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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도로 노면결빙 판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로결빙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
였다. 도로결빙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서, 도로 결빙에 대한 영향인자를 검토하고, 분석을 위해서 목감IC, 
정릉터널, 성산대교, 염창교 등 4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였다. 관측소는 모두 고속화도로에 설치되어 있
으며, 도로 결빙 특성 분석을 위하여 분류하였다.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의 노면온도-노점온도 차가 3℃ 
이하일 때 도로결빙 발생 구간을 확인하고 결빙 구간의 노면상태와 수막두께 변화를 통해 도로 결빙 판정
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도로결빙, 도로결빙 알고리즘, 노면온도, 노점온도, 노면상태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scenario for road freezing section by applying the road freezing 
evaluation algorithm. To apply road freezing algorithm, the influencing factors on road freezing were 
reviewed. Observation data from four points, Mokgam IC, Jeongneung tunnel, Seongsan bridge, and 
Yeomchang bridge were used for analysis. All observatories are installed on the expressway, and they 
are classified for the analysis of road freezing characteristics. Wh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and dew-point temperature of the road freezing evaluation algorithm was 3℃ or 
less, the section where road freezing occurred was checked. In addition, road freezing evaluation was 
derived through the change of the road surface condition and water film thickness of the freezing 
section.

Keywords : Road freezing, Road freezing evaluation algorithm, Road surface temperature, Dew-points 
temperature, Road surf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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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in causes of frozen road in south Korea.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으로 국내 겨
울철 결빙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하여 2019년 12월 상주-영
천 고속도로 사고로 약 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
되었으며, 이는 도로의 결빙으로 발생 된 사고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겨울철 대형 사고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물적·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2]. 겨울철 결빙사고는 노면 결빙 현상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 융설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도로 결빙에 대한 뚜렷한 대책
이 강구되지 못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보도
자료에서는 최근 3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사고는 약 3,860건이며(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20), 도로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3%로 건
조 2.1%, 습기 2.9%, 적설 1.6%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3]. 이러한 사고위험은 타 노면 상태
보다 결빙 상태를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며 
건조, 습윤 등 다른 노면 상태보다 마찰계수가 
낮아 제동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 또한, 도로 결
빙 사고는 일조량 및 기온이 낮은 오전 6시부터 
10시에서 약 38%로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결빙의 사고 위험은 다양
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습결빙구간을 선정하지 않
고 현장 확인과 담당자의 경험에 의해 상습결빙
구간을 선정하고 있다(Lee, 2017)[3]. 또한 현행 
결빙노면 사고의 대책은 이동성이 높은 고속도로 
위주로 수립되고 있어 사고대책은 부족한 실정이
다(Kim, et al., 2015)[4]. 
  특히 우리나라는 교량구간이 많아 지형 특성상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은 상황
이다. 교량구간은 평지 구간과 달리 지열이 없고 

태양열에 의해서만 열을 얻기 때문이다. 교량구간
은 하천이나 계곡을 잇는 곳이 많아 동절기의 결
빙 발생 확률이 더욱 높다. 따라서 결빙도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조시간이 짧은 터
널 출입구등은 북측에 가려져 음영구간이 발생되
고, 교량구간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한 조건을 갖
고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도로결빙 조건별 영향인자를 검
토하고, 도로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결
빙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도로결빙의 
판단기준 정립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로기상 측정구간은 일반 고속도로, 터널 
입·출구, 교량 및 분기점 등의 지점에서 측정하였
으며, 측정데이트를 활용하여 도로결빙 알고리즘
을 분석하여 특정 날씨에서의 결빙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2. 기존문헌 검토

2.1. 도로 결빙의 특성

  도로 결빙은 일반적으로 도로 노면이 습한 상
태에서 노면 온도가 0℃ 이하이면서 노점 온도 
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 국내
의 경우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이유는 낮
은 위도로 눈이 쉽게 녹기 때문이며, Fig. 1과 같
이 결빙이 발생한다. 
 기존문헌을 통하여 도로 결빙의 조건별 영향인
자를 분석한 사항을 다음 Table 1에 나타냈다. 
도로 결빙의 영향인자로는 기상조건의 인자로 대
기온도, 습도, 강수/강설량, 안개 발생 등이며, 지
형조건의 인자로는 위도/경도, 고도차, 바람이 강
한 장소, 교량 유무, 음영 구간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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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s influencing road freezing

Necessary condition Factors influencing

Weather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rainfall/snowfall, mist  

Topography Latitude/longitude, altitude, windy place, bridges, shaded section

Table 2. Prediction algorithm of road freezing

Freezing 
condition

Road surface 
Tem.(℃)

Relative 
humidity(%)

Tr-Td 
(℃)

Wind speed
(m/s)

Road 
condition

Karlsson
Freezing Not more than 0 - Not more than 0.5  Not more than 2 -

Freezing Not more than 0 - Not more than 1 More than 2 -

Imacho

Freezing

Not more than -1 - - -

wet

Freezing highly 
probable

dry

Freezing highly 
probable -1~1 - - -

wet

No freezing dry

No freezing More than 1 - - - wet/dry

Kim
wet - More than 70 Not more than 3 - -

freezing Not more than 0 More than 70 Not more than 3 - -

도로 결빙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Karlsson(2001) 
[10]과  Imacho(2002)[11]의 판정모델을 비교하
여 다음 Table 2에 나타냈다. Karlsson은 노면온
도가 0℃ 이하에서 노면온도와 노점 온도 차가 
1℃이하 조건에서 도로 결빙이 발생하며, Imacho
는  노면온도 1℃ 이하, 노면상태가 습윤일 때 
도로 결빙 가능, -1℃ 이하에서 노면상태가 습윤
일 때 결빙, 건조일 때 도로 결빙 가능으로 제시
하였다. Kim(2013)[2]은 도로 결빙 예측 알고리
즘의 범위로서 노면온도가 0℃ 이하이며, 노면온
도와 노점 온도차가 3 이하, 습도가 70% 이상으
로 나타냈다.

2.2. 노점온도 측정

  노점온도 (Dew point temperature)는 수증기가 
포함된 공기가 포화되어 응결할 때의 온도로 대
기압이 동일 할 경우 노점온도 는 공기가 포화상
태에 도달하기 위한 온도를 말한다. 대기온도가 
노점온도 까지 냉각되면, 상대습도가 100%에 가
깝게 되어 안개 등이 발생하며, 도로의 경우 도
로 노면이 습한 상태로 도로 결빙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된다.
  노점온도는 Magnus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Magnus 방정식은 포화수증기압 및 

노점온도 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온도의 포화수증
기압 EW는 식(1)에서 구할 수 있다[12,13]. 

     ·

·



                     (1)

이때 방정식에 적용되는 상수인 Magnus 파라미
터들은 –45℃부터 60℃ 사이의 범위에서, 각각 

=6.112, =17.62, =243.12 이다. 제시한 
Magnus 파라미터에 따라 식(1)을 재정의하면 노
점온도 Td는 수증기압 E에 대한 식(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ln




 · ln



                     (2)

식(2)는 다시 수증기압 E와 상대습도 RH와의 관

계식인 E=(RH·EW)/100를 식(2)에 적용하고, 식

(1)을 이용하면, 온도 T와 상대습도 RH를 이용

하여 이슬점 Td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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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ory Location Reason for selection Sensor

Mokgam IC 3rd Gyeongin Expressway without shaded area Wind 
direction/speed, 

Temperature and 
humidity, 

precipitation, 
underground 

temperature, road 
surface, solar 

radiation

Jeongneung 
tunnel

Internal Circulation 
Expressway

Tunnel and shaded 
area

Yeomchang 
bridge

Olympic boulevard City highway

Seongsan bridge

Table 3. Descrip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ory

Mokgam IC Jeongneung tunnel Seongsan bridge Yeomchang bridge

Fig. 2. View of the meteorological observatory.

 




ln

 ·
· 




·



ln

 ·
· 




     (3)

따라서 식 (3)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 온도 및 
습도 값과 노면의 온도 값으로 도로의 결빙 상태
를 예측할 수 있다. 

2.3. 노면결빙구간 

  겨울철 교량 및 음영구간을 주행하면 노면결빙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눈 
또는 비가 내리는 날은 터널 입구에는 외부와의 
온도차로 수분이 다수 발생되고, 차량이 터널 진
입시 차량 바퀴에 수분이 묻게 된다. 차량이 터
널 출구를 지날 때, 차량 바퀴에 묻은 물은 급격
한 온도 변화로 결빙이 되면서 매우 미끄러운 상
태가 되는데 보통 운전자의 경우 이 점을 간과하
고 과속을 하게 되어 다수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
다[14]. Lee(2005)[15]는 GIS를 이용하여 시간대
별 일조 영향평가를 통하여 추출하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 GIS를 이용하여 도로 주변의 수치지형

자료를 3차원 모형화한 후 태양의 고도 및 방위
각을 20분 간격으로 모델화하여 도로노면의 결빙 
예상 구간을 추출하였다. 노면결빙구간은 대부분 
터널 입·출구 부근의 음영구간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폭을 넓게 설계하여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3. 기상 자료 수집

3.1. 기상 자료 측정

  도로 결빙에 대한 기상자료는 목감IC, 군자대
교, 정릉터널 출구, 염창교, 성산대교의 자료로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데이터 중 동
절기의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풍향/풍속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강수량센서, 
지중온도센서, 노면센서, 일사센서의 자료를 1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측정지점은 음영이 발생하지 
않는 고속도로, 음영발생 구간인 터널 입·출구, 
교량 및 분기점 등으로 Table 3에 기상 관측소의 
위치 및 적용 센서에 대해 나타냈으며, Fig. 2는 
관측소 전경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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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conditions
2017.12~2018.01 2017.12~2018.01 2017.12~2018.01
Seoul Incheon Seoul Incheon Seoul Incheon

Type 1

Maximum  
Tem.

Not more 
than 0℃

27 26 10 13 3 4
Minimum 

Tem.
Not more 
than -1℃

Rainfall
Not more 
than 1mm

1 0 0 0 0 0

Type 2

Maximum  
Tem.

Not more 
than 5℃

21 22 38 32 35 26
Minimum 

Tem.
Not more 
than -1℃

Rainfall
Not more 
than 1mm

4 4 1 1 0 2

Total days 53 52 49 46 38 32

Table 4. Analysis result of weather data

3.2. 기상청 자료 분석

  도로 결빙에 대한 기상 측정 자료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상청 날씨누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목
감IC의 측정된 기상자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
상청 날씨누리의 인천지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으며, 정릉터널 출구, 성산대교, 염창교의 측정 
기상자료 비교를 위하여, 서울지점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상자료는 2017년 12월부터 2020
년 1월까지 중 12월, 1월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였
다. 기상청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최고/최저기온이 
0℃ 이하이며, 강수량 1mm 이상인 일수를 다음 
Table 4에 나타냈다. 3년의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에서 약 53일
로 월평균 85% 이상 결빙 가능한 일수를 나타냈
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은 약 48일로 
월평균 77% 이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까지 35일로 월평균 55% 이상 결빙 가능한 일수
로 나타났다.

3.2. 관측지점 측정자료 분석

 기상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결빙 가능 일수가 
가장 많은 2017년 12월~2018년 01월의 기상 측
정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Fig 3에 나타냈다. 
기상 측정자료 중 대기온도(T), 노면온도(Tr), 습
도(RH)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노점온도 (Td)는 
대기온도(T) 및 습도(RH) 자료를 식(3)을 활용하
여 Fig. 3에 나타냈다. Fig. 3에서 표시 된 부분
은 기상측정 자료 분석을 진행 한 후, 기상청 자
료와 비교하여 강수가 있는 날을 나타낸 것이다. 

목감 IC 2017년 12월~2018년 1월은 기상청 날
씨누리의 인천 관측소의 강수일과 비교하였으며,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8일, 1월 14일, 1월 
22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월 14일은 최고온
도 및 최저온도가 영하권으로 확인되었다. 
 정릉터널, 염창교, 성산대교 2017년 12월~2018
년 1월은 기상청 날씨누리의 서울 관측소의 강수
일과 비교하여 나타냈다. 특히 염창교 2018년 1
월 30일에서도 최고온도 및 최저온도가 영하권으
로 확인되었으며 도로 결빙의 가능 기간으로 표
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상 측정 구간은 음영이 없는 고속
도로, 터널 입/출구, 교량 및 합류구간으로 선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측정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
다. 목감IC는 음영이 없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대
기온도에 비해 노면온도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주간대에 태양열로 인하여 노면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대기온도와의 차가 크게 나타났으
며, 야간에서는 대기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정릉터널 입/출구 기
상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온도와 노면온도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이슬점 온도가 내려가지만, 주간대에 따뜻한 
대기가 야간에는 터널 출구에 영향을 줘서 노면
온도의 온도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강수가 발생된 날에도 노면온도가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산대교 
기상 측정자료에서는 교량으로서 노면온도와 대
기온도 차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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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data of Mokgam IC (2017.12) Weather data of Mokgam IC (2018.01)

Weather data of Jeongneung tunnel (2017.12) Weather data of Jeongneung tunnel (2018.01)

Weather data of Seongsan bridge (2017.12) Weather data of Seongsan bridge (2018.01)

Weather data of Yeomchang bridge (2017.12) Weather data of Yeomchang bridge (2018.01)

Fig. 3. Analysis of weather data (2017.12~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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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ad freezing evaluation algorithm.

교량의 특성으로 지면온도의 영향이 없음에 노면
온도 및 대기온도 차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염창교 기상 측정자료에서는 목감IC 기상 측정 
자료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4. 결과 및 고찰

  도로 결빙 판정 모델을 제시한 Karlsson과 
Imacho의 알고리즘은 노면온도 조건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 국내 기후조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
며, 도로 결빙을 판정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Kim(2013)의 도로결빙 알고리즘은 습
윤상태 및 결빙상태를 제시하였지만, 노면온도 및 
노점온도의 범위구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알고리즘을 실측 데이터에 적용하였지만, 
도로 결빙구간에 대한 신뢰성을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나타났다. 특히, 노면 상태를 판정함에 
있어 대기온도 및 습도, 노점온도 데이터를 비교
하여 적용하면 노면온도가 0℃ 이하에서 도로 결
빙구간으로 판단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신뢰성
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면상태 및 수막두께 데이
터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상 측정자
료를 활용하여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에 적용
하였으며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은 다음 Fig. 4
에 나타냈다. 도로 결빙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로 결빙 습도 조건과 도로 결빙 판정 조건을 
분석하여 나타냈다. 도로 결빙 습도 조건은 습도
(RH)가 70% 이상, 대기 온도 5℃ 이하에서 노

면온도(Tr)와 노점온도 (Td)의 차가 3℃ 이하의 
경우로 나타냈다. 이때, Tr-Td 차가 3℃ 이하일 
경우 도로 결빙 습도 조건에 부적합하며, 결빙 
가능 구간에서 제외된다. 
  도로 결빙 판정 조건은 도로 결빙 습도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Td가 0℃ 이하에서 Tr-Td 차가 
3℃ 이하이며, 이때 Tr이 0℃ 이하일 때 도로 결
빙으로 판정한다. Tr이 0℃ 이상시에도 Tr-Td 
차가 3℃ 이하일 때는 도로 결빙 가능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Fig. 5는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도로 결빙 구간의 기상 측정 자료를 분
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대기온도(T), 노면온도
(Tr), 노점온도 (Td), 습도(RH), 노면상태(Road 
condition), 수막두께(Water film thickness)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Tr-Td 차가 3℃ 이하인 구간
을 대상으로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3에서 확인되었던, 목감IC 2018년 1월 자
료 중 Tr과 Td의 온도 차가 3℃ 이하이며, Tr이 
Td 보다 낮은 구간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 결빙
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면 상태도 변화
가 있었으며, 수막두께에서도 소량 측정이 되어
서, 도로 결빙이 일시적으로 발생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염창교 2018년 1월에서도 비슷한 양상
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노면온도가 급격하게 변
화가 일어났고, 수막두께에서도 1.6mm의 수막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도로 노면에 수막이 발
생됨에 따라 도로 노면층의 온도가 대기온도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화로 노면온도가 변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목감IC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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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data of Mokgam IC (2018.01)

Weather data of Yeomchang bridge (2018.01)

Fig 5. Analysis of road freezing algorith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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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시간 후 온도가 영상권으로 올라갔으며, 
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도로노면이 급격하게 건조
해졌지만, 염창교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대기온도 
및 노면온도가 영하권이며, 습도가 지속적으로 높
아 도로 결빙이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된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을 개
발 적용하여, 도로 결빙의 시나리오를 분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기상 관측 지점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음영
이 없는 고속도로, 터널 입/출구, 교량 및 합류구
간의 노면온도와 대기온도 차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교량에서는 노면온도와 대기온도의 차
이가 크지 않는 반면, 일반 고속도로 및 합류구
간에서는 주간대 및 야간대의 변화가 컸으며, 터
널부에서는 큰 온도차를 확인하였다.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Tr과 Td
의 온도 차가 3℃ 이하인 구간에서의 습도 변화
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습도변화가 
큰 구간이 발생되고 Tr이 0℃ 이하인 상태에서는 
도로 결빙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을 통하여 목감IC 2018년 1
월과 염창교 2018년 1월에서 도로 결빙 판정 구
간이 선정되었다. 이 두 지점은 터널부나 교량부
에 비해 음영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상
조건의 영향으로 도로 결빙 판정 구간으로 선정
되었다. 
  도로 결빙은 기상조건으로 발생됨에 따라, 기
상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 시 도로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결빙 판정 알고리즘의 시나리오 데
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상
조건 외의 다양한 조건으로 인한 도로 결빙이 발
생됨에 따라, 추후 여러 조건의 도로 결빙에 대
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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