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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have developed a cylindrical multi-terminal capacitive-conductive sensor that could be attached to the 

internal surface of cooling system pipe to evaluate capacitance and conductivity of heat transfer fluid. It was used as 

measuring system to diagnose insulating condition, by which was kept a insulating resistance of inner stack and at the 

same time was cooled electrochemical heat of reaction  of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stack that used a compressed 

hydrogen gas reacting with oxygen in accordance with variation on thermal degradation of nonconductive heat transfer 

fluid. Also to assess diagnosis characteristics of heat transfer fluid, i.e. coolant, we have performed accelerated aging test 

using developed sensor attached to cooling system. Consequently, it was measured dielectric and electric resistance of 

coolant to estimate and analyse for dielectric properties by degrada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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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재생 에 지 분야  수소연료 지는 가장 을 두

고 개발 인 분야로서 수소를 연료로 하여 기 의 산소

와 기화학  반응을 거쳐 직류 원을 생산하는 일종의 발

장치로 기존 내연기 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시스템 효

율과 유해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공해, 고효율의 차세  

에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용도가 집 발   분산

원, 차량  선박 등의 수송 장치 원, 각종 휴 용 장치

의 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다[1,2].

수소연료 지를 이용한 차량의 경우 차량용 열매체유의 

주요 성분은 1차 냉매로 비 항이 18[㏁·㎝] 이상의 탈이온

수를 사용하며, 탈이온수의 냉동력을 강화시키고 빙 을 낮

추기 해 부동액 성분의 2차 냉매로 탄화수소계 화합물인 

에틸  리콜, 로필  리콜과 소량의 부식 억제제를 첨

가한 유기화합물을 탈이온수와 히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열매체유는 사용 에 연료 지의 기화학  

반응열로 인해 열분해  산화에 의해 경년변화를 일으켜  

기의 특성이 하하기 때문에 기 도도 상승으로 이어

진다. 열매체유의 기  성능 하는 연료 지 스택의 연

항을 하시키므로 차체의 설 류는 증가하게 되고, 

설 류는 차량에 탑재된 수많은 자제어 장비에 오동작을 

일으켜 차량 주행 안정성에 심각한 향을 주며, 무엇보다 

설 류가 일정 수  증가하게 되면 차량을 운 하거나 정

비하는 인체에 한 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연

료 지 시스템에 있어서 치명 이라 할 수 있다[3].

행 차량용 연료 지 스택의 연 항을 평가를 해 액

체의 일반 으로 비 도도 측정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열

매체유의 비 도도는 용액 내의 불순물, 즉 속  비 속 

이온과 같은 해질 등에 의해 증가하므로 용액 의 이온

성 기 도 기구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열분해  

탄화생성물이 형성되는 열매체유는 경년변화에 따라 유기화

합물의 화학  성질이 변화하고 여러 생물이 형성되므로 

단순히 이온성 도기구만으로 열매체유의 연상태를 단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열매체유는 극자 모멘

트가 큰 유극성 분자로 구성되어 있어 극자 배향분극 기

구가 지배 으로 나타나며 일반 인 연재료에 비해 유

율이 매우 크므로 측정 극 간에 유도되는 정 용량은 이

와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화학  변화로 인해 생되는 불

순물 등이 측정 극과 용액의 계면 간에 축 하게 되면 

기이 층을 형성하여 계면분극 기구로 인해 유도되는 정

용량이 단히 크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열매체유

의 경년변화에 따른 화학  상태변화를 유 체의 거시  특

성인 유 율의 격한 변화로 유추할 수 있으며, 용액의 비

도도 변화에 비해 비유 율 변화폭이 매우 크므로 정 용

량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 용량 센서를 용할 경우 측

정감도 확보에 매우 유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액체 유

체에서의 기 도 상은 액체의 유동특성으로 인해 

계에서는 이온 도 기구가 지배 으로 나타나지만 유 체의 

화학  상태가 변화함에 따라 결합구조가 변형되고 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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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형성되면 유 율 변화와 더불어 고 계에서의 자성 

도 기구에도 향을 끼치게 되므로 유 체의 연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4].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수소연료 지 스택의 기화학  

반응열을 냉각함과 동시에 스택 내부의 연 항을 유지해

주는 비 도성 열매체유의 경년변화에 따른 연상태를 진

단하기 한 측정기법으로서 유동 열매체유의 정 용량과 

기 도도 측정을 해 차량의 냉각시스템 배 에 부착이 

가능한 원통구조를 가지는 다 극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개발하 으며, 열매체유의 진단특성 평가를 한 모

의 냉각시스템에 센서를 부착하여 가속 열화된 연료 지용 

열매체유의 비유 율  기 항을 측정함으로써 열화상태

에 따른 유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 다.

2. 다 극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

정 용량- 기 도도 측정센서는 열매체유의 기 도도

와 정 용량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차량의 냉각배  시스

템에 부착하여 연료 지 동작  경년열화된 열매체유의 물

성을 유 특성으로 진단하기 해 설계  제작되었다. 이

것은 그림 1과 같이 가요성이 좋은 기  에 다수의 극

을 배치하여 필요에 따라 정 용량과 기 도도 변화를 선

택 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다 극 방식이며, 각각의 측정방식

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작된 Flexible PCB 센서의 단면도

Fig. 1 Flexible PCB layout for capacitive-conductive sensor

2.1 4-단자 기 도도 측정방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가 열매체유의 기 도도를 

측정할 경우 극면의 분극효과나 오염물 흡착으로 인한 측

정오차가 고 넓은 측정 범 에서 선형 인 4-단자 방식으

로 결선한다. 정 용량 측정 시 활용하는 상부 극  측면

의 2개의 극은 각각 감지 극(Sense)과 구동 극(Drive)의 

High 신호를, 하부 극  측면의 2개의 극은 각각 감지

극과 구동 극의 Low 신호를 인가한다. 즉, 향하고 있

는 구동 극의 High(drive electrode +)와 Low(drive 

electrode -)에 시험 압원을 가하면 극 내부 열매체유의 

도도에 따라 흐르는 류의 세기가 결정되며, 이때 냉각 

유체로 흐르는 류는 감지 극의 High(sense electrode +)

와 Low(sense electrode -)에 의해 압강하분에 해당하는 

압신호를 취득한다. 이때 열매체유를 통해 흐르는 류의 

세기는 극과 열매체유간의 분극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정

도로 작으므로 분극 항으로 인한 오차요인을 배재할 수 있

어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 구동 극 

과 측정 극 의 4개의 극을 제외한 가드링과 내부의 2

개의 상·하부 극은 개방상태를 유지한다.

4-단자 센서에서 취득한 신호를 LCR 계측기와 같은 측

정장치를 통해 측정할 경우 4-wire 방식으로 하여 계측장비

의 그라운드와 측정용 차폐 선의 쉴드, 외부 하우징을 기

으로 연결함으로써 높은 측정 정확도를 갖도록 구성하

다. 구동 극의 High와 Low는 계측장비의 High current, 

Low current와 연결하고, 측정 극의 High와 Low는 각각 

High potential, Low potential과 연결한다. 그림 2는 4-단자 

기 도도 극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 3D view of 4-terminal electrode

(b) Side view of 4-terminal electrode

그림 2 기 도도 측정 극 구조

Fig. 2 Connection diagram as conductive sensing

2.2 3-단자 정 용량 측정방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가 열매체유의 유 율 변화에 

따른 정 용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그림 3과 같이 측정 극

부 양단에 가드링을 두어 극단부에서의 설 정 용량을 

제거하 으며 신호 극과 지 극 간에 유도되는 정 용량

을 측정하도록 3-단자 방식으로 결선하 다.

(a) 3D view 3-terminal electrode

(b) Side view 3-terminal electrode

그림 3 정 용량 측정 극 구조

Fig. 3 Connection diagram as capacitive sensing



Trans. KIEE. Vol. 59, No. 6, JUN, 2010

원통형 다 극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이용한 연료 지 차량용 냉각수의 유 특성 평가                                                 1089

한 정 용량- 기 도도 센서가 부착된 도 성을 가진 

하우징과 가드링을 단락시켜 센서의 내·외부로 이  정 차

폐 구조를 갖도록 구성하 으며 측정 극의 배면으로부터 

형성되는 부유 정 용량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  노

이즈를 제어하 다.

이와 같은 열매체유의 정 용량  기 도도 측정을 

한 다 극 방식의 측정센서는 냉각시스템 배  내경면에 원

통형으로 부착되어야 하므로 가요성이 좋은 Flexible 

PCB(FPC)로 제작하 다. PCB의 기 재료는 두께가 얇고 

기계  강도  가요성이 우수하며 열매체유의 높은 온도와 

각종 유기 오염물 혹은 유기산 등에 장시간 노출되더라도 

안정 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해 -260～

500[℃] 극한 환경에서도 물성이 잘 변하지 않으며 내후성이

나 내화학성이 강한 폴리이미드를 기 으로 사용하 다.

제작된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부착하기 한 실린

더 하우징은 외경 φ30, 내경 φ23의 알루미늄 이 로 가공

하 으며 극의 폭과 하우징 내부 원주길이와 정확히 일치

시켜 내경면으로 어 남 없이 부착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림 4는 이상의 공정을 통해 제작된 정 용량- 기 도도 센

서 어셈블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정 용량- 기 도도 센서 어셈블리

Fig. 4 Manufactured capacitive-conductive sensor assembly

3. 실험  분석방법

3.1 시료제작

그림 5는 열매체유의 개략 인 열화기구와 각각의 열화요

인에 따른 기  특성변화에 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열매체유의 열화 메커니즘

Fig. 5 Degradation mechanism of heat transfer fluids for 

fuel cell module

열매체유의 주요 성분인 에틸  리콜과 로필  리

콜은 만족스러운 열 달 특성과 열용량, 탈이온수와 완벽한 

혼합을 이루는 등 냉매재로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열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차츰 본래의 성질을 잃게 되며, 특

히 열분해로 인해 유기산과 도 성 탄화 슬러지 등을 생성

하게 된다. 이때 용액 내에 부유하는 탄화 슬러지는 열효율 

하뿐만 아니라 용액의 기 도도를 상승시킨다. 특히 유

기산 생성으로 인해 열매체유의 pH가 낮아지므로 속성 

구성물의 부식이 가속되고 속 양이온이 용출되어 기

도도가 상승된다[5]. 한 열매체유 내의 불순물 입자는 

기 유 특성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유극성 분자

인 에틸  리콜과 로필  리콜의 화학  변화는 배향

분극 기구에 향을 끼치게 되며, 각종 불순물로 인한 계면 

혹은 공간 하 효과는 계면분극 기구에 향을 미치므로 유

율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제작된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이용하여 열

매체유의 열 열화에 따른 기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해 에틸  리콜(1,2-ETHANEDIOL), 로필  리콜

(1,2-PROPYLENE GLYCOL) 각각 25[%], 탈이온수 50[%]

로 혼합한 희석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여 열 열화를 진행하

다. 시료의 열화는 고장 메커니즘과 시험시간을 단축할 목

으로 기 상태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가속 스트

스실험으로 진행하 으며, 시료 상태변화는 온도  시간을 

열화인자로 하여 실제 연료 지 동작온도에 비해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정상 동작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된 상

태를 모의하 다. 열화에 따른 기  특성변화를 확인하기 

해 시료를 가열용기에 담아 진공건조오 에 넣은 후 표 1

과 같은 조건으로 각각의 가열온도와 지속시간을 가하 다.

표  1 열화시료  조건

Table 1 Conditions for thermal degradation

Specimens Condition

Mixing ratio PG:EG:DIW=1:1:2

Aging Temp. [℃] Virgin / 110 / 140

Duration & Sampling period [hours] 0 / 150 / 300

그림 6은 가속 열 열화시킨 각각의 시료에 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열화조건을 가하지 않은 신품

은 본래의 무색투명한 외 과 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열

화가 진행될수록 열  산화로 인해 탁도가 짙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0[℃]에서 열화된 시료의 상태는 지속시간

이 증가할수록 탄화 상으로 인해 짙은 갈색빛을 띄었으며, 

유기산으로 인한 자극성 냄새와 더불어 도가 매우 낮아졌

다. 이는 시료를 구성하는 탄화수소계 열매체유가 열분해와 

탄화과정을 통해 본래의 성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유기산

을 형성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6 열화시킨 열매체유 시료

Fig. 6 Thermal degraded heat transfer fluids



기학회논문지 59권 6호 2010년 6월

1090

3.2 실험장치의 구성

 제작된 센서의 성능 평가를 해 그림 7과 같이 실험장

치를 구성하여 냉각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모의하 다.

(a) Schematic diagram of test apparatuses

(b) a Picture of test apparatuses

(c) Schematic diagram of internal current in the pipe

그림 7 유 특성 평가를 한 모의 실험장치

Fig. 7 The construction of test apparatuses

신품시료와 먼  열화시킨 열화시료를 2[L] 부피의 가열

용기(Pyrex cell) 내에 주입하여 행 차량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체고분자형 연료 지(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스택의 정격동작 온도인 75[℃]로 유

지되도록 용기 하단의 가열 교반기를 이용하여 가열하 다. 

가열용기 좌우로 내열성 수지 배 을 연결하여 실험장치 

면에 치한 센서와 직  연결함으로써 가열용기 내의 시료

가 센서의 측정 극부 내부로 유입되도록 구성하 다. 시

료의 온도조 은 실험장치 내부의 유체 온도를 측정하기 

한 측온 항식 온도센서(Pt-100[Ω])를 유체가 지나가는 배

 내에 설치하여 온도센서의 출력 신호선을 상용 온도조

기(Autonics社, TZ4W)의 입력단자로 연결한 후 75[℃]의 온

도 설정값을 유지하도록 가열교반기를 온도조 기의 출력 

단자와 연결하여 On/Off 방식으로 제어하 다. 한편 가열용

기 내에서 일정한 온도로 유지된 시료는 10[L/min] 유량의 

일정 유속으로 BLDC 워터펌 를 통해 측정센서로 공 된 

후 다시 회수되어 재가열 되도록 구성하여 시료가 일정한 

온도로 가열용기와 센서 사이를 지속 으로 순환하도록 하

다.

3.3 분석방법

본 논문에서 제작한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는 냉각 

시스템 배  내부를 유동하는 열매체유의 정 용량과 기

항 변화를 검출하기 해 시료의 임피던스 성분을 측정하

여 항 성분과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을 비교  정확히 분

리해낼 수 있는 상 감지기능이 내장된 측정장비가 필요하

다. 특히 측정 상이 유 체 혹은 캐패시터 소자일 경우 이

론 으로는 정 용량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

체 분극의 손실분과 설 항분으로 인해 손실 항분이 

존재하므로 유 체  커패시터를 가장 간단한 모델로 등가

하면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병렬 정 용량 CP과 병렬 항 

RP로 나타낼 수 있다.

CVIC ω=

GVIR =

TI

V

δ
θ

1
P

P

R
G

= PC

그림 8 유 체의 등가회로  벡터도

Fig. 8 Simple equivalent circuit of dielectrics

이러한 열매체유의 정 용량과 기 항과 같은 임피던스 

성분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임피던스 성분의 항성분

과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을 정확히 분리해낼 수 있는 계측

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을 해 자동 평형 

리지 방법으로 임피던스를 계측하는 상용 LCR 계측기

(Agilent, 4284A)를 사용하 다. 상용 LCR 계측기의 경우 

시료에 가해지는 시험 압이 1V로 유 율이 작은 상유

체 측정 시 큰 임피던스로 인해 시험 류가 극히 작아지므

로 고 압원을 사용하는 릿지 방식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

지는 단 이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극자 모

멘트가 모두 1.8∼3.6[debye] 범 의 유극성 분자로 20[℃]에

서 비유 율이 약 30∼80에 해당하므로 안정 으로 측정이 

가능한 범 로 단하 다. 한편 측정센서를 통해 측정할 

상은 유극성 분자로 구성되어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

으므로 RC 병렬 등가회로로 간주하여 측정 라메타는 각 

시료의 병렬 정 용량(Cp)과 병렬 기 도도(Gp)을 측정하

다. 이때 측정 주 수는 시료의 비유 율과 기 도도의 

주 수 의존성을 확인하기 해 100[㎐], 1[㎑], 10[㎑], 100

[㎑], 1[㎒]의 주 수 범 에서 유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4.  실험결과  고찰

그림 9는 열매체유 신품과 각각 110[℃], 140[℃]에서 150, 

300 시간 동안 열화시킨 열매체유 시료를 모의 실험장치에 

용한 후 LCR 계측기를 활용하여 각 주 수에 따른 기

도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주 수에 



Trans. KIEE. Vol. 59, No. 6, JUN, 2010

원통형 다 극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이용한 연료 지 차량용 냉각수의 유 특성 평가                                                 1091

따른 열 열화시료의 기 도도는 비유 율과 달리 주 수 

의존성이 거의 없으므로 주 수에서의 뚜렷한 증가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 고주 수에서 비유 율 변화가 열화상

태와 상 없이 거의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기

도도는 모든 측정 주 수 역에서 열화상태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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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정 주 수에 따른 기 도도의 변화

Fig. 9 Variation with frequency of electric conductance 

about thermal degraded specimens at 75[℃]

한 그림 10은 열화온도와 시간에 따른 기 항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가열온도 110[℃]와 140[℃]에서 300 시간동

안 열화된 시료의 경우, 신품 비 기 항이 각각 87[%], 

7.5[%] 수 으로 감소하 으며, 110[℃] 시료는 비교  양호

한 수 을 유지하고 있으나 140[℃] 시료의 기 항은 격

히 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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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열화에 따른 기 항 변화

Fig. 10 Variation with thermal degradation of electric 

conductance about degraded specimens at 75[℃]

그림 11과 12는 상용 비 도도/TDS 측정장치(Eutech 

Instrument, CON 510)를 사용하여 상온 17[℃]에서 시료의 

비 도도를 측정한 결과와 75[℃]에서 센서로 측정한 기

도도 측정결과를 시료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상용 도도계는 온도 보상기능을 갖춘 것으로 용기

상수 K=1인 2- 극방식이며, 실험 진행  KCl 표 용액을 

사용하여 교정  온도보상을 하 으며, 시료별 측정마다 

극 상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제거해 주었다..

상용 기 도도계를 이용한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110

[℃]에서 열화된 시료의 경우, 신품에 비해 약 4배 이상 

도도가 상승하 으나 열화온도에서 열화시간이 증가하더라

도 결과값에 차이를 보이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유 율  용존 고형물 농도 측정결과와 같은 추세를 보

이고 있다. 반면 140℃에서 열화된 시료는 열화시간에 따라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 시간으로 

장시간 가열한 시료의 기 도도는 신품 비 약 80 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작된 측정센서로 측정한 기 도도 측정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높은 부합도를 보

이고 있다. 한 상용 비 도도계로 측정된 각 시료별 비

도도를 기 으로 할 때, 제작된 센서의 기 도도 측정결과

를 이용하여 센서의 용기상수(K=㎝
-1
)를 계산하면 표 편차

가 0.0009인 0.027[㎝
-1
]이 되므로 이를 통해 제작된 센서로 

측정한 기 도도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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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료에 따른 기 도도 변화

Fig. 11 Electrical conductivity change for each samples by 

conductivity meter and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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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열화에 따른 기 항 변화

Fig. 12 Electrical conductivity change for degradation 

conditions by conductivity meter and sensor

그림 13은 측정 주 수에 따른 비유 율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 상인 시료는 병렬 정 용량

(Cp)와 병렬 항(Rp)의 합성분으로 등가 모델링하여 병렬 

정 용량(Cp)을 측정하 으며, 비유 율은 시료 주입  측

정한 센서의 공기 정 용량(C0)과의 비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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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측정 주 수에 따른 비유 율 변화

Fig. 13 Variation with frequency of relative permittivity about 

thermal degradation at 75[℃]

측정결과에 따르면 측정 주 수 10[㎑] 이상에서는 신품

과 열화시료의 비유 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신품과 110[℃]에서 열화시킨 시료의 경우 모든 측정 주

수 범 에서도 그 차이가 크기 않았다. 하지만 140[℃]에

서 열화된 시료는 주 수가 낮아질수록 신품에 비해 비유

율 차이가 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청 

주 수 이하에서 비 도도와 비유 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해 상용 비 도도/TDS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열 열화된 시료의 총 용존 고형물질

(TDS, Total Dissolved Solids)의 농도, 즉, 액체 속에 녹아

있는 유기  무기 미분자와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열화에 따른 TDS 함량비교

Table 2 Total dissolved solids in thermal degraded specimens 

at 20[℃]

TDS

[ppm]

Specimens / Thermal degrade condition

Virgin
110℃ 140℃

150h 300h 300h 300h

0.094 0.03(2.52') 2.64 2.65 10.2 30.2

': After thermal degraded at 75[℃] from test apparatus

신품 시료의 TDS량이 서로 다른 이유는 본 논문에서 활

용하 던 냉각시스템을 모의한 가열 순환 장치의 주입 여부

에 따른 것으로 75[℃]의 가열조건에 의해 미소한 양의 불순

물이 용존된 것으로 단된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열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료 내부의 용존 고형물의 함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110[℃]에서 열화된 시료의 경우 실

험장치에서 가열 순환되었던 신품의 TDS 함량과 거의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품 시료와 110[℃]에서 열

화된 시료의 비유 율 차이가 근소한 결과와 매우 흡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열화상태가 가장 극심

한 140[℃] 시료에 해 기존 진단기법인 비 도도  용존 

고형물 농도 변화와 비유 율 변화를 열화시간 별로 나타낸 

것이다. 

Duration of thermal degradation [hour]

0 100 200 300

In
cr

ea
si

ng
 ra

te
 in

 th
er

m
al

 d
eg

ra
da

tio
n

0

20

40

60

80

100

Relative permittivity
Conductivity & Conductance
TDS

그림 14 140[℃]에서 열화된 시료의 비 도도, 비유 율  

TDS 변화

Fig. 14 Increasing rate of relative permittivity, conductivity 

and TDS about thermal degraded at 140[℃]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비 도도와 용존 고형물 농도는 

300시간의 장시간 열화 시 냉각 시스템 모의 실험장치의 가

열온도 환경에서 신품 비 약 11∼12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

이고 있는 반면, 측정 주 수 100[㎐]에서의 비유 율 변화

는 약 8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용기상수를 가지는 측정 극을 활용할 경우 

정 용량 변화를 통한 열매체유의 상태변화를 감지함에 있

어 약 8배의 측정감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 을 보유하게 

된다. 한 이와 같은 우수한 감도 특성은 반 로 비 도도 

 용존 고형물 농도 측정을 한 극과 동일 감도를 유지

할 경우, 정 용량 측정을 한 극구조의 부피를 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 용량 측정을 

한 극 구조의 경우 식 비 도도 측정 극과 달리 

극면 상에 상 으로 두터운 연층이 존재할지라도 측

정이 가능하므로 극면의 오염  부식에 의한 향을 배

제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측정감도와 더불어 측정 극의 장

기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으므로 열매체유의 상시진단에 있

어 정 용량 변화에 의한 측정기법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수소연료 지 스택의 기화학  

반응열을 냉각함과 동시에 스택 내부의 연 항을 유지해

주는 비 도성 열매체유의 경년변화에 따른 연상태를 진

단하기 한 측정기법으로서 유동 열매체유의 정 용량과 

기 도도 측정을 해 차량의 냉각시스템 배 에 부착이 

가능한 원통구조를 가지는 다 극식 정 용량- 기 도도 

센서를 개발하 으며, 열매체유의 진단특성 평가를 한 모

의 냉각시스템에 센서를 부착하여 가속 열화된 연료 지용 

열매체유의 비유 율  기 항을 측정함으로써 열화상태

에 따른 유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 으며, 상용 비 도도

계  TDS 측정계를 통해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

하 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을 통해 도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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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동 열매체유의 정 용량  기 도도 측정을 

한 원통형 다 극식 센서는 가요성의 Flexible PCB 기  

상에 다수의 극 구조를 가지는 다 극 방식으로서 열매체

유가 흐르는 배  내경면에 부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정

용량과 기 도도 변화를 선택 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열매체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한, 기 도도를 측정할 경우 4- 극 방식으

로, 정 용량 측정 시 3-단자 극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도

록 하 다.

 

둘째,  가속 열 열화된 열매체유를 본 논문을 통해 제작

된 센서와 냉각시스템을 모의한 가열 순환 장치를 활용한 

상태진단 특성을 확인하기 해 유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

하 다. 측정결과, 10[㎑] 이상에선 신품과 열 열화 시료의 

상태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1[㎑] 이하의 주 수 

역에서 열화상태가 심할수록 열분해  탄화물 생성에 따른 

극분극 효과로 인해 비유 율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

났다.

셋째, 제작된 센서를 이용한 비유 율 측정결과와 상용 

TDS 측정 계와의 경향을 비교 평가하기 해 시료 내에 용

존되어 있는 고형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주 수 역에

서의 비유 율 측정결과와 선형 으로 비례하 으며 이는 

주 수 역에서 용존 불순물로 인한 극분극 효과로 인

해 비유 율이 격한 상승을 보이는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센서와 냉각시스템을 모의한 실험장치를 활용하여 

가속 열 열화시킨 열매체유의 기 항을 비유 율 측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 다. 열매체유의 비유 율이 측정 

주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달리 기 항은 주 수 

의존성이 없이 열화 정도가 심할수록 기 항 변화가 확연

히 나타났으며, 열화 조건이 가장 극심한 시료의 경우 신품 

비 약 7.5[%] 수 으로 감소하 다.

다섯째, 센서를 활용한 기 항 측정결과를 검증하기 

해 상용 기 도도계를 활용한 비 도도 측정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 도도 측정값을 통해 정

용량- 기 도도 센서의 용기상수를 산출하면 표 편차 

0.0009의 0.027[㎝
-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 용량- 기

도도 센서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제작된 센서를 냉각시스템에 실장하여 활용할 경

우, 열매체유의 성능변화를 가장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극분극 효과가 지배 인 주 수 범 는 1[㎑]이하이다. 특

히 낮은 주 수 역에서의 비유 율은 비 도도의 극소 변

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비 도도의 미소변화를 

측정하기 해 높은 측정정 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 도

도 측정센서와 달리 정 용량 변화를 통해 매우 우수한 측

정 감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정 용량 

측정을 한 극 구조의 경우 극면 상에 연층이 존재

할지라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극면의 오염  부식에 의한 

향을 배제할 수 있어, 열매체유 상태진단 요소로 정 용량 

변화에 의한 측정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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