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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조 간 이용 냉매 과냉각형 시스템에서 과냉도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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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he possibility of the subcooling type ice 

storage cooling system that the stored ice used to subcool the condensed refrigerant. The 

experimental study was done to 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ol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subcooling degree and the analysis for the peak shift effect of the full 

storage, partial storage and subcooling type ice storage system compared to the normal air 

conditioning system was also done.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shown that the peak 

shift effect of this subcooling type ice storage system could b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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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COP :  냉동기 성능계수 [-]

 IPF :  얼음체 분율(ice packing factor) [%]

 T :  온도 [℃]

 하 첨 자

 eva :   증발기(evaporator)

 sc :  과냉각도(subcooling degree)

1. 서 론

하 기 주간에 냉방기기 등의 집 인 가동으

로 인해 최 력부하가 발생하여 주․야간 력

수 의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산업용 

력공 에까지 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한국 력공사 

 정부에서는 심야 력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축

냉시스템의 확  보 을 지원하고 있으나, 축냉

시스템의 용 상이 건물의 냉방용이어야 하며, 

축열조에 장된 냉열을 주간 냉방부하의 40% 

이상에 직  이용해야 하며, 기설비용량이 

20kW 미만 설비인 경우 축열방식에만 제한하

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축냉시스템의 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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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Mode O.U. Pump F.C.U.
Valve

V1 V2 V3 V4 V5 V6 V7

Charging ON OFF OFF Open Close Close Close B-A - -

Cooling

Only TES OFF ON ON Close Close Close Close - B-C B-C

Subcooling ON ON ON Close Open Open Close B-C B-A B-A

Normal ON ON ON Close Close Close Open B-C B-A B-A

Table 1  Device control for each operating mode

를 해서는 제한 인 정책을 완화하고 다양한 

축냉시스템의 보 이 필요하다.

Eco-ice mini는 일본에서 보 되고 있는 소형 

빙축열시스템으로 축열조에 장된 열량을 주간 

냉동기 운 시 과냉각 열원으로 간  이용하여 

주간 냉동기의 성능을 약 25%정도 향상시켰으며,  

난방운  시에는 제상열원으로 간  이용하고 있

다.

국외 연구로 Huang 등
(2)
은 건물공조용 시스템

에서 써모싸이폰(작동유체:R-22)이 용된 축열

조를 과냉각기로 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일부하패턴으로 운 하 을 때, 냉방용량이 

28%, COP가 8%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

국내에서는 Roh 등
(3)
은 R-22를 사용한 빙축열

조를 이용한 냉매 과냉각 히트펌  시스템의 성

능  싸이클 특성을 악하고, 기존 시스템과 

성능  운 비에 해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Lee 등
(1)
은 쇼 이스에 축열조를 간  

이용한 냉매 과냉각 시스템에 한 연구를 통해 

평균 28%의 부하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심야 력을 이용한 축냉시스템 

 빙축열조의 열원을 간  이용한 냉매 과냉각

형 냉방시스템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냉

매 과냉각 효과에 한 운 특성을 분석하 다. 

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일 냉방부하 변동에 

따른 냉방능력  COP를 일반 상용기기들과 비

교하여 본 시스템의 용 가능성에 해 검토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실험장치

축열조 간  이용 방식에서는 주로 축열조에 

장된 냉열을 냉동기의 응축기 는 과냉각기의 

열원으로 사용한다. 이를 해 축열조 내부에 제

빙용 는 과냉각용 열교환기를 이용하거나, 축

열조 외부에 별도의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활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냉매 과냉각 효과에 따른 운

특성을 악하기 해 과냉각용 열교환기가 별

도 설치된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기존 시스템( 축열 소형빙축열방식  일

반 냉방기)과의 운 특성을 비교하 다.

Fig. 1에 이를 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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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the subcooling degree, 

IPF and cool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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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cooling capacity and 

COP for various subcoolling 

degree.

Fig. 4 Comparison between P-h diagram of 

the refrigerant subcooling system 

and normal system.

내었고 Table 1에 그 동작방법을 나타내었다. 본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소형 빙축열유닛(실외기 

 축열조), 증발기( 형열교환기), 니들밸 (냉매

유량제어용)  팬코일 유닛(히터) 등이다. 소형 

빙축열 유닛의 축열조 는 제빙용  과냉각용 열

교환기가 소용돌이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용량은 IPF 60%일 때 32 kWh이다.

일반 인 냉방운 에서는 실외기와 형열교환

기로 냉방이 이루어지며, 축열운 의 경우 축

열조에 축냉된 냉열원을 이용하여 냉방하게 된

다. 한편, 냉매 과냉각 운 모드에서는 응축된 냉

매가 축열조의 과냉각용 열교환기를 거쳐 과냉되

어 형열교환기에서 증발하여 냉수를 생산하게 

되며, 이를 냉방에 이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과냉각용 열교환기는 설계치가 4.6 m로 산출되었

으나, 과냉각 효과에 한 운 특성 실험을 하

여 충분한 열교환이 가능하도록 19 m로 하 다. 

2.2 실험 방법

일반 인 냉방운 의 경우와 달리, 축열운  

 냉매 과냉각 운 모드는 냉방을 하여 빙축

열조의 냉열을 직․간 으로 이용하므로, 축냉

운 이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축냉운 은 축냉

량, 즉 IPF가 60%이거나 운 시간 10시간을 만

족하면 종료하 다. 축냉운  완료이후, 외기온

도, 증발온도  냉수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 과

냉각도를 약 40℃까지 변화시키면서 각 운 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냉매 과냉각 운

모드에서 과냉각도를 조 하기 해 응축기에

서 응축된 냉매  일부를 유량제어밸 로 제어

하여 과냉각 열교환기에서 과냉각된 냉매와 혼합

하 다.

이상의 운 모드별 실험에 한 데이터 수집을 

해 냉매의 온도  질량유량, 축열조의 온도 

 차압계(수 변화 측정)와 냉수온도  유량을 

측정하 으며, 이는 데이터로거(agilent 34970a)를 

이용하여 PC에 장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냉매 과냉각 효과

빙축열조의 냉열을 간  이용한 냉매 과냉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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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ower in a 
day

[kWh]

Daytime 
Power

 [kWh] 

Ratio of 

peak-shift 
[%]

Peak-time 

Power [kWh], 

Ratio of 

peak-cut [%] 

N

O

T

JUN 8.743 8.073 - 4.0 -

JUL 13.870 12.708 - 6.3 -

AUG 13.603 12.495 - 6.2 -

SEP 7.574 7.001 - 3.5 -

F

S

O

T

JUN 18.447 2.880 64 1.3 68

JUL 25.165 2.880 77 1.3 80

AUG 24.293 2.880 77 1.3 79

SEP 16.804 2.880 59 1.3 64

P

S

O

T

JUN 18.449 2.880 64 1.3 68

JUL 25.676 8.256 35 1.3 80

AUG 24.677 7.258 42 1.3 79

SEP 16.809 2.880 59 1.3 64

S

C

O

T

JUN 18.449 2.880 64 1.3 68

JUL 21.560 5.127 60 1.3 80

AUG 21.113 4.730 62 1.3 79

SEP 16.804 2.880 59 1.3 64

Table 2. Peak-shift and peak-cut effect of each month

냉방 시스템의 운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빙축

열조에 냉열을 축열하고 과냉각 냉방운 을 수행

하 다.

Fig. 2은 주변온도 30℃를 운 조건으로 설정

하여 빙축열조의 냉열 소진 시 까지 과냉각 냉방

운 을 지속하여 IPF, 냉각열량  과냉각에 소

요된 시간별 에 지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냉각

열량은 증발기에서 냉수의 온도차  순환유량으

로 측정 하여 약 6.1kW로 일정한경향임을 확인

하 으며 조 내 온도 상승에 따라서 냉매 과냉각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론 으로는 

과냉각도 가 감소하면 냉각열량도 감소하지만 실

험에서는 냉각열량은 확인 가능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 원인을 Fig. 3의 과냉각도 변화실

험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냉각열량  

COP의 실험결과에 하여 선을 구하여 계산한 

결과 과냉각도가 10℃ 증가하면 냉각열량은 약 

7.6% 증가하 고 COP는 7%가량 증가하 다 .  

따라서 Fig. 2의 과냉각도 변화 (약 4℃)에 따

른 냉각열량 변화량은 약 0.2 kW로 냉각열량 6.1 

kW에 비하여 미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

었다.

Fig. 4는 냉매 과냉각 냉방운 과 일반 인 냉

방운 을 P-h 선도로 표 한 것이다. 응축온도 

40℃ 증발온도 0℃의 경우 빙축열조 간 이용 과

냉각형 냉방시스템의 과냉각도의 한계는 40℃이

며 이때 냉각열량은 의 실험결과로부터 과냉각

도가 0℃의 냉각열량에 하여 30%이상 증가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빙축열조를 이용한 냉매 과냉각형 냉방시스템 

의 빙축열조에는 일반 으로 제빙코일과는 별도

로 하부에 과냉각 코일을 설치하는데, 과냉각 코

일을 하부에 설치하는 이유는 응축냉매와 열 교

환하고 데워진 물이 도차로 상부로 류하면서 

제빙코일의 얼음을 해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방식으로 코일들을 배치하면 축열조 내 수

직방향의 온도구배가 크게 발생하여 효율 인 냉

열이용을 하여 교반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

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설계에 고려하여 

조 내부의 과냉각 열교환기를 하부로부터 상부로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하고 연결하여 완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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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축열조의 유효온도 10℃까지 과냉각 냉

방운 을 수행하 을 때, 얼음이 남아있지 않았

으며 온도구배 한 4℃가량으로 만족할만한 결

과라고 단하 다.

3.2 부하이  효과

과냉각형 냉방시스템(SCOT : Subcooling 

Operating Type)) 에 한 용 타당성 검토를 

하여 축냉시스템 에서 축열방식(FSOT : 

Full Storage Operating Type)과 부분축열방식

(PSOT : Partial Storage Operating Type)의 빙

축열시스템을 선정하고 일반 인 냉방시스템

(NOT : Normal Operating Type)과의 주간 력

부하 이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용 타당성을 검

토하고자 하 다.

주간 력부하 이 효과를 구체화 하는 방안으

로 냉방부하율 변동에 따른 운 방법을 도출하고 

운 방법에 의한 각각의 냉방시스템 소요 력을 

냉방기간(6/15~9/15)에 하여 산출하 다.

냉방부하율 변동에 따른 운 방법 도출에 있어

서는 월별 시간 별 냉방 부하지수
4)
 에 부합하도

록 각각의 냉방시스템이 냉방운 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그때 시간별 소비 력을 특성실험결과

의 조건별 냉동기 냉각능력  소비 력을 참조

하여 환산하 다.

술한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냉방시스템별 월

별 1일간의 소요 력을 환산하고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냉방기간 에서 7월에서 8월의 소요

력을 각각의 냉방시스템별로 합산하고 일반 인 

냉방시스템과 비교한 결과 주간시간 (09시~18

시)소요 력의 이 율은 축열방식 77%, 부분축

열방식 38% 과냉각형 냉방시스템은 61%로 나타

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심야 력을 이용한 축냉 시스템 

 축열조의 열원을 간  이용한 냉매 과냉각형 

시스템에 한 실험  연구를 통하여 냉매 과냉

각 효과에 한 운 특성을 고찰하고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과냉각도 변화 실험 결과 과냉각도가 10℃

증가하면 냉각열량과 COP는 각각 7.6% 7%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증가된 냉각열

량만큼 냉동기의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단되었다.

(2) 냉매 과냉각 냉방운 모드에서 축열조 내 

수직방향 온도변화를 고찰한 결과, 별도의 교반 

없이도 방냉완료 시 의 축열조 온도구배가 ±2℃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부하변동에 응하는 운 방안을 도출하여 

주간시간  소비 력 이 율을 분석한 결과 유사 

축냉시스템인 부분축열시스템의 38%보다 높은 

61%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력부하 평 화를 

한 심야 력 축냉 시스템으로써 보다 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생산기술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되었

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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