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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are performed to check the characteristics of the ice slurry 

transport system for the district cooling. The system are installed at the 1st floored building  

which is as large as the 1204 m2 ( 86 m × 14 m ). and the pumping power and branching 

characteristics are measured by transporting of the ice slurry. The ice slurry transporting 

pipe is as long as 200 m. For the same cooling load, the higher IPF is, the lower the 

transporting flow rate and the pumping power are. But when the IPF is higher than 15%, no 

less decrease of the pumping power does happen. For the branching characteristics, through 

the branch pipe where the flow resistance is higher, the higher IPF is measured. A little 

higher IPF is measured at the thermal expansion branch

Key words: Ice Slurry Maker(아이스슬러리 제빙기), IPF(빙체 충 율), Concentration(질량 농

도), Ice slurry(아이스 슬러리), Pumping power(수송동력), flow rate(수송유량), 

45° Horizontal-vertical branch(45도 수평-상향 분기), Thermal expansion upward 

branch(열팽창 상향분기) 

†Corresponding author

 Tel.: +82-2-958-5672; fax: +82-2-958-5689

 E-mail address: yplee@kist.re.kr

기 호 설 명

 : 질량 [kg]

 IPF :  Ice Packing Factor, 얼음의 체 분율

C :  수용액  얼음의 질량 농도 [%]

  :  수용액  얼음의 도 [kg/m3]

하 첨 자

brine :  라인 용액

f :  최종 상태

i :  기 상태

ice :  얼음

slurry :  아이스슬러리

sol :  수용액

1. 서 론

지역냉방 시스템은 일정 공간에서 집단 으로 

냉열을 생산하여 냉수나 고 도 달물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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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s of the ice slurry transporting 

pipes ( top ), the tested building (bottom), 

Name of Item spec.

Ice Storage Tank
10.0 m

2
, 

with Nozzle

Agitating Motor
IVT Motor 3.7 kW, 

40∼150 rpm

Air Handling Unit 1 50,240 kcal/h 

Air Handling Unit 2 34,400 kcal/h

Spiral Heat Exchanger 35,000 kcal/h

Plate Heat Exchanger 50,240 kcal/h

Scraper-type Ice Maker
24 RT

Max IPF 0.3

 Table 1 Specification List of Items

하여 개개의 수요처로 공 하는 냉열공 시스템

이다. 개별 건물에 냉방을 한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자유로

워  미국
(1, 2)
  일본

(3)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

암 DMC에 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슬러리 시스템을 지역냉

방에 용시 사 에 검하여야 할 특성인 수송

동력  분기 특성을 지역 냉방 시스템에 상당하

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2. 실험장치 

Fig. 1 은 아이스슬러리 냉방 시스템을 설치한  

건물의 외   수송배 의 실제 설치 모습이고, 

Fig. 2 는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상 건물은 사

무실용 단층 건물로써 체 길이는 약 86 m, 폭

이 14 m정도인 길쭉한 직사각형 형상 ( 1204 m2 

규모)을 가지므로 지역냉방의 배  수송특성을 

검하기 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총 냉방부

하는 28.3 USRT이며 아이스슬러리 공  시스템

은 25 USRT (제빙 용량 기 )의 제빙 장치, 52 

RT-h( 10 ㎥) 의 축냉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냉방 사업범 를 고려하여 최종 부하까지 아이스

슬러리를 공 하는 것 보다는 아이스슬러리를 공

 수용가의 기계실까지 공 하고 열교환기에서 

냉수를 생산한 후 냉수가 Air Handling Unit 

(AHU) 로 보내져  냉수와 공기가 열교환하여 차

가운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

다. 흡수식 냉동기에 냉각된 냉수가 사무실과 강

의실로 나뉘어 2 개의 AHU까지 공 되었던 시

스템을 간에 2 개의 아이스슬러리와의 냉수 열

교환기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시설을 개조하

다. 냉방부하가 17.9 USRT 로 상 으로 높은 

사무실은 형열교환기(plate heat exchanger)를, 

냉방부하가 10.4 USRT 로 상 으로 낮은 강의

실에는 스 이럴 열교환기 (Spiral heat 

exchanger)를 설치함으로써 아이스슬러리와의 열

교환을 통해 AHU용 냉수를 생산하 다. 아이스

슬러리 배 은 축냉조로 부터 5 m 수직 상향 , 

10 m 수평 , 5 m 수직 하향 , 60 m 수평 , 

10 m 수직하향 , 5 m 수평 의 경로를 거쳐 

이트 열교환기에 도달함으로써 배  길이는 편

Fig. 2  Schematics of the ice slurry 

experimental system

도 95 m , 왕복  190 m 이다. 반면 축냉조에서 

스 이럴 열교환기 까지는 5 m 수직상향 , 10 

m 수평 , 5 m 수직 하향 , 10 m 수평 , 15 m 

하향 , 5 m 수평 의 경로를 거쳐 이트 열

교환기에 도달함으로써 배  길이는 편도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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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Temperature trend at the ice slurry 

storage tank according to the time

왕복 100 m 이다.  아이스슬러리 제빙  순환 

펌 는 다단 볼류트 원심펌 를 사용하 다. 실

험에 사용된 각 기기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3. 실험결과  검토 

 Fig. 3 은 시간에 따른 축냉조 내의 온도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제빙기 작동시작 시간인 오  

7시 51분 부터 약 1 시간 동안은 일정기울기를 

가지면서 온도가 강하한다. 이후 -3.3°C에 도달한 

오  8시 50분 이후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며 

온도가 강하한다. 즉 -3.3°C 이후는 결빙이 시작

되고 있음을 보여 다. 결빙온도가 -3.3°C 라는 

것으로부터 Fig. 4와 같은 결빙온도에 따른 실험

에 사용된 로필  리콜 (Propylene Glycol, 

PG) 농도 그래 로부터 PG 의 농도는 11.57%로 

읽을 수 있다
(4)
. 한편, 기기 작동 후 약 4 시간 

40분 후인 오후 12시 30분에 -5.2°C 에 도달할 

때 제빙기를 정지시켰다. 결빙온도가 -5.2°C 에서

의 수용액 농도는 15.96% 가 되므로 식 (1), (2), 

(3) 로부터 

  


                (1)

  

 
              (2)

         

  



  


            (3) 

 축냉조 얼음의 질량분율   가 된다. 

일반 으로 배 에서 얼음분율을 얼음의 체 분

율인 IPF (Ice Packing Factor)로 나타내므로 축

냉조에서도 질량분율이 아닌 체 분율인 IPF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제빙이 완료된 시 에서 용액만의 농도와 도

는 온도로부터 읽을 수 있다. 즉 축냉조에서 교

반을 통하여 얼음입자와 수용액이 골고루 섞여 

있으므로 축냉조에서의 온도를 결빙온도라 할 수 

있다. 결빙온도 -5.2°C 에서의 용액의 농도는 

Fig. 4, 용액의 도  은 Fig. 5로 부터 구할 

수 있는데 각각 15.96%와 1015.35 kg/m3 이다(5). 

따라서 식 (3)의 얼음의 질량 분율과 얼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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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hilled 

Water In

[℃]

Chilled 

Water Out

[℃]

Ice Slurry 

In

[℃]

Ice Slurry 

Out

[℃]

IPF [%]

Ice Slurry 

Mass Flow 

[kg/min]

Ice Slurry  

Pump 

Current 

[A]

Ice Slurry 

Pump 

Work

[kW]

12:50 5.2 2.7 -4.0 -0.7 16.8 0.74 2.60 1.40

1:00 5.1 2.7 -3.9 -0.4 15.3 0.78 2.50 1.40

1:10 5.3 2.9 -3.8 -0.4 13.7 0.79 2.55 1.43

1:20 5.3 3.0 -3.7 1.0 12.4 0.83 2.60 1.52

1:30 5.4 3.1 -3.6 1.8 10.2 0.86 2.75 1.61

1:40 5.5 3.3 -3.6 2.4 8.8 0.93 2.90 1.77

1:50 5.6 3.5 -3.5 3.0 6.9 0.99 3.00 1.92

2:00 5.6 3.6 -3.5 3.5 5.9 1.09 3.35 2.25

2:10 5.9 4.0 -3.4 4.0 3.4 1.17 3.60 2.55

2:20 6.2 4.4 -3.4 4.7 2.4 1.28 4.00 2.99

2:30 6.5 4.7 -3.3 5.3 0.8 1.31 4.25 3.18

2:40 7.0 5.2 -3.3 5.8 - 1.31 4.30 3.21

2:50 7.4 5.7 -3.2 6.4 - 1.38 4.28 3.39

3:00 7.6 6.2 -2.8 6.9 - 1.68 4.25 4.09

Main Voltage 380 Volt ( 3 phase ),      Chilled Flow rate: 12.0 m3/hr

Table 2 Cooling effect of the chilled water by the ice slurry at the plate heat exchanger

and  Ice Slurry Pump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ime  

Fig. 6  Shape of the Ice slurry (IPF =21.2%)  

도  = 917 kg/m3 , 용액의 도   = 1015.35 

kg/m3를 식 (4)에 입하면 IPF = 29.6% 가 된 

다.

 
    



 
        (4)

즉, 얼음의 질량분율은 27.5% 이지만 얼음의 

체 분율인 IPF 는 29.6% 로 약간 증가하므로 

질량분율과 체 분율인 IPF 는 구별되어야 한다. 

Fig. 6은 축냉조내 온도가 -4.4°C ( IPF = 

21.2%) 일 때의 아이스슬러리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배 내의 유동  IPF는 보존법칙을 용함으

로써 유도될 수 있으며, 그 계식은 식(5)와 같

다.
(2)

   

     
             (5)

계식에서    는 Oval 사 Coriolis식 질량 유

량계로 측정된 아이스슬러리의 도, 은 유동

의  온도를 동결 으로 하는 PG 수용액 농도에 

해당하는 수용액 도 (Fig. 5)를 입하 다. 

Fig. 7 은 제빙이 완료된 이후 아이스슬러리가 

수송되어 냉수를 생산한 후 축냉조로 다시 회수

되는 과정의 측정값들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경

과에 따른 IPF 가 차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Table 2 는 냉수량을 조 함으로써 동일한 

냉방부하로 맞춘 후 각 부 의 수치들을 보여주

고 있다. 

  Fig. 8 은 Table 2 에서 IPF 에 한 수송 질

량유량을 나타낸 것이다. IPF 가 증가할수록 수

송 질량유량이 감소하고 있다. Fig. 9 는 IPF 에 

따른 수송 펌 동력을 나타낸 것이다. IPF 가 증

가할수록 수송동력도 차 감소한다. 그러나 IPF 

가 증가할수록 수송유량은 즐어들지만 성도 증

가하므로 체 수송동력의 감소는 더 이상 일어

나지 않고 IPF 15%에서 수렴함으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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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IPF in the ice slurry circulating pipe 

according to the time
Fig. 10  Schematics of the ice transporting 

pipes to the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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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Tend to change pumping power of  

IPF by changes

  

  일반 으로 아이스슬러리는 물보다 가벼우므로 

수송  주로 상층부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 이 수직으로 분기될 때 균등분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쮜리히 공항의 아이

스슬러리 수송시스템에서는 수직분기 배 은 일

단 수평방향으로 45° 정도 분기한 후, 다시 수직

으로 분기하는 45도 수평-상향분기 (45° 

horizontal-vertical branch) 형을 사용하고 있다
(6). 그러나 지역난방공사에서 상향 분기시 열팽창 

상향분기(thermal expansion upward branch)형

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 분

기특성 실험시 2개의 배  즉, 쮜리히 공항과 같

은 45도 수평-상향분기 배 과 열팽창 상향분기 

배 에 하여 그 분기특성을 살펴보았다. 실험

에 사용한 배 의 개략 인 설치도는 Fig. 10과 

같다.  

Fig. 11은 배  분기특성의 결과를 정리한 그

래 이다. 축은 체 유량  이트 열교환

기로 가는 유량비이며 축은 체 IPF  

이트 열교환기로의 IPF 비율이다. 즉 IPF ratio 

가 크다는 뜻은 상 으로 얼음분율이 크다는 

뜻이다. Fig. 11에서 보면 두가지 형태의 분기  

모두 이트 열교환기로 가는 비율이 증가하여

도 50 : 50 으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트 열교환기로 가는 비

율이 증가할수록 IPF 비율이 약간 떨어진다.  스

이럴 열교환기로 얼음이 더 많이 쏠린다. 이 

이유는 본 실험에서 유량 조 을 유로 의 항

을 인 으로 부가함으로써 조 하는데  이

트 열교환기로의 유량이 증가함은 스 이럴 열교

환기 측의 유로 항을 크게 했다는 뜻이다. 즉 

유동 항이 큰 부분으로 얼음이 쏠리는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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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 얼음이 몰리는 일반 인 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7) 

한편 동일한 유량비에서 45° 수평-상향 분기  

보다 열팽창 상향 분기 에서 얼음분율이 더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이유는 얼음입자는 

비 차에 의하여 유동의 상부에 치하는데, 본 

실험장치에서 열팽창 상향 분기 이 형태 으로 

약간 높은 곳에서 분기되어 그 향으로 45° 수

평-수직 분기 보다 열팽창 상향 분기 으로 얼

음입자가 더욱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

4. 결론 

지역냉방에 아이스슬러리를 용하기 한 특

성 실험을 수행하 다. 1204 m
2
 규모의 일(一)자

형 단층 건물에 실제로 아이스슬러리 수송 시스

템을 용하여 냉방을 수행하 다. 

동일한 냉방부하에 하여 IPF가 높을 때는 수

송유량이 으며 동력 한 게 들어간다. 그러

나 IPF 15%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수송동력 증

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분기 실험에서는 두 분기  모두 이트 열

교환기로 가는 비율이 증가하여도 50 : 50 으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유동 항이 큰 스 이럴 열교환기 경로로 향

하는 유동의 IPF 가 약간 더 높으며  45° 수평-

상향 분기  보다 열팽창 상향 분기 에서 IPF 

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며 분기 에 계없이 실험구간에서 균등

하게  분배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구용역으로 수행

된 내용의 일부이며 이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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