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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액화질소 엔진은 유해 배출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고청정 동력기관이며, 에너지 밀도면에서 배터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액화질소 엔진은 주로 왕복동 방식에 국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롤 팽창기를 적용하는 액화질소 엔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스크롤 팽창기를 엔진에 
적용할 경우 엔진 효율이 증가할 수 있고, 구조의 단순화 구현이 가능하여 기존 왕복동 방식 엔진에 비해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스크롤 팽창기가 적용된 액화질
소 엔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액화질소 엔진, 스크롤 팽창기, 질소 분사

Abstract - A liquid nitrogen engine is a highly clean power engine, which does not emit any hazardous 
substances in its fumes. Additionally, it has an advantage over electric vehicles, as its energy density is 
larger than that of a battery. The use of an existing liquid nitrogen engine is typically limited to the 
reciprocation typ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 nitrogen engine equipped with a scroll expander is 
introduced. The engine’s efficiency was shown to increase when the scroll expander was utilized in the 
engine, while also add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he structure. Therefore, compared to the existing 
reciprocation-type engine, the engine with the scroll expander has the potential to be both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more competitiv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a liquid nitrogen engine equipped with 
a scroll expander was analyzed while altering the injection pressure profile of liquid nitrogen.

Key words : Liqified nitrogen engine, Scroll expander, Nitrogen injection

1. 서 론

현재 자동차의 주요 동력원은 연소를 기반으로 하

여 가솔린이나 디젤 등의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내연

기관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의 

사용은 유해 배출가스 배출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 등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와 달리 공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자동차(Zero emission vehicles)로는 전기 자동차 및 

압축공기나 액화가스 엔진 자동차 등이 있다. 배터리

를 이용하는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크지 않

으나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나가고 있지만, 전기

차의 대용량 배터리는 수명이 다하고 폐기되는 과정

에서 중금속에 의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배터리 재장착 비용 또한 고가여서 자동차 사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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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as compression process
(reverse process, expansion)

Fig. 1. Scroll compressor and scroll shape

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액화 질소와 같은 극

저온 유체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동력기관은 작동과정

에서 유해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대용량 배터리에 폐기에 의한 중금속 오염 등 환경

에 유해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고청정 동력기관이

라 할 수 있다.(1),(2) 납축전지(Lead-acid battery)는 180

∼300 kJ/kg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액화 

질소는 796kJ/kg-LN2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면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비

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1) 에너지 저장기술은 전력망

에서 전력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서, 최근 액체질소/공기를 이용한 극저온 에

너지 저장은 에너지 저장단계에서 활용단계까지 높은 

에너지 저장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식되

고 있다. 극저온 저장 매체는 팽창과정을 통해 냉동이

나 발전 동력을 공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3) 영국 버

밍햄 대학교에서는 액화질소를 이용해 냉동사이클과 

동력 사이클을 조합하여 저장된 에너지의 85% 까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3) 

1990년대부터 워싱턴 대학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를 대체할 동력원으로 극저온 에너지 저장을 활용하

는 것을 연구하여 왔으며, 액화 질소 엔진의 왕복동 

팽창기의 팽창과정을 최대한 등온팽창(Isothermal ex-

pansion)에 가깝게 하기 위해 팽창기 본체를 물과 열

교환 시키는 조건에서 엔진 성능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대 85%의 등온성(Isothermicity)를 얻었다.(1) Ordonez 

et al.은 여러 종류의 극저온 유체를 사용하는 엔진에 

대해 분석 및 시험을 통해 액화 질소가 가장 적합하다

는 결론을 얻었다.(4),(5)

기존의 극저온 유체를 이용하는 엔진은 대부분 왕

복동 방식 엔진에 국한되어 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스

크롤 팽창기를 적용하는 액화질소 엔진을 소개하고, 

액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스크롤 팽창기가 

적용된 액화질소 엔진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2. 스크롤 팽창기 적용 액화질소 엔진 자동차

2-1. 스크롤 팽창기
스크롤 팽창기는 주로 유기랭킨사이클 시스템의 동력

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서 활용되거나 연구개발 되어

져 왔으며. 간단한 구조를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진다. 

또한, 스크롤 팽창기는 고효율, 저소음 및 저진동, 

소형 및 경량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형상

은 Fig. 1과 같다. Fig.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고정 

스크롤 중심부(Suction Port)로 고압의 가스가 유입되

면 선회 스크롤를 가스압력으로 밀어내면서 팽창이 

이루어지고 고정 스크롤의 원주로 토출되면서 선회스

크롤의 선회 운동에 의한 동력이 발생하게 된다.(6)

2-2. 액화질소 엔진 자동차 구성
액화질소 엔진은 저장용기에 있는 초저온상태의 액

체 질소를 열교환기에 펌핑 한 후 열교환기를 통해 대

기(Atmosphere)에서 열을 공급을 받아 팽창기에서 출

력을 발생시킨 후 질소를 응축시키지 않고 질소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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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s Diagram of Rankine cycle

Fig. 3. Schematic diagram of scroll Type liquified nitrogen engine vehicle

를 대기로 방출시킨다. 따라서, 액화질소 엔진은 대기

(Atmosphere)가 고온부인 저온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개방형 랭킨사이클(Open Rankine cycle) 엔진이다.(1),(3)

스크롤 팽창기 적용 액화질소 엔진 자동차 구성도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액화질소 엔진 자동차는 스

크롤 팽창기, 액화질소 저장용기, 클러치, 변속장치, 

액화질소 펌프 및 이들 구성부품들을 제어하기 위한 

전자제어장치(ECU) 등으로 구성된다. 액화질소 저장

용기에는 초저온의 액화질소가 저장되어 있고, 펌프는 

액화질소를 가압하여 열교환기 및 증발기(Evaporator)

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변속기는 차축 회전수와 스크

롤 팽창기가 최적화된 비율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 스크롤 팽창기의 회전수는 1000~3000 

rpm 영역에서 최대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적의 

엔진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차축은 수백 rpm 수준이

므로 적절히 변속비를 맞추어야 한다.

3. 액화질소 엔진 성능 분석

앞서 소개된 엔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동력, 흡수 

열량 및 열효율 등의 성능의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액

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스크롤 팽창기가 

적용된 액화질소 엔진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액화질소이용 개발형 랭킨 사이클의 열역학적 
분석

Fig. 2는 작동유체가 질소인 유기랭킨사이클의 T-s 

선도를 나타낸다. Fig. 2는 개방형 랭킨사이클 구성 부

품을 나타내며, 증발기(Evaporator)팽창기(Expander) 

및 작동유체 펌프(Pump) 등으로 구성된다.

작동유체는 아래와 같은 열역학적 과정을 통해 고

온부가 대기(Atmosphere)에서 열을 공급 받아 동력을 

발생시킨 후 작동유체를 대기로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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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ents

Liquid nitrogen temperature - 200℃

Liquid nitrogen pressure 0.59 bar

Pressure loss 0 bar

Heat loss 0 J

Pump efficiency 80%

Injection pressure 5∼100 bar

Atmosphere temperature 20℃

Atmosphere pressure 1 bar

Table 2. Analysis condition

Fig. 3. Schematic diagram of open organic Rankine cycle 

Item Specification

Rotational speed 2000 rpm

Displacement volume 36.5 cc

Expander efficiency 70%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expanderStep 1→2 : 펌프에 의한 등엔트로피 압축

Step 2→3 : 열교환기에서의 등압 가열 

Step 3→4 : 팽창기에서 등엔트로피 팽창

각 과정별 열역학 식은 다음과 같다.

Step 1→2 :      ,  


, 

  

Step 2→3 :      ,   

Step 3→4 :      
,    , 

  

는 작동유체의 질량유량이며, 스크롤 팽창기의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행정체적이며, 팽창기 형상에 의해 결

정되고 1회전당 팽창기 입구에 유입되는 작동유체의 

부피유량을 나타낸다. 은 팽창기 입구 밀도, 은 

팽창기 회전수를 나타낸다.

3-2. 질소분사 압력에 따른 액화질소 엔진 성능 변화 
분석

액체질소 분사 압력 변화에 대한 액화질소 엔진 성능 

특성 분석을 위해 스크롤 팽창기의 제원과 랭킨 사이

클의 분석 조건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랭킨사이클의 작동유체는 질소(Nitrogen)로 선정하였

고, 전 사이클에서 열손실 및 압력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팽창기의 행정체적은 1회전당 작동유체 

흡입 부피량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양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스크롤 팽창기의 행정체적으로 결정하



신동길

에너지공학 제26권 제1호 2017

32

Fig. 5. Heat and thermal efficiency for adiabatic 
expansion processes

Fig. 6. Mass flowrate and density for adiabatic 
expans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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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 output for adiabatic expansion and ideal 
isothermal processes

였다. 액체질소 저장 용기의 온도는 -200℃로 고정하

였고, 압력은 해당 온도의 포화압력(Saturation pres-

sure)로 정하였다. 팽창기의 팽창비는 팽창기 입구압

력과 응축 압력의 비로 가변되도록 결정되도록 하였

다. 질소를 분사하는 펌프의 효율은 80%로 정의하였

고, 분사 압력(Injection pressure)은 5∼100 bar로 변

화시키면서 엔진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온

부인 대기의 온도는 20℃로 설정하였고, 대기압은 1 

bar로 정하여 팽창기 저압부 온도와 동일하다고 가정

하였다.

Fig. 4, Fig. 5, Fig. 6은 질소 분사 압력을 5 bar에

서 100 bar까지 변화시키면서 팽창기 출력(exp), 작

동유체 펌프 소모 동력(), 고온부 흡수 열( ), 

열효율( ), 작동유체 질량유량(), 팽창기 입구 밀

도()등을 보여준다. 액체질소 분사압력을 증가시킴

에 따라 모든 동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입구 

밀도와 질량유량 또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

는 추이를 보인다. 고온부 흡수열량 또한 팽창기 입구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열효율은 

팽창기 입구온도가 증가하면 분사압력 30 bar 수준까

지는 급격히 증가하다, 증가율이 완만해지는 추이를 

나타낸다. 

exp는 스크롤 팽창기의 이상적 등온팽창 동력

(Work output of ideal isothermal expansion)으로서 

팽창기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가 동일한 조건의 일을 

의미한다. 등온팽창은 작동유체가 팽창기 내부에서 동

력을 발생시킬 때, 작동유체에 지속적인 열의 공급에 

의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Fig. 4에서와 같이 등온팽창 

동력은 단열팽창 동력보다 2배 이상 큼을 알 수 있으

며, 따라서 액화질소 엔진의 팽창기는 가능한 등온팽

창 조건이 되도록 하여야 엔진 성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소 분사압력이 100 bar 인 

경우 팽창기의 출력은 약 55 kW 수준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크롤 팽창기를 적용하는 액화질소 

엔진에 대해 소개하고, 액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화시

키면서 스크롤 팽창기가 적용된 액화질소 엔진의 성

능을 분석하였다. 액화질소 엔진은 대기(Atmosphere)

가 고온부인 저온에서 작동하는 개방형 랭킨사이클로

서, 기존의 폐쇄형 랭킨사이클과의 차이는 팽창된 작

동유체를 응축과정 없이 대기로 방출시킨다는 점이다. 

스크롤 팽창기를 적용 액화질소 엔진은 기존의 왕복

동 방식의 팽창기를 적용하지 않고 스크롤 팽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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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는 주요한 특징을 가지며, 스크롤 팽창기는 

왕복동 방식의 팽창기에 비해 저소음, 고효율 및 간단

한 구조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액화질소 엔진에 적용

하면 왕복동 방식 엔진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 우

위를 가질 수 있다. 

액화질소 엔진의 성능을 액체 질소 분사압력을 변

화시키면서 엔진 성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다.

 

1.액체질소 분사압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엔진 동력

과 열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스크롤 팽창기의 팽창 과정을 등온과정으로 하면 

단열 팽창시 보다 2배 이상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론적 분석과 더불어 스크롤 팽창기 적용 액화질

소 엔진의 실증 및 상용화 개발을 위해 향후 실험적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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