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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oling by gas helium circulation can be used for various HTS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magnets operating at 20~40
K, and a cryogenic blower is an essential device for circulating gas helium in the cooling system. The performance of the cryogenic
blower is determined by various design parameters such as the impeller diameter, the blade number, the vane angle, the volute
cross-sectional area, and the rotating speed. The trailing edge angle and the height of impeller vane are also key design factors in
determining the blower performance. This study describes the design,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ryogenic blower
to produce a flow rate of 30 g/s at 5 bar, 35 K gas helium. The impeller shape is designed using a specific speed/specific diameter
diagram and CFD analysis. After the fabrication of the cryogenic blower, a test equipment is also developed using a GM cryocooler.
The measured flow rates and the pressure differences are compared with the design values at various rotating speeds and the results
show a good agreement. Isentropic efficiency is also evaluated using the measured pressures and temperatures.
Keywords: cryogenic blower, impeller, helium, differential pressure, efficiency

1. 서

론

고온 초전도 선재를 이용한 초전도 응용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초전도 전자석을 냉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소형 고온초전도 자석의 경우,
GM 냉동기 등의 극저온 냉동기를 이용한 전도 냉각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온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응용기기들의 다양화 및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전도 냉각 방식으로는 냉각 경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안으로 기체 헬륨 순환 냉각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1].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하이퍼튜브[2], IF
separator 용 고온 초전도 전자석[3], 대형 풍력 발전용
고온 초전도 전자석[4] 등의 운전 온도는 20~40 K이며,
기체 헬륨 순환 냉각 방식에 의해 냉각된다. 극저온
블로워를 이용한 기체 헬륨 순환 냉각 방식은 극저온
냉동기와 고온 초전도 자석 사이에 복잡한 열경로를 구성할
필요없이 별도로 독립된 기체 헬륨 순환 냉각 장치로부터
공급되는 기체 헬륨을 자석에 설치된 냉각용 순환 배관에
연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극저온 블로어를
구동하면서 추가적인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냉각용량이 그만큼 더 커져야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현재 극저온에서 사용 가능한 기체 헬륨 블로워는 전량
해외 선진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베어링이 포함된
회전 기기의 특성상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고온초전도 자석의 냉각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극저온 기체 헬륨 블로워의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극저온 블로워는 요구되는 순환 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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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기체 헬륨을 가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되고 열전도에 의한 열침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블로워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도 열
침입을 최소화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40 K 온도 범위에서 최대 30 g/s의 기체
헬륨 순환이 가능한 극저온 블로워의 설계를 진행하고
제작된 블로워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비속도
비직경 관계를 활용하여 기본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전산
유체 해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회전수에 대한 성능을
예측하였다. 제작된 극저온 블로워는 극저온 냉동기,
열교환기, 유량계, 차압계 등으로 구성된 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설계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 결과와 비교 하였다.

2. 극저온 블로워 설계
2.1. 운전 조건과 임펠러 설계 조건
극저온 블로워의 설계는 시스템 필요 운전 조건으로부터
순환 기체 헬륨의 유량 및 발생 차압 값을 결정하고 이로부터
회전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다양한 사양의 극저온 블로워
개발에 앞서,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고온초전도 자석의
냉각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표 1에서의 기준 운전
범위를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목표 운전 온도 범위는
20~40 K이며, 기체 헬륨의 순환유량은 운전압력 5~10
bar에서 5~30 g/s로 설정하였다. 이때 요구되는 차압 은 6
kPa~14 kPa이다. 이와 같은 넓은 범위의 극저온 블로워는
블로워의 회전속도를 인버터를 이용하여 가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넓은 운전 범위를 만족하는 극저온 블로워의
설계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와 같이 운전 온도
35 K, 운전 압력 5 bar, 임펠러 회전속도 13,800 RPM, 순환
유량 30 g/s 및 발생 차압 11.3 kPa을 기준 설계 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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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PECIFICATIONS OF CRYOGENIC BLOWER.
Parameter
Value
Operating Temperature [K]
20 ~ 40
Operating pressure [bar]
5 ~ 10
Mass flow rate [g/s]
5~30
Differential Pressure [Pa]
6,000 ~ 14,000
TABLE II
DESIGN REFERENCE PARAMETERS OF IMPELLER.
Parameter
Value
Operating Temperature [K]
35
Operating pressure [bar]
5
Rotating speed ω [RPM]
13,800
Mass flow rate [g/s]
30
Differential pressure [kPa]
11.3
Density [kg/m3]
6.78

Fig. 2. Velocity diagram of centrifugal pump [6, 7].
각도와 출구에서의 깃 높이가 결정된다. 그림 1의 비속도
비직경 선도에서 결정된 임펠러의 직경은 70.5 mm이 이다.
임펠러의 깃 각도 계산은 그림 2의 속도삼각형을 에너지
방정식으로 풀이하여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결정하였다. 이때 발생 차압은 운전조건에서 기체 헬륨의
밀도를 고려하면 170 m의 수두(pressure head)에
해당한다.
2.2. 비속도-비직경 관계에 의한 기초 설계
원심형 블로워, 압축기, 터빈, 펌프 등의 임펠러는
운전조건에 대한 비속도가 결정되며, 주어진 비속도에
대해서 최적의 효율을 갖기 위한 비직경값을 결정하게 된다.
아래의 식 (1)은 운전 속도 (w), 체적 유량 (V) , 수두 (Had )를
이용한 비속도 (ns) 계산 식이다.

ns 

ω V

gH 

(1)

H ad  W / mg  UCx / g

식 (3) Had 는 이론 값에 의한 단열 수두이며, 차압에 의해
발생한 수두 와도 동일하다. 일률을 질량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을 필요한 수두 값으로 두었을 때, U 는 유체의 접선
방향 속도이고, Cx 는 유체의 절대 속도 중 회전 방향
속도이다. 여기서 유체의 접선 방향 속도 U 는 회전속도와
임펠러의 반경의 곱으로 정의되며 설정 유량 Q 에 의해 Cr
이 정의 된다. 이 때, 임펠러의 크기가 변경되면 U 가
변경되므로 다음 식에 의해서 동일한 에너지 W 가 필요할
때, 다음 식 (4),(5)에 따라 임펠러의 깃 각도와 높이 b 의
변경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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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비속도(ns)가 결정되면 최고 효율을 갖는 임펠러의 직경과
관련된 비직경(ds)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1의 비속도비직경 선도에서 보듯이 본 설계 조건의 비속도인 0.22에
대해 최적 효율을 보이는 비직경은 10.5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2)의 비직경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적의 임펠러
직경은 70.5 mm임을 알 수 있다.

DgH ad 

14

ds 

(3)

(2)

V

2.3. 극저온 블로워 임펠러 상세 형상 설계
임펠러의 회전속도 및 직경이 결정되면, 그림 2의
속도삼각형 관계를 이용하여 임펠러 출구 및 입구에서의 깃

10.5

ds

0.22

ns

Fig. 1. ns - ds diagram for blower [5].

Wx  U  C x 

Cr
tan 

(4)

Q  2rCr b

(5)

위의 관계식에 따라 직경 70.5 mm인 임펠러의 상세
사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설계 사양은 주어진 기준
운전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구쪽의 깃 각도는 75°의 매우 큰 값으로 결정된다. 기체
헬륨 순한 냉각 장치의 경우 인버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운전
범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블로워의 가변속도에 따라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깃 각도를 40°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 (4), (5)의 관계식에
따라 직경을 증가시킴으로서, 출구쪽 임펠러 깃 각도를
낮추기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다. 위의 결과에 따라
임펠러의 직경을 75 mm로 증가 시키고 깃 출구 깃 각도를
TABLE III
DESIGN SPECIFICATIONS OF IMPELLER OF DIAMETER.
Value
Parameter
Original
Modified
ns
0.22
0.22
ds
10.5
11.2
Efficiency
0.6
0.5
Design D [mm]
70.5
75.0
Number of Vane
12
12
Vane leading edge angle [°]
24.8
20.8
Vane trailing edge angle[°]
75.0
37.6
Vane leading edge height [mm]
7.3
7.3
Vane trailing edge height [mm]
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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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flow rate [m3/h] Volume flow rate [m /h]
10.6 15.9 21.20.0 26.5
42.4
5.3 10.6 31.8
15.9 21.237.1
26.5 31.8
37.1 42.4
18.6
240
[Rotating speed]
200
6000 RPM
9000 RPM 15.9
160
10500 RPM
120
12000 RPM 13.3
3

0.0
280

5.3

D=75.0 mm

Fig. 3. Comparison of vane shape for 70.5 mm and 75 mm
impeller.
37.6도로 감소시킨 형상을 최종 설계 값으로 결정하였다. 표
3은 임펠러직경 70.5 mm와 75.0 mm에 대한 상세 설계
결과이며, 그림 3은 실제 형상 비교이다.
2.4. 극저온 블로워의 유동 해석
앞에서 기술한 극저온 블로워의 형상은 설계점에서
이론적인 설계 결과이므로 실제 극저온 블로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동 손실 및 제작상의 간극 등을 고려한
유동 해석을 다양한 회전속도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유동 해석은 그림 4의 해석 모델에 대해, 입구 조건을 35
K, 5 bar의 기체 헬륨으로 설정하고 6,000 ~ 16,800
RPM의 회전 속도에서 출구 질량 유량을 5 ~ 70 g/s에 대한
블로워 입/출구의 차압을 ANSYS CFX [8]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기준 운전 점인 13,800 RPM, 30 g/s 조건에서 11.2 kPa
(수두 : 168.6 m)의 차압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5 는 극저온 블로워의 설계점인 13,800 RPM, 30 g/s 의
유량에서 압력 및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6은
각 회전속도 및 유량 조건에서 계산된 유량-수두 성능
Inlet Condition
Pressure : 5 bar

Outlet Condition
Mass flow rate (Variable)

Head [m]

200

80

160

13800 RPM
16800 RPM 10.6

40
0

120

0

10

20

30

40

50

60

70

7.9

Mass flow rate [g/s]

80

5.3

40

2.6

0

0

10

20

30
40
50
Mass flow rate [g/s]

60

70

80

Differential Pressure [kPa]

D=70.5 mm

Pressure Head [m]

240

0.0
80

Fig. 6. Analysis results of blower performance curve
(Mass flow rate – Pressure head curve).
곡선이다. 각 회전속도에서 일정 유량까지는 차압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후향 깃
임펠러의 출력 특징인데 블로워 고속 운전 시, 안정성을
위해 종단 깃 각도를 40°이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
2.5. 구동부 축 설계 및 전도 열침입
극저온 블로워의 회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동축의
축 진동해석을 통하여 1차 공진 모드가 약 26,000 RPM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1차 공진 모드 대비 30%의 여유를
고려하였을 때 최대 18,000 RPM까지 운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블로워의 모터부는 상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
헬륨이 지나가는 임펠러부 와의 온도차에 의한 전도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도 열손실을 예측하기
위해서 전체 조립구조에 대한 전도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상온부는 모터의 발열을 고려하여 330 K,
저온부는 이송 유체의 온도를 35 K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총 17.9 W의 전도 열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Rotating speed
6,000~16,800 RPM

3. 극저온 블로워의 구성 및 제작
극저온 블로워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조립된다.
최상부에는 모터의 덮개 역할을 하면서 볼 베어링이
1

Fig. 4. 3D CFD model for flow analysis.

1

2

2
3
3

5

6

5

4

<Shaft>

<Impeller>

Fig. 5.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 13,800 RPM,
30 g/s.

<Motor casing>

<Motor cap>

4

6

<Flange>

<Volute housing>

Fig. 7. Each component and assembly of cryogenic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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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flow rate [m3/h]
0.0

10.6

15.9

21.2

26.5

31.8

37.1

42.4

Volume flow rate [m3/h]
250
5.3

0.0
280

10.6

15.9

21.2

26.5

200

Pressure Head [m]

240

Pressure Head [m]

200
160
120

31.8

37.1

42.4
18.6

[Rotating speed]
6000 RPM Test & Sim.
9000 RPM Test & Sim.
10500 RPM Test & Sim.
12000 RPM Test & Sim.
13800 RPM Test & Sim.
16800 RPM Test & Sim.

150

13.3

100

1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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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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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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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Differential Pressure [kPa]

1 )이 있으며 모터의 전기자는 모터
끼워지는 모터 캡( ○
2
케이싱( ○ )에 열 박음 구조로 끼워지게 된다. 구동
모터로는 최대 20,000 RPM 에서 240 W의 출력을 갖는
4 )를
2극 3상 220V 유도 모터를 사용하였다. 플랜지(○
중심으로 아래쪽에 볼류트 하우징이 위치하게 되며 볼류트
하우징 내부에는 베이클라이트 재질의 써멀 배리어와 회전
3 )은 플랜지를
축 및 임펠러가 위치한다. 회전축 축( ○
관통하며, 모터 캡과 마찬가지로 플렌지에서 앵귤러 컨택트
6 )은 냉각 시스템
베어링으로 지지된다. 볼류트 하우징(○
진공 용기의 플랜지와 조립되는 구조이다. 즉, 볼류트
하우징은 진공용기 플레이트 하단에 분리 설치되므로
블로워는 냉각시스템 내부 진공 파기없이, 별도 분리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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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저온 블로워의 성능 평가
4.1. 극저온 블로워 성능 평가 장치
극저온 블로워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성능 평가
장치를 제작하였다. 극저온 냉각을 위해 기체 헬륨
열교환기가 콜드헤드에 부착된 1대의 GM 냉동기
(ULVAC 社 RSC50T)를 사용하였다. 열교환기를 통과한
기체 헬륨은 유량 및 차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밸브와
벤츄리 유량계를 통해 블로워 입구로 연결하였다. 블로워의
발생 차압을 측정하기 위해 차압계를 설치하였으며, 극저온
냉동기의 콜드헤드, 열교환기, 블로워 입/출구, 성능 평가
장치의 입/출구에 온도센서(Cernox)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압력 센서는 0~20 bar
범위에서 ±0.15% 의 정확도를 가지며, 유량계와 블로워
전/후단 차압을 측정 하는 차압 센서는 0~50 kPa 범위에서
± 0.25%의 정확도를 가진다. 이를 본 실험의 측정값의
오차로 환산하면 5 bar, 35 K 조건에서 차압 수두의 경우
약 ±1.6 m, 질량 유량의 경우 약 ±0.1 g/s 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그림 8 은 블로워 성능 평가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4.2. 극저온 블로워 성능 평가 결과
극저온 블로워의 성능 평가는 각 회전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차압과 유량을 측정하였다. 시험 압력은 해석
조건과 동일하도록 5 bar 로 유지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유량계로 측정되는 유량을 제어하면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블로워의 회전 속도는 각 6,000,
9,000, 10,500, 12,000, 13,800, 16,800 RPM 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16,800 RPM 에서 최대 질량 유량은
17.3 g/s, 최고 차압은 12.1 kPa (수두 : 207.4 m)으로
측정되었다.

Fig. 9. Comparison with simulation results.
그림 9 는 앞선 유동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회전속도에서 유량의
증가와는 관계 없이 수두 출력이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저속 회전에서는 동일
유량 범위에서 비교적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해석 결과 대비 발생차압이 감소하였다. 이는
실제 제작된 임펠러와 볼류트 하우징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누설 유량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극저온 블로워 성능 평가 장치의 시스템 차압
특성에 의해서 시험 가능한 최대 유량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는 향후 시스템 차압 특성이 개선된 시험 장치를 통하여
보다 넓은 유량 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극저온 블로워의 효율은 투입된 축 동력 대비 주어진
유량에서 유체의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사용된 동력의
비로서 계산되나, 본 성능 평가 실험에서는 별도로 축
동력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량 유량 및 회전속도에 따른 등엔트로피 효율을
계산하였다. 극저온 블로워의 경우, 상온 블로워와는 달리
모터 및 구동부에서의 상온 열 손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저온부에서의 비가역성 손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등엔트로피 효율을 산출하였다. 극저온
블로워의 등엔트로피 효율은 블로워 입/출구에서 측정된
온도 및 입력을 이용하여 입/출구의 엔탈피 차이 (hout-hin)를
출력 에너지의 값으로 계산하고, 주어진 압력 변화에 대한
등엔트로피 과정에서의 엔탈피 차이(hout,s-hin)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계산하였다.

η

Fig. 8. Schematic diagram of blower test equipment.

h out,s  h in
hout  h in

(6)

그림 10 은 각 회전속도에서 유량에 따른 등엔트로피
효율이다. 설계점 이내에서는 회전 속도의 변화와는 관계
없이 유량 증가에 따라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고 운전 속도인 16,800 RPM 에서는 가장 높은
유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13,800 RPM 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13,800 RPM 을 기준으로
최적 설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블로워 초기
설계 시, 비속도-비직경 선도에서 결정된 블로워의 기대
효율은 약 50%였으나 13,800 RPM 에서 질량 유량이 14.1
g/s 일 때 46%의 효율을 보였으며, 이는 극저온 블로워

Yonghyun Kwon, Jeongmin Mun, Jaehwan Lee, Geonghang Seo, Dongmin Kim, Changhyeong Lee , Kideok Sim, and Seokho Kim

Volume flow rate [m3/h]
2.6
5.2
7.8

0.0
50

10.4

Efficiency [%]

40
30
[Rotating speed]
6000 RPM
9000 RPM
10500 RPM
12000 RPM
13800 RPM
16800 RPM

20
10
0

0

5

10

15

20

Mass flow rate [g/s]

Fig. 10. Isentropic efficiency of 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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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lower heat load and temperature @ 4,500 RPM.
성능 평가 장치의 시스템 압력 강하 때문에 설계 목표
유량인 30 g/s까지 시험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극저온 블로워의 정적 열 침입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회전속도에서 블로워 입/출구
온도차이를 이용한 동적 열 부하를 측정하였다. 그림 11은
정적 열 침입 해석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4,500 RPM 의
회전속도에서의 블로워 입/출구 온도와 열 부하를 나타낸
값이다. 밸브의 개도를 조절하였을 때, 최소 유량인 0.8 g/s
에서 약 21.4 W 의 열 부하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도 열
침입 해석 결과인 17.9 W 보다 약 3.5 W 높은 값이
발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약 20 ~ 40 K 사이의 고온초전도 자석
냉각을 위한 극저온 블로워의 제작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비속도-비직경 선도 및 속도 삼각형 관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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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최적 효율을 갖는 임펠러의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다 넓은 운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임펠러 형상을 개선하고 유동 해석을 통해 차압
및 유량 특성을 예측하였다. 제작된 극저온 블로워는 성능
평가장치를 통해 다양한 회전수와 유량에 대해 차압 및
유량 특성을 평가하고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블로워 성능 평가 장치의 시스템 압력 강하로 인해 설계
유량 범위인 30 g/s보다 낮은 유량범위에서만 측정이
가능했으나, 측정 범위내에서는 해석 결과와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엔트로피 효율의 경우
13,800 RPM에서 최대 46 %로 측정되었으며 이 또한 실험
유량을 증가시킬 경우 설계 예상치인 50%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작되어 성능 평가를 마친 극저온 블로워는 초전도
풍력 발전 시스템의 헬륨 순환 장치로 설치되어 장시간
지속 운전 중이다. 향후 고온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응용기기들의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기체 헬륨 순환을
위한 극저온 블로워의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설계 및 평가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극저온 블로워의 고효율화 및 내구성 증대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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