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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및 지하구조물의 내화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e Resistance Character of a Tunnel and an Undergrou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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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지하공간이라는

폐쇄된 공간특성으로 인해 지상화재에 비해 화재발생 초기

5~10분에 1000oC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IARC(1999)에서는 지하공간에서 유조차에 의한 화

재사고가 발생할 때. 최대 1,400oC에 이르는 고온에 의하여

지하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1].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화재현장 접근이 어려우며 진

압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물의 피해를 발생시키

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폭렬

(spalling) 또는 탈수(dehydration)가 발생하여 구조물의 단면

이 손실되고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잔존부

에서도 고온의 온도이력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역학적 및 열

적 특성이 감소하게 된다[2].

세계 각국의 주요 열차화재 사례에 의하면, 열차화재가 후

진국 형 재난이 아니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송량 증대나 터널의 장대

화에 동반하여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심각

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대터널이 증가하는 현실

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해외에서는 1999년 Mont Blanc 도로터널 화재와 2000년

오스트리아산악터널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였으며 이로 인하여 터널화재의 심각성 및 위

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되었다. 또한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열차방화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국내

에서도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화대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많

은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발생한

화재가 터널에 구조적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화재 후

터널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소비함으로서 대도시의 경우

터널 보수기간동안 터널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터널내 화재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3].

Abstract Recently, a longitudinal tunnel construction has increased because of subway construction extension, geomor-

phological effect an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ies etc. When the fire occurs in a tunnel and an under-

ground structure, the many damage of human life and the economic losses are caused. In Korea, fire resistance character

study of a tunnel and an underground structure is proceeding. However, when a concrete i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study of load carrying capacity reduction and stability evaluation for spalling of a concrete is not enough. Therefore in this

study, fire resistance character of a concrete evaluated according to time heating temperature curve(RABT and RWS) and a

result compared on virtual fire accident in order to apply fire scenario. Also this study performed thermo-mechanical cou-

pled analysis of a FEM-based numerical technique and estimated fire-induced damage of a tunnel and an underground struc-

ture.

Keywords : Tunnel, Underground structure, Thermo-mechanical coupled analysis, Fire scenario, fire-induced damage

초 록 최근 지하철 시공 확대와 국토의 지형적인 특수성, 시공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장대터널이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지하공간이라는 폐쇄된 공간특성으로 인해 지상화

재에 비해 많은 인명과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국내의 경우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화 연구가 진행

중이나 고온 시 콘크리트의 폭열 발생으로 인한 내하력 저하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가열 온도곡선(RABT 및 RWS)에 따른 콘크리트 내화 특성을 평가하고 실제 발생한

화재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적용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기반의 수치모델을 적용한 열-역학 연동해석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지하구조물의 단면 손실 및 손상정도를 예측 평가하였다.

주요어 : 터널, 지하구조물, 열-역학 연동해석, 화재시나리오, 화재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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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경우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화 연구가 진행 중

이나 터널화재에 대한 방화, 피난계획, 소화설비, 소화활동

등과 같은 방재연구와 더불어 고온 시 콘크리트의 폭열 발

생으로 인한 내하력 저하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실정이다[4]. 그러나 터널구조물 안전성 연구에 비하여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난역 등에 대한

수치해석은 진행 중에 있다[5].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터널 및 지

하구조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며 화재 진

화 후 구조물 손실과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구

조물의 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에 대한 터널 및 지하구조물의 내화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2. 고온에서의 콘크리트 폭렬

폭렬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구조체

의 표면으로부터 폭발하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가 박락 또는

파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폭렬은 화재발생 후

약 20~3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렬은 많

은 요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그 요인들로는 높은 수분 함유

량, 낮은 투수성(permeability), 콘크리트 부재 내에 국부적

인 높은 응력 발생시, cement paste와 골재, 콘크리트와 철

근과의 열팽창 차이로 인한 응력 발생, 높은 온도에서 콘크

리트의 일반적인 구조 성능 저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2.1 폭렬 현상 Mechanism

열이 콘크리트 부재에 침투되기 시작하면 화재 노출 표면

에 인접한 얇은 층 안의 수분들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수

증기들의 주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안쪽 지역

으로 이동하고 인접층의 공극으로 재 흡수된다. 이와 같이,

부재 내부의 건조 지역의 두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게 됨에

따라 상당한 두께의 포화층(moisture clog)이 화재 노출 표

면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서히 생겨난다. 화재 노

출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 증발은 건조 지역을 통

해 증가되어지고 증발된 수증기가 moisture clog의 형성으

로 기온이 낮은 안쪽지역으로 방출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수증기는 노출된 표면을 향해 이동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부재 내부가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더구나 수증기가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되어 수분 흐름 통로(공극)를 따라 흐름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다.

온도증가율이 더 커지게 되면서, 빠르게 압력이 증가된다.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그 압력이 재료의

인장 강도보다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노출된 표

면으로부터 큰 소리를 내며 터져나가게 된다. 폭렬현상은 한

번 터져나갔다고 폭렬 현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분을

집중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층(폭렬 전의 moisture

clog)이 이미 700oC 이상 올라간 화기에 노출되면서 그 내

부에 moisture clog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고 점차 빈번하

게 폭렬현상이 지속된다.

2.2 콘크리트의 폭렬과 열응력

Anderberg 연구에 의하면 콘크리트는 열전도성이 낮고 비

열이 높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급격한 열전이라

는 특징이 나타난다[6].

이러한 열전이는 열응력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콘크리

트 내에 인장응력을 발생시키고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보다 커

지게 되면 폭렬이 발생하게 된다. Fig. 1은 열응력에 의한 영

향을 콘크리트의 형상을 해석한 것으로 열응력으로 인한 인

장응력의 발생으로 인장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은 곡면으로 된 콘크리트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난다.

Fig. 1 Destroyed due to the shape of the concrete by temperature

stress

2.3 콘크리트의 폭렬과 공극압

Pieere Kalifa의 연구에 의하면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 및

공기는 가열되는 면을 통해 일부분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동하기도 한다[7].

Fig. 2와 같이 콘크리트 내부에 포화층이 발생하며 내부

압력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높은 공극압은 균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Fig. 2 Distribution of voids in the concrete

3. 시간가열온도곡선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 좌재가 발생 시 화재의 유형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열

방출율, 최고온도 및 지속시간 등의 조건변화에 따른 터널

실물실험을 통하여 시간가열온도곡선을 산정하고 있다. 터

널 및 지하구조물에 전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화재

시나리오는 RABT 화재이력곡선과 RWS 화재이력곡선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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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ABT 화재 시나리오

RABT(Richtlinien füdie Ausstatungundden Betriebwon

Straβen tunneln)곡선은 독일 교통성 도로건설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레카(Eurek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

었으며 Fig. 3과 같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화재 발생 후 5

분에 1,200oC까지 급격히 상승하며, 1,200oC 유지시간은 열

차 화재와 차량 화재의 경우 각각 55분과 25분간 지속된 후

110분 동안 냉각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곡선은 실

제 터널에서의 화재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Fig. 3 RABT Curve

3.2 RWS 화재 시나리오

네덜란드 운수공공사업성 치수본국이 규정하는 RWS

hydrocarbon 곡선은 50m3의 연료 또는 300MW의 화재용량

을 가진 탱크로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5분에 1,100oC에

도달되어 60분 후에 1,350oC에 이르게 되고 1,200oC 이상

의 온도는 화재 발생 후 115분간 유지되는 화재이력을 가

지며 많은 화재이력곡선 중 비교적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화

재곡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Fig. 4와 같다.

Fig. 4 RWS Curve

RWS곡선은 1979년에 네덜란드의 TNO에 의해

Rijkswaterstaat tunnel에서 실행된 시험의 결과에 의한 것이

며 최근에 도로터널에 대한 설계 화재곡선으로서 RWS 화

재 시나리오의 정확성이 노르웨이의 Runehamar 터널(2003)

에서 수행된 실물실험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RWS와

Hydrocarbon 시나리오의 차이점은 Hydrocarbon 시나리오는

비교적 열린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예상되는 온도

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RWS에서는 폐쇄 공간에

서 발생하는 화재 온도에 대한 것이다. RWS 화재 시나리

오는 석유 탱크로리 등에 의한 화재를 가정한다. 네덜란드

이외에도 미국(NFPA 502), 이탈리아(UNI 11076), 오스트리

아(OVBB), 싱가포르(KPE 프로젝트), UAE(Palm Jumeirah

development) 등에서 RWS 화재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다.

4. 열-역학 연동해석을 통한 안정성 평가

화재발생 후에 폭렬 등으로 발생된 지하구조물의 단면손

실과 손상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해

석기법을 적용하였다[8].

이 해석기법은 화재로 인한 지하구조물의 단면 손실을 모

사하기 위하여 단면 손실부분의 요소를 제거하는 개념을 기

본으로 하며, 요소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단면 손실에 대한

임계온도를 설정하고 임계온도를 넘게 되는 요소를 제거하

는 방법이며 해석을 위한 구조물 모델링은 Fig. 5와 같다.

또한 화재 후 잔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온도

에 따른 콘크리트 재료의 열적역학적 특성 변화를 고려한 온

도 비선형 조건이 도입되었으며, 이 해석기법은 상용 유한

요소 프로그램인 VisualFEA에 구현되었다.

4.1 입력변수

열-역학 연동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입력변수는 Table 1과

같다. 입력변수는 크게 열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으로 구분되

며 화재시나리오 및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각각 적용하였다.

4.2 터널 및 지하구조물 열-역학 연동해석

4.2.1 지하철 Box 구조물

해석단면은 실제 화제가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단

면으로 선정하였다. 대표단면에 대한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

성은 Table 2와 같고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Table 3과 같다.

RABT 화재시나리오 적용 시 폭렬으로 인한 단면손실량

은 50mm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손상 깊이

는 10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의 손실을 고려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단면깊이 50mm에서

47.49% 및 25.83%, 100mm에서 83.20% 및 78.77%로 산정

되었다.

RWS 화재시나리오 적용 시 폭렬으로 인한 단면손실량은

100mm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손상 깊이는

15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의 손실을 고려한 콘

크리트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단면깊이 100mm에서

45.01% 및 23.40%, 150mm에서 82.98% 및 78.42%로 산정

되었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 사례결과, 슬래브 부분에

서의 박락 깊이는 10~99mm로 확인되었고 화재로 인한 콘

크리트 라이닝의 수열온도는 전소된 선로 상부의 슬래브에

서는 최소 1,000oC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였다. 또한 슬래브

압축강도 조사 결과 10.0~15.0MPa로 산정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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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T 및 RWS 화재시나리오를 적용한 해석 결과를 사고

사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RWS 화재시나리오 적용한 해석

결과인 단면손실량 및 압축강도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발생최대온도 또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2.2 쉴드터널 콘크리트 라이닝

해석단면은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구간 중 한강

하저를 통과하는 대표단면을 선정하였다. 대표단면에 대한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4와 같고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Table 5와 같다.

RABT 화재시나리오 적용 시 폭렬로 인한 단면손실량은

50mm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닝 손상 깊이는

10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의 손실을 고려한 콘

크리트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단면깊이 50mm에서 44.58%

및 33.52%, 100mm에서 79.03% 및 78.74%로 산정되었다.

RWS 화재시나리오 적용 시 폭렬으로 인한 단면손실량은

100mm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이닝 손상 깊이는

150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면의 손실을 고려한 콘크

리트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단면깊이 100mm에서 43.82%

및 32.56%, 150mm에서 80.00% 및 79.88%로 산정되었다.

Table 2 Mechanics Properties of Concrete

강도(σck) 24,000 kN/m2

탄성계수(E) 1.65×107 kN/m2

포와송비(υ) 0.25

단위중량(r) 24.53 kN/m3

Table 3 Loading Conditions

작용하중 하 중 값

자 중 자동계산

고정하중(기계실하중, 마감하중) 20 kN/m2, 5 kN/m2

활화중(상부, 수평) 15kN/m2, 6.825kN/m2

수직토압 35.34 kN/m2

수평토압 17.67~171.1 kN/m2

상부수압 18.6 kN/m2

하부수압 180.1 kN/m2

수평수압 18.6~180.1 kN/m2

Table 4 Mechanics Properties of Concrete

강도(σck) 45,000 kN/m2

탄성계수(E) 3.0×107 kN/m2

포와송비(υ) 0.25

단위중량(r) 24.53 kN/m3

Table 5 Loading Conditions

작용하중 하 중 값

자 중 자동계산

수직이완하중 81.12 kN/m2

수평이완하중 25.62~89.66 kN/m2

수직수압 237.9 kN/m2

수평수압 237.9~315.9 kN/m2

하부수압 315.9 kN/m2

Table 1 Input Variables for Thermo-mechanical coupled analysis

특성 입력변수 단위 입력값 비고

열적

특성

비열(Cc) J/kg·K , (20oC<T≤1,200oC)
ENV

1992-1-2(1995)[9]

열전도율(λc) W/m·K , (20oC<T≤1,200oC)

열팽창계수(α) mm/mm 1×10-5 -

단면손실 임계온도(Tcritical)
oC 1개 요소크기 2.5cm인 경우 600oC 장수호 등(2008)[8]

대류열 전달계수(h) W/m2·K RABT : , RWS : 

역학적

특성

압축강도

비율
%

24MPa : 

40MPa : 

상온<T≤1,000oC

탄성계수

비율
%

24MPa : 

40MPa : 

상온<T≤1,000o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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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해석결과 

구조물에 대한 RABT 및 RWS 화재시나리오를 적용한 해

석 결과는 Fig. 6~Fig. 9와 같다. 콘크리트 단면손실은

RABT는 50mm, RWS는 100mm가 산정되었고 압축강도 잔

존율의 경우 RABT는 43.98~47.49% RWS는 39.19~45.01%

로 나타났다. 또한 탄성계수 잔존율의 경우 RABT는 22.45~

33.52% RWS는 18.41~32.56%로 산정되었다.

콘크리트 단면손실은 RWS가 RABT에 비하여 크게 나타

났으며 단면손실 면에서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잔존율은

RABT 화재시나리오에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RWS가 RABT에 비하여 고온에서 화재지속시간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5 Modeling

기존 사고사례인 대구지하철사고와 비교한 결과, RABT에

비하여 RWS 화재시나리오 적용 시 유사한 손상정도가 산

정됨으로서 내화설계 및 화재손상예측에 적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폭렬과 같은 손상은 콘크리트 역학적 특

성인 강도, 탄성계수 보다는 화재시나리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검토결과 나타났다.

5. 결 론

시간가열 온도곡선(RABT 및 RWS)을 적용한 터널 및 지

하구조물의 단면 손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하철 Box 및 쉴드터널 구조물에 대한 RABT 및 RWS

화재시나리오 적용결과, 콘크리트 단면손실은 RABT의 경

우 50mm, RWS는 100mm로 산정되었고 압축강도 및 탄성

계수의 잔존율은 RWS에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는 화재시나리오에서의 온도 및 화재지속시간의 차이에 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콘크리트의 강도, 탄성계수 등은 화재시나리오에 비하

여 손상발생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화

에 대한 중요 지배인자는 온도 및 화재지속시간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내화설계에서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화재시나

리오의 적용이 필요하며, 내화재료 또한 화재시나리오를 만

족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열-역학 연동해석 결과, NATM터널 및 지하철 역사 등

과 같은 구조물은 화재 발생으로 인해 국부적인 손상이 발

생하나 전체적인 구조물 붕괴의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쉴

드터널의 경우 세그먼트 라이닝 자체가 지보재 역할을 함으

로서 화재발생 시 전체적인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가 요구된다.

 

Fig. 6 RABT and RWS Fire scenari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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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RABT and RWS Fire scenario) 

Fig. 8 The Thermal Stress Distribution (RABT and RWS Fir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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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Mechanics Properties Distribution (RABT and RWS Fire scena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