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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lectric snow melting and deicing system by electric heating cable which is adopted in this study 

is a part of road facilities to keep surface temperature of the road higher than freezing point of water 

for melting the snow or ice accumulated on it. The electric heating cables are buried under paved 

road at a certain depth and a certain pitch and operated automatically and manually. Design theory, 

amount of heating, and installation standard vary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 weather condition, 

and installation place. A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figuring out the appropriate range of required 

heat capacity and installation depth and pitches for solving snowdrifts and freezing problems with 

minimum electric power consump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under the ambient air temperature( -2℃, -5℃), the pitches of the electric 

heating cables ( 200 mm, 300 mm), heating value ( 250 W/m
2
, 300 W/m

2
, 350 W/m

2 
).

 

              기호설명

Ar :  자유면적비율

Af :  자유면적                         [m2]

At :  전면적                           [m2]

 :  설계출력                         [W/m2]

  : 영하의 눈이 0℃눈으로 되는데 필요한 열   

                                      [W/m2]

  :융해열                            [W/m2]

  : 증발열                            [W/m2]

  : 대류와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 열    [W/m2]

1. 서 론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

역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리고 음지구간이 많은 지역은 적설과 결

빙으로 교통체증뿐 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수반하

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또

한 막대하다. 현재 국내에서의 제설작업은 제설장

비를 이용한 제설작업, 염화칼슘등과 같은 화학제

품의 융해잠열을 이용한 방식, 그리고 모래를 살

포하는 재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들은 제설당시의 일시적인 효과밖

에 기대할 수 없고, 반복적인 작업을 필요로 할뿐

만 아니라 기온의 강하시 노면의 결빙방지를 위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인 반면

에 운영측면에서 적기시행이 어렵고, 도로 노면의 

손상과 환경측면에서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이 되

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

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겨울철의 교

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설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도로에 필요한 

열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지열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미

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열사이폰을 이용하는 지열의 채열이다. 지열을 열

사이폰으로 채열하여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개념은 1965년에 처음

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융설시스템은 일본과 유

럽에서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용화시키고 있

는데, 일본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어 

1982년까지 20여 곳에 설치되었고 현재까지도 시

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맞추어 본 연구에

서 효율적인 융설과 해빙을 위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융설 설비 시스템으로서 전기를 

이용하여 적설 및 결빙이 예상되는 취약지점에 

효율적인 결빙방지를 위하여 주행면 아래 일정한 

간격과 깊이로 발열선을 매설하여,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온도차에 의하여 노면의 결빙이 발생됐을 

때 자동적으로 온도를 감지하여 전원을 공급함으

로써 융설 및 해빙을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매

설된 발열선의 간격과 깊이가 적당하지 않으면 

전열선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쓸데없는 전력

낭비로 비경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설 및 해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온도조건

을 설정할 수 있는 항온실을 제작하였으며, 필요

한 구조물을 만들어 항온실내에서 설치 지역의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기온도, 발열선 간격  

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수치해석을 통해 비교함 으로써 겨울철 결

빙에 의한 사고방지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융설 시설의 설계 이론

2.1.1 자유면적비율

4가지 기상요소(강설강도,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영향의 수량적 값을 공식에 의해 계산하기 

전에 눈이 녹지 않은 눈에 대한 단열효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 눈이 데워지는 동안과 눈이 완전히 

녹기 전에는 눈이 열을 전달하지 않는 단열의 효

과가 있다. 눈발이 노면의 전면적의 일부분을 덮

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단열효과를 편의상 면적비

율로 정의한다. 전 면적에 대한 눈이 덮여있지 않

은 면적의 비율을 자유면적비율(Ar)이라 하며 식

(2.1)과 같다. 

                               (2.1)

그러므로 0 ≦Ar ≦ 1

Ar=1을 유지하려면 눈이 내리자마자 녹아버려 쌓

이지 않는 상태이다.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설계목

적상 Ar=1이 최대치라 가정한다. Ar=0이라면 증

발과 전달에 의한 열 손실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노면에 눈이 완전히 덮힌 상태를 말한다. 

눈의 단열효과를 나타내는 자유면적비의 연구결

과, 실무에 적용하는 자유면적비는 0, 0.5, 1 중 

하나의 값을 취한다.

2.1.2 융설 열방정식

 

 융설에 필요한 열 방정식은 1952년 Chapman 

에 의해 제안되었고, 1956년 Chapman과 Katunich

은 노면에 필요한 설계출력에 대한 이론식을 제

안하였으며, 식(2.2)와 같다.

                          (2.2) 

2.2 시험 선로 지역 설계출력 검토

 

설계출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Table 1은 발열선이 매설되는 시

공지역의 최근 3년간의 대기온도 및 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 선로 지역의 설계출력을 계

산하면 노면 온도저하가 심한 교량이라는 점을 

고려, 노면의 자유면적비율을 최대치인 Ar=1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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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value of temperature and

        wind velocity

2004 2005 2006 average

average

temperature

    (℃)
-0.8 -2.8 0.0 -1.2

average

wind velocity

  (m/s)

3.7 3.5 3.6 3.6

용하여 식(2.2)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 235.1 

W/m
2이 나왔으며, 20%의 손실을 감안했을 경우 

대략 300 W/m
2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3 실험 장치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실험장치의 개략

도이다. 실험장치는 실험구조물을 원하는 외기온

도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항온실, 시험선로의 모형

으로 제작된 구조물, 전력공급라인, 그리고 온도

측정 및 데이터 기록 장치로 구성되었다. 항온실

은 항시 설정온도와 내부온도를 모니터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력공급라인은 

전력공급장치, 발열선, 그리고 슬라이덕스와 파워

메터(Powermeter) 로 구성되었다. 파워메터를 이

용하여 공급열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덕스

를 통해 공급전력을 조절하였다.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실험구조물 내부에 T-type 의 열전대를 총 

32지점에 설치, 데이터로거(Yokogawa , DR-230)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a) 발열선 간격이 300mm인 경우 

(b) 발열선 간격이 200 mm인 경우

       Fig. 2  A location of Thermocouples

와 인터페이스를 위한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열전대의 설치 

위치는 Fig. 2와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

된 발열선은 자율제어형이며, 병렬형 히터로 임의 

절단 사용 가능하며 현장에서 길이 변경에 대하

여 자유로이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발열

량은 70～90 W/m (250～400 W/m
2
)이다. 

2.4 실험방법

  

 본 연구는 각 조건에 따른 시험부인 구조물의 

표면 온도와 내부의 온도분포라는 두 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발열

선을 표면에서 70 mm 깊이에 매설하였으며,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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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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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time (-5℃)

선의 간격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격

을 300 mm와 200 mm로 하였다. 외기 온도조건

은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년 최저 평균온도를 감

안하여 -2℃,-5℃로 하였다. 그리고, 구조물 표면

에 결빙이 없는 경우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열량은 설계출력 검토를 통하여 250 W/m
2
, 300 

W/m
2
, 350 W/m

2 으로 설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외기 온도에 따른 표면온도변화 

 본 연구에서는 시험선로 시공지역의 최근 3년간

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외기 온도를 -2℃와 -5℃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4는 발열량

이 300 W/m
2, 발열선 간격 300 mm, 표면 결빙이 

없을 경우 외기 온도에 따른 지점별 표면온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물 표면 전체가 융점(0℃) 이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설정온도가 낮은 -2℃인 경우가 

약 20～30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조건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2 융점도달시간 비교

Table 2 는 표면에 결빙이 없는 경우 조건에 따

른 표면전체가 융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융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외곽부를 제외한 

표면의 4점(A, B, D, E)에서의 온도로 실험 실시 

후 빙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외곽부는 외부로의 많은 열손실로 인하여 

도달시간이 4점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을 감안, 도달시간을 구함에 있어 무의미한 것으

로 사료되어 제외하였다. 

표면이 융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체

적으로 간격이 200 mm인 경우가 약 10～30분 정

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격이 200 mm

인 경우는 발열선이 설치된 지점과 중앙부로의 

열전도는 양호하였으나, 외곽으로의 열전도가 매

우 좋지 않았다. 이에 비해 간격이 300 mm인 경

우는 대체적으로 열전도가 양호하였다.

Table 2 A comparison of melting point

           reaching time

 

         Width 

Heating value

200mm 300mm
Ambient 

air

250W/m
2

123 min 150 min -2℃

237min 255min -5℃

300W/m
2

70min 85min -2℃

160min 183min -5℃

350W/m
2

45min 54min -2℃

123min 166min -5℃

4. 수치해석 이론 및 방법

4.1 지배방정식



 비정상의 열전도방정식은 고체와 같이 흐름이 

없는 곳에서의 열의 이동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직교 좌표로 표시된 열확산 방정식 (heat diffusion  

equation) 의 일반형태이다. 이는 다음 식 (4.1)로 

표시된다. 



















  



 (4.1)

여기서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를 

생각할 때는 우변이 영이 된다. 위의 (4.1) 식은 

시간에 대해서 1계, 공간에 대해서는 x, y, z 에 

대하여 각각 2계의 방정식이므로 1개의 초기조건

과 총 6개의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4.2 경계조건

해석 모델은 시험선로의 일부분 형상을 모델링

한 후 격자 생성 툴을 이용하여 비 정렬격자와 

정렬격자로 계산영역을 구성하였다. 발열선의 발

열량은 300W/m
2 로서 시간에 따FMS 변화가 없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가

로,세로 600 mm 높이 300 mm의 콘크리트 구조

물의 상부표면을 포함한 양 측면은 대류 경계 조

건을 사용 하였고, 발열선이 노출된 양 측면은 연

속면을 자른 양 단면이므로 단열조건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아랫면은 반무한 물체의 조건을 사용

하여 모의실험을 하였다. Table 3과 4는 해석에 

필요한 물질의 물성치와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Material 
 

(kg/m
3
)

cp 

(J/kg ≦ K)

κ 

(W/m ≦ K)

concrete 2700 1050 1.2

copper 8978 381 387.6

Table 3 Material properties

           Table 4 Test conditions

ambient temperature[℃] -2

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on surface 

[W/m
2≦ K]

14.4

heating value [W/m
2
] 300

4.3 시뮬레이션 결과 및 실험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열≦유체 해석 프로그램인 Fluent 6.2를 이용

하여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았다. Fig. 5~7은 발열량이 

300 W/m2, 외기온도 -2℃, 발열선 간격이 300 

mm일 때 표면에 결빙이 있는 조건에서 내부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 실험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라서 내부온도가 융빙에 필요한 온도까

지 오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상승 분포를 보이는

것을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

과가 실험결과 보다 약 50분 정도 빠른 온도 상

승을 보였으며, 100분이 경과 했을 시  0℃ 까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약 600분 경과 

시 융빙이 종료 됨을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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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mulation interpretation diagram

Fig. 6  10 hours later from initial set 

        temperature of -2℃



Fig. 7  10 hours later from initial set 

        temperature of -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융빙 및 결빙방지를 

위하여 시험선로의 설치지역 기상조건에 맞게 설

계발열량을 계산하여 전열선의 간격, 외기 온도조

건, 그리고 발열량을 변수로 다양하게 실험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발열량이 300 W/m
2
, 발열선 간격이 300 

mm 이고, 표면 결빙이 없는 경우 구조물의 표면 

평균 온도가 융점 이상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외기 설정온도 -2 ℃ 인 경우가 -5 ℃ 인 경우 

보다 약 20 - 30분 정도 빨랐다.

(2) 빙점 도달 시간은 발열량이 가장 큰 350 

W/m
2이 가장 적게 걸렸으나, 300 W/m

2인 경우와

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결과 에너지 절약적 

측면에서 발열량이 300 W/m
2인 경우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발열선 간격을 300 mm로 했을 

때, 빙점(0℃) 도달 시간은 결빙이 없는 경우 1시

간 27분, 결빙이 있는 경우 127분이 소요되었다.

(3) 발열량이 300 W/m
2 , 발열선 간격이 300 

mm , 외기온도 -2 ℃ 이며 표면 결빙이 있는  

조건에서 융빙에 필요한 온도가 되는 시간을 실

험결과와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온도 상승의 전체적인 

추이는 유사함을 알수있었다.

(4) 발열선 매설 깊이는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된다면 50 mm 정도로 얕게 매설하는 것이 70 

mm의 경우보다 더욱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

된다.

(5) 실험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낮은 열전도 계

수에 기인하여 외곽부로의 열전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외곽부로의 열손실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외곽부에 단열재

를 부착한다면 표면 융빙에 도달하는 예열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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