PIARC)에서는 종전의 속도 ·경사 보정계수(fiv) 그래프를 폐기하고 테이블 형태로 속도와 경사도

에 따른 차종별 원단위 기준배출량(Es)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국내 기준배출량(q)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속도 보정작업을 

해야 한다. 즉, 현재 국내 환기설계기준(도로설계편람, 2011)은 환경부의 주행모드에 따른 제작차 허용배출기준(Es)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모드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를 알 필요가 있으며, 종전의 속도 ·경사 보정계수(fi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행모드에 따른 

차량의 속도에 대한 보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현재 도로설계편람(2011)에서는 “국내의 제작차 배출량 측정을 위한 주행모드는 휘발유, 가스차는 CVS-75(미국의 시가지 주행

모드인 FTP-75와 동일)를 1987년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경차 및 소형 ·중형차량은 유럽에서 사용중인 ECE15+EUDC 모드를 2004년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차량에 적용되는 배출량허용기준은 차종별로 이들 운전모드를 

적용하고 있다. CVS-75 운전모드는 평균차속 34.2km/h로, ECE15+EUDC 모드는 평균차속 33.6km/h로 주행하며 배출량을 측정한

다. 따라서 본 편람에서 제시된 속도 및 경사 보정계수는 속도 30km/h, 경사 0%, 표고 0m를 1.0 로 제시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주행모드의 평균 주행속도와 관련하여, 종전 CVS-75 모드는 34.2km/h 이고, ECE15+EUDC 모드는 33.6km/h 이며, 최근 변경된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모드의 평균주행속도는 표 3과 같다. 따라서 최신의 WRA(PIARC) 

보고서의 테이블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에서 제시된 속도에 대한 원단위 기준배출량(Es) 값을 특정속도에 대한 상대비율로 

계산한 후, 주행모드의 평균 주행속도값에 대하여 보정하고 오염물질별 기준배출량(q)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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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WLTP 모드의 평균주행속도

Class 1 2 3a 3b

Duration (s) 1,611 1,800 1,800 1,800

Idle time (s) 199 166 235 235

Avg. Speed (km/h) 25.51 45.29 46.38 46.52

Weighted average (km/h) 41.34

2.4.4 오염물질별 기준배출량의 변화

이상의 국내 차종별 원단위 허용배출기준으로부터 오염물질별 기준배출량(q)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입자상 물질인 매연

(PM)의 경우는 가시도(1/m)의 허용농도기준으로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배출량의 단위는 (m2/h)로 표시되며, 가스상 물질인 

CO, NOx의 단위는 (m3/h) 이다. 

<표 4> 오염물질별 기준배출량

구분
승용차 소형버스 대형버스 소형트럭 중형트럭 대형트럭 특수트럭

Gasoline Diesel Diesel Diesel Diesel Diesel Diesel Diesel

한도공

97/02

PM (m2/h) - 18.893 29.606 172.195 31.594 83.018 208.750 265.832

CO (m3/h) 0.101 0.080 0.055 0.652 0.072 0.320 0.721 0.933

NOx (m3/h) 0.010 0.015 0.022 0.642 0.027 0.315 0.710 0.919

편람기준

(2011)

(현기준)

PM (m2/h) - 0.787 0.787 23.375 0.787 11.481 25.857 33.460

CO (m3/h) 0.030 0.014 0.018 0.554 0.018 0.272 0.613 0.793

NOx (m3/h) 0.001 0.003 0.004 0.166 0.004 0.082 0.184 0.238

환경부

2013/14

PM (m2/h) - 0.708 0.708 7.792 0.708 3.827 8.619 11.153 

CO (m3/h) 0.030 0.014 0.014 0.554 0.018 0.272 0.613 0.793 

NOx (m3/h) 0.001 0.001 0.001 0.038 0.002 0.019 0.042 0.055 

환경부

2016/17

PM (m2/h) 0.3206 0.8712 0.8712 7.7917 0.8712 3.8269 8.6191 11.1532

CO (m3/h) 0.0178 0.0172 0.0217 0.5541 0.0217 0.2721 0.6129 0.7931

NOx (m3/h) - 0.0017 0.0022 0.0382 0.0022 0.0188 0.0423 0.0547

2.4.5 터널내 허용농도 기준의 변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법’에 기초해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99 제정)에 일산화탄소 100ppm과 질소산화물 25ppm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도로설계편람(617, 환기시설)(1999 제정, 2011 개정)에 매연(차속별 5~9×10-3m-1), CO(100을 70ppm로 개정), 

NOx(25를 20ppm로 개정)에 대한 허용농도 기준을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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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허용농도 기준(도로설계편람 617 환기시설)

구분

차속
10km/h 20km/h 30km/h 40km/h 50km/h 60km/h 70km/h 80km/h

도로설계

편람

(1999)

매연

(m-1)

0.008~

0.009
0.007∼0.008 0.005∼0.006

CO

(ppm)
150 100

NOx

(ppm)
25

한국

도로공사

(2002)

고속

도로

매연

(m-1)
(검토제외)

0.007

(LOS E 이하)

0.006

(LOS D 이상)

CO

(ppm)
100

NOx

(ppm)
25

도로설계

편람

(2011)

일반범위

매연

(m-1)
0.009 0.007 0.007 0.007 0.005 0.005 0.005 0.005

CO

(ppm)
70

NOx

(ppm)
20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2016)

도시지역

매연

(m-1)
0.009 0.007 0.007 0.007 0.005 0.005 0.005 0.005

CO

(ppm)
10km 이하 : 70ppm, 10km 초과 ~ 15km 이하 : 50ppm, 15km 초과 : FED 고려

NOx

(ppm)
10km 이하 : 20ppm, 10km 초과 ~ 15km 이하 : 15ppm, 15km 초과 : FED 고려

그러나,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2016, 국토부)에 따르면, 터널연장에 따라 가스상 물질의 허용농도를 달리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15km 초과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FED 값을 고려한 허용농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에 따른 

FED 값의 차등적용 방법에는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① U-Smartway와 같은 대심도 장대터널(20~30km 이상)을 계획할 경우에는, 본선의 차도 단면적보다 더 큰 환기용 덕트 단면적을 

계획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② 종류식보다는 횡류식 환기방식의 터널내 평균농도분포특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횡류방식을 적용하는 터널일 경우는 터널내 

허용농도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③ 초장대 터널일수록 허용농도기준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킬 환기시스템의 용량은 더욱 증대된다는 점

④ 초장대 터널일수록 경우에 따라선 대기환경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농도기준을 터널내 허용농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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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터널연장 증가에 따라 가스상 물질의 허용농도기준을 FED 값과 연동하여 적용하는 방법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

되며, 향후 장대터널 또는 초장대 터널의 건설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적용방안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a) 종류식(FEDlim=0.1) (b) 횡류식(FEDlim=0.1)

(c) 종류식(FEDlim=0.3) (d) 횡류식(FEDlim=0.3)

<그림 6> 연장에 따른 CO 허용농도 기준의 변화

3. 정량적 환기설계 및 평가모델

3.1 개요

환기시스템 결정의 주요변수인 소요환기량은 설계기준값과 터널설계제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이고 정량적으로 평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존의 교통환기도 모델은 노선계획시 다양한 토목제원의 반영이 곤란하며, 1차

원 혹은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은 토목제원이 결정된 이후에 환기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수동적 평가(설계검증)라 할 수 있다. 

반면 소요환기량의 결정변수를 설계기준값과 설계제원으로 구분하고, 설계제원에 따른 정량적인 환기평가가 가능하도록 소요환기량 

특성도를 제시할 수 있다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 환기시스템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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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널제원과 정량화 지표

터널환기 계획의 기본원리는 터널내를 주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환기량을 계산하고 터널제원에 적합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때 터널의 제원은 환기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반듯이 고려되어야 항목이며, 특히 내공단면적, 터널연장, 종단경사, 

계획고(표고), 차선수 등은 주요항목이 된다. 또한 터널내 환경규제기준(배출량 기준, 허용기준 등)은 시간적, 공간적 특성을 가지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터널 이용자 입장에서는 쾌적지수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3.2.1 터널연장

국내 기준배출량(m2/h or m3/h)의 선정은 주행거리(g/km) 혹은 엔진출력(g/km · h)당으로 표현되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기

초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요환기량은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 환기량을 의미한다. 즉, 

차량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배출량이 증가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요환기량도 연장에 비례하여 증

가한다. 따라서 소요환기량과 터널연장은 선형적인 비례관계에 있다.

3.2.2 내공단면적

환기력의 크기 및 환기방식의 결정시 차도내 내공단면적은 중요한 변수로 장대터널일수록 대형 단면적을 요구할 수 있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나, 소요환기량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면 소요환기량 계산식

에는 단면적에 관한 항목이 없다. 따라서 환기력 및 환기방식 결정시와 소요환기량 산정시 내공단면적의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2.3 종단경사

현재 배출계수법에 의한 기준배출량의 산정 방법은 평균 주행거리의 종단경사(구배) 특성을 기반영하여 산출된 것임으로, 주행속도

에 대한 속도변환(보정) 외에 특별히 종단경사의 영향을 보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PIARC에서 제시하는 속도-경사 보정 테이블값을 

기준으로 종단경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하향경사 구간에 대한 영향보다는 상향경사 구간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인 종단경사와 환기량의 관계는 0% 이하인 하향경사 구간에서는 보정계수의 영향이 적어 비교적 선형에 가까운 

소요환기량의 증가경향을 보이나, 상향경사 구간에서는 제곱이상의 비례관계를 보여준다.

3.2.4 차로수

소요환기량은 교통량에 비례하며, 교통량은 주행속도에 따라 교통밀도식으로부터 계산되는 교통밀도(단위길이당 차량대수)를 산출

할 수 있으며, 이는 차로수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따라서 차로수 증가에 따른 계단식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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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요환기량과 터널제원의 상관관계

3.2.5 터널내 풍속과 허용농도의 관계

국내의 경우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10m/s 이하를 일방향 터널의 표준 한계풍속으로 정하고 있다. 터널내 

최대농도는 대상오염물질별 허용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ppm 혹은 1/m)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를 상대농도로 표현하면 터널내 

풍속조건에 따라 소요환기량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Qr_1 > Qr_2 > Qr_3) 장대터널과 같이 소요환기량이 클수록 우상의 라인(Qr_1)

과 같은 환기량분포를 보이며, 이때는 종류식의 한계풍속이내에서는 허용농도 기준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반면 Qr_3 곡선과 같이 

터널내 풍속이 너무 낮으면 허용농도 기준이 초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허용농도 기준을 낮추기 위해 너무 높은 풍속을 주게 되면 

적정 환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풍속 10m/s 라인과 상대농도 1 이내의 두 라인이 교차하는 빗금친 구간이 종류식 

환기방식이 가능한 환기영역이다. 그러나 가장 경제적인 환기방식의 선정은 Qr_2 곡선과 같이 최대한의 허용농도 기준을 만족하면서 

터널내 한계풍속 10m/s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 최적 환기방식의 결정영역이 될 것이다.

<그림 8> 터널내 풍속과 상대농도의 관계(Qr_1 > Qr_2 > Qr_3)

3.3 모델의 구성원리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도의 작성이 가능해 진다. 즉 터널제원으로 종단경사(Gr), 터널연장

(Lr) 그리고 내공단면적(Ar)에 대한 소요환기량(Qr)의 관계를 터널내 풍속(Vr)과 상대농도(R.C)에 기인한 특성으로 환원하여 종합적으

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즉 환기특성도(소요환기량 특성도)의 특징은 최초 내공단면적이 없어도 환기량 특성을 그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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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 그래프를 통해 연장과 종단경사에 적합한 내공단면적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공단면적이 결정되면, 

다시 터널내 풍속과 농도해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환기방식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구성변수는 표 6과 같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는 그림 9와 같다.

<표 6> 모별의 구성 변수

설계기준값 오염물질기준배출량, 허용농도기준, 속도 및 경사보정계수

설계제원 터널연장, 종단경사, 계획고(표고), 교통량, 차로수

기저변수

(Known)

설계기준으로 제시되는 오염물질배출량, 허용농도기준

터널제원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속도보정계수

노선 선정시 차로수는 이미 알려져 있음

지표(특성)변수 터널연장, 종단경사

나머지(입력)변수 교통량, 계획고

(a) 환기특성도의 개념도 (b) 환기특성도의 작성(예)

<그림 9> 환기특성도(소요환기량 특성도)

3.4 환기특성도 모델의 작성

정량적 환기평가를 위한 환기특성도의 작성에 대한 흐름도는 그림 10과 같다. 흐름도와 같이 입력변수는 설계시 주어지는 교통량

(구성비)과 평균표고(계획고)뿐이다. 따라서 흐름도를 통해 그림 9와 같은 종단경사와 터널연장과의 관계에 따른 (최대)소요환기량의 

특성도가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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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환기특성도 모델의 작성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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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환기특성도는 터널내 발생하는 소요환기량을 기준한 것으로, 여기에는 각종 환기력에 대한 승압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소요환기력 특성도만으로 경제적인 환기방식의 영역을 100%로 확정지울 수는 없지만, 승압력 분포와 제트팬의 설치가능 대수 

등을 함께 plotting 해 본다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3.4.1 팬 점유율

제트팬간의 종간 상호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터널 연장별로 설치 가능한 제트팬의 대수가 달라지므로 터널연장에 대한 적정 설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전기동력비 등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여 환기방식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트팬 종류 환기방식의 터널 전체구간 100%에 제트팬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팬점유율 개념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터널간 피난연결통로갱 및 비상주차대 등과 같은 확폭, 변폭 구간에 제트팬

을 설치하는 것은 팬 설치 및 분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4.2 특정단면적에 대한 환기용량(제트팬 대수)의 계산

그림 11의 (a)는 소요환기량 특성도에 제트팬(1250mm)을 설치대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트팬 환기방식의 경우, 특정단면적에 대한 

제트팬 설치대수에 대한 팬 점유율을 고려하면 제트팬 방식의 적용가능 연장 및 종단경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 특정단면적에 대한 환기특성도 작성 (b) 단면적별 환기특성도 작성

<그림 11> 환기특성도 작성(예)



기술강좌기사

환기 및 방재 위원회

9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3.4.3 내공단면적과 대표직경의 상관관계 계산

내공단면적은 소요환기량의 계산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환기력의 계산시에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은 터널내 

작용하는 모든 환기력들이 터널내 기류속도의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이며, 기류속도의 영향에 따라 터널내 소요승압력이 달라지며 팬 

승압력 대비 환기팬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터널연장에 대한 제트팬의 설치가능 대수는 종간 이격거리 준수조건

으로부터 일정한 설치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용량의 제트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팬 점유율 개념에 적절한 대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터널연장 대비 제트팬 상호간 이격거리 준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여 제트팬 방식으로 가능한 

터널일지라도 다른 환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는 내공단면적을 일정 확폭하여 1개소당 제트팬의 병렬설치 대수

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소요승압력 자체를 완화시켜 제트팬 설치가 가능한 대수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면

적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고려할 항목은 터널의 단면적과 둘레길이에 대한 관계이다. 터널과 같은 원형형상은 Duct 이론에 따라 유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대표직경(Dh)를 고려하고 있다. 즉, 터널의 내공단면적 변화는 둘레길이(접수길이)의 영향을 미

치며, Ar을 터널내 차도단면적, ℓr을 주변장 혹은 둘레길이(접수길이)로 정의하면 대표직경(Hydraulic diameter)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그러나 내공단면적은 터널의 형상에 따라 다른 둘레길이를 가지며, 이때 대표직경의 값도 조금식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

서 이에 대한 보정을 위해 각종 설계제원에 대한 데이터를 통한 회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적과 대표직

경과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은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그림12 참조).

  ExpExpExp

<그림 12> 설계사례를 통한 내공단면적과 대표직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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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내공단면적별에 대한 계산

앞의 그림 11의 (b)는 내공단면적별 제트팬의 설치대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종단경사에 동일한 소요환기량이지만 내공

단면적의 확폭 유무에 따라 제트팬의 설치 가능한 연장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3.5 기존 모델과의 비교

표 7에는 일본의 교통환기도 모델과 국내의 환기특성도(소요환기량 특성도)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정리하였다.

<표 7> 환기특성도 모델의 비교

구분

Sect.

교통환기도(일본)

Traffic ventilation curve

소요환기량 특성도(본 연구)

Qreq contour map

개요도

장점

∙자연풍, 교통량 변화에 의한 기계/자연환기 영역 구분용이

∙교통량변화에 따른 기계 환기시스템 필요여부 확인용이

∙입력변수 간단(교통량, 표고)

∙초기시 Ar 없이도 작성가능

∙터널제원(Lr, Gr → Ar)에 대한 반영 및 평가 가능

∙ Jet Fan 가능영역 구분용이

∙Feedback 시스템 가능

∙교통밀도식에 따른 전속도(10~80km/h) 검토가능

단점

∙터널제원 고정시에 검토가능(Ar, Lr, Gr, HGV 등 고정시)

∙ JF 및 비JF 영역구분 곤란

∙교통량 변동에 따른 HGV 변동 반영 곤란

∙작도법이 비교적 어렵고, 특정 주행속도만 해석 가능함

∙자연/기계 환기영역 구분곤란

∙다양한 자연풍 조건 반영 미흡

활용도 ∙확정적 평가분석 ∙능동적 평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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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제트팬 방식의 적용 가능한 최대 터널연장의 전망

그림 13은 정량적 환기설계방법에 따라 분석한 지난 20년간이 국내에서의 소요환기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1997), 

도로설계편람(2011), WRA(PIARC)(2019)의 환기설계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환기특성도(소요환기량 특성도)을 나타내고 있다. 내

공단면적(Ar)이 75m2이고, 종단경사(Gr)가 +0.5% 인 2차로 도로터널의 경우, 종류식 환기방식의 적용한 가능한 최대 터널연장은 약 

2.5km(1997년)를 기준으로 현 기준(2011)은 약 2배 이상, 향후 WRA(PIARC)(2019)를 적용할 경우, 약 3.5배 이상 증가하여 약 9km 

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20년간 국내 도로터널의 환기설계기준에 따른 소요환기량의 변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

한 추세는 향후 교통량, 대형차혼입률, 제작차 허용배출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종류식 환기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터널연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환기특성도에 의한 소요환기량 변화(HGV=25.2%)

또한 표 8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제트팬 종류식의 적용 가능한 최대 터널연장을 정리하였다. 연도별, 국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단계 환기설계 수준에서 제트팬 방식의 적용 가능한 최대 터널연장은 약 9~10km 정도로 분석되어 지는데, 이는 1999년과 

비교해 보면 약 2배 이상의 제트팬 적용 가능한 터널연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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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제트팬 방식의 적용 가능 연장 분포

구분
일방통행

터널

대면통행

터널

1975

(일본)
~2 km ~1 km

1999

(그리스)
~4 km ~2 km

2005

(한국)
3~4 km 1.5~2 km

20156)

(일본)
8~9 km 7 km

2020

(한국, New)
9~10 km N/A

본 원고는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실무자를 위한 무료 터널기술 온라인 강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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