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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도로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비율이 높으며， 특히 상습 결빙 지역인 교량과 터널 입 

출부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렇게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결벙 현상을 방지하여 도로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 

다， 지 열 융설의 기초 연구를 통해 일반 도로포장 재료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두 종류의 재료에 대한 융설시 열전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열융설 시스템 적용시 포장체 하부 열교환 파이프 매설에 따른 열전도도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 포장과 

통일 재질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냉동고에서 저온상태의 모형시험을 수행 하였고 모형시험과 통일 조건의 수치해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융설에 대한 변수를 파악하였다 

액심용어 도로 결빙 ， 지열 융설 시스템， 열전도도 

ABSTRACT Sliding accidents on the road have a high percentage by road freezing, especially, they often have appeared at 

bridges and Tunnel of freezing areas. Thus, the stabili ty of road operations is enhanced by preventing partia l freezing phe

nomenon. According to the geothermal snow melting system analysis, a pattem of thermal conductivity is fo und out; 

pavement materials of concrete and asphalt where the system is buried. The heat transfer simulati on is essential when the 

geothermal snow melting system is applied according to heati ng exchanger pipe placed in the lower pavements. The 

model tests are conducted on low temperature in freezer using the manufactu red test mode l wh ich is equal to pavement 

materials. Many variables are discovered from numerical analyses under the same conditions with model test. 

KEYWORDS Road Freezing, Geothermal Snow Melting System, Thermal Cond uctivity 

1. 서 료로 
L...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CO2저감 

대책이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에 편승하여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등 친환경 기술에 대 

한관심이증폭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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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중 지열에너지 활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하였다. 지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 

지 중에서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으 

며 그 활용성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서영 

국 등， 2009) 지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융설하게 되 

면 도로운영 중 발생 할수 있는 결빙에 의한사고를 방지 

할 수 있다(Zwarycz， 2002).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도 

로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비율이 높으며， 특히 상습 결 

벙 지 역 인 교량과 터 널 입출부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 

난다. 이 렇게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결빙 현상을 방지하여 

도로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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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모 

델링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결정된 일부 모댈에 

대해 시험체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지열을 활용한 융설 시스댐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 향상 

과 주행 쾌적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2. 포장체 열전도도 수치해석 

2.1 재료의 물성치 

포장체 종류별 열전도 수치해석은 매설깊이에 따라 초 

기옹도 조건하에서 표층의 온도가 0이상이 되는 융설 시 

간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포장체 표층의 열전도 

수치해석을 위한 포장재료 및 융설 파이프의 열적 물성치 

를 정 리하면 표 l과 같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의 열적 물 

성치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해석에 적용한 물성치는 변화하는 옹도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하였다(유원상， 2003). 또한， 융설따이프의 열전도율 

및 비열은 일반적인 동파이프에 대한 열적 물성치를 적용 

하였다(Johnston， 1981). 열전도 수치해석에 이용한 수치해 

석 프로그램은 ABAQUS V6.5 .1을 이용하였다. 

2.2 수치해석 변수 

포장체 종류별 열전도 수치해석의 변수는 초기 온도조 

건 -6 .3 oC , 포장재료 종류(콘크리트， 아스팔트)， 융설 파이 

프 심도(5 cm, 7 cm) 및 융설 파이프 간격 (20 cm, 30 cm, 35 

cm)별로 전체 12CASE를 해석하였다. 초기 온도조건은 

1971 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최저 지면온도인 대관령 지 

방의 -5 .3 0C에서 -I OC를 더 감소시 킨 -6 .3 oC를 적용하여 

표 1. 수치해석에 필요한 재료멸 열적 물성치 

극한 조건을 선정하였다. 

또한， 융설 파이프 간격은 그림 I과 같이 파이프 간격별 

선행 해석(파이프 간격 20 cm- 50 cm까지 10 cm씩 증가않 

통해 40 cm 이상은 7시간 이상 온수를 순환 하여도 열전달 

이 미미하여 융설 타당성이 없으므로 본 해석시 배제하였다. 

2.3 융설 파이프내 순환유체의 온도곡선 

열전도 수치해석을 위한 융설 따이프내의 순환유체 온 

도는 30의 유체를 24시간 동안 순환시키는 조건을 적용하 

였다.2009년 지케이에너지는 “지열원 히트펌프를 이용한 

도로융설 시스템 개발에서 지열융설 시스랩 운영”에 있어 

서 최저전력 소모량은산출결과효율대비 30 를제안하였 

다. 당 연구에서는 제안된 30의 순환수를 수치해석과 실내 

시험체 해석에서 공히 사용하였다. 

2.4 열전도 수치해석 모델 

열전도 수치해석을 위한 ABAQUS 모댈을 매설김이별 

포장종류별로 각각 모댈링하여 열전도 해석에 적용하였다. 

포장종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을 적용하였으며 ， 

초기온도 조건은 앞에서 제시한 -6 .3 oC를 적용하고， 순환 

유체의 옹도는 30 0C를 적용하였다. 매설 심도는 5 cm와 

7cm로 하였고， 파이프 매설 간격은 20cm, 30cm, 35cm 

세 개 모댈을 설정하였다. 

3. 시험체 열전도도 실내시험 

3.1 시험체 제작 

지열 융설시스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험체의 열전도 

구분 열전도율(kcal/m'hr') 비 열 (kcal/kg'OC) 단위중량(에1m3) 탄성계수(MPa) 포아송비 

아스팔트 1.3 1 0.400 23 .5 7,000 0.3 

콘크리트 1.46 0.214 24.0 24,900 0.17 

융설파이프 346.0 0.092 78.5 120,000 0.34 
(OD=6 .35 mm, T=0.9 mm) 

표 2. 열전도 수치해석 CASE 

포장체 융설파이프 융설파이프 해석 포장체 융설파이프 융설파이프 해석 

종류 심도 간격 CASE 종류 심도 간격 CASE 

20cm CASE 1 20cm CASE 7 

5cm 30cm CASE2 5cm 30cm CASE8 

35 cm CASE3 35 cm CASE9 
아스팔트 

20cm CASE4 
콘크리트 

20cm CASE IO 

7cm 30 cm CASE5 7cm 30 cm CASE 11 

35 cm CASE6 35 cm CASE12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징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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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m 50cm 

(a) 수치해석 모델 

~tep ; Step-l 
lncr~‘’\t " 12 : 5tep TiniIJ .. 1 00 

(b) 1시 긴 경과후 결과 

| 〉繼 톨 톨 | 
Step: Step-l 
lncrOOlØn‘ 36 . Step Time .. 3 . 00 

(c) 3시간 경과후 결과 

| 繼蕭繼훌평 짧뿔 | 
Step ‘ Step-l 
I ncr timØnt 60 ‘ S‘9P Time :- 5 .00 

(d) 5시간 경과후 결과 

I톰했했薰흩톨￦틀확 
Step: Step-l 
Increroønt’ 8‘ Steo Time - 7 00 

(f) 7시간 경과후 결과 

그림 1 융설 파이프 간격볕 선행 해석 (시험 모형제작시 매설관 간격 실정올 위한 해석 ). 

$ %t::::::::::: _- :~~::_:-:::-:_:l: --:- :_-::---: -::::_:::_=--- :: __ :::-:--_:: -:_: ~-::~ -_ ::-

시험을 수행하였다. 포장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두 종류의 포장재질로 제작하였다. 각 포장재질 별로 6.3 

rnm의 동파이프를 20 cm, 30 cm, 35 cm 간격으로 U 타입 

매설하였다. 시험체는 목재를 이용하여 500 x 800 x 70 rnm 

의 내부 크기로 제작되었다. 

3.2 시험체 실내시험 

시험체 실내시험은 냉동고에서 시험체를 -lO OC에서 l 일 

간 감온 후 시험체가 -6.3 oC를 유지 할 때 열전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온수 공급 장치 구성은 그림 4(c)과 같이 유량 

계， 환수·공급 온도계， 온수기， 순환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ä와 (b)를 연결하여 냉동상태의 시험체에 30 0C 

온수를 순환하여 증온 양상을 파악하였다. 시험체에 온수 

를 공급하고 5분 간격으로 옹도를 측정하여 OOC 통과 시 

간을 측정하여 지열융설에 필요한 최적 융설 파이프 매설 

간격 찾고자하였다 

‘bαna/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l.llγκ Vol 3,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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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콘크리트 시험체 (a) 아스팔트 시험체 

그림 3 재질멸 시험체 제작 

(b) 온수공급 장치 (a) 시험체 감온을 위한 냉동고 

￠
 ω
 
• ‘ ‘ 
ω
 工

공급은도족징 

(c) 냉동 실내시험 모식도 

그립 4 시험체 냉동 실내시험 

4.2 시험체 시험 결과 

매설관 심도 7 cm의 시험결과 0 도달시간은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각 시험체별로 도달 시간을 보면 아스팔트 시험 

체 20 cm는 1 00분， 30 cm는 1 35분， 35 cm는 165분 으로 나 

타났으며， 콘크리트 시험체 20 cm는 105분， 30 cm는 145분， 

35 cm는 1 80분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 도달시간은 두 시 

험체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측정 위치는 각 매설관의 중 

간이다. 

[1. 지열 융설을 위한 열전도 결과분석 

4.1 수치해석 결과 

포장체 종류 및 매설심도， 따이프 간격별 열전도 수치해 

석 결과는 그림 5 ， 6과 같다 파이프 매설감이가 갚을수록 

파이프 간격이 넓을수록 지면의 OOC 도달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매설간격이 가장 넓은 35 cm 시험 

체는 갚이에 따른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흔/국'X/I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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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스팔트 포장(매설심도 7cm) 

그림 5. 포장체 증류별 시간-온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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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콘크리트 (a) 아스팔트 

그림 6. 매설깊이별 지표면 o OC 도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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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설심도 7cm, 파이프 간격 30cm 

(콘크리트 포장-3시간 경과후) 

(a) 매설심도 7cm, 파이프 간격 30cm 

(아스팔트 포장-2시간 경과후) 

그림 7. 포장체 종류볕 얼전도 수치해석 결과 

능한 열전도도 값을 제시할 것이다. 시험 결과와 수치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아스팔트는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 콘크리트의 OOC 도달 시간이 30분 정도 차 

이가 났다. 이는 콘크리트 수치해석에서 물성값 적용에 

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구에서 보완 

하고자한다. 

L!.3 운석 결과 

실내 시험결과와 열전도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시험결과와 수치해석간의 추세는 

비숫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차이는 아스팔트 및 콘크 

리트 포장의 열전도율 및 비 열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현장 지열융설에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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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스팔트 시험체 온도측정결과(매설관 심도: 7 cm) 

않악f 외기온도 아스팔트 시험체 통파이프 매설간격 콘크리트 시험체 동파이프 매설간격 
。c 20cm 30 cm 35 cm 20cm 30 cm 35 cm 

0 -10.0 -6.3 -6.3 -6.3 -6.3 -6.2 -6 .3 

5 -1 0.0 -6.2 -6.3 -6 .3 -6.2 -6.2 -6.3 

10 -10.0 -6.0 -6.2 -6.2 -6.0 -6.2 -6.2 

15 -1 0.0 -5 .6 -6.1 -6.1 -5.7 -6.3 -6.1 

20 -10.0 -5 .1 -5 .9 -5.9 -5 .4 -6.3 -6.0 

25 -10.0 -4.8 -5.7 -5.8 -5.0 -6.2 -5.8 

30 -10.0 -4.3 -5 .5 -5.6 -4.6 -6.0 -5 .6 

35 -10.0 -3 .9 -5.4 -5 .3 -4.2 -5 .9 -5 .4 

40 -10.0 -3.5 -5 .1 -5.0 -3 .8 -5.8 -5.1 

45 -1 0.0 -3 .1 -4.8 -4.7 -3 .4 -5.5 -4.8 

50 -1 0.0 -2.8 -4.5 -4 .4 -3 .1 -5.3 -4.6 

55 -1 0.0 -2.5 -4.2 -4.1 -2.8 -5.1 -4.4 

60 -1 0.0 -2.2 -3.9 -3.9 -2.5 -4.8 -4 .1 

65 -1 0.0 -1.9 -3.6 -3.7 -2.2 -4.6 -3 .8 

70 -1 0.0 -1.6 -3.4 -3.5 -1.9 -4 .3 -3 .6 

75 -1 0.0 -1.3 -3 .1 -3 .3 -1.6 -4.0 -3.4 

80 -10.0 -1.1 -2.8 -3.1 -1.3 -3.7 -3 .2 

85 -10.0 -0.8 -2.5 -2.9 -1.0 -3 .4 -3.0 

90 -1 0.0 -0.5 -2.2 -2.7 -0.7 -3.1 -2.8 

95 -1 0.0 -0.2 -1.9 -0.4 -2.8 

100 -10.0 0.1 -1.6 -2.2 -0.1 -2 .4 -2.5 

105 -10.0 -1.4 0.2 -2 .1 

110 -1 0.0 -1.1 -1.8 -1.8 -2.1 

115 -10.0 -0.8 -1.5 

120 -10.0 -0.6 -1.4 -1.2 -1.9 

125 -10.0 -0.3 -0.9 

130 -10.0 -0.1 -1.0 -0.7 -1.5 

135 -10.0 0.1 -0.4 

140 -10.0 -0.7 -0.2 -1.1 

145 -10.0 0.0 

150 -10.0 -0 .4 -0.9 

160 -10.0 -0.1 -0.6 

170 -10.0 0.2 -0.3 

180 0.1 

2 2 

0 
• .l· i 1 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칸--iIfri-------------- ↑ 잊 -2 r- --------γ - iil:」---------- -- -----

을 f .-- --.!‘ | 을 f ••• l!!“ 
iJ -4 f- -----.-+----.ι---------------------- - - - 샤 iJ -4 f- - - - - _t. - _ -.---"- - - - - - - - - - - - - - - - - - - -

t •• • ‘·‘1" • t •• 까." ..... a8 • _ •• 
... .... - ••• 111 

-6 ht~" ..... -- - - -- - --- -- - - -{ T,.,(Pi"h 200mm)、 -6 hIIll ----- ---f • Til짜h 200mm) ‘ 
• T ' -l(Pitch 300mm) I Tμ(끼tch 300mm) 

l ‘ T싸p ιh 3 SOmm) .1 ‘ TI.J (p;κh 3 .5Omm) 
-8 I ‘ ---' -8 L , '--

o 40 80 120 160 200 0 40 80 120 160 200 
Time(minute) Time(minute) 

(a) 아스팔트 시 험결과 (b) 콘크리트 시험 결과 

그림 8. 매설 간격에 따론 지표면 0 도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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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험결과 및 열전도 수치해석 결과 비교 

표충부 0 도달시간 
포장체종류 융설파이프심도 융설파이프간격 

시험결과 열전도수치해석결과 

20 cm 

5cm 30 cm 

35 cm 
아스팔트 

20 cm 

7cm 30 cm 

35 cm 

20 cm 

5cm 30 cm 

35 cm 
콘크리트 

20 cm 

7cm 30 cm 

35 cm 

2 

_ 0 L ------------------------ ~-，-;i.←‘ - -
R -2 L- ----- - : IlF----- -
9- ~ _.1-
C .1 
ii -4 뉴 --------- •• ~-- -- ----

• L ----
-6 닙，~톨tl!스 -------------γ • T .. , R빼1f t 

Simulatior) 1 
-8 ’ ‘ η / 

o 40 80 120 160 
Time(minute) 

(a) 아스팔트 

49분 

2시간 II 분 

3시간 59분 

l시간 40분 l시간 00분 

2시간 1 5분 2시간 1 9분 

2시간 50분 4시간 01분 

56분 

2시간 31분 

3시간 51분 

l시 간 45분 l시간 8분 

2시간 1 5분 2시간 40분 

3시간 3시간 55분 

2 

. ‘. 0 뉴 ---.;.-
,-... ~ •• -: •• +. 

μ _? L- ---------------- •• ~μ •. 
ζι .:- •• 

블 -A L----------·l!!r
피 샤 피!，，.v 

v ... ..........- -----------------1 • Tes'Res띠， r 
• SimuJati00 1 

-8 L-....t ‘ / 

o 40 80 120 160 200 
Time(minute) 

(b) 콘크리트 

그림 9. 십내시험 및 수치해석 곁과비교(매설십도 7 cm, pitch 30 cm) 

5. 결 료르 
‘-

도로의 결벙방지와 차량 운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열 

융설 시스템 기초 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포장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시험체 

를 냉동고에서 냉동 후 온수의 순환을 통해 OOC 이상 온도 

나타내는 시간을 알고자 하였다 실내실혐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 냉동고 옹도는 -6 .3 oc를 유지(대관령 겨울 명균 지면온 

도보다 _I OC 낮게 설정)하고， 30 0C의 온수를 순환(에너지 

사용량 대비 최대 지열 활용 온도)하여 시험을 수행 

- 수치해석 결과 융설파이프 매설 심도는 열전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포장체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융설 파이 

프를 7 cm에 매설함 

- 시험결과 융설 파이프 간격 30 cm, 매설심도 7 cm, 순 

환수 30 0C를 유지하면 -6 .3 oC의 포장제 온도가 135분에 

아스팔트， 콘트리트 모두 O OC에 도달함 즉 강설이 예상될 

경우와 결빙 예상될 경우 2시간 이전에 지열 융설 시스템 

기동시 결빙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향후 연구에서는 운행중인 포장도로에 융설 파이프를 

매설하여 포장안정성을 확인하고， 지열융설 시스랩의 실 

제 운영을 통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설시 지열융설 시스랩을 활용하게 되면 미끄럼 사고 

방지와 원활한 주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열융설 시 

스뱀 활용을 통해 안전한 저탄소 도로 건설에 이바지 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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