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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ow melting system is adapted for safety and environment sides. Geothermal 

System has some problem of unbalance between summer and winter heat loads. Snow 

melting system with piping system is widely adapted in Japan. In this paper, the variation of 

road surface temperature along time for heating load is investigated. And for checking the 

difference between electrical melting system and piping melting system, other design 

parameters i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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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가 경사면에 위치하거나, 산비탈에 위치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의 경사도가 크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불량으로 인하여 결
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행차량 및 보행자
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융설시스템의 적용이 확
대되고 있다. 또한 강설시 제설을 위하여 염화칼
슘 및 모래 등을 살포하면서 야기되는 환경공해
와 주변에 식재된 수목의 고사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차 도로융설시스템이 적용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1)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융설 
시스템은 전기히터를 도로에 매설하여 가열하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운전비가 고가인 단
점이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활성화로 인하여 공
동주택에도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다. 
지열냉난방시스템의 특성상 여름철의 냉방용량
이 겨울철의 난방용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지
중온도의 경년변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
하여 난방부하를 크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2)

이러한 관점에서 여름철 냉방부하와 겨울철의 
난방부하의 차이만큼의 용량을 도로융설시스템
에 적용한다면, 운전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열을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중온도의 경년변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
결할 수 있는 장점에 있다.

지열을 이용한 도로융설시스템은 도로에 난방
배관을 설치하고 배관 내에 온수를 공급함으로
써, 배관이 전기히터의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서, 
이는 이미 일본에서 널리 활용되어 있는 시스템
이다.(3-5)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
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융설시스템의 도로 
마감재질의 종류 및 두께에 의한 도로 표면온도
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설계의 타당성
을 CFD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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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Value

Atmosphere Temperature [℃] -5.5

Snowing intensity [cm/hr] 1.5

Wind Speed [m/s] 4.0

Road surface temperature [℃] 1~3

Underground Temperature at -1 m 4.5

Table 1 Atmospheric conditions

2. 도로융설시스템의 설계이론

도로융설설계란 동절기시 도로 또는 보도위에 
내린 눈을 녹여 차량의 주행성 및 보행자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를 뜻한다. 융
설의 설계는 외부 기온, 풍속 및 적설량 등을 포
함한 기상조건과 포장마감재의 두께 및 재질 등
을 고려하여 전력의 소요출력을 구하는 과정이
다.(6)

일반적으로 눈은 대기온도 0℃~-7℃사이에서 
내리며, 기상조건이 -5.5℃이하인 경우, 강설이 
없더라고 도로는 빙결되기도 한다.

융설은 눈을 녹이는 열량과 녹은 눈이 얼음으
로 되는 것을 방지하는 빙결방지열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융설에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
는 강설강도, 기온, 상대습도, 풍속 등과 같은 기
상요소와 마감재의 종류, 두께, 밀도 및 열전도
율과 같은 마감재의 특성과 설계출력 및 노면상
태 등이다.

설계출력 계산은 미국과 일본의 방법이 약간 
다르다. 우선 미국의 방법을 보면, 지역별 기상
자료를 근거로 융설열량과 빙경방지열량의 합산
을 자유면적비율로 적용시켜 융설열량과 예열대
기열량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일본은 많은 실험
을 통하여 구한 실험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열방
정식을 실험에 의하여 변형시켜 융설열량과 빙
결방지열량을 구분하였다. 즉, 내린 눈을 융해해
서 노면을 눈이 없는 상태로 하는 융설열량과 
노면을 빙결시키지 않기 위해 0℃이상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빙결방지 열량중 큰 
값을 설계소요출력으로 한다.

서울의 경우, 설계기상조건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이러한 설계기상조건일 때 일본 및 미국
의 설계출력값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0~250 W/m2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 
W/m2을 설계출력으로 하여 도로마감 재질 및 두
께의 변화에 의한 도로 표면온도의 변화를 알아

보았다.
시간에 따른 도로 표면온도의 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기히터 또는 배관이 매설되는 경우, 설치위

치로부터 상향으로 소멸되는 열관류율 k0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α0, d 및 λ은 각각 표면 열전달계수, 마
감재의 두께 및 열전도율이다.

하향으로 소멸되는 열관류율 ku은 식(2)과 같
다.





(2)

표면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출력 q0는 식(3)과 
같다.

 





  (3)

여기서, q, Tu 및 T0는 각각 설계출력, 지열 등에 
의한 지중의 온도 및 외기온도이다.

시간상수 ta는 식 (4)와 같다.


 

 (5)

여기서, c 및 δ은 각각 비열 및 밀도이다.
시간경과에 따른 노면의 상승온도는 식 (6)과 

같다.

    
 
 (5)

일반적인 도로융설시스템은 전기히터를 도로
하부에 매립하는 형태이나, 본 연구에서는 검토
하는 시스템은 배관을 매립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그 차이에 의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CFD를 활용하였다. 즉, 기준모델을 결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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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ad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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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and Temperature variation of 

road surface

Fig. 1 Detail drawing of road finishing

모델을 CFD에 적용하여 배관에서 도로표면으로 
전달하는 단위면적당의 발열량을 계산함으로써,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3.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
로마감 재질 및 두께의 변화에 의한 도로 표면
온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3.1 기본조건에서의 도로표면온도의 변화

도로 마감재질의 기본조건으로 Fig. 1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도로표면으로부터 표층으로 아
스콘 50 mm, 무근 콘크리트 150 mm이며, 무근 
150 mm내에 배관을 삽입하게 된다. 무근 콘크리
트 하부에는 혼합골재로 이루어진 보조기층이 
자리하게 된다. 무근 콘크리트 내에 삽입되는 배
관은 외경 25f의 X-L파이프로서 무근 콘크리트 
상부로부터 50 mm하부에 매립하게 된다.

Fig. 2에는 도로 마감이 기본 조건일 경우의 
가열을 시작한 후 시간에 따른 도로표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도로표면의 온도가 0℃이상
으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7시간 정도이
며, 최대온도는 4.3℃로 예측되었다.
3.2 도로마감재가 표면온도변화에 미치는 향

최상층 도로 마감재 두께를 25 mm에서 100 
mm로 변경해가면서 도로표면이 0℃에 이르는 
시간 및 도로표면의 최대온도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시 아스콘은 최소 30 
mm에서 100 mm정도를 포장하며, 200 W/m2의 
융설용량을 갖는 도로융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상층 마감재의 두께
는 얇게 포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스콘 두께
당 도로표면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5% 시간/mm이다. 즉, 아스콘 두께
가 50 mm인 경우를 기준으로 도로표면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이 아스콘 두께를 10 mm 증
가시키면 시간은 1.5시간정도 증가함을 의미한
다. Fig. 4에는 무근 콘크리트내 배관의 매설 깊
이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배관의 매설
깊이의 영향은 대략 10% 시간/mm이다. 즉, 매설



- 1254 -

3

4

5

6

7

8

9

10

30 40 50 60 70

Depth of concrete [mm]

Ti
m

e 
[h

r]

4

4.25

4.5

Te
m

pe
ra

tu
re

 [℃
]

Fig. 4 Time and Temperature variation of 

road surface

Finishing Material Time 

[hr]

tempera-

ture [℃]Material conductivity

Ascon 0.7 6.7 4.20

Marble 2.4 4.4 4.47

Granite 3.3 4.1 4.50

Table 2 Effects of finishing matertials

Fig. 5 CFD model for piping system of snow 

meliting system

깊이를 기준보다 10 mm 깊게 매설할 때, 도로표
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은 1시간정도 증
가함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사실에서 최상층인 
아스콘 두께의 영향이 무근 콘크리트내 배설깊
이의 영향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최상층 마감재질을 다른 재질로 바꾸었을 경
우,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과 최
대도달온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마감재질의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도
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도로의 최종 마감재는 아
스콘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아스콘에 열전도계수
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추가하는 방
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CFD에 의한 설계검증

배관을 이용한 도로융설시스템은 전기히터방식

의 도로융설시스템과는 차이를 보인다. 전기히터
방식은 단위면적당 발열량을 원하는 설계용량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배관을 이용한 
시스템은 이 설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배관내 유속, 온도, 외기온도 등에 의하
여 배관내부에서 외부로 공급되는 열량의 변화
가 있고, 이는 단순 계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모델에 대하
여 CFD를 이용하여 배관 단위길이당 온도강하
을 예측한 다음 이를 설계에 활용하여 배관 간
격 및 배관 직경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때 사용한 CFD모델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외기부분이
며, 도로 마감은 기준조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파이프 매설은 0.25 m 간격으로 3줄을 매설하였
으며, 유체는 물이 평균유속 0.928 m/s로 이송된
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유체의 입구온도는 45℃
이다. 지반의 최하층은 1 m로 가정하여 4.5℃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공기는 -5.5℃ 
및 4 m/s의 온도와 속도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
다. 초기조건으로는 지하의 온도조건은 높이에 
따라 온도가 변화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준조건에서 파이프 길이방향으로 파이프내부 
온도강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전단
부 및 끝단부의 입구영역 및 출구영역을 제외하
면, 온도강하는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즉, 파이프 
길이 5 m당 내부 유체의 온도강하는 대략 0.0
8℃이며, 0.25 m 간격으로 매설하는 경우, 도로 
단위면적당의 발열량은 100 W/m2로 예측되어 융
설설계기준인 200 W/m2보다 낮다. 즉, 배관 시스
템의 설계조건을 바꾸어 융설설계조건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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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in a pipe

필요성이 있다. 실제 설계에서는 도로내 배관시
스템을 몇가지로 변경해 가면서, 융설설계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내관의 관경, 간격 및 유량
을 결정하였다.

5. 결론  추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도로융설시스템의 도로 마감재

질의 종류 및 두께에 의한 도로 표면온도의 변
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설계의 타당성을 
CFD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았다.

도로표면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중 최상층인 아스콘 두께의 영향이 다른 층
의 두께가 미치는 영향보다 큼을 알 수 있다.

최상층의 마감재질의 열전도도가 높을 수록 도
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융설설계출력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CFD를 활
용하여 배관의 설계를 검증하였으며, 이 단계는 

설계검증을 위하여 필수적인 단계임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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