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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requency of installation of ventilation towers is increasing due to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underground roads and long tunnel.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points for improvement were considered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installation standards related to ventilation towers in tunnels and 

analysis of ventilation tower installation cases in domestic and overseas tunnel case 

study. As a result of this study, when selecting the location and height of the ventilation 

tower, it is recommended to determine the final ventilation tower type through a 

consultation process with resident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the emission of pollutants, the harmonious arrangement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the efficient use of the above-ground site nearby ventilation tower. In addition, 

from the design stage, it is judged that a detailed review of reducing the height of the 

ventilation tower through air quality simulation is necessary for natural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topography and to prevent civil complaints.

Keywords: Ventilation towers, Underground roads, Long tunnel, Case study

초 록

최근 국내 ‧ 외에서 지하도로 및 장대터널의 계획 및 시공으로 인해 설치 빈도가 증가하

고 있는 터널 환기탑관련 설치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국내 및 해외의 터널에 대한 환

기탑 설치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개선점을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환기탑위치 및 높

이선정 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성,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배치, 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최종 환기탑의 형식을 확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런 

조화 및 민원방지를 위해 대기질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기탑 높이 축소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환기탑, 지하도로, 장대터널, 사례연구

Technical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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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 들어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도시 면적의 과도한 팽창, 교통정체, 환경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공간적 한계 등

으로 인해 추가적인 개발에 대한 어려움으로 국내 ‧ 외에서는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사회간접시설 투자확대 전망과 더불어 지하공간창출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존 도

로의 지하화 또는 대심도 및 대규모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향후 SOC 시장의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기존에 국내 자동차용 지하도로는 산악지형의 환경보존과 통과시간 단축을 위해 간선도로망에 건설되는 장대

의 산악터널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의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수요의 분산과 지상도로 축소를 통

한 녹지공간 및 공원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인해 대도시 지역을 위주로 다수의 지하도

로가 건설되고 있다(Kim and Cho, 2017). 이러한 산악 및 도심지터널의 장대화로 인한 환기 및 방재대책의 일환

으로 환기탑의 설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 외에서 설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터널의 환기탑관련 국내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

석, 국내 및 해외의 유사 터널현장에 대한 환기탑/주민친화시설 설치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고찰하

고자 하였다.

2. 환기탑 설치관련 국내기준 분석

터널의 환기탑 설치와 관련된 국내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지역 지하

도로 설계지침｣ (MOLIT, 2016)에서는 환기탑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시지역 지하도로 환기소는 환기기, 

전기설비, 제어설비, 기타 보조기기를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도록 흡 ‧ 배기구 및 터널 

본체와 연결덕트를 갖춘 구조로 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환기소 설치형식, 환기탑 높이, 환

기탑 형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기탑 형식에 대해서는 주변 대기

환경, 경관, 거주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상에 돌출된 

환기소의 배기탑(환기탑)은 주변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건설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성도 고려해야 하며, 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타 시설물(전기실, 

제어실, 복합 휴게공간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용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가이드라인(MOLIT, 2018)에서는 주로 건축물

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 및 배기를 위한 건축물의 개구부를 환기구로 정의하고 도시미관, 장소명소화 등을 위

해 Fig. 1과 같이 환기구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중에 시각적으

로 노출되는 환기구 난간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시형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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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ntilation vent installation cases considering public design concept (MOLIT, 2018)

2.1 환기탑 계획

환기탑은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뿐 아니라 설치위치 및 

높이, 배기의 토출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MOLIT, 2016). 또한, 환기탑 형식은 건축물과 일체

화 시키거나 지형을 이용하여 거부감을 없애거나 조형물 형태로 설계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기탑의 형식은 기존의 설치형태를 고려 시 크게 (1) 고층형 환기탑 구조물, (2) 유효높이 확보

형 환기탑 구조물, (3) 공원형(은폐형) 환기탑 구조물의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고층형은 주변에 인접한 건물보다 높이를 높게 계획하여 오염물질의 대기중 확산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

한 방법으로, Fig. 2(a)의 일본 동경 도시지역에 있는 신주쿠중앙환상선 지하도로의 환기탑 사례와 같이 주변 건

물보다 높게 계획하여 터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도록 계획한 사례가 있다. 주로 주변경

관과의 조화나 지역의 Lanmark가 될 수 있도록 공원 등의 시설 등과 연계하여 계획 ‧ 시공되는 사례들이 있다. 

Fig. 2(b)와 같은 유효높이 확보형 환기탑 구조물은 인접한 건물높이, 환기탑의 높이, 배출기류 속도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속배기기류의 형성을 통한 배기유효 높이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써 일본 홋카이도의 에루무 터널 

환기탑은 환기탑의 높이와 배출기류 속도를 고려하여 주변의 건물 등 구조물보다 높은 지점에서 오염물질이 확

산되도록 유효높이 확보형으로 계획하였다. 다른 구조물 형식으로는 Fig. 2(c)와 같은 프랑스 A86 터널 환기구에 

적용된 사례와 같이 주변 녹지공원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환기탑을 낮게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저속으로 배출

하는 공원형(은폐형) 환기탑 구조물이 있다. 이러한 형식의 환기탑은 환기소 내에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여 

배출되는 공기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관상 환기탑 구조물을 공원 등의 주민친화

시설과 연계하여 거주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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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rise ventilation tow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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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ffective height secured ventilation tower structure

Supply Air

Surrounding 

buildings park type ventilation

Exhaust Air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by 

installing pollutant purification facilities, 

etc.

Concealed ventilation shaft 

discharge at low speed

(c) Park type (concealed type) ventilation tower structure

Fig. 2. Types of ventilation tower structures

3. 국내사례 검토

기존의 국내에 설치된 환기탑의 상세현황분석을 위해 산악터널과 도심지터널의 환기탑 및 주민친화시설 설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3.1 산악터널

Fig. 3에는 기존 산악구간에 위치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터널에 설치된 환기탑 시공사례들을 위주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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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대부분이 주변에 민가 등의 주거시설이나 민원유발시설들과 상당거리 이격되어 설치되어 고층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기탑 형태로 계획 ‧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산성터널 상부 공간에 주민친화시설의 일환으로 터널조성공사로 사라진 수림로의 느티나무 숲 길을 추

억하고 지역주민의 염원인 녹색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해 산성터널 상부에 ‘수림뜨락 녹색생활공원(수림뜨락) ’을 

(a) Ventilation tower of Charyeong tunnel

(Cheonan-Nonsan expressway, L = 2,420 m)

(b) Ventilation tower of Dunnae tunnel

(Yeongdong expressway, L = 3,300 m)

 

(c) Ventilation tower of Jukryeong tunnel

(Jungang expressway, L = 4,600 m)

(d) Ventilation tower of Gajisan tunnel

(National road Sannae-Sangbuk, L = 4,580 m)

(e) Ventilation tower of Inje tunnel

(Seoul-Yangyang expressway, L = 10,965 m)

(f) Ventilation tower of Sanseong tunnel

(Busan outer ring road, L = 4,874 m)

Fig. 3.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domestic mounta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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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였다. 총면적 5,000 m2인 수림뜨락은 수림로 명물이었던 느티나무 길을 재현한 숲길과 숲 그늘인 ‘낙우송 

숲’, 주민체력단련 시설, 잔디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Fig. 4).

(a) Green life park design concept (b) Green life park after construction

Fig. 4. Example of resident-friendly facilities (neighborhood green life park)

3.2 도심지터널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환기탑 형식은 Fig. 5와 같이 주변 대기환경, 경관, 거주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복합적

으로 검토하여 계획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상에 돌출된 환기소의 배기탑(환기탑)은 주변에 혐오시설

로 인식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건설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성도 

고려하고, 지상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타 시설물(전기실, 제어실, 복합 휴게공간 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양

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터널의 경우 대부분 공원용지, 하천부지 측면에 공원계획과 

연계되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Ventilation tower of Hwarang underpass

(Seongnam-Pangyo road, L = 1,435 m)

(b) Ventilation tower of Hwarang underpass 

(Bundang-Naegok road, L = 1,842 m)

Fig. 5.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domestic urba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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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entilation tower of Jemulpo tunnel

(Shinwol Yeoui underground road, L = 7,530 m)

(d) Ventilation tower of Baekhyun underpass

(Suseo-Bundang expressway, L = 1,400 m)

Fig. 5.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domestic urban tunnel (continued)

특히, 제물포터널의 경우 상시 환기용이 아닌 오염공기 정화시설 내지는 화재 시 배연용, 비상 시 탈출용 등으

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설계단계에서는 고층의 환기탑을 주거지와 이격시켜 설치하고 및 환기시설을 차폐한 

경관조형의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시공 중 민원을 고려하여 Fig. 5(c)와 같이 변경설치 되었다.

4. 해외사례 검토

4.1 산악터널

기존 고속도로 및 철도터널에 설치된 환기탑 시공사례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이 국내사례와 유사하

게 주변에 민가나 민원유발시설들과 상당거리 이격되어 설치되어 고층형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계획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Fig. 6).

 

 

 

(a) Ventilation tower of Gotthard tunnel, 

Swiss (A2 highway, 4 vertical shafts, L = 16,918 m)

(b) Ventilation tower of Arlberg tunnel, 

Austria (L = 13,972 m)

Fig. 6.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overseas mounta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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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entilation tower of Frejus tunnel, 

France (L = 12,870 m)

(d) Ventilation tower of Kanetsu tunnel, 

Japan (L = 11,055 m)

(d) Ventilation tower of Zhongnanshan tunnel, 

China (L = 18,040 m)

(f) Ventilation tower of Rennsteig tunnel, 

Germany (L = 7,916 m)

Fig. 6.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overseas mountain tunnel (continued)

4.2 도심지 터널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환기탑 형식은 고층형 환기탑 구조물이나 환기빌딩의 형태로 주변경관과 조화,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공원 등의 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으며, 또한 주로 철도나 지하철과 같

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서 공원형(은폐형) 환기탑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높이가 높지 

않도록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7).

특히, Fig. 7(h)의 Blackwall 터널의 경우 도심지 Landmark의 일부로써 환기탑과 인접한 Ontario Tower는 32

층, 104 m 높이로 260 세대의 주거용 아파트와 169실의 호텔룸으로 구성되어 2007년에 준공되었다. 또한, 최근 

템즈강 인근에 위치한 환기구는 기존 수직환기구에 도로터널내 화재 발생 시에도 60 sec 이내에 무게는 8.2 ton, 

지름 8.5 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동개폐가 가능토록 구조를 변경하여 연기 및 기타 유해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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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ntilation tower of Yamate tunnel, Japan (L = 18,200 m)

(b) Ventilation tower of A86 autoroute, 

France (L = 10,100 m)

(c) Ventilation tower of M-30 orbital motorway, 

Spain (L = 57,446 m)

  

  

(d) Ventilation buildings of Central Artery/Tunnel (Big Dig) project, USA (L = 12,800 m)

Fig. 7.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overseas urba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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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entilation tower of West Connex M5 project, 

Australia (L = 3,950 m) 

(M5 Motorway (Sydney) Wikipedia Home page, 2021)

(f) Ventilation tower of West Connex M8 project, 

Australia (L = 9,000 m) 

(WestConnex Home page, 2021)

 

(g) Ventilation tower of Northern link, 

Sweden (L = 3,950 m) 

(ArchDaily Home page, 2021)

(h) Ventilation tower and Ontario tower of 

Blackwall tunnel, UK (L = 9,000 m) 

(The Beauty of Transport Home page, 2021)

 

(i) Ventilation tower of Blackwall tunnel with 

self-opening cover, UK (L = 9,000 m) 

(Advanced Smoke Group Blackwall Tunnel Project, 2021)

(j) Ventilation tower of Central-Wan Chai bypass, 

Hong Kong (L = 4,000 m) 

(South China Morning Post Home page, 2021)

Fig. 7.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overseas urban tunnel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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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Ventilation tower of Velser tunnel, 

Netherlands (L = 3,430 m) 

(Senses Atlas Home page, 2021)

(l) Ventilation tower of Tampere Rantaväylä tunnel, 

Finland (L = 2,300 m) 

(SSV-Tanks Oy Home page, 2022)

Fig. 7. Examples of ventilation towers of overseas urban tunnell (continued)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래 들어 산악 및 도심지터널의 장대화로 인한 환기 및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빈도가 증가

하고 있는 환기탑관련 국내기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국내 및 해외의 유사 터널현장에 대한 환기탑/주민친화시설 

설치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해 얻어진 주요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도심지터널 환기탑의 경우 대부분 공원용지, 하천부지 측면에 공원계획과 연계되어 설치되고 있고, 최근 

들어 공공디자인 개념의 활용도와 연계된 형태의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월

여의지하도로(서울제물포터널) 등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설계당시에는 주거지 이격설치 및 환기탑을 차폐한 

경관조형을 계획하였으나, 시공 중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최종환기탑은 높이를 낮추고 공원형

(은폐형) 환기탑 구조물 형태로 변경설치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고층형 환기탑 구조물이나 환기빌딩의 형태로 주변경관과 조화, Landmark가 될 수 있

도록 공원 등의 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

우에는 도심지 내에서 공원형(은폐형) 환기탑 구조물 형태로 설치되어 높이가 높지 않도록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최종적으로 환기탑위치 및 높이선정 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영향성,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배치, 지상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최종 환기탑의 형식을 확정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변지형과의 자연스런 조화를 위해 대기질 시뮬레이션을 통

한 환기탑 높이 축소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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