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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터널에는 2004년 제정되어 2009년에 개정된 국토해양부

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터널방

재등급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방

재지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터널방재등급을 산정하고 방재시설의 설

치는 고속도로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유료도로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터널 방재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설치기준보다 강화

하여 설치하고 있다.

터널의 위험도는 일반적으로 해당터널에서 사고의 발생빈도와 사

고의 결과인 사망자 수 또는 경제적 손실의 곱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발생빈도는 터널의 연장과 터널을 통행하는 차량수 

및 사고예방시설에 영향을 받으며, 사고의 결과인 사망자 수나 경제적 

손실은 터널의 방재시설 설치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도

로터널의 방재시설설치를 위한 등급은 터널의 위험도에 영향 미치는 

교통량, 터널연장, 대형차 혼입률, 경사도, 서비스수준 등에 의해서 위

험도 지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서 터널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지침개정시, 위험도 지수에 의한 터널등급 산정방법의 적용성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및 정량적 위험도평가

장대터널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기

준의 강화를 위해서 최근 고속도로터널에 적용하기 

위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본 원

고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고 도로터널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는 설치기준의 변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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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의 터널현황을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그

러나 개정 당시에 4 km 이상의 초장대 터널은 아

주 소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험도 지수 평가기법의 교통

량×터널연장으로 표현되는 주행거리계는 최근 

설계되는 4 km 이상의 초장대 터널의 위험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속도로 터널중 4 km 이상의 초장대 

터널에 대해서 터널등급평가방법의 현실화가 필

요한 실정이다.

또한 2009년 개정된 지침에 방재시설의 적정

성 검토를 위해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

여 터널의 위험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2009년 이

후에 도로터널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활

성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터널현황

국내 고속도로 터널의 연장별 분포는 표 1에 

나타냈다. 연장기준등급 4등급 터널이 47.68%로 

가장 많으며, 중규모터널에 해당하는 3등급 터널

은 113개소로 35% 정도를 차지하며, 거의 모든 

방재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2등급 터널은 45개

소이다. 또한 위험도 지수기준 등급에 의해서 물

분무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1등급 터널은 11개

소이나 이 중 5개소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공사 

중인 터널이다. 따라서 최근에 장대터널이 급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터널 등급산정 방법 및 등급에 따른 시
설설치기준

터널등급산정

터널의 방재등급은 연장에 따른 등급과 위험

도 지수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장

에 따른 등급은 표 3에 의해서 단순히 연장별로 

정하며, 위험도 지수에 따른 등급은 표 2에 제시

된 위험인자별(주행거리계, 표고차, 경사도, 터널

높이, 터널곡선반경, 대형차량관련인자, 정체정

도, 통행방식과 갓길 여부 등)로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여 이들의 총합을 터널의 위험도 지수(X)

로 하며, 위험도 지수에 따라 표 3에 의해서 위험

도 지수기준 등급을 정하고 있다.

개선안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기존터널에 

대한 위험도 지수기준 방재등급을 산정하고 분석

한 결과, 방재등급의 변화가 발생하는 터널은 기존 

164개 터널 중 9개소이며,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표 1> 터널연장별 현황 

연  장 개소 비율 누적비율 연장등급 기준등급

0~500 154 47.68% 47.68% 4 154 47.68%

500~1000 113 34.98% 82.66% 3 113 34.98%

1000~2000 34 10.53% 93.19%
2 45 13.94%

2000~3000 11 3.41% 96.59%

3000~4000 5 1.55% 98.14%

1 11 3.41%

4000~5000 3 0.93% 99.07%

5000~7500 1 0.31% 99.38%

7500~10000 1 0.31% 99.69%

10000~20000 1 0.31% 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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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로터널 등급산정 방안 

세부평가항목 범  위 위험도 지수 비고

사고확률
주행거리계

(교통량 × 터널연장)
(Veh·km/tube·day)

8,000 미만 1.5

현행유지
8,000 이상~16,000 미만 2.5
16,000 이상~32,000 미만 5.0
32,000 이상~64,000 미만 7.5
64,000 이상~128,000 미만 10.0

확장128,000 이상~256,000 미만 12.5
256,000 이상 15.0

터널특성

표고차 
및

경사도

입출구
표고차(m)

10 미만 0.5
현행유지10 이상~20 미만 1.0

20 이상~30 미만 1.5
30 이상~40 미만 2.0

확장40 이상~50 미만 2.5
50 이상 3.0

진입부경사도(%)
3.0 미만 0.5

현행유지

3.0 이상 1.0

터널 높이(m)
7.5 이상 1.0

5.0 이상~7.5 미만 2.0
5.0 미만 3.0

터널곡선반경(m)
1,800 이상 0.5
1,800 미만 1.0

대형차량 위험물수송관련

대형차
혼입률(%)

10 미만 0.5
현행유지10 이상~17.5 미만 1.0

17.5 이상~25 미만 1.5
25 이상~32.5 미만 2.0

확장32.5 이상~47.5 미만 2.5
47.5 이상 3.0

대형차주행
거리계

(대·km/
tube·day)

500 미만 0.5

현행유지
500 이상~1,000 미만 1

1,000 이상~2,500 미만 2
2,500 이상~5,000 미만 4
5,000 이상~7,500 미만 6

확장7,500 이상~10,000 미만 8
10,000 이상 10

감시시스템
있음 0

현행유지
없음 1

유도시스템
있음 0
없음 1

정체정도

서비스 수준

LOS A~LOS C 1

현행유지

LOS D 2
LOS E~LOS F 3

대면통행 3

터널내 합류/분류
없음 0
있음 2

교차로/신호등/TG 
없음 0
있음 2

통행방식

구   분
시설

-
길어깨 중분대

일방통행
O - 1

× - 2



  설비저널 제41권  2012년 11월호  29

집중기획

집중기획

변경이 필요한 터널은 4개소, 2등급에서 1등급으

로 상향이 요구되는 터널은 5개소로 분석되었다.

터널등급별 시설설치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터널등급은 연장기준등급

과 위험도 지수평가기준 등급으로 구분하며, 연

장등급대비 위험도 지수등급은 1단계 상향 또는 

하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재등급별 시설설

치기준은 표 5와 같다.

정량적 위험도 평가

개요

도로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대부분 국

가에서 화재사고에 국한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정량적 위험도 평가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① 도로터널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 ②각 

시나리오에 대한 사고발생 빈도를 분석, ③ 시나

리오별 화재해석 및 대피해석을 수행하여 대피자

별 유해가스 및 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유효

복용분량(FED : Fractional Effective Dose)으로 

정량화, ④ 유효복용분량에 따른 사망자 수를 추

정하여 발생빈도(F)와 사망자 수(N)의 곱으로 터

널의 위험도를 정량화하고, 사회적 위험도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량적 위험도 평가 단계별 검토기준 및 세부내

용은 표 6과 같다.

정량적 위험도 평가예

본 절에서는 정량적 위험도 평가예를 통해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및 평가결

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표 3> 터널등급기준 

등급 터널연장(L) 기준등급 위험도 지수(X)등급 기준

1  L ≧ 3,000 m X > 29

2 1,000 ≦ L < 3,000 m 19 < X ≦ 29

3 500 ≦ L < 1,000 m 14 < X ≦ 19

4 L < 500 X ≦ 14

<표 4> 현행기준과 개선안의 비교(등급별 터널개소) 

(a) 현행기준 (b) 개선안 적용

연장범위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계

500 이상
~1000 미만

개소 63 25 25 0 113

% 55.8(1) 22.1 22.1 0.0 66.9(2)

1000 이상
~3000 미만

개소 1 1 43 0 45

% 2.2 2.2 95.6 0.0 26.6

3000 이상
개소 0 0 10 1 11

% 0.0 0.0 90.9 9.1 6.5 

소 계
개소 64 26 78 1 169

% 37.9 15.4 46.2 0.6 100.0 

연장범위 구분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소계

500 이상
~1000 미만

개소 59 29 24 1 113

% 52.2 25.7 21.2 0.9 66.9 

1000 이상
~3000 미만

개소 1 1 40 3 45

% 2.2 2.2 88.9 6.7 26.6

3000 이상
개소 0 0 5 6 11

% 0.0 0.0 45.5 54.5 6.5 

소 계
개소 60 30 69 10 169

% 35.5  17.8 40.8 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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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재등급별 시설설치기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소화
설비

소화기구 ● ● ● ● ● ● ● ● 50 m간격

옥내소화전설비 ● ● ●◯ ●◯ 50 m간격

물분무설비 ◯ ◯ 방수구역 25~50 m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 ● ● ● ● 50 m간격

자동화재탐지설비 ● ● ● ●△1) 선형감지기(전구간)

비상방송설비 ◯ ◯ ◯ ● ● ●

긴급(비상)전화 ◯ ◯ ◯ ● ● ● 250 m간격

CCTV ◯ ◯ △ ● ● ● ● 200~400 m간격

영상유고 △ △ △ △ △ △ △ 100 m간격(제작사제원)

라디오재방송 ◯ ◯ ◯ △ ● ● ● △2)

정보표시판 ◯ ◯ ●◯ ●◯ 전방 500 m이내

진입차단설비 ◯ ◯ ●◯ ●◯ 전방 500 m이내

피난
대피
설비
및

시설

비상조명등 ● ● ● △ ● ● ● △2)

유도표지등 ◯ ◯ ◯ ● ● ●

피난
대피
시설

피난연결통로 ● ● ● ● ● ● 250 m간격

피난대피터널 ◯ △ ◯4) ◯4)

피난대피소 ◯ △ ◯2) ◯2)

비상주차대 ◯ ◯ ●◯ ●◯ 750 m간격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2) ● ● ● △2)

연결송수관설비 ● ● ●◯ ●◯ 50 m간격

비상콘센트설비 ● ● ● ● ● ● 50 m간격

비상
전원

무정전전원설비 ● ● ● △(3) ● ● ● △3)

비상발전설비 ● ● ● ● ●

비고

 ● 기본시설 : 연장기준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위험도 지수기준등급에 의함  
 △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영상유고감지 설치시까지)
  2) 연장 200 m 이상 터널에 설치
  3) 연장 200 m 이상 터널에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
  4) 피난연결통로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적용 

터널등급
방재시설

 평가대상터널

평가대상 터널의 일반제원은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본 절에서는 경사도가 위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평가대상터널의 경사도는 0.3, 0.6, 1.0, 1.5, 

2.0, 2.5%로 적용하였다. 

차량별 탑승인원은 50~80% 범위에서 정한 

값을 적용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발생시나리오

화재발생 시나리오는 Event tree 기법을 적용

하여 분석하며, 터널화재 발생시나리오는 일반사

고에서부터 화재사고 발생률을 산정하며, 화재사

고는 승용차, 버스, 대형차량의 화재로 구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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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량적 위험도 평가단계별 세부내용 

<표 7> 평가대상터널의 일반제원

<표 8> 교통량 및 승차인원

검토단계 주내용 주요기준 또는 조건

화재발생 
시나리오작성

이벤트 트리기법에 의한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
발생 시나리오 작성

·터널에서 일반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률
·차종별 화재강도 및 사고발생률
·화재사고의 심각성 및 인접차량으로 화재의 전파확율
·화재전 교통조건(정상주행상태와 정채상태)및 정체상태 발생빈도
·제연시설의 설치 및 제연성공 확률
·자연풍의 풍속, 작용방향 및 발생빈도

화재해석
시나리오별 화재시 

온도분포, 복사강도,유해
가스농도, 가시거리 해석

·시나리오별 화재시 터널내 풍속
·호흡선 높이에서 유해가스농도(CO, CO₂),  열환경, 가시거리 해석결과 및 DB

대피해석
시나리오별 대피자의  
위치 및 대피시간 해석

·교통특성을 반영한 터널내차량 및 대피자의 초기위치
·대피특성을 반영한 대피자별 초기대피시간
·인접한 사람의 밀도, 전방의 대피자와의 거리, 연기농도 등에 따른 대피속도
·대피시간에 따른 대피자별 위치 및 최종대피 소요시간

사망자 수 추정
시나리오별 사망자 수

 추정

·시간에 따른 대피자 위치와 노출되는 유해가스농도
·대피자별 유해가스 및 열환경에 노출된 정도를 정량화하는 누적유효복용(노출)량 계산
·대피자별 유효복용분량(FED)분석 및 사망판단 기준

사회적 위험도 
평가

F/N선도 작성 및 사회적 
위험도 평가

·누적발생빈도/사망사수(Frequency(F)/Fatalities(N))에 대한 평가
·F/N선도 작성기준 및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총괄 Risk Index(∑frequency×fatalities) 계산

터널연장 터널단면적 피난연결통로간격 경사도 대형차 혼입률

2,000 m 76 m² 250 m 0.3~2.5 25%

구 분 합계 승용차
버스 트럭

소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특수

AADT 32,061 17,384 2,279 2,313 3,116 3,548 2,304 1,117

혼입률(%) 100 54.2 7.1 7.2 9.7 11.1 7.2 3.5 

주행거리계
(108Veh-km/Yr)

0.2340 0.1269 0.0166 0.0169 0.0227 0.0259 0.0168 0.0082

승차인원 - 3 8 30 2 2 1 1

화재시 교통상황은 정상주행상태와 정체상태로 

구분하여 분기한다. 또한, 각각의 분기에 대해서 

제연팬은 정상운전과 고장으로 구분하며, 고장시 

외기의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다.

기본시나리오에 대한 사고발생률, 사고발

생빈도, 회귀기간은 그림 1에 나타냈다. 일반사

고 발생률은 전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0.38

건/108Veh·km를 적용하였으며,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일반사고에 대비 약 5%로 화재사고 발생

률은 2.0192건/108Veh·km이다. 사고발생빈도

(frequency)는 연간 사고발생빈도(건수)를 의미

하며, 회귀기간(RY)은 연간 사고발생빈도(건수)

의 역수로 사고가 반복되는 주기를 의미한다. 사

고발생빈도 및 회귀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Freq = ACR × VK(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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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 1/Freq    

 

여기서,

ACR = 2.0192건/108Veh·km이다.

또한, VK는 년간 주행킬로(vehicle performance)

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VK = AADT × TL × 365    

    

여기서,

AADT : 년간 일평균교통량(veh/day)

TL : 터널연장 (km) 이다.  

AADT는 32,061대/day이며, 터널연장이 2.0 

km이므로 차량주행킬로(VK)는 다음과 같다.

VK = 32,061 × 2.0 × 365 

      = 23,404,530 Veh·km/yr

년간 모델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확률

(빈도) 및 회귀기간은 다음과 같다.

Freq = 2.0192/100,000,000×23,404,530 

       = 4.73E - 01건/yr

RY = 1/4.73E - 01 = 2.1년

이상의 분석에 본 터널의 경우, 차종에 무관하

게 화재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4.73E-01건/yr 으

로, 회귀기간은 2.1년으로 분석된다.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발생확률 및 회귀기

간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에 의하면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수

송차량의 사고는 약 1,718년 정도에 1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재해석

화재해석은 화재강도에 따른 화재성장곡선을 

적용하여 상용 CFD프로그램으로 해석하며, 시나

리오별 터널내 풍속은 터널풍속 동적해석 프로그

램에 의해서 비정상상태로 해석하여 화재해석 프

로그램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한다. 

그림 3은 화재시 화재강도 및 교통조건에 따

른 터널풍속 해석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화재전 교통류의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화재초

기 풍속이 상당히 높으며, 제트팬을 운전하는 경

우에는 목표풍속에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역풍이 불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시간 경

과 후에 터널내 기류가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100 MW 화재시 연기의 시나리오

에 따른 연기의 이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

<표 9> 주요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확률 및 회귀기간 정리

구   분
사고 발생확률

(건/108Veh.km)
Frequency

(1/yr)
Return Year

(yr)

일반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 40.384 9.45E+00 0.11

충돌 등(95%) (collision등) 38.365 8.98E+00 0.11

화재사고(5%) 2.019 4.73E-01 2.12

승용차 1.020 1.29E-01 7.73

경미한화재 0.408 5.18E-02 19.31

단독화재 0.600 7.61E-02 13.1

2대연속 0.012 1.55E-03 643.8

화물차 3.570 3.82E-01 2.6

20 MW급 3.106 1.75E-01 5.7

30 MW급 0.393 1.68E-02 59.2

100 MW급 0.071 5.82E-04 1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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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사고와 화재사고 구분

(b) 승용차 화재 시나리오

(c) 화물차량 화재 시나리오

(b) 정체주행상태(a) 정상주행상태

[그림 1] 터널 화재발생 기본시나리오

[그림 2] 제트팬 운전 및 자연풍상태에 따른 부가시나리오

40%

98%

60%

2%

98%

2%

98%

2%

(0.5997)

(0.0122 )

경미한 화재

단독화재(5MW)

정체상황

정상상황

정상상황

2대연속화재
(10MW)

정체상황

승 용 차 0.4080

0.5997

0.0120

0.0120

0.5878

0.0122

0.0002

5.18E-02

7.61E-02

1.52E-03

1.52E-03

7.46E-02

1.55E-03

3.11E-05

19.3

13.1

656.9

656.9

13.41

643.8

32,190.2

87%

87%

87%

98%

98%

98%

2%

2%

2%

(3.1058) 

화물화재(30 MW)

버스화재(20 MW)

정체상황

정상상황

정상상황

정상상황

위험물수송
(100 MW)

정체상황

임계풍속운전(95%)정상주행시

제트팬 고장(5%) 순풍(33.3%)

역풍(33.3%)

미풍(33.3%)

임계풍속운전(5%)

풍속0화운전(90%)정상주행시

제트팬 고장(5%) 순풍(33.3%)

역풍(33.3%)

미풍(33.3%)

정체상황

버스&화물
(20 MW)

0.0621

0.9327

3.1058

0.0079

0.0700

0.3848

3.0437

0.0714

0.0014

3.50E-03

1.68E-02

1.75E-01

3.36E-04

5.71E-04

1.64E-02

1.71E-01

5.82E-04

1.16E-05

286.1

59.6

5.7

2980.5

1752.7

60.8

5.8

1717.6

85,882.2

95%

5%

61%

39%

사고발생률
(건/108Vehkm)

40.38

38.3647

1.0200

2.0192

3.5699

9.45E+00

8.98E+00

1.29E-01

4.73E-01

3.82E-01

발생빈도
(1/yr)

0.11

0.11

7.7

2.1

2.6

회귀기간
(yr)

일반사고(충돌,추돌)

승용차

화재사고

버스&화물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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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림설명의 첫글자 “N”과 “C”는 화재전 교통

류는 상태를 나타내는 첨자로 정상주행상태와 정

체를 의미하며, 두 번째 “N”과 “F”는 팬정상가동, 

팬고장상태를 나타내며, “V0, VM, VP”는 각각 미

풍, 역풍, 순풍을 나타낸다.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해석 결과를 호흡선 높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온도, 유해가스농도, 가시거

리등을 분석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온도특성

·화재강도가 20과 30 MW인 경우에 평균

온도차이는 크지 않으며, 기류가 거의 없는 경

우(V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온도

상승은 30℃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화재강도가 

100 MW인 경우인 경우에 호흡선 높이에서 최대

온도상승은 10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화재시 온도가 대피자에 미치는 영

향은 30 MW 이하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

된다.

ㅇ CO농도특성

·제연팬을 임계풍속으로 운전하거나 자연풍

에 의한 기류가 1 m/s이상인 경우에는 CO농도

는 화점에서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

면서 전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터널내 풍속이 작은 경우에는 화재부근에

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화재에서 멀어질수록 농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 MW 화재규모에서는 임계풍속으로 운

전하는 경우에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에 CO농

도는 약 350 ppm 정도이며, 30 MW에서는 550 

ppm, 100 MW에서는 약 1,800 ppm 정도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CO의 위험은 화재강도가 증가하면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연기의 이동거리

·화재강도 및 시나리오별 연기의 이동거리

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내의 그림은 매

연농도에 영향을 받는 가시거리에 따른 대피속도

를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180초 경

과후에 보행속도를 최소로 하는 연기농도가 나타

나기 시작하며, 연기의 전파거리 및 이동방향은 

화재강도 및 자연환기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연기이동속도는 임계풍속으로 제연하는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화재강도에 

따라서 2.8(20 MW), 2.9(30 MW), 3.5 m/s(100 

MW)로 분석된다.

대피 및 사망자 수 추정결과

대피해석시 초기대피시간의 설정 및 대피자

의 보행속도가 전체 대피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최대피시간은 Anders

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시간에 따른 대피자 대피

확율을 적용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누적 대피인

원 분포는 그림 5에 나타냈다. 본 터널에서 대피

인원은 정상주행시에는 총 1,112명(단위 길이당 

1.27명/m), 정체주행시는 2505명, (단위길이당 

1.25명/m)이며, 경고방송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 

2분 후에 급격하게 대피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시나리오 및 화재지점에 따른 평균대피시간

은 화재강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으며, 화재지

점 및 시나리오에 따른 대피시간은 20 MW의 경

우에는 467~500초(정상), 640~711초(정체), 

30 MW의 경우에는 455~530초(정상), 672~725

초(정체), 100 MW의 경우, 459~610초(정상), 

698~733초(정체)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체시 

대피시간이 140~220초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그림 5 참조). 

본 평가에서는 사망자 수는 대피자 개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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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시, 임계풍속운전

정상주행시, 팬고장, 역풍상태

[그림 3] 화재시 터널풍속해석 예

[그림 4] 연기의 이동상황

정체시, 풍속0화 운전

정체시, 팬고장, 역풍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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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분량(FED)를 구해서 표 11에 의해서 등가사

망자 수를 추정하였으며, 사나리오별 평균사망자 

수는 표 10에 나타냈다. 또한 시나리오별 사망자 

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터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

전 교통상태가 정상주행상태인 경우에는 예상

하는 바와 같이 임계풍속으로 제연팬을 운전하

는 것이 안전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며, 교통상태

가 심각한 정체상황인 경우에는 화재강도와 무관

하게 터널내 풍속을 0 m/s로 하는 제연팬 운전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평가된다. 

본 터널의 경우, 제트팬이 고장이고 정체상태

에서 P6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누적빈도에 의한 예측

사망자 수별 회귀기간은 1명 이상, 4435년, 10명 

이상, 15,370년, 100명 이상, 177,447년으로 평가

된다. 

 

사회적 위험도 평가

사회적 위험도 평가는 N명 이상 사망할 확률

(F : 누적빈도 cumulative frequency)를 사망자 

수 추정결과로부터 산정하여 F/N 선도를 도시하

고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위험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10> 시나리오별 대피시간 및 사망자 수 추정결과

HRR

정상주행시 정체시

Fan&Wind 
Condition

평균대피시간 Fan&Wind 
Condition

평균대피시간

대피인원 대피시간 사망자 수 대피인원 대피시간 사망자 수

020 NVC 1111.9 467.5 0.0 NVC 2506.5 710.9 3.1  

020 FV0 1111.2 467.7 0.0 NV0 2506.5 654.3 0.0 

020 FVM 1108.9 500.2 0.0 FV0 2505.3 640.5 0.0 

020 FVP 1112.0 473.9 0.0 FVM 2505.7 658.7 0.4 

020 FVP 2506.5 704.0 3.0  

030 NVC 1112.6 454.8 0.0 NVC 2502.6 725.5 14.7  

030 FV0 1111.6 475.9 0.0 NV0 2504.9 672.3 1.2  

030 FVM 1111.9 529.9 0.2 FV0 2504.4 679.7 1.1  

030 FVP 1113.8 464.1 0.0 FVM 2505.0 680.4 3.8  

030 FVP 2504.4 715.2 15.8  

100 NVC 1113.5 459.3 0.0 NVC 2503.6 697.9 182.9  

100 FV0 1112.6 541.3 1.7  NV0 2504.5 732.4 101.3  

100 FVM 1114.0 610.6 19.4  FV0 2503.9 717.3 97.4  

100 FVP 1111.5 477.0 0.0 FVM 2503.3 704.1 113.1  

100 FVP 2504.4 705.9 147.1  

[그림 5] 시간에 따른 누적대피시작 인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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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은 표 13과 같이 1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확률F(1)과 감소계수

(aversion factor)로 나타나는 방법과 그림 6과 같

이 선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림 6에 나타

낸 선도는 산업설비의 위험도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선(Upper Level)을 나타낸 것으로 그

림에서 정량적 위험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작성

되는 F/N선도(F/N curve)가 이 한계선보다 위

쪽, 즉, Unacceptable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

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은 일반

적으로 Unacceptable영역을 구분하는 Upper 

Level 기준선과 Acceptable영역을 구분하는 Low 

Level 기준선으로 구성되며, Low Level 영역과 

High Level 영역의 중간영역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영역으로 경제성 분

석을 통해서 최대한 위험도를 낮춰야하는 영역

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통념상 

Upper Level 기준선을 기준으로 설계 적합여부

집중기획

집중기획

<표 11> FED에 따른 등가사망자 수 범위

<표 12> 사망자 수 분석결과 요약

FED 범위 0.1~0.2 0.2~0.3 0.3 이상

등가 사망자(인) 1/100 1/10 1

교통상태 화재강도 사망자 발생 특징

정상상태

20 ·전체 시나리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음

30
·제트팬 고장상태이고 역풍이 작용하는 경우, 대피거리가 250 m로 가장 먼 P6지점에서 화재시 사망자 
발생

100

·역풍이 작용하는 경우(NFVM)에는 화재위치에 따라서 0.8~64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연풍에 의한 환기력이 없는 경우(NFV0)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 경우 사망자 수는 
5명 이내로 추정됨

정체상태

20

·제트팬을 임계풍속으로 가동하고(CNVC) 대피거리가 250 m로 가장 먼 P6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연환기력에 의한 풍속이 0이거나 풍속 0화 운전을 수행하여 연기의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음 

30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터널내 풍속을 0으로 하는 제연운전을 수행하는 경우와 자연환기력에 의한 풍속이 0인 경우에는 대피
거리가 가장 먼 P6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자연환기력에 의한 풍속이 순풍 및 역풍이 작용하는 경우 사망자가 증가하며, 특히, 인적오류에 의해
서 임계풍속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평균사망자 수는 CNVC > CNVP > CFVM > CNV0 > CFV0의 순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100
·모든 시나리오에서 평균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평균사망자 수는 CNVC >CNVP > CFVM > CNV0 > CFV0의 순서로 감소함

[그림 6] 각국의 사회적 위험도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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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하고 있기에 Low level 기준선은 생략하

였다.

표 14는 F/N선도 작성을 위해서 사망자 수

별 누적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사망자 수

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정체상황에서 100 

MW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로, 발생빈도는 300만

년에 1건정도이며, 이때 사망자는 240여명으로 

예측된다. 또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화

재사고는 2170년에 1건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림 6은 사회적 위

험도 기준과 F/N선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의

하면 평가대상 터널(2000 m. 경사도 2.5%)의 경

우, F/N선도는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의 High 

Level과 Low Level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즉, ALARP영역에 위치하며, 국내의 경우 설

계가 적정한 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터널의 경우, Risk Index(=∑f·N)는 2.4692 × 

10-³으로 10,000년당 24.692명의 사망자가 예상되

는 것으로 평가된다.

맺음말

도로터널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법은 소방

시설의 성능 위주 설계기법을 도입할 목적으로 

2009년 “도로 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에 규정된 이후에 많은 터널설계에 적용되어 방

재시설의 보강 또는 완화를 위한 판단 기준을 정

량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정립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방재시설설계의 적정성에 대

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재시설에 대한 성능설계를 

위한 도구로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방

재시설별 적용에 따른 정량적 위험도 평가방안의 

제시 및 지체빈도 등 평가결과에 영향력이 큰 인

자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터널방재등급 결정을 위한 각종 영

향인자가 터널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함으로써 정량적 위험도 평가에 기반을 둔 터널등

<표 13>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연번 Criterion F(1) Aversion factor Upper Limit 비고

1 HSE, 1981 0.3 1 0.3/N 1981 HSE, Convey report F=2E-04/1500

2 HSE, 1991 0.1 1 0.1/N ACMH 1991 N=500, F=2E-04, Trsnsport study

3 HSE, 2001 1.0E-02 1 10-2/N HSE 2001, F=(1/5000)/50 Fatalities 

4 UK, 1989 1.0E-03 2 10-3/N2 HSE 1989 Land Use Planning

5 UK, 2004 1.0E-03 1.5 10-3/N1.5 HSE 2004

6 Netherland 1.0E-01 2 10-1/N2 2004이전, Existing Installations

7 Netherland 1.0E-03 2 10-3/N2  2010년 이후에는 new, exist 구분없이 모두

8 CZ, 2010 1.0E-04 2 10-4/N2

9 French, 2003 1.0E-07 0 5E-7(old)

10 EU, 2010 1.0E-03 2 10-3/N2 Upper Tolerable Limit

11 EU, 2010 1.0E-04 2 10-4/N2 Target Boundary

12 Honkong, 1.0E-03 1 10-3/N Potential Hazard Industrial

13 Netherland 0.15E-02 - 0.15×10-2/N2 Western Scheldt tunnel (2002년 준공, 6.6 km)

14 0.3E-02 - 0.3×10-2/N2 Betuwe tunnel (2011년 준공예정, 3 km)

15 4.0E-02 - 4×10-2/N2 High Speed Train Link

16 Trbojevic 1.0E-02 10-2/N Ref.8 by Trbojevic,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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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시나리오별 사망자 수(N)와 누적빈도(F) 

Scenario Frequency  
/yr

Frequency  
/veh-km

Return Year Fetalities
Cumulative

Freq.No Description fire point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6 3.2603E-07 3.9983E-13 3.0672E+06 243.4 3.2603E-07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6 3.2603E-07 3.9983E-13 3.0672E+06 206.8 6.5206E-07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1 7.1105E-07 8.7202E-13 1.4064E+06 203.7 1.3631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6 3.2602E-07 3.9983E-13 3.0673E+06 160.0 1.6891E-06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2 7.1105E-07 8.7202E-13 1.4064E+06 144.2 2.4002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5 7.1104E-07 8.7201E-13 1.4064E+06 143.3 3.1112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4 7.1104E-07 8.7201E-13 1.4064E+06 137.0 3.8223E-06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5 7.1105E-07 8.7202E-13 1.4064E+06 125.9 4.5333E-06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1 7.1105E-07 8.7202E-13 1.4064E+06 109.1 5.2444E-06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4 7.1105E-07 8.7202E-13 1.4064E+06 108.0 5.9554E-06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5 7.1105E-07 8.7202E-13 1.4064E+06 102.7 6.6665E-06

100C+CFVP 100CCongest+팬고장+순풍 3 7.1105E-07 8.7202E-13 1.4064E+06 93.9 7.3775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3 7.1104E-07 8.7201E-13 1.4064E+06 88.3 8.0886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1 7.1104E-07 8.7201E-13 1.4064E+06 81.4 8.7996E-06

100C+CFVM 100CCongest+팬고장+역풍 2 7.1104E-07 8.7201E-13 1.4064E+06 68.4 9.5107E-06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4 7.1105E-07 8.7202E-13 1.4064E+06 68.3 1.0222E-05

100N+NFVM 100NNormal+팬고장+역풍 6 1.5975E-05 1.9592E-11 6.2597E+04 64.2 2.6197E-05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6 9.3944E-06 2.1991E-12 1.0645E+05 50.2 3.5591E-05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2 7.1105E-07 8.7202E-13 1.4064E+06 44.9 3.6302E-05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1 2.0489E-05 4.7961E-12 4.8807E+04 30.8 5.6791E-05

100N+NFVM 100NNormal+팬고장+역풍 5 3.4841E-05 4.2728E-11 2.8702E+04 26.8 9.1632E-05

100N+NFVM 100NNormal+팬고장+역풍 4 3.4841E-05 4.2728E-11 2.8702E+04 18.1 1.2647E-04

100C+CFV0 100CCongest+팬고장+미풍 3 7.1105E-07 8.7202E-13 1.4064E+06 16.1 1.2718E-04

030C+CFVM 030CCongest+팬고장+역풍 6 9.3943E-06 2.1991E-12 1.0645E+05 16.0 1.3658E-04

020C+CFVP 020CCongest+팬고장+순풍 1 2.1344E-04 3.7933E-11 4.6851E+03 12.3 3.5002E-04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2 2.0489E-05 4.7961E-12 4.8807E+04 8.7 3.7051E-04

030C+CFVM 030CCongest+팬고장+역풍 5 2.0489E-05 4.7960E-12 4.8808E+04 5.7 3.9100E-04

030C+CFV0 030CCongest+팬고장+미풍 6 9.3944E-06 2.1991E-12 1.0645E+05 5.2 4.0039E-04

020C+CFVP 020CCongest+팬고장+순풍 6 9.7866E-05 1.7393E-11 1.0218E+04 4.7 4.9826E-04

100N+NFV0 100NNormal+팬고장+미풍 4 3.4841E-05 4.2729E-11 2.8701E+04 4.6 5.3310E-04

100N+NFVM 100NNormal+팬고장+역풍 3 3.4841E-05 4.2728E-11 2.8702E+04 3.7 5.6794E-04

100N+NFV0 100NNormal+팬고장+미풍 5 3.4841E-05 4.2729E-11 2.8701E+04 2.9 6.0278E-04

100N+NFVM 100NNormal+팬고장+역풍 1 3.4841E-05 4.2728E-11 2.8702E+04 2.5 6.3762E-04

100N+NFV0 100NNormal+팬고장+미풍 6 1.5975E-05 1.9592E-11 6.2596E+04 2.5 6.5360E-04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5 2.0489E-05 4.7961E-12 4.8807E+04 2.1 6.7409E-04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3 2.0489E-05 4.7961E-12 4.8807E+04 1.8 6.9458E-04

020C+CFVM 020CCongest+팬고장+역풍 6 9.7865E-05 1.7393E-11 1.0218E+04 1.4 7.9244E-04

020C+CFVM 020CCongest+팬고장+역풍 5 2.1344E-04 3.7932E-11 4.6852E+03 1.1 1.0059E-03

030N+NFVM 030NNormal+팬고장+역풍 6 4.6032E-04 1.0775E-10 2.1724E+03 1.1 1.4662E-03

030C+CFVP 030CCongest+팬고장+순풍 4 2.0489E-05 4.7961E-12 4.8807E+04 0.9 1.4867E-03

집중기획

집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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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산정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NFPA 502 2008, Standard for road tunnel, 

briges, and other limites access highways.

 2. 국토해양부 2009,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김효규, 이창우 2004, 국내 도로터널 내 발생 

교통사고, 화재사고 및 터널 특성 관계 연구, 터널

공학회 학술발표회, pp569-582.

 4. 건설교통부 2008, 도로터널 환기 및 방재시스

템 개발-도로터널방재시스템 개발, 2003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중점연구과제 최종보고서.

 5. SFPE 2006, Fire Safety Handbook 3rd ed, 

pp10-265. 

 6. Anders Noren, Joel Winer.,2003, Modelling 

crowd evacuation from road and train tunnels 

-data and design for faster evacuations,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Lund 

University

 7. 유지오, 신현준, 이동호 2006, 도로터널 위

험도 평가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Ⅰ), 대

한설비공학회 2006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60-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