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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ag reduction(DR) for Betaine+Amin and Xantan Gum as kinds of surfactant and 

Polyacrylamide  as kinds of polymer solution according to the fluid velocity, temperature and surfactant 

concentration were compared  experimentally. For this study, two kinds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short 

time and long time measurement were established. Each experimental appratus was equipped with hot water 

storage tanks , pumps, testing pipe network, flowmeter, two pressure gauges and data logging system was 

built for them. 

Results showed that Betaine+Amin and Xanthan Gum as kinds of surfactant had appeared optimal DR 

around 200-500 ppm  and their DR tended to be decreased when flow velocity increased  but  

Polyacrylamide  as kinds of polymer solution showed the opposite trend to be increased when flow velocity 

increased.

The both of them showed above 40% DR in the case of better condition by the short term measurement. 

But Polyacrylamide as kinds of polymer solution showed more degradation than Betaine+Amin and Xanthan 

Gum as kinds of surfactant by the long term measurement. As a result, Betaine+Amin and Xanthan Gum as 

kinds of surfactant showed better materials to use to the district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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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T    :  온도 [℃]

P    :   압력 [kgf/㎠]

P.R.   :   압력 강하율 [%]

v     :   유속 [m/s]

 하 첨 자

W    :   물

A     :   첨가제

 

1. 서 론

최근 에 지 가격의 등으로 에 지에 한 

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소비에 비해 한 공

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부족 상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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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하나로써 집단에 지 사업이 고려될 수 

있다. 집단에 지 사업은 효율 인 에 지 이용과 

환경 친화 인 시설로서 에 지의 효율 측면에서 

매우 효과 인 사업이다.

국내 집단에 지 사업의 표 인 지역난방 시

스템은 체 배 망이 약 2,800km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배 망을 통한 열수송에서는 마찰

항으로 인해 많은 펌 동력이 필요하게 된다. 

효율 인 장거리 열수송을 한 연구로서 표

인 방법  하나가 마찰 감제를 투입하는 것이

다. 이러한 마찰 감제는 이  내 표면의 마찰 

항을 감소시킴으로서 유체의 유동을 향상시키

게 되는 것이다.
(1-2)
  

고분자 화합물에 의한 유동 항 감소는 톰스효

과(Tom's effect)라 뷸리는 난류의 층류화 상으

로, 톰스효과는 사슬모양의 고분자 화합물

(Polyacrylamide)이 성 층에서 발생하는 난류

덩어리를 잘 흡수함으로써 난류의 발달을 억제한

다는 가설이다.
(3-4)

분자 물질인 계면활성제(Surfactant)의 경우 

분자구조가 친수성 그룹과 친유성 그룹으로 구성

되어 특정 농도 이상에서 콜로이드성 화합체인 

미셀(Micelle)이 형성된다. 미셀의 형상이 상(섬

유상)인 형태에서 톰스 효과가 잘 발달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5-6)

일반 으로 장거리 열수송에 소요되는 수송 동

력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고분자 화합물과 계면

활성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러나 지 까지 이것들이 어느 역의 온도 범 에

서 유리하게 활용되는가에 한 비교 평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물질로서 

Polyacrylamide와 계면 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  Xanthan Gum을 활용하여 온도 역 5

0℃∼80℃ 범 에서 단기간 동안에 마찰 감 특

성을 비교하고 장기간 동안 퇴화 상을 비교 평

가 함으로서 향후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용 가능

성을 평가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첨가제의 압력 강하율을 측정하

기 하여 Fig. 1과 같은 시스템으로 설계 제작하

다. 축열조는 20L 용량의 Bath(항온조)를 이용

하여 15L의 물을 채운 후 공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펌 는 3,750RPM, 0.75kW 출력의 가

변펌 를 사용한 후 유량조 이 가능하도록 하

다. 본 시스템에서 배  부분은 총 길이는 7.3m이

며, 내경은 8mm이다. 이때 배 의 재질은 SUS

을 사용하여 Scale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 다. 

실험장치의 배  부분에 1개의 유량센서와 일정

한 간격을 두고 2개의 압력센서를 설치하 다. 이

때 유량센서의 측정범 는 1∼20lpm, 압력센서는 

0∼20 kgf/㎠이다. 이와 같은 센서로 측정된 아날

로그 신호들은 데이터 로거(Agilent 34970A)를 통

하여 수집한 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PC로 

장하여 분석하 다.

Fig. 1 Short-term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2.2 장기성능 실험장치

Fig. 2 Long-term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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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감제를 이용한 장기성능 평가를 하여  

80℃∼120℃까지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하 다. Fig. 2는 장기성능 실험 장치의 간략도와 

경 사진이다. 이 실험 장치는 60L의 축열조를 

사용하며 7.5 kW 기식 Heater 2개를 이용하여 

120℃까지 가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부에

는 20 kgf/㎠의 릴리 밸 를 설치하여 고압에서

도 안  제작되었다. 펌 는 3,450 RPM, 0.4 kW 

출력의 속도 가변 펌 를 사용하 다. 이때 본 시

스템에 채택된 총 배 의 길이는 9.5m이며, 내경

이 15mm SUS 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 

2.2 성능평가 방법

난방 시스템의 이 에서 마찰 감제의 투입

에 따른 압력 강하율(Pressure Reduction)을 나타

낸 식은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마찰 감제를 투입한 경우의 

압력강하를 나타내며, 는 마찰 감제를 첨

가하지 않은 경우의 압력강하를 나타낸 값이다. 

이때 P.R.의 수치가 높을 수록 마찰 감제의 효

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구분 실험 조건

온수온도(℃) 50/ 60/ 70/ 80

유속 (m/s) 0.99/ 1.99/ 2.98/ 3.98/ 4.97

고분자 물질 Polyacrylamide

계면 활성제
Betaine+Amine Oxide, 

Xanthan Gum

3. 실험 조건  방법

3.1 단기성능 실험 조건  방법

마찰 감제의 단기성능 평가를 한 실험 조

건은 Table. 1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계면 

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와 Xanthan Gum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를 마찰 감제

로 사용하 다. 첨가제의 농도는 100∼500ppm으

로 실험하 다. Data 측정방법은 내의 차압 변

화를 1  간격으로 측정한 후 5분 동안의 평균값

을 사용하 다. 실험 오차와 센서 오차를 이기 

하여 수차례 측정된 실험 Data를 확보하여 분

석하 다. 

3.2 장기성능 실험 조건  방법

장기성능 평가를 한 실험 조건은 단기성능 

실험과 동일한 마찰 감제를 사용하 고 80℃의 

공  온수에서 유속을 0.28 m/s로 고정한 뒤 5시

간 동안 이 내의 차압을 측정 후 분석하 다. 

(a) Polyacrylamide

   

(b) Xanthan gum

      

(c) Betaine+Amine oxide

Fig. 3 Chemical structure of additives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와 계면 활성제인 Xanthan Gum 

 Betaine+Amine Oxide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

4. 실험 결과

4.1 Betaine+Amine Oxide  실험 결과

계면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의 최  혼

합비율을 결정하기 한 실험의 결과를 Fig. 4에 나

타내고 있다. 실험조건은 공 수 온도를 80℃로 하

고, 첨가제의 농도를 100ppm으로 하여 Be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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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e Oxide의 혼합비율을 3:1에서6:1로 증가시켰

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체 으로 유속이 증

가 할수록 압력강하율이 감소하 다. 혼합비율이 3:1

과 4:1에서 유속이 을 때 압력 강하율은 약 30% 

정도로 나타났으나 혼합비율이 5:1과 6:1에서는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계면활제인 

Betaine+Amine Oxide의 최  혼합비율은 5:1일 때 

마찰 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P.R. on the variation of composition

ratio of Betaine+Amine Oxide

계면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의 최 의 

혼합비율인 5:1에서 압력 강하율은 농도를 500 

ppm으로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알아보았

다. Fig. 5는 Betaine+Amine Oxide의 각각의 온

도에서 압력 강하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속인 0.99 m/s의 유속에서는 온

도에 따라 45∼58%의 압력 강하율의 차이를 보이

나, 1.99 m/s이상 유속 에서는 온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의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공 수온도가 60℃이고, 유속이 0.99 m/s일 때 

58%로 가장 큰 압력 강하율을 보 다. 

Fig. 5 P.R. on the variation of supply

temperature of Betaine+Amine Oxide

계면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의 농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 실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고 

있다. 실험 조건은 공 수의 온도를 60℃로 하고첨가

제의 농도를 100∼500ppm으로 변화 시켜가며 실험하

다. 이 결과에서는 계면 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의 경우 농도에 상 없이 일정한 압력 강하율을 

보 다.

Fig. 6 P.R. on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of Betaine+Amine Oxide

4.2 Xanthan Gum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가지 계면 활성제  

Xanthan Gum의 온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과 농

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을 알아보았다. Fig. 7은 

Xanthan Gum의 온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에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Xanthan Gum의 농도는 

200ppm으로 하고 공 수 온도는 50℃∼80℃의 범

에서 실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속

이 증가할수록 압력 강하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온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은 차이가 미

비하게 나타났다.

 

Fig. 7 P.R. on the  variation of supply

temperature of Xanthan Gum

다음은 계면활성제인 Xanthan Gum의 농도가 

압력 강하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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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온도를 60℃에서 실험한 결과이며, 이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Xanthan Gum의 농도는 100∼

500ppm으로 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

에 따른 압력 강하율은 속인 0.99m/s의 유속에서

는 200ppm의 농도일 때 49%로 가장 높은 압력 강

하율이 나타났고 유속이 2.98m/s에서는 농도가 높아

져도 비슷한 압력 강하율을 보 다. 한 유속이 

3.98m/s에서는 500ppm의 농도일 때 높은  압력강하

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Fig. 8 P.R. on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of Xanthan Gum

4.3  Polyacrylamide 실험 결과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의 온도에 따른 

압력 강하율 실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고 있

다. 첨가제의 농도가 500ppm일 때, 공 수의 온도

를 50∼80℃로 하여 실험하 다.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계면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이나 

Xanthan Gum의 실험과 달리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 강하율 감소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 다. 체 으로는 압력 강하율이 35∼

45%의 범 에서 나타났다.

Fig. 9 P.R. on the Variation of supply

temperature of Polyacrylamide

 Polyacrylamide의 농도 변화에 따른 압력 강하

율 실험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 보 다. 50℃의 

공  온수에서 첨가제의 농도 변화를 100∼

500ppm으로 하 다. 여기에서는 첨가제의 농도가 

100ppm과 200ppm에서는 유속이 증가하면서 압력 

강하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500ppm의 

농도에서는 유속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압력 강하

율이 높아져서 최 유속이 4.97m/s에서는 43%압

력 강하율을 보 다

Fig. 10 P.R. on the variation of concentration

of Polyacrylamide

4.4 장기성능 실험 결과

계면활성제인 Xanthan Gum과 Betaine+Amine 

Oxide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의 퇴화 상 

비교 실험을 실시하 으며 그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장기성능 실험결과  Xanthan Gum  Betaine+Amine 

Oxide의 경우에는 퇴화 발생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

으나,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는  퇴화 발생이 

빠르게 발생하여, 지속 으로 증가하 다.

결론 으로 단기성능 실험에서는 고분자 물질

인 Polyacrylamide의 압력 강하율이 500ppm의 

농도일 때, 0.99∼4.97 m/s의 유속에서 높게 나타

나, 다른 마찰 감제에 비하여 효과가 뛰어났다. 

그 지만 장기성능 실험에서는 퇴화가 빠르게 발

생하여 지역난방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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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anthan  Gum ΔP 

(b) Betaine+Amine Oxide ΔP 

(c) Polyacrylamide ΔP

Fig. 11 Degradation of each materials under 

long term experiment

5. 결론 

지역난방 시스템에 마찰 감제를 활용함으로서 

수송 동력을 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여  계면활

성제인 Betaine+Amine Oxide와Xanthan Gum  고

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의 마찰 감 특성에 

해 비교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계면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는 단기

성능 실험결과 속에서 약 40%정도의 압력 강하

율이 나타났지만 유속이 증가하면서 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 으며 고속의 유속에서는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분자 물질인 

Polyacrylamide는 유속의 증가에 따른 압력 강하

율 감소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속

이 증가할 때에도 일정한 농도에서는 계면활성제

인 Betaine+Amine Oxide와 반 의 경향을 나타

내는 경우도 발생하 다. 한 체 으로 약 

45%의 압력 강하율을 나타내었다. 

(2) 장기간 동안 퇴화 상 실험결과 고분자 물

질인 Polyacrylamide의 경우 퇴화 발생이 빠르게 

발생하 으나, 계면 활성제인 Betaine+Amine Oxide

와 Xanthan Gum에서는 퇴화 발생 상이 서서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지역난방 시스템에 활용 가능한 마찰 

감제는 단기간에는 마찰 감성능이 실험한 모

든 마찰 감제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지만, 

장기간에도 퇴화 발생이 늦은 Betaine+Amine 

Oxide와 Xanthan Gum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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