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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ow melting system in road is a device which prevents being frozen for safety. If the snow 

melting system with piping is used, the economical benefit is growed and the geothermal 

unbalance for years is able to be solved, also. Because the snow melting system with piping is 

different with the electric snow melting system in design aspects, it requires additional 

considerations such as kinds of pipe, heat medium and flowrate etc. In this paper, for predicting 

the heat dissipation to air side of the snow melting system of piping, CFD simulation are 

performed. And the variation of road surface temperature along time for thickness and kinds of 

the pavement is investigated. Flowrate of heat medium is not big effect on heat dissipation in 

same diameter of pipe. As the diameter is increased from 25A to 32A, the amount of heat 

dissipation is increased from 149 to 215 W/m2. If the pipe spacing is increased or reduced by 

16.7 % based on 150 mm, the amount of dissipation is increased or decreased by 20% or 18%. It 

can be seen that the top layer pavement largely affects on the time when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reaches 0°C.

Keywords: Snow melting system(도로융설시스템), Piping(배관), Simulation(시뮬레이션)

기호설명

 : 비열[kJ/kgK]

 : 포장재의 두께[mm]

 : 상향의 열관류율[W/m2K]

 : 하향의 열관류율[W/m2K]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1, 202160

 : 설계출력[W/m2]

 : 표면에 작용하는 실제 출력[W/m2]

 : 온도[℃]

 : 외기온도[℃]

 : 지중온도[℃]

 : 시간상수

그리스 문자

 : 표면 열전달계수[W/m2K]

 : 밀도[kg/m3]

 : 열전도율[W/mK]

1. 서 론

도로융설 시스템은 겨울철 적설시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사고나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로융설 시스템은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장비를 이용

하는 방법과 자동 염수 분사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도로표면 아래에 히팅케이블을 매설하는 방법 등의 3

가지로 나뉜다.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식은 즉시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설인력이 많이 필요하

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자동염수 분사방식은 융설액 저장탱크와 분사노즐 설비를 설치

하여 융설방지액을 도로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서, 강설시 대처능력이 우수하고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

한 반면에 염수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차량의 부식문제, 도로의 수명 단축문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융설액 충

진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중에 히팅케이블을 매설하는 방법은 기존 도로 매설방법과 신규 도로 

매설방법이 다른데, 기존도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도로를 커팅하여 히팅케이블을 매설 후 마감하는 방식을 사용

하고, 신설도로의 경우, 노면 커팅을 하지 않고, 포장 전에 케이블을 매설하고, 그 위에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수화열과 같은 열적인 문제점만 해결한다면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도로에 히팅 케이

블을 매설하는 방법은 대응능력이 우수하고, 자동대응도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반면에, 커팅면 노출, 도로 

재시공시 철거, 케이블 절단시 보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눈이 자주 오는 지역의 경우에는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에너지 비용의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히팅 케이블 대신에 히트

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하수를 이용한 배관을 매설하는 방법도 있다1,2). 하지만, 자동차 도로의 경우, 도로 

재포장시 철거의 문제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주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보도에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배관을 이용한 도로융설 방법은 히팅케이블을 매설하는 방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온수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의 포장에 따른 표면 온도변화에 관한 연구 _ 김진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1, 2021 61

데, 우선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것과 만일 에너지원으로 지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지열의 특성상 동절기 에

너지사용량에 비하여, 하절기 에너지사용량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경년변화3)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의 경우, 온천수를 활용한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4-6). 이에 용인의 이스트

팰리스단지의 자동차용 도로에 지열원을 활용한 배관이용 도로융설시스템이 적용된 예와 서울시청사의 서측

입구 보도에 설치된 사례가 있다.

히팅케이블 도로융설 시스템은 포장재의 재질과 두께, 외부기온, 매설깊이 등이 설계변수로 고려되어야 한

다.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은 배관의 재질 및 직경, 열매의 종류 및 유량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배관 및 열매의 상태와 외부 기온의 상태에 따라 배관에서 외부로 방열하는 에너지 양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

에 배관이용 도로융설 시스템은 설계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의 관경, 외부온도, 열매의 온도 및 유량에 따라 표면온도 변화

를 살펴보았다.

2. 도로융설 시스템의 설계이론

도로융설 시스템 설계는 차량의 주행성과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로 또는 보도위에 내린 눈을 녹

이기 위한 열량계산이 수행되어야한다. 고려되어야 할 설계변수는 외부 기온, 풍속과 적설량 등 기상조건, 포장

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눈은 대기온도가 –7 ~ 0℃ 사이에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 도로 표면온도가 –1℃ 이하, 대기온

도가 –6 ~ 0℃이고, 상대습도가 포화점에 도달하는 경우, 도로에 이슬이 맺히면서 결빙이 되기도 한다. 융설은 

눈에 열량을 가하여 눈을 녹이고 얼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필요한 융설열량은 눈을 녹이는 데 필요한 

융해열량과 녹은 눈 혹은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빙점이하로 낮아진 노면위에서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빙

방지 열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결빙방지 열량은 물의 증발로 인해 대기로 전달되는 열량과 눈이 녹아 생긴 수

막의 온도와 대기 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열전달손실로 발생되는 열량의 합이다.

미국에서는 도로융설(Snow melting)을 ASHRAE Application Handbook (A51 Snow melting and Freeze 

Protection)에 잘 설명하고 있다. 도로표면에서의 열평형식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량이 일정할 때 도로 표면온도

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식으로부터 주어진 열량과 도로의 포장상태에 따라 표면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되는 경과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반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도로 표면온도를 목표온도까지 상승시키기 위

한 공급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회7)에서 도로융설의 설계출력을 강설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20 ~ 750 W/m2으

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건설전기기술협회7)에는 지역 및 기상조건에 따라 170 ~ 350 W/m2의 설계출력을 

권고하고 있다. 설계출력의 계산방법은 미국과 일본이 방법이 약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Table 1에 보여진 서울의 기상조건을 기준으로 도로융설 설계출력을 구해보도록 하겠다1).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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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는 최근 5년간(2016 ~ 2020)의 평균최저기온이며, 강설강도는 누적빈도분포치의 80% 또는 일 최대 강

설량의 1/20의 값을 적용했다. 평균풍속은 월 평균풍속의 1.5배로 하였다.

Table 1 Atmospheric condition of Seoul

Conditions Temperature Snowing intensity Wind speed Road surface temperature Undergroud temperature at -1 m

Value -5.5°C 1.5 cm/hr 2.12 m/s 1 ~ 3°C 4.5°C

위의 설계기준조건으로부터 서울의 도로융설 설계출력은 약 123 W/m2이다. 서울과 유사한 조건의 일본의 

설계권고값은 200 ~ 250 W/m2이며, 미국의 경우 이보다도 컸다. 설계출력 200 W/m2를 기준으로 포장재의 재

질 및 두께의 변화에 따른 도로 표면온도의 변화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히팅케이블 또는 배관이 매설되는 경우, 설치위치로부터 상향으로 소멸되는 열관류율 은 식(1)과 같다.

 












 (1)

여기서,  ,  및 는 각각 표면열전달계수, 포장재의 두께 및 열전도율이다.

하향으로 소멸되는 열관류율 은 식(2)와 같다.

 








 (2)

표면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출력 은 식(3)과 같다.

 
 



 


    (3)

여기에서, ,   및 는 각각 설계출력, 지중 온도 및 외기온도이다. 시간상수 는 식(4)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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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비열과 밀도이다.

시간경과에 따른 노면의 온도 는 식(5)와 같다.

   max  
 

 (5)

본 연구의 배관방식 도로융설시스템은 열배관을 매립하므로, 열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하여, CFD를 활용하였다. 우선 기준모델을 결정하고, 이 모델을 CFD에 적용하여 열배관으로부터 도

로표면으로 전달되는 단위면적당의 방열량을 계산함으로써,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CFD에 의한 방열량 예측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은 히팅케이블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히팅케이블 방식은 단위면적당 방열량을 원

하는 설계용량에 맞춰 케이블을 제작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은 열배관으

로부터의 방열량이 외부조건, 배관 및 열배관내의 열매체에 따라 변화되므로 단순계산으로는 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기준모델을 만들고, 배관 및 열매체 조건에 따라 방출되는 방열량을 예측하였

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계산영역은 높이 3.0 m, 폭 1.0 m, 길이 6.0 m이다. 3개로 구성된 배관내 유동은 

길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높이 방향으로 공기층이 1.0 m이고, 포장재 1.0 m와 하부지층 1.0 

m로 구성되었다. 포장재는 배관을 포함한 콘크리트층과 그 상부의 아스팔트층, 하부의 골재층으로 구분딘다. 

배관은 0.25 m 간격으로 매설되었고, 40℃의 열매체가 평균유속 0.849 m/s로 흐른다고 가정하였다. 지반의 최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CF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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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은 깊이 1 m이고 지중온도는 4.5℃로 일정하며, 대기온도는 –5.5℃온도로 배관길이 방향으로 4 m/s의 속

도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기준모델로 부터, 배관의 단위길이당 온도변화 그리고 유량과 배관 직경, 배관 간격 등이 변화되었을 때의 단

위길이당의 온도변화를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배관 상부에 콘크리트 층이 있고, 그 위에 

아스팔트층이 대기중에 노출된 도로 포장재의 단면의 모양을 Fig. 2(a)에 나타내었고, CFD 결과 중 한가지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3.1 배관재질과 유량이 방열량에 미치는 열량

기준조건에서 배관 길이방향의 온도강하는 5 m당 대략 0.08℃로 구해졌으며, 이를 단위면적당의 방열량으

로 환산하면, 149.23 W/m2로, 설계기준보다 낮게 예측되었다. 배관의 재질과 열매체의 속도 및 온도를 변경해 

가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결과에서, 기준조건에서 유량이 30% 변화되

더라고 큰 영향이 없었다. 이는 유량이 감소되면, 온도차는 증가되지만, 유량과 온도차의 곱으로 표현되는 방열

량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경의 폴리에틸렌 배관과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25A)의 두께가 다르므

로,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폴리에틸렌 배관이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보다 열을 잘 전달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a) Schematic diagram of vertical section (b) One of CFD results

Fig. 2 Schematic diagram of vertical section of CFD Model and one of CFD results

Table 2 Amount of heat dissipation to air

Pipe Heating media
Heating Power

Material Pipe thickness Velocity Inlet temperature

Case1 PE 2.9 mm 1.019 m/s 40°C 149.23 W/m2

Case2 PE 2.9 mm 0.849 m/s 40°C 149.45 W/m2

Case3 PE 2.9 mm 1.019 m/s 15°C 64.15 W/m2

Case4 SUS 1 mm 1.019 m/s 40°C 143.25 W/m2

Case5 SUS 1 mm 0.849 m/s 40°C 135.23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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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스테인레스 스틸 의 열전도율이 폴리s에틸렌의 열전도율보다 높지만,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의 두께가 얇

은 만큼 콘크리트 포장재가 덮여 있게 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폴리에틸렌 배관의 방열량이 크게 나타난다. 만일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을 사용한다면, 배관두께가 1 mm보다 2.8 mm인 배관을 사용하는 것이 열전달 측면에서 

유리하나, 재료비가와 시공성을 고려할 때, 폴리에틸렌 배관이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배관간격이 방열량에 미치는 영향

설계출력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25A 폴리에틸렌 배관 대신에 32A규격의 폴리에틸렌 배관을 사용하여 유량

을 증가시켰고, 배관간격을 변경하면서 추가 CFD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에 나타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간격이 좁아지면 단위면적당 방열량이 많아지고, 넓어지면 방열량이 적어진다. 150 mm를 기준으로 보면, 배관 

간격을 16.7% 줄이거나 늘리면, 방열량은 20% 증가하거나, 18% 감소한다. 이것은 단위면적에 배관의 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Amount of heat dissipation to air 

Pipe distance Heating Power

Case1 125 mm 259 W/m2

Case2 150 mm 215 W/m2

Case3 175 mm 175 W/m2

4. 포장재 두께의 변화에 따른 도로표면의 온도변화

Fig.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도로 마감은 아래쪽부터, 혼합골재 보조기층의 상부에 배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무근 콘크리트 150 mm, 최상층에 아스팔트 50 mm로 포장하는 것을 기준모델로 하였다. 기준모델로부터 도로

표면의 온도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열을 시작한 후 도로표면 온도가 0℃이상으

로 도달되는 시간이 6.7시간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가열하는 경우, 표면온도는 가열을 시작한 24시간 후 3.8℃

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상층 도로 마감재인 아스팔트의 두께를 25 mm에서 100 mm로 변경했을 때 도로 표면 온도가 0℃에 이르

는 시간과 계속 가열할 경우의 최대 도달온도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시 아스콘은 최소 

30 mm에서 100 mm정도를 포장하며, 200 W/m2의 융설용량을 갖는 도로융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서는 가능한 한 최상층 마감재의 두께는 얇게 포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스콘 두께당 도로 표면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5% 시간/mm이다. 즉, 아스콘 두께가 50 mm인 경우를 기준으로 도로 표면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이 아스콘 두께를 10 mm 증가시키면 시간은 1.5시간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배관자재를 둘러싼 무근 콘크리트의 두께를 30 mm에서 70 mm로 변경해 가면서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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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시간과 계속 가열할 경우 최대 도달온도를 Fig. 4(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배관 매설깊이의 영향은 

대략 10% 시간/mm이다. 즉, 매설깊이를 기준보다 10 mm 깊게 할 때,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은 

1시간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사실에서 최상층인 아스콘 두께의 영향이 무근 콘크리트내 배설깊이

의 영향보다 큼을 알 수 있다.

Fig. 3 Road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Table 4 Effects of finishing matertials

Finishing Materials
Time [hr] Temperature [°C]

Materials Conductivity

Ascon 0.7 6.7 4.20

Marble 2.4 4.4 4.47

Granite 3.3 4.1 4.50

(a) Ascon (b) Concrete

Fig. 4 Time and Temperature variation of roa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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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층 포장재을 다른 재료로 바꾸었을 경우,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과 최대도달온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포장재의 열전도계수가 높을수록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

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최종 포장재는 아스콘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아스콘에 열전도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재료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D룰 활용하여 배관방식 도로융설 시스템의 배관으로부터의 방열량을 예측하였고, 포장재

의 종류 및 두께에 따른 도로 표면온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필요한 융설설계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의 직경, 재질, 열매체의 온도 및 유량을 변경해가며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 결과, 배관의 재질은 두께의 영향으로 열전도도가 낮은 폴리에틸렌 배관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유량의 변화가 방열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관경을 25A에서 32A로 

크게하는 경우, 방열량이 149에서 215로 증가하였고, 150 mm를 기준으로 배관 간격을 16.7% 줄이거나 늘리

면, 방열량은 20% 증가하거나, 18% 감소한다.

도로 표면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은 최상층 포장재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최상층의 포장재의 

열전도도가 높을수록 도로표면의 온도가 0℃에 이르는 시간이 짧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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