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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thermal radiation shield cooled by a cryocooler is presented. This study is motivated 
mainly by our recent development of prototype superconducting magnet system for the Cyclotron 
K120. The superconducting magnet system is composed of the magnet cryostat, transfer line and 
supply cryostat. In order to minimize thermal radiation load, the superconducting coil form in the 
magnet cryostat is enclosed by the thermal radiation shield which is thermally connected to the 
first-stage cold head of a two-stage cryocooler in the supply cryostat. Since the supply cryostat is 
located far from the magnet cryostat large temperature gradient along the thermal shield is unavoidable. 
In this paper, the thermal radiation shield is optimized to minimize temperature gradient with taking 
into account the cryogenic load, system structure and electrical load. The effect of heat source from 
thermal conduction through mechanical supports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rmal radiation 
shield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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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자석을 이용하여 고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연구장비는 생물, 화학, 물리 뿐만아니라

재료분야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의료분

야에서는 초전도자석을 이용하는 MRI가 이미 상

용화 되었고, 최근에는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사

이클로트론이 전자석에 비해 가속에너지 대비 소

형화가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의료용 차세대 사이클

로트론 K120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3.5 테슬라 초전도자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초전도자석을 극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온으로부터 침입하는 복사열전달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사열차폐를 설치하는데, 
최근에는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2단 냉동

기의 1단 냉동부를 복사열차폐에 연결하여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 및 자기장 제약 때문에 

냉동기는 초전도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야 하며, 따라서 복사열차폐에는 피할 수 없는 

온도구배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자기장용 초전도자석 시스템

에서 냉동기에 의해 냉각되는 복사열차폐의 최적 

설계 방법을 소개 한다. 최적 설계방법을 현재 

진행중인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시스템에 직접 적

용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극저온 냉각시스템



Fig. 1 Superconducting magnet system for 
Cyclotron K120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클로트론용 초

전도자석 시스템은 자석 저온용기(Magnet 
Cryostat), 연결부위(Transfer Line) 그리고 냉각 저

온용기(Supply Cryostat)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저

온용기안에는 두 셋트의 초전도코일이 용기의 중

앙에 위치하고 있고, 8개의 수직지지대 및 4개의 

수평지지대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초전도코일 

냉각을 위한 채널이 초전도코일 폼 외부에 설치

되고 액체헬륨은 채널내부를 통과하면서 초전도

코일을 냉각한다. 2단 냉동기는 냉각 저온용기의 

상부에 설치되며, 초전도코일로부터 회수된 헬륨

을 재응축 한다. 재응축된 액체헬륨은 초전도코

일을 냉각시키기 위해 자석 저온용기로 다시 공

급된다. 따라서 냉각시스템은 밀폐시스템이다. 순
환하는 헬륨은 초전도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

수하고 체적력내에서 열적으로 유도된 밀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력의 결과 그 열을 냉각 저온용

기에 있는 냉동기에 전달한다(3-5). 복사열차폐는 

초전도코일 및 순환하는 액체헬륨을 극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워싸고 있으며, 냉각 저온용

기에 위치한 2단 냉동기의 1단 냉동부에 연결되

어 있다.   

3. 복사열차폐 설계

3.1 해석 모델 

그림2는 사이클로트론용 복사열차폐 해석 모델  

    

Fig. 2 Model of thermal radiation shield 

Fig. 3 Thermal conductivity of various copper and 
aluminum alloy

이다. 냉각 저온용기내 복사열차폐 상부가 냉동

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흡열원(Heat 
sink) 이고, 상온의 저온용기로부터 복사열차폐로 

일정한 복사열전달이 진행된다(6). 복사열차      

폐를 기계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통하여 

상온으로부터 전도열전달이 진행되며, 따라서 지

지대와의 연결부가 발열원(Heat source) 이 된다.
복사열차폐는 기계적, 열적 측면을 고려하면 

여러 재질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리 및 알루

미늄 합금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림3은 구리 및 

알루미늄 합금의 열전도도를 온도의 함수로 그린 

그림이다.   



Fig. 4 Representative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thermal radiation shield

Material T1 T2 T3 T4

Al 1100 45 47.18 57.92 59.56

Al 3003 45 52.09 81.22 85.21

Al 6061 45 58.96 103.46 109.04

Table 1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rmal 
radiation shield (t=5 mm, Q=1W/m2, unit:K)

Thickness T1 T2 T3 T4

2 mm 45 50.55 80.8 85.97

4 mm 45 47.74 61.4 63.57

6 mm 45 46.82 55.64 56.98

Table 2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rmal 
radiation shield (Al 1100, Q=1W/m2, unit: K)

3.2 온도분포

상용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복사열차

폐의 온도분포를 계산하였다. 본 설계에서 가능

한 변수는 열차폐의 두께 및 재질, 상온으로부터 

복사열전달양, 그리고 지지대를 통하여 침입하는 

전도열전달양 이다. 그림4는 복사열차폐의 재질

이 Al1100 이고 두께가 5 mm 일 때 복사열차폐

의 대표적인 온도분포 이다. 2단 냉동기의 1단 

냉동부의 온도를 45 K 로 가정할 때 냉동부로부

터 가장 먼 곳의 온도가 가장 높으며, 그 값은 

76.9 K 로 약 21.9 K 의 온도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복사열차폐의 두께가 5 mm, 단위면적당 복사

열전달양이 1.0 W/m2 일 때 각각의 재질에 따른 

온도분포를 표1에 정리해 보았다. 표1에서 

T1,T2,T3 그리고 T4는 각각 냉동부의 온도, 연결

부위 상단의 온도, 연결부위 하단의 온도 그리고 

자석 저온용기내 복사열차폐의 가장 먼곳의 온도

를 의미한다. Al 1100의 경우가 Al 3003 와 Al 
6061 에 비해 온도차가 작음을 알 수 있으며, 연
결부위 상하부 사이의 온도차(T3-T2)가 상대적으

로 다른부위의 온도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복사열차폐의 재질이 Al 1100 이고, 단위면적

당 복사열전달양이 1.0 W/m2 일 때 복사열차폐의 

두께를 변화시켰을때의 온도분포를 표2에 정리하

였다. 복사열차폐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

구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께가 증

가함에 따라 온도구배 감소폭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두꺼운 재질의 가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3 최적설계

복사열차폐의 두께, 재질 및 단위면적당 복사

열전달양을 변화시키면서 복사열차폐에서 발생하

는 온도구배를 구해 보았다. 30장의 MLI를 사용

하였을 경우 단위면적당 복사열전달양은 1.0 
W/m2 이고, 가공성 및 소재의 용이성 등을 고려

하여 재질은 Al 1100, 두께는 5 mm로 결정하였

다. 지지대를 통한 전도열전달양은 한 개의 지지

대에 0.45 W 의 열침입이 발생하며 자석 저온용

기내 복사열차폐의 발열원으로 사용하였다.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부위 상하부에서 많은 

온도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최소화 시키기 위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when the thermal 
radiation shield is optimized 



하여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보다 열

전도도가 높은 구리를 연결부위에 사용하여 온도

차를 최소화 하였다. 최적설계된 복사열차폐의 

해석결과를 그림5에 그렸다. 냉동기 냉동부와 가

장먼곳의 온도차(T4-T1)은 약 15.8 K 이고, 이는 

복사열차폐 온도설계값 60 K 이하를 만족시킨다. 
초전도코일을 통전될 경우 발생하는 와전류 

(Eddy current)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사열차폐

를 중심축과 평행하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

다.  

4. 결 론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자석을 극저온으로 유지

시키기 위하여 저온용기내에 설치할 복사열차폐

를 설계하였다. 냉동기에 의하여 냉각되기 때문

에 복사열차폐에서 발생하는 온도구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Al 1100을 사

용하였고, 구리 (RRR=100)를 연결부위에 사용하

여 복사열차폐가 약 60 K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

계하였다. 초전도자석 시스템내에서 발생하는 와

전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사열차폐를 두 부

분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설계결과를 이용하

여 사이클로토론용 초전도자석 시스템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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