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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링 냉동기 냉

동기 맥동관 냉동기 등 기계식 극저온냉동기에

비해 단순한 구조 급속한 냉각 특성을 장점으로

하는 소형 쥴톰슨 냉동기

는 적외선센서의 급속냉각 저온수술

열영상카메라 미사일유도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쥴톰슨 냉동기의 냉각은 쥴톰슨 노즐을 통과하

는 고압의 가스가 등엔탈피 교축과정을 통해 팽

창하면서 발생하는 강온효과

에 의해 생성되며 대향류 열교환기를 통해

교축 전 후 가스간의 열교환을 수행하여 냉각의

효과를 증폭하여 이하의 극저온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작동가스에 따라 다양한 온도

영역의 냉각이 가능한 소형 극저온 냉동기이다

수백기압 이상의 고압 질소 끊는점 및

아르곤 끊는점 가스를 사용하는 쥴톰슨냉

동기는 일반적으로 이하의 온도 및 수초내

에 급속한 냉각을 요구하는 적외선센서의 냉각

에 사용되고 아르곤 등 다양한 냉

매를 혼합한 혼합냉매 쥴톰슨냉동기는 그 보다

높은 온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저온수술용 으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극저온냉동기에 의해 예

냉된 고압의 수소 헬륨 등의 가스를 이용하여

저온에서 극저온냉동기의 냉각성능을 향상시켜

대용량의 초전도 응용기기의 냉각을 하는 목적으

로 사용되기도 한다

적외선센서 냉각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쥴톰슨

냉동기는 유량조절기구의 구조에 따라 고정오리

초기충전압력이 쥴톰슨냉동기의 강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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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ature Joule-Thomson cryocoolers have been widely used for rapid cooling of infrared detectors,

probes of cryosurgery, thermal cameras, missile homing head and guidance system, due to their special

features of simple configuration, compact structure and rapid cool-down characteristics. The cool-down

time, the temperature at the cold end, the running time and the gas consumption are the important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of the J-T cryocooler. In this study, the initial cool-down stages of the

J-T cryocooler were investigated by numerical simulations. The results show the effects of the initial

charging pressures of gas on the cool-down time and the temperature at the cold end and the gas

con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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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형 및 유량 자동조절형

으로 분류되며 고정오리피스

형 쥴톰슨 냉동기는 제작 및 조작이 간편하나 냉

각부하에 대응하는 적절한 가스유량으로의 조절

이 불가능한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저온부의 급

속한 냉각이 가능하며 벨로즈 를 이용하

여 냉각이 완료 된 후 필요이상의 액체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량 자동조절형 쥴톰슨 냉동기는 구

조가 복잡하며 유지보수가 힘든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고정형에 비해 장시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쥴톰슨냉동기는 핀 튜브형태의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의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는 멘드렐 저온,

용기 쥴톰슨노즐 등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

는 쥴톰슨냉동기의 초기냉각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질소 및 아르곤 가스를 대상으로,

열교환기 멘드렐 저온용기 등의 구조와 고압 및, ,

저압가스의 열 및 압력강하 특성을 고려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쥴톰슨냉동사이클2.

은 쥴톰슨 냉동기의 작동유체가 질소인

경우에 대한 정상상태에서 이상적인 과정의

선도로 상온 고압 의 상태 로

쥴톰슨 냉동기로 공급된 냉매는 대향류형 열교환

기를 통과 등압과정 하면서 배출되는 냉매와

의 열 교환을 통해 강온되어 상태 으로 된다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상태 의 저온 저압

상태의 액체로 액화되어 등엔탈

피 과정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상태 로 열

교환기로 유입되고 공급되는 고온 고압의 냉매

와 열 교환을 통해 승온되어 대기로 방출되거나

압축기로 재공급된다 등압과정 이때 저온

부의 냉각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쥴톰슨 냉동기의 이론냉동능력은 쥴톰슨 노즐

을 통과하는 질량유량과 냉동기 시스템 입출구의

엔탈피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는 선도상에 나타낸 쥴톰슨 냉동사

이클로 냉동기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에 따라

쥴톰슨 노즐을 통한 교축과정 후의 건도의 변화

가 발생하며 입출구의 엔탈피 차이 역시 공급압

력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열교환기의 성능 즉 유용도에 의해 결정

되는 배출되는 냉매의 온도에 따라 냉동기 입출

구 엔탈피 차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은 성능

의 열교환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쥴톰슨냉동기의 냉각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높은 압력의 공급가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센서 냉각을 목적

으로 하는 소형 쥴톰슨 냉동기는 소형 경량화를

목적으로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으로 충

전된 용기를 통해 공급된다

은 냉동기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에 따

른 냉동일을 나타낸 그림으로 질소의 경우 약

아르곤의 경우 약 부근에서 최대

의 단위질량당 냉동일을 나타내며 아르곤이 질

소에 비해 높은 단위질량당 냉동일을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3.

해석은 소형 적외선검출기를 냉각대상으로 하

는 냉동능력 급 초소형 쥴톰슨냉동기에200 mW

대해 수행하였으며, 열교환기는 외경 길

이 로 핀이 부착된 관이 멘드렐에 나선형

으로 회 감겨있는 대향류형 핀관 열교환기 구

조이다 또한 냉동기로 공급되는 고압의 가스는

일정한 체적 의 용기에 충전되어 있고

용기와 냉동기를 연결하는 연결관 및 가스필터의

체적 및 압력손실의 영향은 해석에 포함하지 않

았다

해석은 냉각초기에 대해서만 수행하였으며 초

기충전압력 의 경우 초

이상의 경우 초를 해석영역으로 하였다

는 압력용기 체적 에 질소를 충전Fig. 4 200 cc

한 경우 쥴톰슨냉동기의 강온특성을 나타낸다.

해석결과 일정한 가스의 공급압력이 유지되는 경

우에는 의 공급압력에도 이하의 온10 MPa 100K

도도달이 가능한 반면 초기충전압력 의10 MPa

경우 해석시간내에 이하의 온도에 도달하200K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상의 충, 20 MPa

전압력의 경우 운전시간 분 이내에 의 온도1 80K

에 도달하였다.

해석은 초기충전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에80K

도달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경우 초 이내의 냉각시간이 가40 MPa 30

능하며 최저도달온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냉각과정중의 질소가스의 유량변화를Fig. 5

나타낸 그림이다 냉각초기 냉동기의 저온부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냉동기의 가스소모량은 점

차 증가하며 저온부의 온도가 안정화된 이후에,

는 냉각초기와는 달리 가스의 소모량이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용기의 초기충전압.

력에 따라 가스소모량은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충전압력 의 경우, 50 MPa

약 에 이르나 의 경우 이40 slpm 10 MPa 10 slpm

하의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충전압력. 10

의 경우 냉각초기의 가스소모량의 증가가 발MPa

생하지 않았다.

은 체적 의 압력용기 내부의 가스압Fig. 6 200cc

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냉각과정중 냉동기의 가.

스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용기의 압력은 크

게 감소하며 고압의 충전압력의 경우 가스소모량

이 더 크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가스압력의 감소

는 더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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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oldown characteristics of J-T cryocooler

with nitroge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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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ss flow rate of the nitrogen gas during

the cooldown stage of the J-T cryo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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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pply pressure of the nitrogen gas during

the cooldown stage of the J-T cryo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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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as consumption of the cryocooler to cool

down to the temperature of 90 and 100K

한편 운전초기의 가스소모량의 증가는 냉동기

저온부의 온도가 감소하고 유입되는 고압가스와

의 열교환으로 쥴톰슨 노즐로 유입되는 고압가스

의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저온.

부의 온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쥴톰슨 노즐로

유입되는 가스의 온도 역시 안정화되며 압력용,

기의 가스압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쥴톰슨냉동기의 냉동능력은 냉동기의 가스소모

량과 냉동기 입출구의 엔탈피 차이의 곱으로 정

의되고 해석결과는 냉동기의 운전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냉동기의 가스소모량이 점차 감소하고

냉동기로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이 감소하여 냉동

기의 냉동능력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초기충전압력 의 경우에도 냉. 20 MPa

동기로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이하로 감10 MPa

소하는 경우 냉동능력이 저온부의 열부하보다 작

아지게 되어 저온부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은 냉동기의 저온부의 온도가 및Fig. 7 100K

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된 질소가스의 소모량90K

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기충전압력 의 경, 30 MPa

우 가장 작은 가스소모량을 나타냄을 알 수 있

다 이는 질소가스의 경우 약 의 공급압력. 40 MPa

에서 최대의 냉동능력을 나타내나 압력이 높은,

경우 냉각초기에 과도한 가스유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쥴톰슨 냉동기의 저압유로에서 발생하

는 압력손실이 커서 냉동기 저온부의 온도가 높,

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은 과 동일한 쥴톰슨냉동Fig. 8 ~ 10 Fig. 4 ~ 7

기에 아르곤가스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해석결과

이다 이때 압력용기의 체적은 로 질소가스. 200 cc

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석결과 아르.

곤가스의 경우에도 질소가스의 경우와 같이 10

의 경우 이하의 온도에는 도달하지 않MPa 100K

지만 초의 시간이 경과한 후 약 부근의100 170K

온도에 도달하여 질소가스의 보다 상당히220K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충전압력이.

이상인 경우 초 이하의 시간에 약30 MPa 20 90K

의 온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질소에 비해

상당히 빠른 냉각시간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

중전압력 의 경우에도 초 이내의 시간20 MPa 30

에 냉각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질소에 비해

낮은압력에서도 급속한 냉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냉동기의 가스소모량의 경우 동일한 초기

압력에서 아르곤가스는 질소에 비해 다소 큰 유

량을 나타내었으나 초기 냉각과정에서의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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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oldown characteristics of J-T cryocooler

with arg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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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ss flow rate of the argon gas during the

cooldown stage of the J-T cryo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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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pply pressure of the argon gas during

the cooldown stage of the J-T cryocooler

한편 가스소모량의 경우 이상의 초기30 MPa

충전압력의 경우 초 이내의 시간에 최대 가스10

유량값에 도달하는데 이는 초 이내의 시간에, 10

열교환기 및 쥴톰슨 노즐로 공급되는 고압가스의

온도가 안정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약 초 이내의 시간에 쥴톰슨냉동기의 저온부에10

아르곤 액체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냉동기 저온.

부의 액체생성과 저온부 온도의 안정화와의 시간

차이는 냉동기 저온부의 열질량 및 열전달 특성

에 의해 유발되며 쥴톰슨냉동기의 빠른 냉각을,

위해서는 저온부의 열질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결과는 압력용기의 체적이

의 경우 이상의 초기충전압력에서200 cc 20 MPa

는 쥴톰슨냉동기의 냉각이 가능하며 높은 압력,

의 초기충전을 통해 긴 운전시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쥴톰슨냉동기의 초기냉각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질소 및 아르곤 가스,

를 대상으로 열교환기 멘드렐 저온용기 등의 구, ,

조와 고압 및 저압가스의 열 및 압력강하 특성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압력용기의 체적이 의 경우200 cc

이상의 초기충전압력에서는 쥴톰슨냉동30 MPa

기의 냉각특성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20

이상의 경우 수십초 수준의 저온부의 냉각MPa

이 가능하며 높은 압력의 초기충전을 통해 긴,

운전시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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