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S-093대한설비공학회 2009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0514 ~ 0519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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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method of applying snow 

thermal storag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in Jap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ystems in Japan were installed at the location whose 

annual mean air temperature was 14.6 ℃ or below and annual snowfall was 59 cm 

or above. (2)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s, meltwater circulation 

system with a backup chiller was confirmed to be most suitable for Korea. (3)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system with the snow storage of 500 ton was designed 

at Muju after analyzing regional climat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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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  저설고 겉면적 [㎡]
  :  냉방면적 [㎡]
  :  저설고 수평면적 [㎡]
  :  눈 융해열 [W/㎏]

 :  물 비열 [W/㎏·℃]
 :  단열재 두께 [m]
 :  필요 순환수량 [㎥/h]

 :  저설기간 [h]
 :  냉방시간 [h]

  :  침수높이 [m]
  :  최대냉방부하 [W/㎡]
  :  평균냉방부하 [W/㎡]

  :  저설기간 중 저설고 취득열 [W/㎡]
  :  유효 저설율
  :  유효 이용율
  :  열교환기 효율

 :  저설고 온도 [℃]
 :  저설고 외부온도 [℃]
 :  환수 온도 [℃]
 :  공급수 온도 [℃]

 :  저설고 규모 [Ton]
 　 :  필요저설량 [Ton]
 :  전도율 [W/㎡·℃]
  :  물 밀도 [㎏/㎥]
 :  저설고 체류시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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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에 의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 제시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
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부
문은 국내 전체 에너지의 1/4를 소비하고 있으므
로,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건물
부문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 보급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다
수의 건물들에 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 지열이용 
히트펌프 등이 계획 설치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과다한 초
기투자비로 정부지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시스템과 같은 고가의 장치 설치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후적 조건을 효과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에너지의 발굴이 절
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이미 신에너지로 
인정되어 다수 설치 운영되고 있는 눈 이용 냉방
시스템에 주목하였다. 눈 이용 냉방시스템(이하, 
눈냉방시스템)은 이미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의 
다설지역에 다수 설치 운용되고 있다1)~7). 특히,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와 니이가타현을 중심으로 
전국 101개소3)에 달하는 눈냉방시스템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빙설열이 신에너
지로 인정되어 설치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석빙고가 있었으
므로, 동절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경우, 동
절기에 눈을 저장하여 하절기에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으나, 눈을 냉방에 직접 
이용하는 국내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 분석 결과에 근거한 눈냉
방시스템의 국내 적용 시안을 제시하여, 국내 도
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조건을 갖
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눈냉방시스템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 내 지역별 눈냉방시
스템의 분포와 그 설치조건을 확인하고, 시스템
의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특히, 기존 시스

Table 1  Buildings surveyed in Japan

조사 상 조사일 냉방방식 설 규모 설 치년도

사람 물산 09.3.29

융해수
*

1,200 Ton 1995

야스즈카 학교

09.3.30

660 Ton 2004

야스즈카 등학교 150 Ton 2001

호노보노장 800 Ton 2000

마을 미래 냉풍
**

 

융해수
*

300 Ton 1999

만남의 곤충 1,500 Ton 2007

*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 **직  열교환 냉풍순환방식 

시설수
강설량

(cm)

평균기온

(℃)

홋카이도 37 331 8.6

아오모리현 3 366 10.1

이와테현 5 105 10

아키타현 5 110 11.4

야마가타현 16 140 11.5

후쿠시마현 5 59 12.8

니이가타현 26 84 13.5

기후현 3 144 10.7

돗토리현 1 100 14.6

합계 101 - -

무주

(평균 기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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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now thermal storage 
system in Japan

템과 비슷하여 국내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되는 융해수 열교환 냉수 순환방식의 적용 사례
를 통하여, 저설고 규모, 융해수조 규모, 저설고 
단열 정도, 제어방법 등의 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였다. 유지관리상 특이사항 및 문
제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Table 1
과 같이 현장조사 및 관리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Table 1).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지견을 바탕으
로, 국내 다설지역의 한 곳인 무주에 눈냉방시스
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무주지역의 기
후 특성과 계획 대상지의 건축 조건을 파악하여 
눈냉방시스템의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하였다. 그
리고 일본 사례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눈냉방시
스템을 구성하고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3. 냉방시스템의 일본 용 사례 분석

3.1 냉방시스템 사례의 용 조건 

일본에서 눈냉방시스템은 고비야마2)의 연구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8년 기준 49개소에
서 운용되어지고 있다. 

Fig. 1은 일본 내 지역별 눈냉방시스템의 적용 
사례수, 강설량, 연평균 기온을 나타낸다3). 눈냉
방시스템은 홋카이도(연평균기온 8.6℃)에서 돗
토리현(연평균 기온 14.6℃)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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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해당되는 범위이다.
일본 내 눈냉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연간강설량이 59 cm - 366 cm인 곳이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영동 산간지방과 중부내륙 산간
지방 일부도 이에 해당된다.

Fig. 2는 거주공간의 냉방을 위해 눈냉방시스
템을 적용한 일본 사례들의 설치연도와 저설고 
규모를 나타낸다. 일본의 경우, 눈을 거주공간의 
냉방용 열원으로 이용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이며, 90년대 후반에 들어 보급 확대와 함께 저
설 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일본은 2001
년부터 빙설냉열을 신에너지로 인정하여,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이는 앞
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일본 눈냉방시스템 사례의 적용 조건을 
근거로 국내 적용 가능지역을 검토한 결과, 영동 
산간지방과 중부내륙 산간지방 일부의 경우, 눈
냉방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일본 냉방시스템 종류  특성

눈냉방시스템 방식은 Table 2와 같이 크게 직
접 열교환 냉풍순환방식과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
환방식이 있으며,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냉풍·
융해수 혼용방식과 눈냉방시스템·열원기기 병용
방식이 추가된다.

직접 열교환 냉풍순환 방식은 도입외기 및 환
기를 저설고로 보내어 냉각시킨 후 그 냉풍을 실
내로 급기하여 공조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NH
₃), 포름알데히드(HCHO) 등의 흡착효과가 우
수하다4). 반면, 저설량 20% 이하가 되었을 경
우, 냉방을 위한 풍량 처리가 어렵고5), 냉방대상 
면적이 클 경우, 저설고 도입 풍량도 증가하여 
덕트 설치 스페이스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은 눈의 융해수와 
열교환시킨 냉수를 이용하여 공조하는 방식으로, 
눈의 잠열 및 현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다. 이 방식은 반송동력이 작은 물을 열매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설고에서 떨어진 곳의 냉방에 
유리하다. 반면, 눈과 물의 열교환 방법에 따라 
공극이 발생하여, 안정된 냉열공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토 요
시노미6)는 저설고 침수방식을 제안하여 공극발
생 없이 안정된 냉열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
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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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stallation year and storage size of the 
system

Table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now 
thermal storage system7)

종류 장점 단점

a)
직접 열교환
냉풍순환방식

눈에 의한 공기 정화 효
과가 있음

열교환기 불필요

눈의 접촉면적 감소시, 
설정 공기 처리 불리

냉방대상 면적이 클 경
우, 설치스페이스 큼 

b)
융해수열교환
냉수순환방식

저설고에서 떨어진 곳의 
냉방에 유리

눈의 효율적 이용 가능

공극 발생시 안정된 열
교환 불가

이물질 등의 시스템 내
부 혼입 가능

c)
냉풍·융해수
혼용 방식

a)과 b)의 혼용 방식으로 
각 장점을 적절하게 적
용한 방식

이중 설비로 초기 투자
비 증가 

d)
눈냉방·열원기
기 병용방식

저설량의 부족시, 기존 
열원기기 운전으로 냉방 
가능

눈냉방시스템과 기존 열
원기기 병렬설치로 초기 
투자비 증가  

냉풍·융해수 혼용 방식은 직접 열교환 냉풍순
환방식과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을 함께 적
용한 방식으로, 각 방식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으나, 이중 설비로 초기투자비가 증가하
는 단점이 있다. 또한 눈냉방시스템과 열원기기
의 병용방식은 기후변화에 의해 저설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열원기기로 냉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초기투자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상 각 시스템 방식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국내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기후변화 대응이 용이한 방식 
(2) 강설량이 적은 국내 조건을 고려하여 저설된 

눈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방식
(3) 초기 설치비를 줄이기 위해 저설고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4) 유지관리 및 제어가 용이한 방식

이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 도입시안은 
"침수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과 열원기기
의 병용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침수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의 설계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4장에서 국내 도입시안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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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of Yasuzuka middle school

Table 3 Outline of the Yasuzuka middle school 
system

항목 적용사항 비고

시스템 방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 방식 침수식

냉방대상 면적 1,674㎡ 교실, 교사실

평균냉방부하 117 W/㎡

저설고 규모 660 Ton 필요저설량 450 Ton

단열재 폴리스틸렌 폼 150 mm 
(0.028 W/mㆍ℃)

야스즈카
연평균기온 12.1 ℃

융해수조 용량 80 ㎥ 소방용수 40 ㎥ 추가치

눈 침수높이 100 mm 순환수 평균체류시간 
26.75 min

할 침수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 순환방식(이하, 
침수식 눈냉방시스템)의 설계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본 설계사례를 분석하였다. 침수식 눈
냉방시스템은 안정된 냉열공급을 위해, 눈 하부
층을 침수시켜 물과 눈의 열교환을 안정적으로 
촉진시키는 방식이다. 

Fig. 3 및 Table 3는 일본 침수식 눈냉방시스
템 적용 사례인 니이가타현 야스즈카 중학교의 
시스템 개요6)를 나타낸다. 야스즈카 중학교의 경
우, 눈냉방시스템을 2004년도에 설치하여, 
1,674 ㎡에 이르는 전 교실 및 교사실 등의 냉
방을 눈냉방시스템만으로 담당하고 있다.

저설고 규모3)는 660 ton (저설 밀도 0.5 ton/
㎥)으로, 이는 평균냉방부하 117 W/㎡와 각 실
의 운전시간 등에 의한 냉방빈도를 고려하여 필
요저설량(450 ton)을 산정하고, 유효 저설율 및 
자연 융해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저설고의 
단열은 폴리스틸렌 폼 150 mm (0.028 W/m
ㆍ℃)가 설치되어 있다.

융해수조 용량은 소방용수 사용량(40 ㎥)을 
포함하여 80 ㎥로 설치되어 있다. 융해수조 용량
은 초기 운전시 필요수량, 즉 저설고 침수량, 융
해수 배관순환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침수식 눈냉방시스템의 경우, 융해수 공급온도
는 저설고 내 순환수의 체류시간에 의존된다. 이
토 요시노미6)에 실험결과에 의하면, 6.5℃ 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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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onthly mean air temperature and 
the annual snowfall at Muju

수 공급온도를 얻기 위한 순환수의 저설고 평균 
체류시간은 15 min 이상이 필요하였다. 야스즈카 
중학교의 경우, 저설량 감소 후를 고려하여, 순환
수의 저설고 평균 체류시간은 26.75 min로 계획
되었다. 이때 침수높이는 100 mm 이다.

제어방법은 융해수측 1차 펌프를 열교환기 2
차측 공급온도로 인버터 제어하고, 융해수조 온
도에 따라 환수 위치(저설고, 융해수조) 및 환수
량을 조절하여 필요한 냉열출력을 얻는 방식이었
다. 또한 융해수량이 융해수조 용량을 초과하였
을 경우, 강제 배수를 통하여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4. " 냉방시스템"의 국내 도입 시안

국내 눈냉방시스템의 도입 시안을 제시하기 위
하여, 무주군내 건설계획안인 관람시설을 대상으
로 눈냉방시스템을 계획하였다. 

4.1 계획지의 기후 특성

기후와 관련된 눈냉방시스템 적용을 위한 주요
사항은 크게 냉방기간까지 저설된 눈의 보존조건
과 눈의 집설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눈의 
보존 정도는 단열과 보존기간 평균기온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Fig. 4는 과거 10년간(1999-2008)의 무주지
역 월평균기온 및 강설량(기상청 데이터)을 나타
낸다. 무주지역 연평균기온은 9.9 ℃이며, 눈 보
존기간(3월-8월)의 평균기온은 15.3 ℃로 앞서 
검토한 니이가타현 야스즈카의 조건보다 연평균
기온이 3.2 ℃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주지역 강설량은 기상청 데이터가 없는 관계
로 무주와 인접해 있는 장수의 기상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4와 같이, 장수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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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Muju snow thermal storage system

Table 4 Outline of the Muju system
항목 적용사항 비고

시스템 방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  
과 열원기기의 병용방식 침수식

냉방대상 면적 830㎡ 관람시설(전시장)

평균냉방부하 68 W/㎡ 7~8월
총냉방부하 32.6MW

저설고 규모 약 500 Ton 필요 저설량 364 Ton

저설고 체적 약 1000 ㎥ 23(L) × 5(W) × 8.7(H)

단열재 200 mm 
(0.024 W/mㆍ℃) 무주 연평균기온 9.9 ℃

융해수조 용량 25 ㎥

눈 침수높이 100 mm 순환수 평균체류시간
38 min

연간 강설량은 61 cm로 확인되었다. 이는 눈냉
방시스템의 사례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58 
cm)보다 3 cm정도 많은 강설량이다.  

4.2 시스템 구성 계획

2.2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도입시안으
로 가장 적절한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과 
열원기기의 병용방식’을 선정하여, 830 ㎡ 규모 
전시장의 하절기 냉방부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시장의 최대냉방부하는 117 W/㎡
이고, 평균냉방부하는 68 W/㎡이다. 시스템 구
성 및 개요는 Fig. 5와 Table 4에 나타내는 바
와 같다. 각 적용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방법은 
다음과 같다. 

저설고 규모 500 Ton은 필요저설량(338 
Ton)에 유효저설율(0.9)7)과 유효이용율(0.8)7)

을 고려하여 식(1)과 같이 산출되었다.
       (1)

필요저설량은 필요냉열량에 의해 결정되며, 필
요냉열량은 산간지대에 위치한 부지의 특성을 감

안하여, 2개월간(7-8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식(2)). 
  

 
 (2)

눈의 유효이용량(잔설량)은 저설고의 단열 정
도와 외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식(3)과 
같이 일정 단열재를 가정할 경우, 그 단열재 두
께가 결정된다. 무주의 경우, 최소 156 mm 두
께(0.024 W/mㆍ℃)의 단열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 저설고 내부기온은 0 ℃, 외
기온도는 눈 저장기간의 평균기온 15.3 ℃로 적
용하였다. 실제 본 시안에서는 개구부 등에 의한 
열손실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0 mm 
단열재(0.024 W/mㆍ℃) 적용을 제안하였다. 
  


     (3)

필요 냉열출력을 얻기 위한 융해수 순환유량은 
공급수 및 환수의 온도차에 의해 결정된다. 식
(4)에 의해 공급수온 6 ℃, 환수온 11 ℃의 계
획으로 277 L/min의 순환유량이 산출되었다. 본 
시안에서는 배관손실 등이 고려하여 300 L/min
로 계획하였다.
    


 (4)

저설고 침수높이는 순환수의 저설고 내 평균체
류시간(이하 순환수체류시간)을 결정하는 요소이
므로, 침수높이 정도에 따라 눈과 순환수의 열교
환 정도가 변화 될 수 있다. 즉, 저설고 침수높이
는 융해수 순환유량, 저설고 면적, 순환수 체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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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식(5)). 순환수 체류
시간을 이토 요시노미6)의 실험결과를 인용하여 
15 min으로 할 경우, 침수높이는 39 mm가 된
다. 여기서는 눈의 침수면적 감소시 안정된 냉열
을 얻기 위해, 야스즈카 중학교 사례와 같이 침
수높이를 100 mm (순환수 체류시간 38 min)로 
하였다.
 

 
 (5)

융해수조 규모는 운전초기 필요수량을 고려하
여, 저설고 침수량, 배관 순환량, 펌프 융해수조 
최소 저류량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본 시안에
서는 운전초기 필요수량(16 ㎥)에 안전율을 고
려하여 25 ㎥정도 규모로 계획하였다. 제어방법
은 야스즈카 중학교의 방법과 동일하다.

4.3 유지 리를 한 확인 사항 

눈냉방시스템의 유지관리상 특이사항은 크게 2
가지로 집설·저설과 융해수조의 이물질 유입 처
리를 들 수 있다.

저설고 규모와 필요 집설면적의 관계는 신설의 
밀도 0.05 t/㎥, 저설 밀도 0.5 t/㎥로 가정하였
을 때, Fig. 6와 같다. 연간강설량이 61cm 정도
로 예측되는 무주지역의 경우, 500 Ton 규모의 
저설고를 유지하기 위해, 집설면적은 16,000 ㎡
가 필요하다. 본 계획지의 경우, 23,000 ㎡의 집
설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저설량 확보
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눈과 함께 저장된 이물질은 냉방운전 시 
배관계통 및 열교환기 등에 유입되어 운전장애 
및 장치고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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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lation of snow storage size 
and snow gathering area 

기 위하여, 트랜치 및 침전조를 설치하고, 융해수
의 공급배관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였다. 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전되고 있는 일본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도, 이물질의 배관유입으로 인
한 고장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눈 
이용 냉방시스템의 국내 적용 시안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눈 이용 냉방시스템은 연평균기온 14.6℃이

하 연간강설량 59 cm이상인 조건을 만족하
는 곳이면 도입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향후의 기후변화 및 국내 연간강설량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국내 도입 시스템방식은 '침
수식 융해수 열교환 냉수순환방식과 열원기
기의 병용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검토
되었다.

(3) 무주지역 기후 특성의 검토를 통하여 ‘눈 이
용 냉방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대상지 조건을 고려한 저설고 500 Ton 규모
의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금후, ‘눈 이용 냉방시스템’의 국내 도입과 
확대 보급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입 타
당성 제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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