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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형 맥동관 냉동기의 저온부 경사도에 따른 냉각 성능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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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experimental

study on the orientation dependence of

GM-type pulse tube refrigerator with helium

and neon as working gas. A pulse tube

refrigerator generates refrigeration work with

gas expansion by gas displacer in the pulse

tube. The pulse tube is only filled with

working gas and there exists secondary flow

due to larg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cold-end and warm-end. The stability of

secondary flow is affected by orientation of

cold-head and thus cooling performance is

deteriorated by gas mixing due to secondary

flow. In this study, a single stage GM-type

pulse tube with orifice valve as a phase

control device is fabricated and tested. The

fabricated pulse tube refrigerator is tested

with two different working gases of helium

and neon. First, optimal valve opening and

operating frequency are determined with

experimental results of no-load test. And

then, the variation of no-load temperature as

orientation angle of cold-head is measured for

two different working gases. Effect of

orientation dependence of cold-head as

working gas is discussed with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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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형 극저온 냉동기의 일종인 맥동관 냉동기는 저온

부에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구조적으로 간단하며, 저

진동 및 고신뢰성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스털링 냉

동기 혹은 GM 냉동기에 비해 냉각 성능이 낮은 단점

이 있기 때문에 설계 최적화, 열교환기 성능 향상, 위

상 조절기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맥동관 냉동기

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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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동관 냉동기 성능 향상 방안의 한 가지 방법으로 맥

동관 냉동기의 작동 기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들이 수행되었다[1-3].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맥동

관 냉동기는 헬륨 압축기를 사용하여 헬륨 가스를 작

동 기체로 사용하고 있다. Chen 등은 헬륨과 다양한

기체의 조합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으로부터 혼합 기체

를 이용한 맥동관 냉동기의 냉각 성능 및 COP 향상

을 열역학적 해석을 통하여 제시하였으며, 헬륨과 수

소의 혼합 기체와 Er3NiHx 재생 물질을 이용하여 30

K 영역에서 2단 GM형 맥동관 냉동기의 성능 향상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1-3].

맥동관 냉동기의 또 다른 단점은 저온부 방향에 따

른 성능 저하 문제이다. 이는 중력에 의한 이차 유동

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

다[4-7]. 중력 방향에서 저온부가 고온부에 비해 아래

에 위치하면 기체의 유동이 안정적이지만, 저온부와

고온부의 위치가 역전되는 조건에서는 이차 유동이 활

성화되어 냉각 성능저하로 나타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Zhang 등은 맥동관 내부에 금속망을 이용하

여 공간을 나눔으로써 이차 유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저온부 방향에 따른 성능 저하가 저감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8].

본 연구에서는 네온을 작동 기체로 이용함으로써 1

단 GM형 맥동관 냉동기의 성능향상을 보였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작동 기체에 따른 저온부 방향의 영향

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9]. Fig. 1은 선

행 연구에서 측정된 작동 기체, 작동 주파수, 밸브 개

방수에 따른 무부하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두 가지

다른 작동 기체에 대하여 무부하 온도가 비슷한 실험

조건에 대하여 저온부 방향에 따른 무부하 온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고, 원인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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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measurement of no-load

temperature - reproduce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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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fabricated PTR.

Regenerator⦁38.1(OD), 0.4(t), 100(L) [mm]⦁#200 phosphorous bronze mesh

Pulse tube ⦁31.8(OD), 0.4(t), 100(L) [mm]

Gas
reservoir ⦁1 liter of internal volume

Orifice
valve

⦁4MG metering valves (Swagelok)⦁two valves / parallel connection⦁Max. flow coeff. = 0.03[10]

(a)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ed PTR

(b) Definition of inclination angle

(c) Photo of experimental setup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2. 실험장치 구성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1단 GM형 맥동관 냉동기

의 개략도 및 구성된 실험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

작된 맥동관 냉동기의 사양은 Table 1에 나타냈었다.

재생기와 맥동관은 길이가 100 mm로 동일하며, U자

형으로 제작되었다. 재생 물질로는 #200의 인청동 금

속망을 사용하였으며, 오리피스 밸브와 기체 저장소를

위상 조절 기구로 적용하였다. 위상 조절 밸브로는 상

용 미터링 밸브(Swagelok, 4MG series)가 사용되

었으며, 넓은 범위의 밸브 개도에서 실험이 가능하도

록 두 개의 미터링 밸브를 병렬로 설치하였다. 실험에

서 밸브 개방수는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미터링 밸브

의 개방수를 동일하도록 조절하였다.

맥동관 냉동기 실험에서는 Fig. 2 (a)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저온부 열교환기의 온도를 측정하였고, 압축

기의 고압부(PH)와 저압부(PL), 재생기 입구(Ps), 맥

동관 고온부(Ppt)에서 압력 파형을 측정하였다. 저온

부의 방향은 Fig. 2 (b)에 보이는 바와 같이 중력 방

향을 기준으로 경사 각도가 정의되었다. Fig. 2 (c)는

저온부 방향이 0°와 180°로 설정된 경우의 실험장치

모습을 보여준다.

실험에 사용된 압축기는 상용 헬륨압축기(Genesis,

2.1)를 사용하였으며, 작동 기체를 네온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진공 배기와 네온 배기(purging)를 5회 반

복하여 압축기 내부에 잔류하는 이종 기체가 없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의

저온부 경사도에 따른 냉각 성능 실험은 동일한 압

축기와 맥동관 냉동기에 동일한 압력으로 헬륨과 네온

을 각각 충전하였으며, 경사도가 0°인 경우에 무부하

온도가 유사한 조건으로 작동 주파수 및 밸브 개방수

를 설정하였다. Fig. 1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작동 기체에 대하여 작동주파수는 모두 4 Hz로

고정하였고, 밸브 개방수는 헬륨의 경우에는 4로, 네

온의 경우에는 8로 설정하였다. 기체 충전 압력은 두

가지 작동 기체에 대하여 모두 1.6 MPa로 동일하다.

Fig. 3은 저온부 방향에 따른 무부하 온도 측정결

과를 보여준다. 헬륨과 네온의 두 가지 작동 기체의

경우 모두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무부하 온도가 증가하

여 150°인 경우에 성능저하가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

었다. 이는 운전 조건에 따라 100 ~ 150°에서 가장

큰 성능저하가 나타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이다[5-7]. 다만, 스털링형 맥동관 냉동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기존의 논문에서는 경사도가 90°

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성능저하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GM형 맥동관 냉동기로 실험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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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no-loa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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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gas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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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pressure of PH and PL

(b) Peak to peak pressure of Ps and Ppt

Fig. 7 Pressure measurement as orientation

angle.

Fig. 7은 경사도에 따른 압력 측정 결과를 보여준

다. 네 개의 지점에서 측정된 압력 파형으로부터 압축

기의 고압(PH)과 저압(PL)은 평균값으로 표현하여

Fig. 7 (a)에 나타내었으며, 재생기 입구(Ps)와 맥동

관 후단(Ppt)은 피크 대 피크값으로 표현하여 Fig. 7

(b)에 나타내었다.

압축기 압력의 평균값은 네온의 경우에 고압이 더

높고, 고압과 저압의 압력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측정

되었다. 즉, 동일한 압축기와 맥동관 냉동기를 이용하

여 동일한 충전 압력으로 운전 시에 네온을 이용하는

경우에 압축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도에

따른 압축기 압력 변화는 헬륨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사도에 따른 영향보다는 경사도 변

화로 인한 작동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헬

륨의 경우에 경사도에 따라 더 작은 온도 변화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저압 압력값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고압과 저압의 압력차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Fig. 7 (b)의 재생기 입구와 맥동관 후단에서의 압

력 파형의 피크 대 피크값 변화에서는 헬륨의 경우에

는 Ps와 Ppt의 값의 차이가 약 50 kPa 내외로 크지

않고 경사도에 따른 변화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네온의 경우에는 Ps와 Ppt의 값의 차이

가 100 ~ 180 kPa 범위로 헬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경사도 변화에 대해 온도 변화가 큰 만큼 피

크 대 피크값의 변화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헬륨

과 네온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경사도 변화에 따라

저온부 온도가 증가할수록 압력 파형의 피크 대 피크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는 위상 조절 밸브의 개방수를 고정한 조건에서 저온

부 경사도만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경사도 변화 조건에서 위상 조절 밸브의

개방수 조절을 통하여 성능 저하를 저감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동일한 압축기와 맥동관 냉동기에서 작동

기체에 따른 저온부 경사도의 영향에 대하여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저온부 경사도 변화에 대한 무부하 온도 및 압

축기 입력 전력 측정 결과, 네온의 경우에 경사도 변

화에 따른 성능 저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Rayleigh 수를 결정하는 기체 물성으로부터 네온이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차 유동의 원인인 자연 대류

가 더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압축기 입

력 전력은 경사도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보다는 작동

기체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압축기의 고압과 저압, 재생기 입구 및 맥동관

후단에서의 압력 파형 측정 결과로부터, 네온의 경우

에 재생기의 컴플라이언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경사도 변화에 따른 압력 파형 측정 결과로부

터, 네온을 이용하는 경우에 압축기의 고압/저압 압력

값 변화가 경사도 및 저온부 온도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생기 및 맥동관에서의 압력 진

폭의 변화는 온도 변화가 큰 만큼 값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중

인 초고진공 펌프 개발 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G. Chen, Z. Gan, G. Thummes, C.

Heiden, "Thermodynamic performance

prediction of pulse tube refrigeration with

mixuture fluids", Cryogenics, Vol. 40, pp.

261-267, 2000.

[2] Z.H. Gan, G.B. Chen, G. Thummes, C.

Heiden, "Experimental study on pulse

tube refrigerator with helium and nitrogen

mixturses", Cryogenics, Vol. 40, pp.

333-339, 2000.

[3] G.B. Chen, K. Tang, Y.H. Huang, Z.H.

Gan, R. Bao, "Refrigeration performance

enhancement of pulse tube refrigerators

with He-H2 mixtures and Er3NiHx

regenerative materials", Cryogenics, Vol.

44, pp. 833-837, 2004.

51

0 30 60 90 120 150 180

850

900

950

1000

1050

1600

1700

1800

1900

2000

A
ve

ra
ge

 p
re

ss
ur

e
, k

P
a

Orientation angle, degree

w/ Helium
 PH
 PL

w/ Neon
 PH
 PL

0 30 60 90 120 150 18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1050

P
ea

k 
to

 p
ea

k 
p

re
ss

u
re

, 
kP

a

Orientation angle, degree

PtoP of Ps
 Helium
 Neon

PtoP of Ppt
 Helium
 Neon



한국초전도 저온공학회논문지, 14권, 3호, 2012년 9월

[4] M. Shiraishi, K. Takamatsu, M.

Murakami, A. Nakano, "Dependence of

convective secondary flow on inclination

angle in an inclined pulse tube

refrigerator revealed by visulation",

Cryogencis, Vol. 44, pp. 101-107, 2004.

[5] R.G. Ross Jr., D.L. Johnson, "Effect of

gravity orientation on the thermal

performance of Stirling-type pulse tube

cryocoolers", Cryogenics, Vol. 44, pp.

403-408, 2004.

[6] X.F. Hou, L.W. Yang, J.H. Cai, J.T.

Liang, "Gravity Effect in High Frequency

Coaxial Pulse Tube Cryocoolers",

Cryocoolers 14, pp. 241-247, 2008.

(7) L. Yang, G. Thumme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in tilted pulse tube

refrigerators", Proceedings of ICEC23 -

ICMC 2010, pp. 235-241, 2010.

[8] L.M. Zhang, J.Y. Hu, E.C. Luo, W. Dai,

"A novel effective suppression of natural

convection in pulse tube coolers",

Cryogenics, Vol. 51, pp. 85-89, 2011.

[9] H. Kim, J.H. Park, "Experimental study

on GM-type pulse tube refrigerator with

neon as working fluid",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Vol. 13, No. 3, pp.

31-31, 2011.

[10] Swagelok metering valve catalog,

"http://www.swagelok.com"


저 자 소 개

고준석(高準錫)

1977년 6월 29일생, 1999년 KAIST 기계

공학과 졸업, 2002년 동 대학원 기계공

학과 졸업(공학석사), 2008년 동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재 한국기

계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효봉(金孝烽)

1960년 4월 10일생, 2000년 대전산업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2002년 충남대

공대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2년 동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

박사),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선임기술원.

박성제(朴聖濟)

1962년 12월 13일생, 1985년 부산대 공

대 기계공학과 졸업, 1988년 동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4년 동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용주(洪溶柱)

1968년 3월 19일생, 1990년 고려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1992년 동 대학원 기

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0년 동 대

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염한길(廉漢吉)

1966년 9월 3일생, 1990년 인하대 공대

항공공학과 졸업, 1992년 동 대학원 항

공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8년 동 대

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청수(李淸水)

1981년 1월 26일생, 2008년 한밭대학교

기계설계과 졸업, 2010년 동 대학원 기

계설계과 졸업(공학석사), 현재 한국기계

연구원 위촉연구원.

강인수(姜仁守)

1982년 6월 26일생, 2008년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10년 동 대학원 기

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현재 한국기계

연구원 위촉연구원.

고득용(高得龍)

1959년 2월 12일생, 1983년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1985년 동 대학원 기

계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7년 동 대

학원 기계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