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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thermal and flow characteristics of subcooled 
liquid nitrogen in a natural circulation loop. Experimental apparatus is designed and constructed such 
that a closed loop is cooled at the top by a cryocooler and heated nearly at the bottom by cartridge 
heaters. Steady state is obtained by controlling the heating power to the cartridge heaters and a 
thin-film heater to reduce the cooling power of the cryocooler. Temperature is measured at several 
locations of the loop and the mass flow rate through the loop is estimated from the energy balance in 
terms of the measured temperatures. Experiment is repeated for various values of the vertical height 
between the cooling and heating pa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heat transfer capability of the loop 
has a maximum at a certain value of height. The optimal height to maximize the heat transfer is in a 
good agreement with analytical predic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buoyancy and viscous forces in the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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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전도체는 극저온 환경에서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

져 에너지손실 없이 송전이 가능하다. 반면 사고 시 초

전도체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퀜치가 발생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전류를 차단하게 된다. 현재 과학기술부에

서 지원하는 21C 프론티어 연구과제인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초전도체

를 전력기기 분야에 접목시키는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

으며, 현재는 실용화 단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고온 초전도체 전력기기 중 초전도 한류기의 

냉각 시스템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1-4].
고온 초전도 전력기기를 위한 냉각시스템에 대한 연

구는 지난 10년간 여러 곳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재는 

Fig. 1(a)와 같이 극저온 냉동기를 상부에 위치시켜 액체

질소의 균일하고 효율적인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5]. 
이와 같이 극저온 냉동기가 저온용기 상부에 직접 장착

이 될 경우 냉각 효율이나 저온용기의 제작, 운전, 소형

화 등의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냉동기의 크기나 

형태, 개수 또는 저온용기에 설치되는 냉동기와 전류도

입선의 배치, 액체공급관, 증기배출관, 계측 및 제어 등

을 고려한다면 냉동기가 장착되어지는 상부공간은 한계

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 초전도체 보호를 위한 저온

용기와 액체질소 냉각을 위한 저온용기를 설계하고 루

프로 연결하여 액체질소를 순환시키는 냉각 방법이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펌프를 이용하여 강제로 순환

시키는 방법과 Fig. 1(b)와 같이 자연 순환시키는 방법

이 있다. 전자의 경우 펌프의 기계적 신뢰성과 소음, 진
동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액

체질소의 부력과 점성마찰력의 균형으로 순환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기계적 구동이 없어 운전의 신뢰성이 

크다. 실제로 자연순환 루프를 이용하는 HTS 냉각 시

스템[6-7]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루

프를 통한 전열능력에 따라 냉각용량의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또한 극저온 냉동기와 액체질소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내경 4.35mm인 루프를 저온용기 내부에 

설치하고, 루프 내 액체질소를 자연순환 시키기 위해 

상부의 극저온 냉동기와 하부의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정한다. 특히 상부 냉각부와 하부 가열부의 

높이 변화를 통해 순환특성과 전열성능을 살피고, 고온 

초전도 전력시스템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 Integrated   (b) Separated
Fig. 1 Two typical combinations of cryocooler and HTS

2. 자연순환 루프 실험장치의 설계

2.1 설계의 기본개념 및 이론

자연순환 루프는 상하부의 온도차로 발생되는 작동

유체의 부력과 점성 마찰력의 균형으로 순환되고, 루
프의 길이,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차, 관의 직경 등

에 의해 순환의 특성이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프

의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변화에 따른 전열성능을 

살피고자 한다.  
루프의 내경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한 방향으로의 

유동을 만들기 위해 가열부를 냉동기의 축 방향에 비

대칭적으로 설계한다[8]. 본 연구실에서 보유중인 냉동

기와 직류전원공급기의 용량을 감안하여 루프의 길이

와 내경, 냉각면적과 가열면적 등을 설계한다.
자연순환 루프는 Fig. 2와 같이 냉각부, 단열부, 가열

부로 구성되고 이것들은 Boussinesq 근사식과 질량, 운동

량, 에너지 균형을 이용하여 설계한다[9].

                                 (1)






















       (2)

식 (1)은 부력항을 압축성으로, 나머지는 비압축성으

로 가정하여 밀도 차에 의해 순환이 발생함을 정의하

고 있다. 여기서ρ,β는 각각 액체질소의 밀도, 열팽창

계수이며 온도와 압력의 함수이다. 운동량 방정식 (2)
에서 좌변은 시간에 따른 질량유량의 변화를 우변은 

부력과 점성마찰력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9]. 정상상

태에서는 좌변의 값이 0으로 부력과 마찰력은 균형을 

이루면서 순환하게 된다. ϒ, W, ∲Tdz, f, K는 각각 루

프의 길이에 대한 단면적의 비, 질량유량, 냉각부와 발

열부의 중력방향 위치에 따른 온도변화량, Darcy- 
Weisbach 마찰계수, 손실계수를 나타내며, 손실계수의 

경우 관의 곡률반경이나 체결방법에 따라 적절한 값을 

적용시킨다.  

Fig. 2 Schematic of natural circulation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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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마찰계수는 층류유동과 난류유동에서 다른 

값을 갖으며 Re수에 따라 결정된다. 식(4)의 하첨자 ss
는 정상상태를 의미하며, 이때의 Re수는 Gr수와 무차

원화된 루프의 길이, 단면적의 비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식 (5)는 부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낸 Gr수, 식
(6)은 루프의 길이에 대한 내경의 비를 무차원수로 나

타내었다. 모든 b, P는 각각 층류일 때 b=1, P=64, 난
류일 때 b=0.25, P=0.316 값을 갖는다.

2.2 구성요소 및 크기

자연순환 루프 실험 장치는 Fig. 3과 같이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냉각부에서 1단 GM냉동기 (Cryomech사 모델AL60)

는 열 흡수원으로 사용되고, 루프의 유동저항을 최소

화하면서 냉각부 면적 증가를 위해 구리확장판(두께: 
20 mm, 직경: 200 mm)을 제작하여 루프를 1.5바퀴 감

아 연납접합 한다. 구리 확장판과 냉동기 콜드헤드는 

볼트접합 한다. 루프의 하부에 위치하는 가열부는 구

리블록(직경: 20 mm, 높이: 250 mm)에 심은 카트리지

히터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구리블록과 연납접합 한다. 
단열부는 열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레스강 관

을 이용하고, 단열부의 교체로 가열부와 냉각부의 높

이차를 변화시킨다. 냉각부와 가열부는 구리 관을 이

용하여 열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모든 관의 내경은 4.35 mm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각

각의 관은 Swagelok 체결한다. 

2.3 냉각부 및 발열부의 설계

루프를 순환하는 액체질소의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 

균형 식 (7)과 액체질소와 냉각, 가열부 표면에서의 열

전달 현상 식 (8)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h, △Tlm, Ts은 

각각 대류열전달계수와 대수평균온도차, 냉각부 혹은 

가열부의 온도를 나타내며, 식 (9)를 통해 대수평균온

도차를 알 수 있다.   

                               (7)

∆                                    (8)

    
                  (9)

액체질소가 순환되기 위한 루프의 냉각부와 가열부

의 온도를 알 수 있고, 냉동기와 직류전원공급기를 통

해 온도를 유지한다.

Fig. 3 Schematic overview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4 Cooling capacity of AL60 Cryocooler

Cryomech AL60 냉동기는 Fig. 4와 같은 성능곡선을 

나타낸다. 냉동기 성능 실험은 냉동기 콜드헤드의 온

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박판히터(Minco heater : 
HK5562 R10.6, (SIZE D=33.5))를 콜드헤드와 구리확장

판 사이에 에폭시 접합하여 히터의 전압 변화에 따른 

정상상태의 온도를 체크 하면서 진행하였다. 저온용기

내 진공(약 10-3 torr)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부터 60 W
까지 전압의 변화를 주면서 진행하였다. 이 성능곡선

에 의하면 냉동기 콜드헤드 온도를 50 K으로 유지하

기 위해서는 약 40 W의 열부하가 필요하고, 60 K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50 W의 열부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열부는 카트리지히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발열

을 준다.
자연순환 루프 실험은 저온용기 내부에 루프를 설치

하여 진공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2.4 계측

자연순환 루프실험에서 액체질소의 순환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한다. 순환하는 액체질소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관 외벽에 에폭시를 이용

하여 Pt 온도센서를 위치별로 부착한다. 루프에서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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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입출구, 가열부의 입출구, 루프의 최하단부 그리

고 구리확장판 등에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Pt 온
도센서는 저항센서로 극저온 온도 측정에 매우 널리 

사용된다. 온도센서의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는 30 K 
~ 873 K 이고, 77 K에서 5 mK의 오차율을 갖으며, 40 
K 이상에서 자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루프 내

에서 순환되는 작동 유체의 상태 확인과 안전한 실험

을 위해 관 내부의 압력을 부르돈관 압력계로 측정한

다.

  ∙           (10)

 


  (11)

    (12)

자연순환 루프 실험에서 가열부의 발열량은 식 (10)
과 같이 측정된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 낼 수 있

으며, 이것은 직류전원공급기로 조정할 수 있다. 냉각

부의 냉각량은 냉동기 콜드헤드 밑에 위치한 온도조절

용 히터에 의해 조절된다. 이 박판히터는 일정한 저항 

값을 가지며 발열량은 측정되는 전압 값의 제곱에 일

정한 저항 값으로 나누어 식 (11)로 표현된다. 따라서 

냉각량은 식 (12)와 같이 냉동기 성능에서 온도조절용 

히터의 발열량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실험과정 및 결과해석

3.1 실험순서

실험은 본 연구팀이 보유중인 저온용기내에서 이루

어진다. 루프로의 열유입을 최소화 하기위해 저온용기

의 벽면 복사쉴드를 액체질소로 냉각하고, 루프에 MLI
를 감으며 용기 내부를 10-3 Torr 진공으로 유지한다. 
루프에 액체질소를 주입하고, 운전온도에 도달하면 냉

동기와 직류전원공급기를 이용하여 상부 냉각, 하부 

가열하여 온도차를 준다. 루프를 순환하는 액체질소가 

부력과 마찰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루프의 각 위치별 온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루프의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차를 250, 350, 450, 
550 mm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고 각각의 결과

를 비교하여 루프의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변화에 

따른 전열성능을 알아본다.   

3.2 결과 및 해석

실험의 결과는 Fig. 5에서 측정된 온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안전밸브에 의해서 루프 내부의 압력이 1.4 atm으로 

유지되면서 냉각부의 출구에서 가열부의 입구까지

(T3,4,5) 약 67 K, 가열부의 출구에서 냉각부의 입구까지

(T6,7) 약 75 K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액체질소가 정상

상태 순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루프의 T6, T7 지점에서는 외부 열유입이 액체질소의 

유동에 도움이 되는 반면 중력은 방해가 되는 요소이

다. 순환이 아래방향으로 일어나는 T3, T4 지점에서    

  

Fig. 5 Measured Temperature of LN2 at steady 
state for various heights of loop

2197



는 그 영향력이 반대로 작용한다. 밀도가 큰 액체질소

는 중력방향으로 유동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내
경이 매우 작은 수평 관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생

한다. T5 지점에서는 원주방향으로 2차 유동이 일어나

는 등 여러 가지 유동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

문에 온도측정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현상으로 인해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냉각부의 출구에서 가열부의 입구까지 온도와 가열부

의 출구에서 냉각부의 입구까지 온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3≠T4≠T5, T6≠T7)
냉동기 성능과 콜드헤드 밑에 부착된 온도조절용 히

터에 의해 제어되는 냉각량과 카트리지히터에 의해 제

어되는 가열량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액체질소를 67 K- 75 K의 온도범위로 순환시키기 위해 

직류전원공급기로 전압을 조정하고, 루프의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변화에 따라 가열량, 냉각량을 계산할 

수 있다. 높이 차가 250, 350, 450, 550 mm로 증가하면

서 냉각량은 16.6, 19.8, 26.4, 29.6 W, 가열량은 12.6, 
14.8, 19.4, 16.8 W의 값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냉
각량과 가열량의 차이는 루프로 유입된 외부 열의 영

향이라 볼 수 있으며, 외부 열유입도 루프의 길이가 증

가하면서 4, 5, 7, 12.8 W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구리확장판에 의해 외부 열유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냉각부 입, 출구의 에너지 균형 해석은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가열부 입, 출구의 에너지 균형을 통

해 액체질소의 유량, Re수, Gr수 등을 계산한다. 가열

부에서의 에너지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 출구

에서의 액체질소 온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외

부로 부터의 미세한 열유입으로 T3, T4, T5의 온도가 

동일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T6, T7의 온도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가열부의 입, 출구 온도 T5, T6를 적용시

키는 CASE 1과 가열부의 입, 출구의 평균온도 

TL(=(T3+T4+T5)/3), TH(=(T6+T7)/2)를 적용시키는 CASE 2
로 나누어 결과를 해석하였고,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차가 250, 350, 450, 
550 mm로 증가하면서 유량은 0.8, 1.1, 1.2, 1.0 g/s, Re
수는 1110, 1500, 1610, 1450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것은 루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액체질소와 관내 점성

마찰력이 순환에 도움이 되는 부력의 영향보다 더 커

지기 때문이고, 실험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냉각부

와 가열부의 높이 차가 400  mm 일 때 가장 빠른 속

도로 순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내경이 일정한 루프 시스템에서 정상상태 

자연순환의 유동을 Gr 수와 Re 수의 관계로 나타낸 기

존의 그래프[9]에 내경이 4.35 mm인 루프에서 액체질

소가 정상상태 자연순환 할 때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즉, 실험을 통한 결과 값 CASE 1, CASE 2의 2가
지 경우와 이러한 냉각량, 가열량을 외부 열유입이 없

다는 가정하에 해석하여 기존의 데이터에 나타내었다. 
루프에서 가열량은 곧 전열성능이라 볼 수 있다. 

Fig. 8은 냉각부와 가열부의 높이 변화에 따른 냉각량, 
가열량의 실험값과 외부로부터 열유입이 없을 때 순환

하는 액체질소의 이론값을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냉각

부와 가열부의 높이차가 450mm 일 때 19.4 W의 우수

한 전열성능을 나타냈고, 그 이상의 길이에서는 전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순환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액체질소의 유량 감소의 영향으

로 증명 할 수 있으며, 유량의 감소 원인은 앞서 증명

한 바 있다.

Fig. 6 Calculated mass flow rate in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data for various heights of loop

Fig. 7 Experimental data on the existing correlation 

of Re-Gr plot 

Fig. 8 Estimated heat transfer capability for 
various heights of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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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초전도 전력기기의 냉각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부에서의 냉동기 냉각의 적용

이 어려운 경우 자연순환 루프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루프의 내경, 길이, 냉각부와 발열부의 높이차에 

따른 정상상태 액체질소의 자연순환 루프의 전열성능

과 순환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력과 점성마찰력의 균형으로 정상상태 액체질소로 

순환되기 위한 루프의 기하학적 조건들을 해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설계, 가공한 후 실험을 통해 순환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루프에서 정상상태로 순환

하기위한 액체질소의 전열량(가열량)은 냉각부와 발열

부의 높이차 증가에 따라 증가하다가 적정한 길이 이

상에서는 그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내경이 4.35 mm로 일정한 루프에

서 액체질소가 정상상태로 순환 될 때 냉각부와 발열

부의 높이차 450 mm에서 19.4 W의 우수한 전열성능

과 약 1.2 g/s의 질량유량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
째, 작동유체를 극저온 유체인 액체질소로 사용하면서 

상온의 유체보다 외부 열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차원수인 Gr
수, Re수를 통해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적 잘 맞는

다는 것을 P. K. Vijayan (2002)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냉각부와 발열부의 높이차 450 mm일 때, 루프

의 전열성능은 외부 열유입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설계

된 사각루프에서의 전열성능보다 약 38.5% 적게 나왔

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외부 열유입의 영향으로 이

러한 외부 열유입을 줄이는 것이 자연순환 루프를 이

용하는 실제 고온 초전도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에 중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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