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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unnel ventilation system for long road tunnels is to keep certain levels of Visibility 
Index and the concentration of CO. Additional equipments such as jet fans are used in road tunnel to 
discharge pollutants in the road tunnel. The control algorism of tunnel ventilation system takes the 
value of sensors as input, and then gives the operation method of jet fans in tunnel as output. 
Information on the variation of CO concentration in tunnel when jet fans are running is needed to 
minimize their operation time. Numerical analysis is used in this paper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conducting experiments under standard condition for ventilation of road tunnel. The concentration of 
CO has been calculated by using 3-dimensional CFD under transient condition with speed of cars, 
quantity of air ventilation, and the results for various operation position of jet fans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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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ppm : 단위공기 부피당 CO의 부피 (m3/106m3)
𝞀    : 혼합물의 밀도 (kg/m3)
𝝫    : 단위부피당 보존량

𝞍    : 𝝫 /𝞀 ,단위질량당 보존량

S𝞍   : sourse term
D𝝫   : kinematic diffusivity (m2/s)

1.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므로 

도로망 확충 시 터널건설이 불가피하며, 건설된 

터널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터널 내부의 차량

에 의한 오염물질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오염물

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을 가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터널 환기 시스템 제어의 목적은 터널내의 오

염물질농도를 대표하는 VI(visibility index, 가시

도)를 높이고 CO농도를 일정량 이하로 유지시키

는 것이다. 이를 위해 VI와 CO농도를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면서 터널 환기 제어 시스템의 에너

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제어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터널 환기 제어 알고리

즘은 터널 내의 VI 센서와 CO센서로 부터 오염



도를 입력받아 제트 팬의 가동 대수를 출력함으

로서 터널 환기를 제어한다. 제트 팬의 가동시간

을 최소화 하기위해 제트 팬 가동 시 터널 내 

CO농도 변화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1)

 터널 내 CO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터널 외기에 포함된 CO의 유입,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의한 CO의 발생 등이 있다. 이때 터널 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지연시간을 갖고 

천이된다. Burczynski 등(2)은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Cumberland gap 터널에서 오염물질의 거동

을 분석하여 일산화탄소가 오염물질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안종환(3) 등은 터널 출구부에 

제트 팬을 설치할 경우 입구부나 중앙부에 설치

하였을 때보다 터널 내 CO 농도분포가 낮음을 

정상상태의 전산해석을 통해 보였다. 이창용(4) 등
은 비정상상태 전산해석을 통해 터널 내 CO 농
도가 차량의 통과에 의한 주기성을 가짐을 보였

다.
장대터널의 환기시스템의 경우 표준적인 조건

에서의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

산해석을 이용하여 이를 알아보았다.(5) 차량의 속

도, CO배출량 그리고 제트 팬의 환기량을 반영하

여 터널 내 CO농도에 대한 비정상상태의 전산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제트 팬의 작동위치에 따른 

터널 내 CO농도 변화를 비교하였다. 

2. 수치해석

2.1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평균 Navier-Stoke 방정식

을 유한체적법으로 차분화 하는 CFD 상용코드인 

ANSYS CFX-11을 사용하여 비정상상태의 전산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의 비정상상태 계산시간은 10초이다. 

펜티엄 듀얼코어 콘로 2.0Ghz, 8Gb 램을 갖는 시

스템으로 병렬계산하여 timestep 1번을 계산하는

데 232초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timestep 간격은 

계산초기에 0.01초로 설정하였으며, 어느 정도 계

산이 이루어 진 후에는 점차 수치를 늘려 계산시

간을 단축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큰 격자계를 

갖는 비정상상태 시스템 해석의 계산정확성을 위

해서 CFX의 Double Precision기능을 이용하였다.  
이는 전산해석시 각 변수값들의 저장공간을 64bit 
words를 이용하여 저장함으로서, 메모리는 더 많

이 사용하지만 계산 정확성을 높여준다. 또한 터

널 입구부의 계산영역을 넓게 확장함으로서, 차
량에 의해 발생되는 터널 외부로부터 터널 입구

로의 유동이 계산되도록 하여 계산결과의 신뢰성

을 높였다.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Energy 
Equation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작동유체인 터널내부의 공기는 비압축성 유체

로 설정하였고 난류모델은 표준 모델을 사용하

였다. 오염물질이 확산될 때 화학적 반응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터널의 길이 방향 단면에 대해 대칭조건을 적용

하였다.
형상 및 격자생성은 ICEM-CFD를 사용하였으

며 총 격자수는 약 61만개이다. 계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모든 격자를 정렬격자로 구성하였

다. Fig. 1은 차량 주변의 격자를 보여준다. 허용

된 격자수 안에서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 주변에 경계층을 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터널의 제원은 Table. 1에 도시하였다. 길

이 3300m, 단면적 65.55m2의 2차선 단일방향 터

널로, 차간거리는 61m로 설정하였으며 차량의 속

도는 65km/h로 가정하였다. 터널의 구배는 없으

며 차량은 승합차 크기로 통일하였다. 차량 후면

부에서 2.4865g/k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배출하는 오염물

질(CO2, NOx, CO 등)의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이므로 차량 후면부에서 

99%의 공기와 1%의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가

정하였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CO는 고려하지 않

고,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CO만을 경계조건으

로 포함시켰다. 제트팬의 위치는 터널 중앙부에

서 높이 5m, 반경방향 1m로 하였으며, 제트팬 1
대의 풍량은 실제 둔내터널에 설치된 팬과 같은 

25 m3/s 의 풍량으로 계산하였다. 각 케이스별로 

제트팬의 설치위치는 Table. 2와 같다.



Fig. 1 Grid view inside tunnel

Fig. 2 Separated Grid of tunnel

Table. 1 Specifications for the modeling tunnel

Table. 2 Jet fan location for each case

2.2 Sliding mesh
차량의 이동에 의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격

자를 Fig. 2에서 보듯이 분리하였다. 고정된 터널

내부의 계산영역(이하 터널부)과 이동하는 차량근

처의 계산영역(이하 차량부)으로 분리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차량부의 격자를 65km/h 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비정상상태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매 time step마다 차량부의 격자가 이동함으로서, 
차량의 이동에 의한 피스톤 효과를 반영하였다. 
고정된 차량부와 움직이는 터널부의 인터페이스

면에 대해서는 격자의 1:1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General Grid Interface(6) 기법을 사용하였다.

2.3 Additional variable
오염물질의 확산만을 계산하기 위해 CFX의 

additional variable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CO를 공기와 화학반응하지 않는 scalar 량으로 

설정하였으며, 공기와 유동장을 공유하도록 하였

다. additional variable로 설정된 CO는 kg/m3의 단

위를 가지며, 전산해석시에는 표준상태의 공기의 

상태량으로 식 (1)의 transport equation을 계산한 

뒤 추가로 additional variable의 확산에 대해 식 

(2)의 Diffusive transport equation을 계산한다. 




∇∙  ∇∙∇     (1)




 ∇∙∇                  (2)

여기서 𝞀 는 혼합물의 밀도, 𝞍 는 단위질량당 

보존량, S𝞍 는 sourse term 이며, D𝜱 는 유체의 

kinematic diffusivity를 의미한다.
공기의 유동장을 계산한 뒤, CO의 Kinematic 

Diffusivity 값을 공기와 달리하여 식 (2)를 계산함



으로써 공기내의 CO의 확산만을 계산하였다. 공
기와 CO사이의 화학반응이 없고, CO의 농도변화

가 전체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

에 계산시간과 시스템사용량을 고려하여 이와 같

이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Additional variable을 이용한 계산은 혼합물의 성

분물질의 변화가 전체 유동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때, 전체유동장의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각 성분의 유동장을 계산함으로서, 혼합물의 각 

성분들의 유동장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에 비해 

전산해석시 사용되는 시스템 사용량 및 계산시간

을 단축시켜 준다. 즉 화학적 반응이 없는 미소

량의 물질의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적합하

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Fig. 3 ~ Fig. 6 은 10초일 때의 터널 출구부분

(3100m) 단면에서의 CO농도 분포를 나타낸다. 단
면에서의 CO 농도 분포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분포양상을 보이나, 출구부의 제트팬이 작동한 

case 4가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case 2 ~ case 4
는 case 1 보다 다소 낮은 농도분포를 보이며 이

는 제트팬 1대 의 풍량이 반영된 결과이다. case 
4의 경우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CO농도 최대

값이 case 1 보다 1.6ppm 작게 계산 되었다.
Fig. 7은 시간에 따른 터널 내 평균 풍속이다. 

case 4의 경우 가장 높은 풍속을 보였으며 case 2 
과 case 3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case 1의 경우 시간에 따른 평균풍

속의 변화가 거의 없다.

Fig. 3 CO concentration of case 1 at 
3100m, cross-sectional plane

Fig. 4 CO concentration of case 2 at 
3100m, cross-sectional plane

Fig. 5 CO concentration of case 3 at 
3100m, cross-sectional plane



Fig. 6 CO concentration of case 4 at 
3100m, cross-section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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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verage velocity in tunnel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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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 concentration

Fig. 9 Streamline near jet-fan and car of case 4

Fig. 10 Pressure contour near Jet-fan of case 4

Fig. 8은 터널 중앙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CO농

도의 단면적 평균이다. case 4의 경우 다른 케이

스에 비해 좀 더 빨리 CO 농도 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9는 평균 6.5 m/s 의 속력

을 가지는 case 4의 제트팬 근처의 스트림 라인

을 보여준다. z축 양의 방향이 차량의 이동방향

으로, 차량의 전면에서 공기의 속도가 빨라짐을 

볼 수 있으며 제트팬 근처에서 유속이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case 4의 제트팬 근처

에서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차량의 이동으로 인

해 차량의 전면부가 후면부보다 높은 압력을 보



이고 있으며 제트팬 근처에서 약간의 압력상승을 

보이고 있다.
터널 내부에는 51대의 차량이 위치하며 10초동

안 3대의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된다. 제트

팬을 가동시켰을 경우 터널 내부 풍속이 변화하

며 이로인해 CO의 확산이 증대된다. 하지만 그 

차이가 미비한 것은 둔내터널에 위치한 26대의 

제트팬 중 1대만 가동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하였

기 때문이며, 이 경우 제트팬에 의한 효과보다는 

차량의 이동에 의한 피스톤효과가 CO확산의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종류식 환기방식을 적용하는 

장대형 터널에 대해 제트 팬의 설치위치에 따른 

환기성능을 비교 검토해 보았으며, 비정상상태의 

전산해석을 수행함으로서 터널 내 CO 농도감소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제

트팬 미가동시와 각 위치에서의 제트팬 가동에 

따라 출구에서의 CO농도, 터널 내 평균 풍속, 압
력분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해석모델의 경우 제트팬에 의한 환기력 보

다는 차량의 피스톤효과에 의한 환기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제트팬에 의한 효과를 각 케이스별로 비교

하였을 때 출구부에 제트팬을 가동하는 것이 좀 

더 빠른 CO농도 감소율을 보였다.
3. 다수의 제트팬을 가동시켜 차량에 의한 환

기력보다 제트팬에 의한 환기력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러한 경향을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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