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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ast-growing up railway transportations. Because, regional traffic congestion problem solving and a 
period of rapid expansion to meet the demand of industr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suggest to new 
paradigm for the future 'Low Carbon, Green Growth' is presented as a new national vision. 

To meet the social needs and the time demands, Last of the railway increase very long tunnels and huge 
deep tunnels. Especially this trend accelerated high speed up in the tunnel, the revision of design criteria and 
research challenges are being actively improved.

Mainly in the tunnel cross-section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vehicle train speed 150km/hr by the 
construction of the vehicle cross-section of the tunnel. More than 200km/hr rail tunnel depending on the 
vehicle's speed caused the tunnel to the pressure fluctuations will be governed by the aerodynamic changes.

Considering the economy to ensure the optimum cross-section of the railway tunnel to the description 
scheme is selected cross-section of the railway tunnel to determine the size domestic or international railway 
tunnel for the elements((based on fast Algorithm design criteria, the center line spacing, streetcar line, 
cross-sectional shape, sectoral issues, such as interface and aerodynamics) based on design practices and to 
review results. 

In this study, to propose guidelines depending on the size of a railway tunnel cross section for the size of 
the determining reasonable factors when designing the railway tunnel and cost-effective standards guidelines.

1. 개요

  최근에는 지역간 교통난 문제해결과 급속도로 팽창하는 기간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철도교

통 시설확충이 늘어가는 실정이다. 또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젼으로 제시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원의 효율적, 환경친화적, 이용에 걸맞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철도교통을 위해 최근에는 초장대 규모 및 대심도의 터널이 점차

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설계속도의 고속화 추세에 따른 철도 터널관련 설계기준의 개정 및

연구개선 과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터널단면은 열차주행속도 150km/hr 전후의 일반철도에서는 주로 건축한계에 의해 터널단면의 지배를

받게 되나 열차주행속도 200km/hr 이상의 고속철도에서는 건축한계보다는 터널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

도에 따라 발생되는 터널내 공기압 변동값에 의해 큰 지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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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속도의 고속화에 따른 터널단면은 건축한계 및 인터페이스(전차선, 전기, 신호, 통신설비 등)

의 설치공간 등 일반철도 터널단면의 설계시 고려사항 이외에 고속화에 따른 터널내의 급격한 압력변동

으로 인한 객차 내 승객의 이명감 및 터널출구에서의 소음공해 등을 유발하는 미기압파 등의 공기역학

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설계속도(200～350km/hr)의 변화에 따라 터널단면의 변화요인을 검토하고 고속화에 따른

설계기준, 선로중심간격, 전차선, 단면형상, 분야별 인터페이스 및 공기역학적인 문제 등 철도터널의 단

면규모 결정요소에 대한 국내 외 철도터널 설계사례 및 기준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경제성 확보를 고려

한 철도터널의 최적단면 선정기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고속화에 따른 철도터널 단면규모의 결정요소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철도터널 설계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고속화에 따른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

2.1 터널단면 선정에 필요한 주요 결정요소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을 위해서는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른 건축한계와 열차 교행시 주행안정성,

승객편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로중심간격, 터널내 전력설비 공급시설인 전차선(가고, 전차선높이, 장

력조정장치), 터널단면의 구조적 안정성과 굴착량과 관계된 단면형상, 터널내부에 설치될 각종 전기,신

호, 통신 등 제반설비의 시설공간인 공동구 및 배수구, 유지관리 및 비상시 대피에 필요한 보도폭 등과

같은 일반철도 터널단면의 설계시 고려사항 이외에 고속주행시 발생되는 터널내 공기역학적인 이명감,

미기압파 등이 단면규모 결정시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면규모 결정시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할 상기의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시 주요 고려사항

고속화에 따른

터널단면

결정요소

(예시 :수도권

고속철도

350km/hr)

 건축한계

 선로중심간격

 전차선(높이, 가고, 장력조정장치)

 단면형상

 인터페이스 시설물

 공기역학적인 요구면적

이에 본 고에서는 고속화에 따른 철도터널의 단면규모를 결정짓는 상기 6가지 항목의 검토를 위하여

국내 외 기존 설계기준 및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항목별 설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설계자료와 해외 고속철도의 운행속도별 설계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철도터널의 단면선정을 위한 결정요소들의 제반규정을 파악하고 각 항목별 최적

안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터널설계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철도터널 단면을 선정하는 기법에 대하

여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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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기준 검토

본 논문에서는 철도터널 단면규모 결정시 요구되는 주요 결정요소에 대한 국내 외 설계기준을 다음

표2에 항목별로 간략하게 제시하였으며 상세내용 및 검토사항은 3절에서 제시하였다.

표 2. 국내 외 설계기준

구 분 설 계 기 준 관 련 근 거

건 축 한 계

직선구간

-일반구간 : 4,200mm(w)×5,150mm(h)

-전기차전용 : 4,200mm(w)×6,450mm(h)

-전동차전용 : 3,600mm(w)×5,300mm(h)

곡선구간 : w = 50,000/R(일반구간)

w = 24,000/R(전기차전용)

s = 2,400/R(30mm이하)

-확대량(w)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

-슬랙(s)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9)

도시철도 건설규칙(2008.3)

지하철 설계기준(서울 등 각 지자체)

선 로 중 심 간 격

국내기준(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설계속도(km/hr) 선로중심간격(m)

200<V≤350 4.8

150<V≤200 4.3

V≤150 4.0

해외기준(TSI 유럽)

최고허용속도(km/hr) 선로중심간격(m)

230<V≤250 4.0

250<V≤300 4.2

V≥300 4.5

철도건설규칙(2005)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9)

유럽(TSI) 규정(2006)

유럽철도연맹(UIC)규정(2001)

일본(신간선)철도설계기준(2005)

일본 철도에 관한 기술기준

전 차 선

전차선 높이

-속도등급 200km/hr이상 : 5,000～5,200mm

-속도등급 200km/hr이하 : 5,000～5,400mm

전차선 가고

속도등급 표준가고(mm)

70～200킬로급 960

250킬로급 1,200

300, 350킬로급 1,400

절연이격거리, ( )최소이격거리

공칭전압(kV) 이격거리(mm) 비고

25 350(300) 전차선-레일

50 600(550) 전차선-급전선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2010)

단 면 형 상

철도터널

-마제형 단면형상, 편평율(h/w) = 0.7이상

-1심원～5심원 형상(일반적으로 3심원)

터널의 이론과 실무(터널공학회)

인 터 페 이 스
공동구, 배수구, 대피로 폭원

-일반철도, 고속철도(3절에서 상세언급)

공동구 시행방안(전 계91460-189, 2001)

공동관로 설치기준(전기설비 표준도2006)

철도설계기준(2004), 터널설계기준(2009)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

공 기 역 학 적

이명감

-호남(800Pa/3sec)

-수도권(500Pa/1sec, 800Pa/3sec, 1000Pa/10sec)

미기압 : 호남(20Pa/20m), 수도권(50Pa/20m)

경부, 호남, 수도권고속철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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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터널의 단면최적화를 위한 결정요소 검토

본 장에서는 앞서 열거한 철도 터널단면 선정과 관련된 6가지의 주요 결정요소에 대해 제반규정 및

국내 외 설계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구조적 안전성, 시공효율성, 경제성 등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터

널의 단면선정을 위한 각 항목별 최적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상세내용 및

검토사항은 최근에 수행되고 있는 국내 외 철도터널 설계사례 및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3.1 건축한계

건축한계는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주위에 인접한 건조물 등이 접촉하는 위험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정한 공간범위로서 철도 차량의 종류에 따라 건축한계의 공간범위가 구분되어 진다. 국내

의 건축한계 기준은 표2에서 제시한 관련근거에 따라 설정되며 설계기준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건축한계 기준

구 분
직 선 구 간 곡 선 구 간

일반구간 전기차 전용 전동차 전용 확대량(w)

개 요 도

설계기준 4,200mm(w)×5,150mm(h) 4,200mm(w)×6,450mm(h)

3,600mm(w)×5,300mm(h)

-지자체의 전동차 차종에

따라 높이(h) 변경

w= 50,000/R(일반구간)

w= 24,000/R(전기차전용)

s = 2,400/R(30mm이하)

관련근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9)

도시철도 건설규칙, 지하철 설계기준(서울, 인천 등 각 지자체 시행)

확대량(w)+캔트에 의한

편기량(D)+슬랙(s)

직선구간의 일반의 경우 표3 그림에서와 같이 차량한계의 레일면상 높이 4,800mm에 350mm의 간격을

두어 5,150mm가 되었고, 폭은 차량한계의 폭 3,600mm에서 양측으로 300mm의 여유를 두어 4,200mm가

되었다. 전기차전용구간은 가공전차선 표준높이 5,400mm에 현수장치가 필요한 300mm, 조가선과 급전선

의 이격거리 550mm 및 여유거리 200mm가 확보되어 산정되었다. 전동차 전용선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

설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및 도시철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의 기준

을 설계기준 등에서 각 선로구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확대량(w)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편기량) 및 슬랙량(s)을 더하여 확대하여

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한계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도 있다

는 것이다.

3.2 선로중심간격

선로중심간격은 철도터널의 폭원과 내공단면적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터널내에서 고속의 속

도로 열차가 교행하는 순간 열차풍의 영향은 상대열차에 횡력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차량

간의 압력변동과 횡방향 가속도의 변화는 선로중심간격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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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시 전해지는 충격은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승객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로중심간격을 가능

한 넓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대적으로 터널단면적이 증가하여 경제성이 저하되는 현실적인 제약

을 받게 된다.

이에 본 검토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고시제2009-832호) 최근 개정된 철도건설규칙(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국내기준(표4)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의 해외 설계기준(표5, 표6) 및 사례(표7)를

종합분석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수행되었던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연구과제를 통

해 최적의 선로중심간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국내 외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표8에 제시하였다.

표 4. 국내기준

철도건설규칙(2005)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

설계속도(km/hr) 선로 최소중심간격(m) 비고 설계속도(km/hr) 선로 최소중심간격(m) 비고

200<V≤350 5.0
경부고속철도

5.0m 적용

200<V≤350 4.8
호남고속철도

4.8m 적용
150<V≤200 4.3 150<V≤200 4.3

V≤150 4.0 V≤150 4.0

해외의 선로중심간격 기준은 유럽철도연맹(UIC)의 고속철도 설계사양 관련 보고서와 유럽철도 규격인

TSI(Technical Specification for Interoperability)의 선로중심간격에 대한 조항으로 UIC 및 TSI의 선로

중심간격의 설계기준과 일본의 선로중심간격 기준을 표5 및 표6에 제시하였다.

표 5. 해외기준(UIC)

UIC(2001) : 최고운행속도 300km/hr급 UIC(2001) : 최고운행속도 350km/hr급

선로중심간격(m) 차량이격(m) 국가 및 차량비교 선로중심간격(m) 차량이격(m) 국가 및 차량비교

4.2 1.3 프랑스 TGV 4.5 1.6 프랑스 TGV

4.3 1.4 스페인 AVE
4.7 1.6

스페인 AVE

독일 ICE34.5 1.4 독일 ICE3

5.0 - 이탈리아 5.0 - 이탈리아

표 6. 해외기준(일본 및 TSI)

일본 : 철도에 관한 기술 기준 TSI(2006)

구 분 열차속도 선로중심간격 최고허용속도, V(km/hr) 선로중심간격(m)

일반철도 V≤160 차량한계폭 + 600mm V≤230 4.0m 이하시 차량한계 고려

신간선
(A)

V≤300 차량한계폭※ + 800mm 230<V≤250 4.0

(A) : 신간선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고려

-열차교행시 풍압, 곡선구간의 확폭, 이명감 등

250<V≤300 4.2

V≥300 4.5

해외 설계기준을 분석한 결과 유럽철도연맹(UIC)에서 제시한 선로중심간격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 대부분이 운행속도 300km/hr급에서는 4.2m～4.5m, 운행속도 350km/hr급은 4.5m～4.7m를 제시하

고 있으며 일본 및 TSI의 경우에도 4.0m～4.5m를 선로중심간격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내기준과 비교할

때 국내의 선로중심간격이 다소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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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외에서 운행중인 각국의 고속철도 선로중심간격 현황을 표7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각국의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 대만 및 유럽을 중심으로 볼 때 설계속도 300～350km/hr급의

선로중심간격은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4.2～4.5m의 선로중심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일부 구간만이 4.7m의 선로중심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이 구간의 시공시기가 1979년

도로 최근사례일수록 선로중심간격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각국의 선로중심간격 현황

국 가 노선
설계속도

(km/hr)

선로중심

간격(m)
시공시기 국 가 노선

설계속도

(km/hr)

선로중심

간격(m)
시공시기

독 일

하노버～

찰스부르크
350 4.7 1979～1991

일 본

도호쿠선

(E5)
(300) 4.3 1969～1982

만하임～

슈투가르트
350 4.7 1976～1991

조예츠선

(E4)
(240) 4.3 1972～1982

뉘른베르그 330 4.5 2006 대 만
타이페이～

다카오
350 4.5 1999～2005

쾰른～

프랑크푸르트
330 4.5 1984～1991 영 국 유로터널 300 4.5 1998～2003

이태리
로마～

피렌체
300 4.2 1971～1992 스페인 마드리드 300 4.3 1987～1992

일 본

홋카이도선

(N700)
(270) 4.2 1959～1964

프랑스

북유럽선 350 4.5 1988～1993

산요선

(N700)
(300) 4.3 1967～1972 대서양선 330 4.2 1985～1990

※( )일본의 경우 운행속도

국내에서 최근 수행되었던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선로중심간격을 결정

하였으며, 특히 본 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던 수도권고속철도 연구과제(한국철도기술연구원)결과

를 바탕으로 최적의 선로중심간격 결정을 표8에서 호남고속철도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는 도심지 구간을 대심도로 통과하는 고속철도로 단일터널(약 55km) 규모

로는 국내 최장대 터널로 일반구간과 다르게 자연 횡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 호남고속철도 선로중심간격

결정시 고려되었던 풍속 20m/sec에 대한 풍압력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선로중심간

격 결정시 고려한 주행안전성 평가항목인 윤중감소율, 횡압, 탈선계수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

던 차량 동특성 데이터의 자연 횡풍 20m/sec에 대한 풍압(p)을 제외한 값이 적용되었다.

표 8. 호남고속철도 및 수도권고속철도 선로중심간격

평가항목

(※A)
기준치

검토내용 선로중심간격 적용

호남 수도권 호남 수도권

자연횡풍 20m/sec 고려 미고려

윤중

감소율

0.1확률시

80%이하

선로중심간격 직선 곡선 선로중심간격 직선 곡선

4.6 66.5 85.8 4.4 80.4 81.5

4.7 63.6 79.1 4.5 72.3 78.3

4.8 63.8 73.9 4.6 60.1 77.6

횡압 65kN 4.5～5.0m까지 만족 4.5～5.0m까지 만족

탈선계수
0.1%확률시

1.1이하
4.5～5.0m까지 만족 4.5～5.0m까지 만족

4.8 4.5

(※A)수도권고속철도 연구과제 결과 요약 발췌

1492



표8의 차량주행 안전성 평가항목인 윤중감소율, 횡압 및 탈선계수를 검토한 결과 호남고속철도의 경

우 횡풍 영향에 의한 감소율을 적용하면 곡선 선로 구간에서는 4.7m부터 허용 기준값에 근접하거나 초

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에는 횡풍 배제에 의한 횡압의 감소율을 적용

하면 선로중심간격 4.5m에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평가항목인 횡압 및 탈선계

수는 횡풍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나 배제한 경우 모두 선로중심간격 4.5～5.0m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각각의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고속철도에서의 선로중심간격은 4.5m로

적용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3 전차선

터널단면적을 결정짓는 시스템 분야의 인터페이스 요소로는 전차선 관련분야가 있다. 이러한 전차선

관련분야에는 전차선 높이, 전차선 가고, 자동장력조절장치 및 전차선 절연이격거리 등이 있으며 전차선

높이의 항목을 제외하면 인터페이스 분야의 시설물 수용한계를 결정짓는 전철전력 시스템의 결정사항으

로 철도 터널단면적 결정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차선 높이는 승객과 보수종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또는 유도에 의한 전기적 안전 측면에서 위

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경제적 이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전차선의 높이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전차선 높이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관성과 일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수요와 요구의 변화에 따라 차량한계의 변경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국내 외 기준(전차선 관련)

구 분 개요도 설계기준

국내

전차선높이: 5,000～5,200mm

표준가고

속도등급 표준가고(mm)

70～200킬로급 960

250킬로급 1,200

300,350킬로급 1,400

절연이격거리,( )최소이격거리

※속도 250킬로급 이상 :열차풍 고려

공칭전압(kV) 이격거리(mm) 비 고

25 350(300) 전차선-레일

50 600(550) 전차선-급전선

비고 오염지구 : 터널지역

해외

※UIC 799 OR(2002)

Parameter 200<V≤230km/h 230<V≤300km/h V>300km/h

전차선 높이(mm) - - -

전차선 표준높이 5,000～5,500 5,000～5,500 5,000～5,500

허용오차 ±30 0+20/±10 0+20/±10

터널단면의 축소문제와 전차선 높이의 결정과는 무관하며 전차선 높이를 최소 기준으로 낮추더라도

터널단면의 축소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속철도의 터널단면의 축소 문제는

앞서 서술한 ‘3.2 선로중심간격’에서 기술한 터널내에서 교행하는 열차의 풍압에 의한 영향이 주요 관건

이며 전차선 높이를 낮춤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전차선과 관련하여 국내(표9)에서 제시되고 있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 및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2010)’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가공전

차선로의 전차선 공칭높이는 전차선로 속도등급에 따라 5,000mm에서 5,20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화물 적재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

을 5,400mm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용한 경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의 전차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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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를 보면 고속철도 3개 노선 모두 전차선 높이 5,080mm를 적용하였다.

참고로 해외(표9)의 경우 EN 50119(2001)에 전차선 높이의 관련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UIC 606-1

OR의 내용중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9에서처럼 UIC 799 OR(2002)에서는 전차선 높이

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상기의 국내 외 설계기준을 분석하여 철도의 전차선 시스템 비교결과 전차선

높이는 설계속도의 변화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며 전차선의 가고높이 및 절연이격거리에 따라 터널높이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다음 표10, 표11에서는 국내 및 해외의 전차선 가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설계속도에 따

른 전차선 표준가고 및 터널에서와 같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가고 축소가능 높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표10의 국내 전차선 가고 시스템 검토는 크게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구분하였으나 최근 국가

철도정책과 관련한 신규 건설노선의 설계속도가 점차 고속화 됨에 따라 일반철도의 범주를 200km/hr

이상의 고속화 속도대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시한 전차선 가고에 대한 검토

는 설계완료 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사례 및 연구과제를 토대로 기술하였으므로 향후 기술력

재고를 위해서라도 고속화에 따른 전차선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준정립이 요구된다.

표 10. 국내 전차선 가고 시스템

구 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경부 호남 수도권 200km/hr 250km/hr 270km/hr

개 요 도

가고

(mm)

표준 1,400 1,400 1,400 960 1,200 1,250

축소 1,250(270km/hr) 1,400 1,400 710 850 1,250

비 고

고속철도의 경우 가고축소의 영향 없음

경부 1,250 : 270km/hr 속도대역 가고 적용

축소가고 적용시 시뮬레이션 및 운행선 검증필요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수립방안(2008)

다만 축소가고 적용시 지지점 경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경점발생 및 이선율 증가로 접촉력 불리

표 11. 해외 전차선 가고 시스템

구 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중국

TGV-EST RE 330 EAC 350 FS300 신간선 China 3000/25

개 요 도

설계속도 350km/hr 350km/hr 350km/hr 300km/hr 300km/hr 350km/hr

가고(mm) 1,400 1,800 1,800 1,800 1,500 1,800

비 고 가고가 크면 가공전차선로의 탄성력, 차량 팬터그래프의 접촉력 양호, 경간(지지점간의 거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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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터널의 단면형상

지금까지는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선정을 위한 결정요소들(건축한계, 선로중심간격 및 전차선)의 설계

기준과 관련한 제반규정, 국내 외 사례분석 및 각종 연구과제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상기의

요소들은 현행 설계기준 및 제반규정에 따라 철도 터널단면 선정시 해당분야의 인터페이스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터널단면은 앞서 설명한 제반규정에 따라 선정하는 기법외에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도 포함하게 된다. 다음의 표12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고속도로

터널의 단면형상을 상대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표 12. 터널 단면형상

구분 편평율 정의 고속철도 vs 일반철도 수도권고속철도 vs 고속도로

단면형상

일반철도

11,800

호남고철

13,440

수도권고철

경부고철

14,060

15,000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수도권고철

13,440

13,505

편평율 =터널높이(h) / 터널폭(w)

일반적인 편평율 : 0.7

단면형상을 검토한 결과 고속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이후로 단면의 형상이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주요 결정요소 외에도 열차의 차량개선, 인터페이스 분야 등의 기술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를 고속도로 터널의 규모와 비교해볼 때 수도권고속철도 단면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 터널단면의 규모와 비슷한 단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터널의 단면형상은 도로나 철도터널에서는 대부분 타원형이나 마제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

인 터널단면은 원형단면이나 이는 ko=1.0에서의 지중응력상태에서 적합한 형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중

응력상태가 ko≠1.0인 응력조건에서는 초기 주응력비와 같은 장단축의 비(편평율)를 갖는 타원형 또는

마제형이 역학적으로 안정하다. 따라서 터널의 폭(w)이 높이(h)에 비하여 크면 측압계수가 높을수록 측

벽부와 천정부의 응력집중 차이는 감소하여 터널 주변지반의 안정성은 향상된다. 또한 터널의 폭과 높

이의 비(편평율)에 따라 터널 단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편평율이 작아질수록 건축한계 상부의

여유 공간이 감소하여 터널굴착량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편평율이 작아질수록 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단면이 되므로 단면설계시에는 건축한계 외측의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면선정이 요구된다.

표 13. 터널 단면형상 Simulation 비교

구분 단면형상 변화 단면적 변화율 검토결과

단면형상

Simulation

검토

일반철도 내공단면적 비교

단면적 변화율

- 1심원 : 72.01m2

- 3심원 : 70.18m
2
(▾1.83 : 97.4%)

- 5심원 : 68.77m
2
(▾3.24 : 95.5%)

단면규모, 터널연장 등을 고려

하여 곡선반경(R)의 수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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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13은 단면형상에 따른 굴착단면적을 비교 검토한 결과이다. 앞서 서술한 이상적인 단면을

갖는 타원형 및 마제형의 터널형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편평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편평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S.L Line 변화에 따른 중심각의 조절방법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중심각의 조정변화에

따른 굴착단면적의 변화율을 표13에 수록하였다.

검토결과 단면작성을 위해 곡선반경(R)의 수를 증가할수록 불필요한 공간이 감소되어 굴착 단면적이

축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굴착량 감소라는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곡선반경(R)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사비 측면에서는 절감되어 유리하나 터널 굴진을 위한

시공관리(측량, 격자지보 설치 등)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터널단면 설계시

터널의 규모, 현장여건 및 설계 가중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곡선반경(R)의 수를 적정하게 채택

하여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을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단면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 인터페이스 시설물 수용한계

철도터널의 단면선정을 위해서는 터널내 설치되는 각종 부속시설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터널내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종류로는 전력, 신호, 통신 및 배수구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용 보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도시설은 유지보수원들의 통행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이들 부속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설치규모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철도 터널단면 선정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표14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철도터널 양측에 설치되는 공동관로는 전력, 신호 통신용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관로로서 각종 케

이블의 관경과 유지관리공간 등의 인터페이스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지며, 공동관로의 규격에 따라 터널

단면적의 차이가 발생한다. 현재 일반철도의 공동관로는 철도표준도(2009) 및 전기설비표준도(2006)의

고압/저압을 분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경우에는 경부고철 1단계에서 적용한 공동관로

규격(770×320)을 개선한 분리형(400×320, 370×320) 방식을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다.

표 14. 인터페이스 시설물

구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단선터널 복선터널 수도권고속철도

공동구

및

배수구

시설

규격

(mm)

공동구
신호, 통신, 전력 : 혼합형

500(W)×150(H) : 편측1개소

신호, 통신, 전력 : 분리형

300(W)×150(H) : 양측2개소

400(W)×320(H) : 신호 통신용

370(W)×320(H) : 전력용

배수구 200(W)×500(H) : 양측2개소 200(W)×500(H) : 양측2개소 300(W)×800(H) : 양측2개소

보도폭원(mm) 1,000(W) 800(W) 1,500(W)

검토결과

공동관로 규격이 작을수록 터널 내공단면적이 감소함.

배수구 규격은 터널내부로 유입되는 유량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터널설계 기준에는

터널 배면 유입수의 종/횡방향 배수관 및 주배수관의 규격 및 재질사항을 제시함.

보도폭 및 대피로 폭원 결정은 최소기준을 준수하고 인터페이스 관련 설치규격에 의해 결정됨.

- 국내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8) ☞ 대피로 폭원 70cm 이상, 높이 2.1m 이상

- 해외 : UIC CODEX 779-9R, TSI(EU) ☞ 대피로 폭원 70cm 이상

따라서 인터페이스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준수와 분야별 검토 및 협의 후 터널단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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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기역학적 검토

지금까지 앞 절에서는 일반 및 고속철도 터널의 단면설계시 공통 인자들을 살펴보았으나 이 절에서는

터널내 고속주행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인 이명감 및 미기압파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고속주행시

터널단면적 설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터널을 주행하는 동적 차량한

계와 터널내부에 설치될 시설물간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표9)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쾌적성 및 승객의 건강측면에서 이명감을 느끼는 차량의 실내압력변동 한계와 환

경적 측면에서 터널 출구에서 방사되는 환경소음의 일종인 미기압파의 한계값이 터널단면적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터널단면 및 열차운행속도 등을 변화시켜 터널 및 객차내 외부의 압력변동량

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행하기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수반되

므로 본 검토에서는 해외자료와 호남고속철도 및 최근 수행된 수도권고속철도의 연구과제(철도기술연구

원)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표 15. 국내 외 이명감 기준

구 분 의학적 건강기준 및 차량 압력쾌적성 기준 내용

해 외

UIC 779-11

Medical health limits : 최대 압력변화값 < 10kPa

Pressure comfort criteria

비기밀 차량 기밀차량

4.5kPa/4s(복선터널 교행포함)

3.0kPa/4s(단선터널)

1.0kPa/1s 1.6kPa/4s 2.0kPa/10s

단선 및 복선터널(교행포함)

UIC 660

독 일

3,000Pa에서 1,100Pa로 강압 또는 -3,000Pa에서 -1,100Pa까지 승압되는데

소용되는 시간 (압력변화 소요시간 : 18초 이상)

최고 운행 속도로 주행할때의 객실내 기압변화 기준

- 단위 시간당 압력변화 :  ≤ 

- 3초간 최대 압력 변화 :  ≤ 

- 10초간 최대 압력변화 :  ≤ 

일 본

신간선(차량속도 270km/hr)

- 최대 압력변화 : 1,000Pa

- 최대 압력변화율 : 200Pa/s(최근에 300～400Pa/s로 완화됨)

영 국

Inter-city 노선 (차량속도 200km/hr, 비기밀차량)

- 최대 압력변화율 : 4,000Pa/4s

런던-영불 터널노선 (차량속도 225～300km/hr, 비기밀차량)

- 최대 압력변화율 : 2,000Pa/4s(단선터널)

- 최대 압력변화율 : 3,500Pa/4s(복선터널)

이탈리아

고속 기밀차량

- 최대 압력변화 : 1,500Pa

- 최대 압력변화율 : 500Pa/s

프랑스 최대 압력변화율 : 500Pa/s

국 내

호남고속철도
KTX 열차속도(300～350km/hr)

- 열차 1대 운행시 : 800Pa/3s, 열차 2대 교행시 : 1,250Pa/3s

수도권고속철도

KTX-Ⅱ 열차속도(300～350km/hr)

- 이론해석에 의한 객실내 압력변동 : UIC 779-11기준 적용

- 전산해석에 의한 실내압 압력변동 : UIC 660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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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는 터널내 고속주행시 발생하는 객실내 압력변화에 대한 이명감을 느끼는 국내 외 이명감 기준에

대한 한계값으로서, 터널에서의 압력 변동으로부터 열차 탑승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학적 건강

기준(Mediacal health limits)과 철도차량에 대한 압력쾌적성(Pressure comfort criteria)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에 대한 이명감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서 적

용된 이명감 기준은 경부고속철도에서 운행되는 차량(KTX)이 호남고속철도에서도 운행된다는 조건하에

경부고속철도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고속철도(KTX-Ⅱ)의 경우는 UIC 779-11에서

규정하고 있는 Medical health limits와 Pressure comfort criteria을 적용하고 있다.

터널단면적을 결정할 때 압력기준에 의거하여 구한 터널단면적 적용과정을 그림1에 나타내었다. 터널

단면적은 차량 본체 단면적만을 고려하여 결정된 단면적이므로, 차량한계 크기와 선로중심간격에 의한

이격거리 만큼 확대하여야 하며, 터널내부에 설치할 시설물의 필요공간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확대한

단면적이 요구된다.

차량 본체 단면적 고려 : ① ①+차량한계+선로중심간격 고려 : ② ②+터널내 각종 부속 시설물 배치

그림 1. 터널단면적 결정과정

그림 2.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단면적 결정과정

표 16. 이명감 해석결과(수도권고속철도)

이론해석에 의한 검토

구 분 압력변화량(기밀차량)

경과시간 1sec 4sec 10sec

기준값(Pa) 1,000 1,600 2,000

해석결과값 150.5 602 1,505

판 정 만 족 만 족 만 족

객실내

압력변화

패턴

전산해석에 의한 검토

구 분 실내 압력변동(V=350km/hr)

경과시간 1sec 3sec 10sec

기준값(Pa) 500 800 1,000

터널
단면적
(m2)

95.1 141.8 328.4 476.0

93.9 143.6 332.9 481.9

91.6 147.9 342.8 495.1

89.5 152.2 352.7 507.4

판 정 만 족 만 족 만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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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단면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이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보다 작으면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이 결정 단면적이 되며, 반대일 경우는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

널 단면적은 제한 조건이 되지 않으며, 시설물 배치에 의한 단면적이 결정 단면적이 된다.

즉, 이명감 기준을 적용하여 터널 기준 단면적을 산정한 다음, 이 단면적에서 이명감 및 미기압파 등

에 대한 이론해석 및 전산해석을 통해 터널단면적을 결정한 후, 터널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간섭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터널단면적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그림2는 수도권고속철도의 터널

단면적 결정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터널단면적 결정과정은 수도권 고속철도 연구수행과제(한국

철도기술연구원)결과를 통해 이명감에 대한 만족여부를 검토하였다. 표16은 수도권고속철도 이명감 기준

에 대해 열차속도 및 터널단면적별로 객차내 압력변동 해석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이론해석 및 전산해석

에 의한 이들 결과값은 터널단면적 89.5m
2
까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기압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산악터널설계시공 표준, 철도

건설 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2008)’에 의하면 터널 갱구 중심으로부터 20m지점에서 50Pa을 미기압 저감

대책의 성능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민가근방에 대해서는 미기압파의 Peak값 20Pa을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터널 입구에서의 압축파의 압력기울기, 터널내에서 전파되는 압축파의 압력기울기, 출구

에서의 미기압파의 압력기울기, 열차 선두부 형상, 터널 갱구 형상, 열차속도, 터널 단면적 등을 인자로

하여 미기압파를 예측하였다.

표17은 수도권 고속철도에서 수행한 터널 출구에서의 미기압파에 대한 해석결과로 이론해석에 의한

미기압파 측면에서는 차량의 터널 진입속도 300km/hr이하에서는 모두 기준값을 만족하지만, 350km/hr

이상의 차량속도로 터널을 진입하는 경우, 터널 출구 중심으로부터 20m지점에서의 기준값인 50Pa을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dical health limits 기준에 따르면 차량속도 350km/hr에서 터널단면적 90m
2
에서 기준을 초과하지

만, Pressure comfort criteria 기준에서는 차량속도 350km/hr에서 터널단면적 105.5에서도 미기압파 기

준을 초과하므로 터널단면적 확대만을 통해 미기압파 발생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속도대역에서의 미기압파 저감대책으로는 터널을 진입할 때의 차량속도를 350km/hr이하로

낮추거나, 터널 입구에 완충공을 설치하면 미기압파의 최대값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

RTRI 연구결과, 그림3)

표 17. KTX-Ⅱ의 차량속도/단면적별 미기압파(Pa)

차량속도(km/h)
터널단면적(㎡)

200 250 300 350

83.4 11.2 22.1 38.6 62.3

89.5 10.7 21.1 38.9 59.6

90.0 10.6 21.0 36.8 59.4

91.0 10.6 20.8 36.6 59.0

100.1 9.9 19.6 34.4 55.6

105.5 9.6 19.0 33.4 53.9 그림 3. 완충공에 의한 미기압파 감소효과

다음의 그림4는 터널단면적에 대한 미기압파를 나타낸 결과로 터널 단면적이 감소할수록 미기압파의

강도는 증가하며, 또한 열차의 터널 진입속도가 증가할수록 미기압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에 대해서는 터널 단면적의 변화보다는 열차가 터널내로 진입할때의 속도가

더 지배적인 인자임을 알 수 있다.

표18은 전산해석에 의한 미기압파 강도를 나타내었다. 열차속도 300km/hr에서는 미기압파 강도가

32.25Pa에서 33.93Pa의 범위에 나타나 미기압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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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속도 350km/hr인 경우에는 터널 출구로부터 20m지점에서 미기압파 강도가 최소 52.8Pa에서 최대

55.64Pa로 나타나 기준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고속철도의 대부분이 터널이며 수서정거장, 동탄정거장 및 각 공구 구간별 일정한 간

격으로 수직구가 있어 터널내에 형성된 압력파가 증폭될 가능성은 작다. 또한 수서방면에서의 차량의

터널 진입속도가 낮아 실제 노선상에서 미기압파로 인한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단면적별 미기압파 강도(Pa)

구 분
기 준
속 도

터널단면적

미기압파 강도(Pa)

50Pa

Vt=300km/h Vt=350km/h

95.107 ㎡ 32.25 52.80

93.935 ㎡ 32.86 53.63

92.771 ㎡ 33.26 54.47

91.616 ㎡ 33.81 55.42

90.468 ㎡ 33.36 54.77

89.328 ㎡ 33.93 55.64

그림 4. 완충공에 의한 미기압파

4. 결론

열차교행시 전해지는 충격은 열차의 주행안정성 및 승객의 쾌적성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터널단면

을 가급적 크게 건설하는 것이 유리하나 터널 단면적이 커지게 되면 공사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저하

되는 현실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열차주행의 안정성, 승객의 쾌적성 및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철도터널 단면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속도의 변화에 따라 철도터널 단면의 변화요인을 검토하고 고속화에 따른 설

계기준, 선로중심간격, 전차선, 터널단면형상, 분야별 인터페이스 및 공기역학적인 문제 등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국내 외 설계기준, 해외사례 및 연구수행 과제를 통해

검토 비교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최근 수행한 수도권고속철도 설계자료 및 연구성과를 활용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철도터널의 단면규모 결정을 위해서는 터널목적, 기능성, 안정성, 편의성 및 경제성에 따른 건축한계,

선로중심간격, 전차선, 터널단면형상, 인터페이스 시설물 수용한계 및 공기역학적 등의 6가지의 결정

요소들이 지배적이고 철도터널 단면규모 결정시 반드시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2) 건축한계는 열차 및 차량이 선로를 운행할 때 접촉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공간범위로서

철도차량 종류에 따라 건축한계의 공간범위가 설정된다. 현재 국내 건축한계의 기준은 일반구간 및

전기차 전용구간인 경우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동차 전용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 및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설계기준’에 의하여 각 선로구간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선로중심간격은 철도터널의 폭원과 내공단면적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터널내에서 고속의 속

도로 열차가 교행하는 순간 열차풍의 영향은 상대열차에 횡력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하여 증가되는

차량간의 압력변동과 횡방향 가속도의 변화는 선로중심간격 결정에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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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면결정시에는 국내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해외사례 및 최근의 설계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구간의 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등을 공인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검토결과를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로중심간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차선은 터널단면적을 결정짓는 시스템분야의 인터페이스 중요요소로 터널 단면축소 영향인자로는

전차선 가고, 장력조절장치 및 절연이격거리 등이 있으며 전차선 높이와는 무관하다. 현재 국내 전차

선 표준가고 기준은 속도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으나, 최근 신규 건설노선의 설계속도가 점차

고속화됨에 따라 일반철도의 범주를 200km/hr이상의 고속화 대역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터널단면적 최적화를 위해서는 터널에서 적용할 가고의 축소가 필수적이므로 향후 기술력 재고를

위해서라도 고속화에 따른 터널내 전차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5) 터널단면의 형상은 지금까지 제시된 결정요소들의 설계기준과 관련한 제반규정과는 다르게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사항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터널단면 설계

시 앞서 제시한 결정요소들을 만족하면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단면형상을 결정짓는 곡선반경(R)의 수를 터널의 규모, 현장여건 및 설계가중치 등의 종합적인 검토

를 통해 적정하게 채택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단면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터널단면적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시설물 종류로는 공동구, 배수구 및 유지보수용 보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포설하기 위해 철도터널 양측에 설치되는 공동관로는 현재 일반철도의 경우 ‘철도표

준도(2009)’ 및 ‘전기설비표준도(2006)’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경부고속철

도에서 적용한 공동관로 규격을 개선한 분리형 방식을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동관로 상부에 설치되는 보도는 대피로 규정에 의한 최소폭(70cm)이상을 만족해야 하

며 공동관로 규격이 작을수록 터널 내공단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 준수 여부와 분야별 검토 및 협의 후 최적의 터널단면을 결정해야 한다.

7) 공기역학적 검토는 설계속도가 고속화 됨에 따라 터널내 고속주행시 발생하는 이명감 및 미기압파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즉, 터널단면적 결정과정(그림2)을 통해 구한 터널 단면적이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보다 작으면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이 결정 단면적이 되지만

반대일 경우는 압력기준에 의하여 구한 터널 단면적은 제한 조건이 되지 않으며, 시설물 배치에 의한

단면적이 결정 단면적이 된다. 또한 공기역학적인 결과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더라도 과업의 특성(터널

규모,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터널단면적 확대보다 완충시설에 대한 감소효과로 유도하

여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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