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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국 국립안전협회통계에 의하면 낙상사고에 의한 

입원환자 수는 하루 25,000명 이상에 이르며, 사고발생

률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빈번하다고 한다. 특히 동절

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장소에

서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하여 

폭설, 결빙 등으로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낙상, 미끄

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 안

전 책으로 국내에서는 차량용 제설장치만일부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행자용 융설시스템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는 치명적인 부상, 심지

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

산부 등의 미끄럼 사고는 더욱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

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책 예방에 해서

는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Fig. 1과 같이 서울시 구급활동 통계 중 낙상사고의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미끄러짐(50%), 헛디딤(12%), 

걸려 넘어짐(10%), 어지러움(9%), 힘이 없어서(6%), 기

타(4%)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끄럼사고의 피해

자는 주로 어린이(45%), 노인(28%) 순으로 나타났다. 

Fig. 1. Statics of falling accident of Seoul city rescue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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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약자가 전체 미끄럼사고의 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성인의 60%이상도 이러한 미끄럼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의 부분은 물

기에 의해 수막현상이 발생한 곳이나1) 눈 등으로 인하

여 미끄럼이 유발되는 장소에서 특히 집중되었다. 

안전사고에 한 법 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의2) 목적(제1조)에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

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 동절기 보행자 안전사고 보호용 기기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결빙시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보행자 전용 융설발판 개발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저전력으로 건물인입

구, 취약지역 보행자 통로의 결빙, 쌓인 눈을 녹여주어 

겨울철 단순 미끄럼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최소화하고, 

특히 융설용 염화칼슘, 나트륨의 사용을 줄여 염해로 

인한 바닥부식3) 및 비환경적 요인을 개선 하고자 저전

력을 사용하여 최적의 열량을 얻는 융설용 전기안전발

판을 설계하고 실증실험을 통하여 최적설계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융설현황 및 전기안전발판 최적설계

2.1 국내외 기술현황 및 발열체의 종류별 특성

도로용 융설장치는 Fig. 2와 같이 전열선을 도로에 

매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융설하는 방식을 일반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isle Road Stairway Lamp

Fig. 2. General snow melting for road.

2.1.1 발열체 종류 

현재 국내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열체의 종류는 

Fig. 3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전열선(Heating Cable) 발

열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융설매트 제작에서 절연물의 

두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선형으로 된 전열

선 발열체는 융설 매트로 활용할 경우, 전열선 자체의 

a. Cable b. Film c. Textile

Fig. 3. Heating elements.

두께로 인해 절연물 압착 가공시 절연물의 두께가 상

적으로 얇아져 절연특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 또

한 전열선 발열체를 융설 매트에 균일하게 배치하기 어

려워 고르게 발열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필름형(Film) 면상 발열체는 절연 및 난연 소재인 기

본 필름에 카본발열체를 도포한다. 그리고 여기에 오

염물질 흡착제인 활성탄을 박피하고 동박으로 전극을 

만든 후 PET소재의 필름으로 라미네이팅 처리한 것이

다. 이것은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전기적으로 안전한 성질을 가진다. 특히 열은 카

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카본의 재질이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코튼망사발열체라고도 하는 직조형(Textile) 발열체

는 면실(cotton)을 격자모양으로 직조하고 탄소(carbon)

를 함침하여 제조한다. PE, PET, 우레탄 등을 이용해 

진공상태로 마감 코팅하여 탄소저항에 의해 발열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직조형 발열체는 두께가 1 ㎜ 

내외로 얇아서 융설 매트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또

한 카본소재는 원적외선이 다량 발생되는 장점이 있다. 

2.1.2 발열체별 장단점 비교

선형과 평면형 발열체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특

히 탄소발열체의 특성은 첫째, 원적외선이 다량 방사

되어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다. 둘째, 열이 평면으로 

골고루 발생분포 되어 에너지 낭비가 적다. 셋째, 복사

열로 발열하는 시스템으로 항균, 살균 기능이 가능하

다. 넷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 

연기, 소음, 냄새, 진동이 없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주위 

환경을 만들어 준다.

Table 1. Comparison of merits and demerits

Heater Cable Film Textile

Material Nichrome Carbon Carbon

Thickness Thick Thin Thin

Density High Low Low

Control Easy Easy Easy

Characteristic Stable Stable Stable

Insulation Good Normal Normal

Heating Narrow Overall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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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행자용 안전발판의 융설 최적발열량 산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융설 방법은, 콘크리트 

매입 방식인 스노우 멜팅 시스템과 융설 매트를 이용

한 전기융설매트 방식이다. 

2.2.1 일반적인 콘크리트 매입방식의 스노우 멜팅

콘크리트 매입방식의 스노우 멜팅은 Fig. 4와 같다. 

발열량 설계는 일반적으로 해당지역의 기후 조건에 의

해 결정된다. 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강설, 

바람, 지형, 온도, 융설 시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

을 일반화시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표 발열량을 

산정할 수 있다.

Fig. 4. General snow melting method

국내에서 범용되는 설계기준으로 외기온도 -20℃에

서 눈이 녹아야 할 온도는 0℃이다. 그러므로 △T = 2

0℃에서 필요한 발열량은 식 (1)과 같다.

발열량 = 모제의 부피x비중x비열x온도차 (1)

= 0.1 ㎥ × 2400 ㎏/㎥ × 0.22 ㎉/㎏℃ × 20℃ 

= 1,056 ㎉

․콘크리트 슬래브 부피산정 : 가로,세로 100 ㎝ 두

께 10 ㎝로 가정

․콘크리트의 일반 비중 값 : 2400 ㎏/㎥

․콘크리트의 일반 비열 값 : 0.22 ㎉/㎏℃

․온도차 : 20℃

본 발열량을 소비전력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소비전력 = 1,056 ㎉ ÷ [857 ㎉/㎾] ≒ 1.23 ㎾

즉 가로세로 각 1 m, 두께 10 cm, 온도 -20℃의 콘크

리트 덩어리를 0℃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기존의 Heating Cable형 콘크리트 매입방식은 모르

타르 층을 가열한 후 바닥표면까지 열이 도달하여 눈

을 녹여 주는 융설 메카니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2.2.2 전기융설매트 방식의 스노우멜팅

전기융설 매트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융설에 

필요한 발열량과 소비전력을 구해보면 식 (2)와 같다.

발열량 = 0.01 ㎥ × 880 ㎏/㎥ × 0.5 ㎉/㎏℃ 

× 20℃ = 88 ㎉ (2)

소비전력 = 88 ㎉ ÷ [857 ㎉/㎾] ≒ 103 W

 ․합성고무 부피산정 : 가로,세로 100 ㎝, 두께 Max. 

1 ㎝로 가정 

 ․합성고무비중 : 880 ㎏/㎥

 ․합성고무 비열 : 0.5 ㎉/㎏℃ 

 ․온도차 : 20 ℃

이 발열량은 가로세로 1 m, 두께 1 cm인 융설 매트

를 -20℃에서 0℃로 올리는데 필요한 산술적 발열량을 

의미한다. 1시간 동안의 발열량을 전기에너지로 전환

하면 소비전력 103 W이다. 하지만 바닥재에 따라 열전

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바닥재의 종류 및 강설시 시설

물의 환경에 따라서 발열량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설치시 전력공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Fig. 5와 같이 전열선 콘크리트 매입방식으로 융설

한 경우의 발열 곡선은 곡선 1, 전기 융설매트로 융설

한 경우의 발열곡선은 곡선 2와 같이 개념적으로 그려

볼수 있다. 곡선 1과 곡선 2 사이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Fig. 5. Caloric value for general snow melting and electric 
snow melting mat. 

따라서 전기융설매트와 비교하였을 때 표면까지 닿

는 거리가 먼 Heating Cable형 콘크리트매입 방식이 더 

많은 열손실을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효율

성 측면에서 보행자 전용 융설은 콘크리트 매입방식보

다 전기융설매트 방식이 더욱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

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스노우 멜팅 설계기준을 일반적으로 1

시간으로 정한다. 그러나 융설 매트는 Fig. 6과 같이 일

반적으로 두께가 1 cm를 넘지 않아, 상 적으로 너무 

얇아 공급된 열의 일부가 하부로 손실된다.

또한 눈이 가지고 있는 잠열(79.7 ㎉/㎏)도 추가로 공

급해야만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상기에서 계산된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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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ross section of snow melting mat.

만 투입해서는 좋은 효과를 기 할 수 없다. 

소비전력량을 크게 하면 눈을 빨리 녹일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수전용량이 커지는 경우 전력수전용량 비

용이 절감코자 하는 에너지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03 W~300 W 사이의 

값을 선정하도록 한다. 

실제로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의 설계용량보

다 더 낮게 설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융설이 비교

적 천천히 이루어지기는 하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able 2는 실제로 -20℃의 냉동 창고에서 전기융설

매트로 얼음을 녹이는 실험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이

다. 실험시 얼음은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였고, 얼음 조

각을 융설 매트 위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스노우멜팅에 300 W/m2의 

소비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Table 2의 실험결과와 같

이 보행자용 융설매트의 실험 결과 250 W/m2와 150 

W/m2의 융설 시간이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만 절약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Required time of melting a patch of ice

Power input 150 200 250

Time 1 Hour < 1 Hour < 40 Minutes

따라서 융설 매트를 사용하면 Fig. 7과 같이 보행시 

필요한 유효면적에만 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한 융설 효과를 볼 수 있어 효율성이 더 높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는 작동시 300 W의 소비전력

Fig. 7. Comparison of general snow melting method and 
electric snow melting mat.

이 필요한 반면, 융설매트는 콘크리트매입방식보다 더 

낮은 소비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융설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적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융설매트는 현장에서 눈을 녹이고

자 하는 유효면적만 적용하여 가열하므로 에너지의 이

중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알 수 있다. 

3. 융설용 전기안전발판 실증

3.1 상온에서 융설매트의 특성 실증 

상온에서 융설매트의 실증 실험은, 발열체는 전열선

발열체, 필름형 탄소카본발열체, 코튼망사(직조형)발열

체를 사용하였으며, 각 발열체별 정격소비전력은 150 

W/m2, 200 W/m2, 250 W/m2로 구분하여 총 9종류의 시

료를 각각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적용한 시험

규격은 국제규격 IEC 60335-1의 온도상승시험조건으

로5), 시험 온도 (20±5)℃의 조건으로 상온에서 실시하

였으며,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융설매트의 온도가 충분

히 포화된 후, 열화상카메라로 온도분포를 측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고발열부와 최저발열부로 구분하여 

각각 3개씩 총 6개의 타점을 K-Type열전 (Thermo 

Couple)로 측정하였다.

3.1.1 실험결과

융설매트의 상온에서 온도상승 실험결과는 Fig. 8, 9, 

10과 같다. 발열체별 융설매트의 온도상승실험을 실시

하여 온도가 포화되었을 때 매트표면을 각각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값이다. 

융설매트의 상온에서 온도상승 실험결과를 근거로 

매트표면의 평균온도를 요약하면 Table 3과 같다. 

150 W/m2 
(27.9℃~41.1℃)

200 W/m2

(36.8℃~46.7℃)
250 W/m2 

(40.5℃~54.7℃)

Fig. 8. Test result of Temp. for cable type heating mat.

150 W/m2 
(37.7℃~42.0℃)

200 W/m2 
(38.9℃~44.2℃)

250 W/m2 
(41.7℃~56.1℃)

Fig. 9. Test result of Temp. for film type heating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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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W/m2

(32.7℃~37.6℃)
200 W/m2 

(35.6℃~38.3℃)
250 W/m2 

(41.4℃~45.3℃)

Fig. 10. Test result of temp. for textile type heating mat.

Table 3. Temperature rise test result for 9 samples 

Heater Power Input Average Temp.℃)

Cable

150 32.70

200 41.28

250 50.42

Carbon Film

150 39.95

200 42.05

250 48.70

Textile Film

150 37.30

200 37.40

250 43.60

온도포화시 열화상 사진을 분석한 결과, 매트가 포

화상태에 이르면서 발열체의 종류에 따라 가열된 면적

에 뚜렷한 온도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열선형 발열체

는 구조상 열선만 가열되기 때문에 매트의 표면이 고

르게 발열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선배치간격이 넓을수

록 비발열부는 온도가 상 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필름형과 직조형은 매트표면의 온도가 열선형에 

비해 고르게 분포발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융설 작업을 위해서는 열선형보다는 필름형 발열체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9개 융설매

트의 표면 평균온도는 모두 30℃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즉 소비전력이 적은 150 W/m2용 매트를 사용시 250 

W/m2용 매트보다는 다소 시간은 소요되지만 융설에 충

분함이 확인되었다. 

결과를 통해 세 종류의 발열체 모두 150 W/m2에서 충

분히 융설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소비전력을 비교해도 

발열량에 따라 큰 온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력 비 융설 효율을 고려하여 개발 

제품의 발열량은 150 W/m2가 최적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절감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250 W/m2용 매트

보다는 150 W/m2용 매트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적의 제설기반 

보행자용 융설매트는 평면형발열체(필름형 및 직조형 

발열체)의 정격소비전력 150 W/m2의 매트가 최적으로 

판단된다. 

3.2 저온에서 융설매트의 특성 실증 

저온에서의 온도상승시험은 융설매트의 현장설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융설매트 동작기능의 적절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설시 융설매트의 통상동작 온

도를 -5℃로 설정하여 Fig. 11과 같이 -5℃의 항온조에

서 온도상승시험을 실시하였다. 온도조건 외에 다른 

시험조건은 상온에서 융설매트의 특성 실증실험과 동

일하게 하였다.

Fig. 11. Testing in -5℃.

3.2.1 실험결과

각 발열체별 9종류의 융설매트의 온도상승시험 결

과는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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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eating test result of 9 samples in -5℃.

Fig. 12의 실험결과에서, 융설매트의 주요특성인 포

화온도, 포화시간 및 매트표면의 평균온도, 온도 분포

도의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Fig. 12는 융설매트의 3종류 9개의 시험용 샘플의 온

도-시간특성 실험결과이다. 실험결과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면, 9종류의 발열체 모두 정격소비전력에 따라 매

트표면의 포화온도가 비례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매

트표면의 온도 차이는 열선형 매트가 필름형 매트와 

직조형 매트 보다 현격하게 큰 차이 값을 보여, 즉 매

Table 4. Temperature rise test result in -5℃

Electric snow melting mat Cable
Carbon 
Film

Textile 
Film

Test condition -5℃

Saturated time
(Minute)

150 W/m2 30~35 30~35 30~35 

200 W/m2 30 30~35 30~35 

250 W/m2 20 20~25 20~25 

Saturated 
Temp.
(℃)

150 W/m2 -3.0~2.5 -0.1~3.7 1.1~2.4

200 W/m2 -3.0~16.7 1.3~4.2 0.8~3.4

250 W/m2 -2.3~28.7 5.5~9.9 1.6~4.4

Average 
Temp.
(℃)

150 W/m2 -0.3 2.1 1.9

200 W/m2 6.6 2.8 2.1

250 W/m2  12.1 8.2 3.0

Difference of 
Temp.
(℃)

150 W/m2 5.5 3.8 1.3

200 W/m2 19.7 2.9 2.6

250 W/m2 31.0 4.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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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표면의 온도 균일도가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열선형은 전열선의 배치문

제로 온도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

름형과 직조형은 구조적인 특성상 온도차이가 크지 않

아 온도가 융설매트의 표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융설에 

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융설매트가 포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살

펴보면, 열선형 매트는 소비전력이 클수록 포화시간은 

짧아지지만 전열선이 배치되지 않은 비발열부는 융설

에 필요한 온도를 발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필름형과 직조형의 경우 온도차가 비

교적 적게 나타나면서 포화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평면형 발열체는 소비전력이 포화시간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포화온도 결과를 통

해, 열선형 융설매트는 전열선이 배치되지 않은 부분

의 온도특성이 불량하여 평면형 융설매트에 비해 상

적으로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융설매트의 종류별 평균온도를 살펴보면, 

열선형 150 W/m2는 온도가 낮아 융설에 적당하지 않

고, 250 W/m2는 융설에 필요한 온도를 초과하여 에너

지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필름형과 직조형의 

평균온도는 융설에 적절한 온도범위 내에서 동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취약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

기반 융설기능 보행자용 전기안전발판의 최적설계와 

실증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 콘크리트 슬래브 방식보다 융설매트 방식이, 

융설 기능시 에너지절감 효과와 취약지역에 맞춤형 설

계 설치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융설기능에 필요한 융설매트의 설계는 -5℃ 조건

의 실증실험을 통하여 최적 전기에너지 설계기준이 

150 W/m2임을 확인하였다. 

3) 열선형, 필름형, 직조형 융설매트의 용량별 특성

을 실증한 결과, 필름형과 직조형 융설매트가 매트표

면의 온도포화 소요시간, 포화온도분포, 소비전력량에 

따른 표면온도 차이가 열선형 융설매트 보다 우수함이 

확인 되었다. 

4) 발열량 설계에 따른 종합적인 실증 결과, 전열선 

발열체, 탄소필름형 발열체, 탄소직조형 발열체 중, 탄

소직조형 발열체 150 W/m2가 취약지역 보행자용 융설 

전기안전발판으로 최적임을 확인 하였다.

추가적인 고려사항으로, 융설작업을 위한 주요 요소

에는 충분한 열량과 융설 속도가 있다. 이 두 가지 요

소를 제외하면 결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종

류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 질문에 한 답은 모든 장소에서 동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설의 상황에 알맞게 선택하는 것

이 가장 좋겠지만 모든 상황을 충족시키기에는 제조와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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