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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제정에 즈음한 소고
Brief Informing of Urban Underground-roadway Design Guideline

The social requirement for the underground-road network has been recently upsurging to
release extremely heavy traffic on-ground space in mega-cities of Korea. The urban
underground-roadway at depths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create new spaces for
increasing road capacity, minimizing land compensation cost and making better use of
remaining on-ground space. The logic of approach to design urban underground-roadway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typical road tunnels in mountainous area, as the geometry
of tunnel is very different because of the plane topography of urban area. There is a steeply
inclined section in the entrance and exit zone in underground-roadway due to the“U”
shaped longitudinal profile of tunnel. Accordingly, technical concerns should be put on the
long open-cut structures in the entrance and exit zone and the long bored tunnel at depths
in the main road zone.
During the design phases of the Seoul West Urban Express Way and Chemulpo Tunnel
which are recently in the construction phase as the 1st urban underground-road in Korea,
new guideline for the design of urban underground-roadway was needed.
To meet those demand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Urban Underground-roadway Design Guideline in June 2016.
This paper delivers a brief information on the main issues in the new guideline.

1. 설계지침 제정 개요
2. 설계지침 주요 구성요소
3. 향후 제언

조영제1)

정재호2)

배용석3)

1) 도로부 전무, 도로 및 공항기술사(joyj@yooshin.co.kr)
2) 도로부 이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jhjeong@yooshin.co.kr)
3) 도로부 이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ysbae@yooshin.co.kr)

320 | 기타정보

24-320~332-도시지역다시

1904.1.2 23:15

페이지321

G7 JPC-ATALK 300DPI 60LPI

○○○

용 중인 프랑스 파리의 A86, 스페인 마드리드의

1. 설계지침 제정 개요

M30 등은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내에서는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1.1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이 시공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산업화 시대의 도시 성장단계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종단선형이
‘U’
자 형태로 형

를 거쳐,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인구와 시설

성되어 긴 연장의 진출입부 개착구조물 구간 존재,

이 고도로 밀집된 도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

터널의 장대화 및 대심도 공간을 활용한 건설 등 계

히,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과 도로망의 발달로 광역

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금까지 건설되어 왔던 일반적

적인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도시화 현상이 광범위하

인 도로터널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이미

게 누적되어 대도시권이 서로 연결·집결되는 거대

착공단계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 터널

도시(Megapolis)가 탄생하는 데 이르렀다. 이로 인

은 상기한 바와 같은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필요성에

해, 도시지역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추진되어 온 민

등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손

간투자사업이며, 도심지 터널 내 최대 속도, 터널 내

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등 국가적

분기부 기하구조 및 도심지 장대터널 안전 방재시설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등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설계지침의 부재로 인하

그러나, 도시지역은 공간적 한계, 용지보상 문제,
공사 중 교통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여 주민공청회 및 대정부 협상 등 각 사업 진행단계
에서 혼선에 부딪혀 왔다.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설

우리 회사는 지난 2009년, 국내 최초 대심도 소

확충이 어렵고, 그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

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적인 대안으로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건설에 대한 관

(서울특별시)을 필두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간

심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사업(국토교통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도시지역 교통체계를 확충

자사업(서울특별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부산광

하고 지하 및 지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역시)를 연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심지 지하도로

으며, 한계심도 이하 공간을 활용하여 용지 보상을

설계지침의 부재로 인한 사업추진 상의 난맥을 기술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에서 운

력으로 극복해 왔으며, 필자들 역시 그러한 사업추

[그림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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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에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

2. 설계지침 주요 구성요소

관하는 새로운 지하도로 설계지침 작성에 집필위원
으로 참여하여 금번의『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
침』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새로 제정된 지침은 기존의 일반도로나 지하차도
와 달리, 주로 도시지역의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의 제정은 일반 도

하는 간선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지침인 점을 고

로터널과의 차별성, 도시지역 및 지하도로의 특성을

려하여, 향후 개발 예정인 도시계획과의 연계, 밀집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도시지

도심에서의 대규모 재난 발생 방지, 도시 거주민의

역 지하도로의 설계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생활편의성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그와 관련된 세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항목들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계획 조사, 도
로 기하구조, 터널 구조물, 환기 방재 및 안전 부대

1.2 적용 범위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선형개선을 통한 통행거리

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1 계획 및 조사

단축, 지장물 우회 등의 이동성만을 목적으로 건설
되는 일반적인 터널 및 지하차도와는 다르게 도시지

도시지역 지하도로 계획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

역 지상부의 주요 지점으로의 접근성이 요구되며 지

획 등 현재 이용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지상·지하

상도로의 보완 또는 대체 기능을 갖는 도로시설로

공간의 지장물 현황 및 환경조건 등 해당 도시의 지

서, 도로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성 기능이

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높은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 적용하

이를 위해 연도변 지장물 조사, 지반침하(함몰) 위

도록 권장한다. 따라서,『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

험구간 및 지하공동 조사 등 도심지의 지역적 특성

침』
은 도로법제10조에서 규정한 도로 중, 지하도로

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형태로 건설되어 도시지역 내의 도로기능을 수행하

한다. 특히,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

게 될 도로를 계획·설계하는 경우 최소한의 적용

고 있는 원인불명의 지반침하(함몰) 현상과 관련하

지침을 규정하는 데 적용한다.

여, 지중시설물의 노후화, 과다한 지하수 유출 등의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에서 규정하지 않

추정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적인

은 사항은 다음 [그림 2]의 건설공사기준의 위계에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지하안전관리에

근거하여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등을 발주처

관한 특별법(2016년 제정, 2018년 시행)’
에 적합한

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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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공사기준의 위계(국토교통부, 2011)

2.2 도로 기하구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이상 국토교통부)을 따르
되, 시간대별 및 진 출입부별 O/D 추정 등 지하도로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기하구조는 설계속도, 소요

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비스 수준

통행기능 및 공간기능 등에 따라『도로의 구조·시

역시 도시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D 이상

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되, 주로

으로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교통 흐름 확보를 도모

장대터널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치 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설계기준자동차 및 설계속

한 입체교차하는 출입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장래

도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지역개발계획과의 부합 여부, 지상도로와의 연결 기

정한다. 다만, 도시지역 지하도로 기능의 주안점을

능 확보, 시인성이 향상된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고

빠른 교통처리보다는 안전한 교통처리로 설정하는

려하여야 한다. 특히, 장래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자동차

는 지하도로 계획을 위해서 대규모 복합공간에 연계

를 소형차도로로 하고『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되는 지하주차장 등 타 교통유발시설과의 연계방안

한 규칙』
의 설계속도로부터 20km/h 이내의 속도

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를 감하는 것을 권장한다.

계획하는 지하도로에 요구되는 교통처리 능력을

하나의 노선으로 연속되는 지하도로는 동일한 설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획목표연도, 계획교통량 및 설

계구간으로 적용하여 설계속도 등의 설계기준을 동

계 서비스 수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계획목표연도는

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인터체인지 등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급적 목

변화하는 지점에서 설계구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표연도를 길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교통

진출입 구간의 경우 설계속도를 20km/h까지 감할

량 예측은『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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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하도로 구간 구분 개념도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횡단구성은『도로의 구조·

으로 타당한 선형을 설계한다.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동 해설에 따라 적용하며,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정지시거는 도로가 습윤상

도시지역 교통특성 및 안전성 우선 고려 필요성 등

태인 조건에서 [표 2]와 같이 적용하며, 안전을 고려

을 고려하여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한정

하여 앞지르기 시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평면곡선부

함이 바람직하며, [표 1]과 같이 횡단을 구성한다.

의 편경사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지형의 영향이 적은 대신,

및 동 해설을 준용하여 가급적 작은 값의 적용을 권

지장물, 연직갱 및 지하도로 진·출입부 등 인접시

장하나, 도시지역 지하도로에 필요한 정량적 기준을

설물 혹은 부속시설물의 위치와 그에 관계되는 지하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면상태, 교통 조건, 기

도로의‘U’
형 종단형상 등 기하학적 측면에서 제한

하구조를 고려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 보완 연구가

조건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특히, 도시지역의 특성

필요하다. 최대 종단경사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

상, 지하도로 내 주행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게 되

에 관한 규칙』제25조의 평지부 기준을 적용하여 안

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전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진·출입부는 경제성 및 시

입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

공성을 고려하여 산지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1] 횡단구성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구분

차로 최소 폭(m)
전차종

소형차도로

전차종

소형차도로

3.50

3.25

2.00

2.00

80 이상

3.25

3.25

1.50

1.00

1.00

0.75

0.75

0.75

도시고속도로

일반

설계속도

70 이상

3.25

3.00

도로

(km/h)

60 이상

3.00

3.00

60 미만

3.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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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최소 정지시거

설계속도(km/h)

최소 정지시거(m)

설계속도(km/h)

최소 정지시거(m)

80

110

50

55

70

95

40

40

60

75

30

30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출입시설로서 교차부는 그

을 고려하여 설계속도를 하향하여 적용하며, 부득이

계획 자체가 해당지역 전체의 효용에 큰 영향을 미

하게 좌측 분·합류 형식을 적용할 경우, 사고율이

치므로 설치여부 및 위치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혼돈과 엇갈림 최소

하며, 지상 접속위치 여유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화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등 시공성 확보, 차로 여유 확보 및 환기 방재 계획과
연관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접속부는 지하도로 교차부에서 연결로가 본선에
접속하는 부분이며, 변속차로, 변이구간, 본선과의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지하도로의 교차부는 교

분·합류단 등을 포함한다. 접속부에서는 테이퍼,

차 접속하는 두 도로의 종별 및 이용 형태에 따라 분

변속차로 길이를 확보해야 하며, 지하도로에서의 안

기점과 인터체인지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완전입

전성 증대를 위해 운전자 인지반응시간 증대, 진로

체교차 형식을 적용하고, 상부 도로와 접속하는 방

변경을 위한 여유거리, 인지반응거리 및 미진입 차

법은 Up-Down형식을 적용함이 일반적이다.

량을 위한 거리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출입시설 간 설치간격은 교통처리, 표지판 설치,

지하도로 진출입부에서는 진출입 시설로 인하여

반응지연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2km를 원칙으로

도시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그 위치,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km로 설정할 수 있

간격 및 형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지·

다.

정체 가능성을 고려한 가·감속차로 길이, 차로 수

연결로는 본선과 접속되므로, 곡선부 시거확보 등

(a) 프랑스 A86 분류부

및 대기행렬구간 연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스페인 마드리드 M30 분류부

(c) Boston Big Dig 합류부

[그림 4] 해외 지하도로 진출입 연결로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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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폭필요연장

[그림 5] 접속부 설계요소

진출입부 배치계획 시에는 본 지침과 함께『도로

한 변속차로의 길이 및 조명수준의 상향 조정 기준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용량편람』
,

을 적용한다. 또한, 도로표지, 속도위반 단속시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및『교통신

노면표시 및 시선유도시설 등의 안전관련 부대시설

호제어기 표준규격서』등을 참조하여 지상도로 교통

을 추가로 설치한다.

서비스 수준, 교차로 최소이격거리, 차로 수 등 최소
시설규모와 신호제어 및 미터링 방안 등이 반영된

2.3 터널 및 구조물

진출입부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내, 차로변경 필요구간에서는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은 입지조건,

기하구조 기준을 기존구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

지반조건, 지장물, 민원 및 환경영향을 포함한 시공

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조도순응을 고려

상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a) 서울제물포터널(시점부)

(b) 서부간선지하도로(종점부)
[그림 6] 진출입부 배치 설계사례

326 | 기타정보

24-320~332-도시지역다시

1904.1.2 23:15

페이지327

G7 JPC-ATALK 300DPI 60LPI

○○○

[그림 7] 지하도로 내 차로변경구간 설계요소

또한, 터널 부속시설의 입지조건과 진출입부 구조
물의 지상도로 접속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진출입부의 내리막·오르막

도시지역에서는 지상 부지활용이 제한적이므로,

기울기가 적용되는 구간은 터널 굴착이 가능한 지반

가능한 한 공사 중 지상 공간 점유를 최소화 할 수 있

조건 및 심도까지 일정 구간 개착구조물을 계획하여

는 터널형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의 지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공간의 제한적 여

형특성 상, 터널 중앙부가 진출입부보다 낮은‘U’
자

건으로 인하여 개착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토

형태의 종단선형 적용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용지보

사 및 풍화암 등 다양한 지반조건을 통과하는 천층

상 한계, 양호한 기반암 조건 확보 등의 이유로 깊은

터널 굴착을 적용하게 되며, 천층의 도시지역 지하

심도에 터널을 계획하는 경우, 구조적 안정 및 경제

도로 터널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입부 구조물과의 연계성이

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8] 도시지역 지하도로 진출입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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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천층터널의 지반특성 및 고려사항에 대한 개념도

•지반 및 지리정보(지상 및 지중의 인접 지장물)

및 방수 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수 유동 등 터널 굴착으로 인한 주변 영향
최소화 방안

지하도로 진출입부의 천층터널 구간에서 기존시
설물과 근접시공 하는 경우, [그림 10]과 같은 안전

•다층지반 등 양호하지 않은 지반의 조사 및 분석

보호권을 고려하여 터널을 계획하며, 불가피하게 안

•기존 시설물의 보호

전보호권 이내로 초근접하는 경우는 구조물의 안정

•향후, 건물의 신축 등 지상부의 여건변동을 고

성, 기능성 유지와 관련한 상세 검토 후, 안전관리

려한 계획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공 중 지상도로 교통처리

도시지역 지하도로에서는 연결로 및 연직갱의 설

도시지역 지하도로의‘U’
형 종단선형 특성 상, 집

치로 인하여, 접속부에 분기터널과 확폭터널 구간을

중강우 시, 진출입부 유역면적 내의 우수나 지하도

계획하게 된다. 분기터널에서는 안정성을 충분히 확

로 주변 지하수가 지하도로 내부로 유입되어 침수피

보할 수 있도록 3~10m의 필러 폭을 확보하는 것이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배수

바람직하며, 접속부 일정범위에는 지반보강 및 콘크

구분

안전보호권

A

•B, C 영역을 제외한 영역

시공 가능

B

•터널 굴착면에서 외곽으로 4~6m

시공 불가

C

•터널 굴착면에서 외곽으로 터널
직경의 2배까지의 영역과 파괴선
(θ=45+Ø/2)상부의 영역

제약조건
아래
시공 가능

[그림 10] 안전보호권 - 서울지하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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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확폭터널과 분기터널

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계획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4 환기 및 방재

하가 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10km이하 : 일산화탄소 70ppm, 질소산화물
20ppm

‘U’
형태의 종단경사를 갖는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진출입부에 따라 내부의 자연환기조건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기상조건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기시설 계획에 있어 주변 지역의 풍향

•10km 초과 15km이하 : 일산화탄소 50ppm,
질소산화물 15ppm
•15km 초과 : CO-Hb 및 FED 검토를 통하여
추가 하향여부 판단

및 풍속 등의 기상조건 조사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한다. 또한 진출입 구간 계획 시, 지하도로 내부가

장대 지하도로의 환기소에서는 지하도로 내 오염

대형 단면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환기설계 시 구

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게 되므로 주변의 대기환

간별 교통량을 모두 조사하여 환기설계에 반영할 수

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시설물 및 거주지역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도심지에 입 출구 및 환기탑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을 계획하게 되어, 건설과정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 지하도로에서 화재 발생

이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주변지역 오염 및 소음

시 화재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에 대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효율적인 배연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장

도시지역 지하도로 내 소요 환기량은 교통량의 지

2km 이상 또는 방재등급 1등급 이상인 도시지역 지

정체 특성, 환기구 주변의 환경조건, 화재시 배연효

하도로의 제연방식은 횡류식(반횡류식) 또는 종류식

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기시설을 계획하여야 하

+집중배연방식(대배기구 방식)과 같이 덕트를 이용

며, 터널 연장에 따른 오염물질 농도를 다음 기준 이

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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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덕트를 이용한 집중배연방식 배연개요도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방재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
비, 피난대피시설 및 설비, 소화활동 설비, 비상전원

하여 시인성, 설치규격, 설치간격, 재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비 등이 있으며 지하도로의 방재시설은『도로터널

지하도로 이용자에게 지상부 및 주변상황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과 소방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관리시설

재청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은 그 크기, 형태, 설치위치 및 방법, 글자 수를 감안

률』시행령 및『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한 시뮬레이션 등에 의해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기

603)』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적용하도록 한다.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영업소는 이용자의 안전성,

2.5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교통흐름 영향,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지하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확보

공간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심리적 특성, 교통흐름 영향 및 시공성, 경제성 등에

인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 안전시설, 도

대한 별도의 상세검토를 하여야 한다.

로전광표지 등을 설치하되, 지하공간적 특성을 고려

청명 생태터널 내 분기표지

도시지역 지하도로가 유료도로로 운영될 경우에

프랑스 파리 A86 본선구간 VMS

[그림 13] 터널내 안전시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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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주 체험도로 시험용 시스템

(b) 서울외곽선 스마트톨링

[그림 14] 국내 스마트톨링 적용 사례

는 영업소 설치, 요금징수체계 및 방식에 대한 교통

3. 향후 제언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요금징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 지하도로는 지표면이

현재 공용중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지

평탄한 지형적 특성과 인구와 시설이 밀집하는 도심

정체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현재 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

발 중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속의 주

적인 도로터널과는 기하구조적 특성과 구조물의 형

행환경을 유지하면서 요금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할

식적 특성이 명확히 구분된다. 즉, 평탄한 지형적 특

필요가 있다.

성으로 인해
‘U’
형 종단곡선을 가지므로, 일정한 오

장대화되는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조명설계 시에

르막 또는 내리막 기울기를 갖는 입출구부 구간과

는 이용자가 느낄 폐쇄감을 고려하여 휘도의 상향조

대심도 구간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입출구부 구간

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형차 전용의 경

에서는 도심의 지상도로에 접속시키기 위한 다양한

우, 단면이 작고 조명기구 또한 낮게 설치되어 높은

단면의 개착구조물 구간과 다층지반을 통과하는 천

휘도의 조명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층터널 구간이 형성된다. 또한, 지하도로가 계획되

있으므로, 전방시야 내 범위는 휘도를 일정수준으로

는 해당 도시지역의 교통수요적 특성에 따라 대심도

제어하여야 한다.

구간의 본선터널에서 분류·합류되는 연결로를 설

지하도로(터널)와 같은 폐쇄공간에서는 측벽면의

치하는 경우도 있다.

밝기가 운전자에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으므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로 벽면의 휘도를 노면휘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도시지역 지하도로의 설계를 도모하기 위

바람직하다.

해『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을 제정하였으며,
본고를 통해 새로 제정된 이 지침의 주요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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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정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필자들을 포함한 집필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

들이 이미 시공에 착수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

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도

포 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각 설계단계에서 경험한 내

높은 도시지역 지하도로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 효

용을 바탕으로 도시지역 지하도로 계획에 필요한 설

율적인 도시지역 지하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계요소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있게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라의 도시지역 지하도로 경험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

국내 최초로 대심도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고 각 설계요소들에 대해 객관화된 자료 역시 부족

지하도로 설계를 완수한 이후, 대심도 지하도로 사

하여, 일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

업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회사는, 앞

게 세부적으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으로도 금번 제정된『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로 보완되고 개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을 발전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

판단된다. 또한, 최근의
‘지반함몰’
현상과 같이 여러

하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지하도로 기술 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지역 지하도로 관

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련 세부기술 연구들의 결과와 현재 추진 중인 도심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빌어, 지침 제정 작업 참여

개발사업 및 그에 연계된 지하도로의 계획에서 얻어

의 기회를 주신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는 경험적 자료 역시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관계자 및 집필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

당연하다.

한다.

본고를 통해『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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