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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ce slurry generator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for the 
ice slurry generating system with scraper which is pneumatically operated. The ice slurry generator has 
the same shape as the vertical double tube type heat exchanger. Refrigerant is flowing in the outside 
tube and ethylene glycol solution in the inside tube. Refrigerant and solution water are parallel flow 
type which entering bottom of generator and leaving top of generator. The experimentations are 
conducted under the various test conditions such as compressor speed and cooling water temperature. 
For the above experimental conditions,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ice slurry generating system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the heat transfer rate.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heat transfer rate of the system is increased as the compressor 
speed increases and the cooling water temperature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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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적제빙형 빙축열시스템에 일환인 스크레이

퍼형 제빙기는 증발기 표면에 스크레이퍼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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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of scraper

Fig. 1 Shape of ice slurry maker

적으로 운동시켜 얼음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동중

에 연속적인 아이스슬러리가 생성되도록 하는 제

빙방식이다. 스크레이퍼형 제빙기는 주로 입형의 

이중관식(double tube type)이나 쉘앤튜브식(shill & 
tube type)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냉매가 흐르고, 내부에는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혹은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등
이 첨가된 수용액이 흐른다. 이러한 스크레이퍼

형 제빙기는 현재 대부분이 모터구동에 의해 스

크레이퍼가 회전하면서 튜브표면에 생성되는 얼

음을 연속적으로 제거하는 회전형 제빙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1)(2)(3) 

이러한 회전형 제빙기 시스템에서 압축기 이외

에 스크레이퍼 구동모터에 추가적인 전력소비가 

필요하며 초기 아이스슬러리 생성시 모터의 부하

가 급상하여 제빙기의 내구성에도 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제빙기는 모

터구동에 의해 스크레이퍼가 회전하는 방식이 아

닌 공압실린더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공

기를 주입하고 스크레이퍼를 상하왕복운동시키는 

선형 제빙기를 설계 및 제작하여 압축기의 회전

수변화와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변화 

에 따른 제빙기의 열전달 특성을 시험하고 분석

하였다.

2. 실험장치

 2.1 스크레이퍼형 제빙기

 Fig. 1은 본 시험에 사용된 선형 제빙기의 형

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는 형상과 

같이 선형 제빙기는 입형의 이중관형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관에는 냉매가 내관에는 에틸렌글

리콜 수용액이 흐르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빙기는 외경이 65A 강관에 내경은 

38mm 동관을 사용하였으며, 제빙기 열교환부 높

이는 1m로 냉매와 수용액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

는 평행류방식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수용액이 

흐르는 내관에서 생성된 아이스슬러리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배출관의 크기는 입구측보다 한 치수 

크게 설계하였으며, 열교환기는 두께 20mm 단열

제를 이용하여 단열처리 하였다. 냉매가 흐르는 

외관의 경우 냉동기가 운전되면서 증발기의 형상

이 입형임으로 증발기 하부로 유입된 냉동유가 

쌓이게 된다. 따라서 압축기로 냉동유를 반송시

키기 위해 냉매입구 배관에 1/4″동관을 삽입하

여 시스템 운전 시 간헐적으로 밸브를 열어 압축

기로 냉매와 냉동유를 반송시켰다. 제빙기에서 

스크레이퍼는 동관 내부에 95mm 간격으로 13개
를 설치하였고 스크레이퍼는 일정한 간격으로 유

지하도록 고정시켰다. Fig. 2는 본 제빙기에 사용

된 스크레이퍼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스크레이퍼

는 원형 평판에 EG 수용액이 흐를 수 있도록 3
개의 구멍을 가공하고 외경이 동관내경과 0.4mm
의 간격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2.2 실험장비

 Fig. 3은 선형 아이스슬러리 제빙기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성능시험장치 구성도를 보

여주고 있다. 아이스슬러리를 생성하기 위한 제

빙기는 스크레이퍼가 상하 왕복운동 할 수 있도

록 제빙기 헤더에 실린더를 설치하고 실린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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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Ice-making slurry 

일정한 압력을 주기 위해 압력조절장치를 설치하

였다. 실린더 상단과 하단에 압축공기를 주기적

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3방 밸브를 설치하였으

며, 실린더의 왕복운동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타

이머를 설치하였고, 실린더 왕복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카운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빙기의 냉매

측과 EG 수용액측 입ㆍ출구 배관에 각각 압력센

서와 온도센서를 설치하여 제빙기의 온도와 압력

을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냉동시스템의 냉

매로는 R22를 사용하였으며, 제빙기의 열전달량

을 측정하기 위해 압축기를 인버터로 회전수를 

가변시켰다. 그리고 EG 수용액을 순환하기 위하

여 순환펌프, 슬러리를 저장하기 위한 축열조를 

설치하였으며, 이때 수용액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그네틱 유량계(magnetic flow meter)를 

배관에 설치하였다.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된 데

이터는 데이터 습득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록

하게 되어있으며, 본 시험에서는 YOKOGAWA사

의 DA-100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3. 실험데이터 분석

  

아이스슬러리 제빙기의 열전달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식 (1)과 (2)는 냉매측 열

전달량과 수용액측 열전달량을 나타내었다. 그리

고 식 (3)으로부터 슬러리아이스 생성량을 구하였

다. 

   ×     (1)

   ×  ×  ×     (2)

   ×  (3)

  냉매측과 수용액측의 열량이 차이가 나타나

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증발기 효율을 도입

하였으며, 이는 수용액의 현열구간 즉 제빙기 입

구에서의 수용액 3～7℃에서 구하였다. 제빙기의 

열전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괄열전달계수

를 식 (4)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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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A는 제빙기 내의 평균열교환면적 나

타내며, LMTD는 대수평균온도차로써 식 (5)에 

나타내었다. 

 
  


  
  

(5)

  

본 연구에서 제빙기 내부에서 냉매는 제빙기 

하단으로 2상유체가 유입되어 증발하면서 상단은 

기상으로 유출되어진다. 따라서 제빙기 출구에서

의 냉매의 상태를 과열도가 존재하지 않는 포화

증기로 가정하였으며, 냉매측 물성치는 REFPROP
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용액측 물성치는 

ASHRAE에서 제공하는 EG 수용액 물성치 값을 

사용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선형 아이스슬러리 제빙기의 냉동용량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준 시험조건을 선정하고 압축

기의 회전수 변화에 따른 특성과 응축기로 유입

되는 냉각수 입구온도 변화에 따른 제빙기에 열

전달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은 열전달량 특성 

시험의 조건과 변수를 보여주고 있다. 

4.1 압축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

제빙기의 열전달량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으로 기준 시험조건에서 압축기 회전수를 5Hz씩 

증가시키면서 살펴보았다. Fig. 4은 압축기 회전

수변화에 따른 증발압력과 응축압력 변화를 나타

내고 있다.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하면서 증발압

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응축압력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Fig. 5는 압축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제빙기의 냉동능력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압축기 회전수가 40 Hz 이하에서는 냉동능력의 5 
Hz 증가하면서 약 350 W 증가하였으나 40 Hz 
이상에서는 냉동능력이 약 150 W 증가하였다. 
Fig. 6은 압축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제빙기의 총

괄열전달계수와 대수평균온도차의 변화를 나타내

는 그래프이다. 압축기 회전수가 증가하면서 제

빙기 총괄열전달계수와 대수평균온도차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나 40 Hz 이상에서 제빙기의 총괄

열전달계수의 증가량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

standard variable

EG Concentration 3.0%

water flow rate 19 lpm

stroke interval 1.5 sec

compressor speed 40 Hz 30, 35, 45 Hz

condensing 
cooling water

26.5℃ 29.5, 33, 36℃

Table 1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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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대수평균온도차는 45 Hz 이상에서 증가량

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2 냉각수 온도변화에 따른 열전달 특성

냉각수온도 변화 제빙기의 열전달량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한방법으로 기준 시험조건에서 응축기

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입구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제빙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7은 냉각수 온

도변화에 따른 증발압력과 응축압력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냉각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발

압력과 응축압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8은 냉각수 온도변화에 따른 열전달량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냉각수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열전

달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9은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른 총괄열전달계수와 대수평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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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응축기로 유입되

는 냉각수의 온도가 약 10℃ 변화함에 따라서 제

빙기에서 냉매의 증발압력은 약 0.3 kgf/cm2.g 상
승하였으며, 냉동능력은 350 W 감소하였고, 대수

평균온도차는 약 2.3℃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총괄열전달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

타났으며, 냉각수의 입구온도가 30~33℃에서 증

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5. 결 론

공압으로 구동되는 선형 아이스슬러리 제빙기

를 설계 및 제작하여 제빙기 열전달 특성을 측정

하기 위한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압축기 회전수 

변화와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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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빙기의 열전달량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압축기 회전수를 증가시키면서 제빙기의 열

전달량을 관찰한 결과 제빙기의 열전달량은 회전

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괄열전달계수와 대수평균온도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시스템에서 적절한 대수

평균온도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발압력과 시스

템 효율을 유지시키므로 본 시험에서는 대수평균

온도차가  7℃ 미만인 40Hz에서 최적의 제빙조건

으로 사료되어진다.
(2) 응축기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변화에 따

른 제빙기의 열전달량은 냉각수의 온도가 약 1
0℃ 증가하면서 제빙기에서 냉매의 증발압력은 

약 0.3 kgf/cm2.g 상승하였으며, 열전달량은 350 
W 감소하였고, 대수평균온도차는 약 2.3℃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 수용액

과 냉매의 대수평균온도차가 약 5℃ 부근에서 총

괄열전달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냉각수의 수온

이 약 33℃ 최적의 제빙조건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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