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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A 상수:

B 빈도인자: (Frequency Factor)

C 상수:

Ea 활성화 에너지: (activation energy, J/mol)

K 반응속도정수: (reaction rate constant)

P 고무 특성치 신장율: ( ,%)

P0 초기 고무 특성치 신장율: ( ,%)

R 기체상수: (gas constant, 8.314J/mol K)․
T 절대온도: (absolute temperature, K)

t 시간: (hour)

서 론1.

현대사회의 경제 및 산업 발달은 에너지원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산업 발달에. ,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대와 화석 연료의 사용량

한계가 가시화됨에 따라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에

너지원의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화석 연료. ,

의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 지구적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년 월 교토 의정서, 1997 12

를 통해 미국 일본 회원국들은 년을 기, , EU 1990

준으로 의6~8% CO2 배출량 감소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면

서도 에너지원의 확보가 쉬운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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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료전지 내의 작동유체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실링특성은 일반적인:

시스템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작동 온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 ,

해 비교적 높으며 작동 유체의 화학적 특성 때문에 실링에 사용되는 재질은 내화학성이 뛰어나면서도,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수명을 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 내에서.

사용가능한 솔레노이드 밸브의 실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화학성이 뛰어난 실링용 링의 재질인,

불소고무에 대한 수명을 아레니우스 관계식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수상치환법을 이용(Arrhenius) . ,

하여 실제 제작된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가 제품으로써 충분히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olenoid valve used in fuel cell system need to have good sealing performance because the

work fluid can explode in the system. Moreover, the temperature of the work fluid is extremely high in

order to maintain the properties of the rubber ring that seals the solenoid valve. This study deals with the

rubber ring which is made from a fluoro-elastomer. The life cycle of the rubber ring was estimated by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Arrhenius, and the solenoid valve was tested to confirm the sealing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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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유력한

차세대 에너지원은 메탄 하이드로레이트와 같이

종래에 개발되어 왔으나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원

이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기존의 화,

석 연료와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력과 풍력 태양에너지 진동에너지 등과 같은, ,

소비 후에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경우 현재,

의 기술 수준으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고,

경제성이 아주 작기 때문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서 크게 활용되기 힘든 에너지원이다 연료전지.

와 같은 종래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변환 기술

을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에,

너지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점이나,

경제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

지원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는 스택을 제외한 연료전지의 주변장치 즉BOP ,

공기 압축기와 터보차져 수소저장장치 배관 및, ,

밸브를 말한다 는 연료전지 전체 시스템 가. BOP

격의 가량을 차지하며 전체시스템의 발전효70% ,

율과 시스템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

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의 성능향상을 위. BOP

해 용 구심터빈MCFC(Molt Carbonate Fuel Cell)

공력설계에 대한 연구가 최 외 명2 (1)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용, PEM(Polymer Electrolyte Mamvrane)

공기 공급계의 동특성 및 성능에 대한 연구가 이

외 명2 (2)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용 터보. PEM

블로워의 내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 외 명2 (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PEMFC(Polymer Electrolyte

용 연료 공급관에 대한 수소Mamvrane Fuel Cell)

취성에 관한 연구가 박 외 명3 (4)에 의해 이루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구성 요, BOB

소 중 블로워와 터보차져에 대한 설계를 위한 구

조해석과 유동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의 구성요소로써 블로워나 터보BOP

차져로부터 발생한 유동력을 가지는 작동유체의

제어를 담당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발을 위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밸브

의 실링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연료(Sealing) .

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실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작동유체의 온도 및 종류와 같은 솔,

레노이드 밸브의 규격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통.

해 실링을 위한 고무재질을 선정한다 또한 선택.

된 재질을 사용한 고무링의 수명을 아레니우스(S.

관계식을 통해 예측하며 제작된 솔레Arrhenius) ,

노이드 밸브의 내부 누설 및 외부 누설을 수상치

환법을 응용하여 계측한다.

실링 재질 선정2.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 규격2.1

연료전지에 사용되어지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

만 일본 경제 산업성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사,

양을 살펴보면 과 같다, Table 1 .

실링 재질 선정2.2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는 일반 솔레노이

드 밸브에 비해 작동유체의 누설량이 극단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는 연료전지에서 사용되는 작동.

유체( ,  가 폭발성 및 가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에서 보는 것처럼 작동온. Table 1

도가 에서 로 그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20 80 .℃ ℃

이러한 조건에서도 충분한 실링 성능과 수명을

가지는 소재는 Viton
®으로 많이 알려진 불소고무

이다.

불소 고무 는 일반적으로(FKM, fluoroelastomers)

여타의 고무 재질에 비하여 내화학성이 매우 뛰

어나 자동차용 연료 유압 오일 윤활유 기타 강, , , ,

산 강알카리 용액 등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분야,

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재질이다.

이러한 불소 고무는 불소의 함량과 가황방법

등의 차이에 의해 가지 타입으로 나뉘며 시중5 ,

에서는 사의 제품명을 이용하여 이Dupont Viton®

Item Value

Work fluid
City gas, Reformed gas,

Air, Steam

Work pressurerange[kPa] 50

Temperature category -15 ~ 70

[ ] work fluid -20 ~ 80

storage -20 ~ 60

Work humidity[%] 95

Voltage[VDC] 24 ± 10%

Isolation E

Table 1 Specification of solenoid valve for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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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불소 고무를.

제조하는 나라는 크게 개 국가 미국3 (Dupont( ),

일본 이탈리아 가 있다Daikin( ), Asuimont( )) .

실링 재질 수명 예측3.

본 연구에서의 고무는 작동유체의 누설을 방지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요소의 재질로 사용되어

진다 하지만 해당 고무의 경우 고온의 작동유체. ,

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특성 상 주변 온도에,

의한 고무 재질의 열 노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고무의. ,

수명을 열노화에 대해 일정한 경도를 가지는 시

간이라 정의한다.

수명 예측 방법3.1

일반적인 고무재질의 수명예측은 년부터1889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아레니우스 관(S. Arrhenius)

계식을 이용해 왔다.
(5~7) 이 아레니우스 관계식은

과 같다(1) .



  , ln


 (1)

식 에서 반응속도정수(1) 는 특성값 의 노

화반응을 나타내는 정수로 아레니우스에 의해 식

식 과 같은 실험식을 구했다(2), (3) .

  
  (2)

ln 

 (3)

식 에서(3) ln는 

와 기울기가 


인 선형

의 관계를 가진다.

식 에서 노화시킨 고무의 특성값(1) 가 있는

시간을 수명이라고 하면 이 때의 수명, 는 식

와 같이 구할 수 있다(4) .

 

ln


(4)

식 에 식 를 대입하고 양변에(1) (2) , ln을 취하

면 식 와 같은 관계를 구할 수 있다(5) .

ln



 

 ln (5)

고무의 특성값이 임의의 일정치까지 저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라고 한다면 식 는 식, (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

ln  


(6)

식 을 이용하면 고무의 수명이 온도의 관계(6)

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즉 온도. , 에서 고무의

특성값이 가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라면,

온도 에서는 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ln  




 (7)

ln  




 (8)

식 에서 식 을 빼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7) (8)

식 가 된다(9) .

ln

 

 

 

  (9)

즉 저온에서 장시간의 수명변화는 고온에서,

단시간의 수명변화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며 상,

온에서 수년간 행하여야 할 고무의 수명 확인 실

험을 고온에서 단시간의 실험을 통해 수명을 평

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고무 재질의 수,

명을 예측할 수 있다.

재질의 수명 예측3.2 FKM

는 사의 에 대한 데이터Table 2 Dupont Viton®

시트로부터 얻은 가속 열 노화시험의 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아레니우스 선도 를(Arrhenius Plot)

그리면 과 같다 로부터 선형 을Fig. 1 . Fig. 1 fitting

실시하여 아레니우스 관계식을 구하면 식 과, (10)

같다.

ln  


  (10)

Accelerated test

temperature [ ]℃
232 260 288 316

Time when reduced 20%

in elongation [hour]
3000 1000 240 48

ln(time) 8.0064 6.9078 5.4806 3.8712

Absolute temperature

[K], 1/T×10
-3 1.9802 1.8762 1.7825 1.6978

Table 2 Data of accelerated heat aging test for Vi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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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emperature[ ] 60 70 80 90 100

ln(time) 23.15 21.87 20.66 19.52 18.44

Time[hour×10
8
] 113.1 31.46 9.409 3.007 1.022

Table 3 Result of lifetime prediction for Viton
®

Fig. 1 Arrhenius Plot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공급되는 작동

유체의 최대 온도는 에서 로 정의한다60 100 .℃ ℃

이 최대 온도 조건과 식 의 관계로부터 각 온(10)

도에서의 불소 고무의 수명을 계산하면 Table 3

과 같다.

각 고무 부품의 사용 수명 제한은 약 4×10
4정

도이며 작동 유체의 온도는 에서 정도, -20 80℃ ℃

이다 아레니우스 식을 통한 불소 고무의 가속.

수명 시험 결과 최악의 온도 상황인 에서, 100℃

불소고무의 수명은 약 1×10
8시간이므로 해당 재,

질의 링은 충분히 설계사양을 만족한다.

누설 시험4.

절에서의 계산으로부터 불소고무 재질의 특성3

은 고온에서 현재의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한 기

간동안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이 절에서는 현재 불소고무 재질의 실링,

특성이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계사양

을 만족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는 누설 시험 장치의 사진이다 누설시험Fig. 2 .

은 의 규KS C 4530, KS C 4532, KS B 6347 KS

격서를 참고하여 수상치환법을 응용하였다 수상.

치환법은 물탱크 내에서 분간 밸브를 통해 누설1

되는 공기량을 측정하여 누설유량을 환산하는 방

Solenoid valve
Internal
leakage

[min]
External leakage

[min]
수증기방지밸브 0.0065 0.0065

치환방지밸브 0.0065 0.0065

공기입구밸브2 0.0065 0.0065

공기출구밸브2 0.0065 0.0065

공기정화밸브 0.0065 0.0065

치환공기밸브 0.0065 0.0065

버너입구밸브 0.0065 0.0065

연료입구밸브1 0.0070 0.0083

연료입구밸브2 0.0065 0.0065

연료출구밸브 0.0069 0.0215

공기입구밸브 0.0065 0.0065

공기출구밸브1a 0.0130 0.0173

공기출구밸브1b 0.0120 0.0178

냉각수배출밸브 0.0065 0.0065

방지밸브AD 0.0065 0.0065

압력배출밸브 0.0065 0.0065

Table 4 Experimental data for leakage

Fig. 2 Experimental equipment for internal and external
leakage

법이다 하지만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

경우 그 누설 유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본 실험

에서는 공기 한방울이 누설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측정하여 그 유량을 계산하였다 즉 공기 한. ,

방울의 환산 유량은 약 이며 공기 한0.065 /min ,㎖

방울이 나오는 시간의 측정시간을 최대 분까지10

로 제한하였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

누설 시험을 중단하고 분경과 시의 유량을 기10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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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누설 시험4.1

내부누설 시험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혀있을

때 솔레노이드밸브의 입구측 압력을 의 압, 50㎪

력을 가하여 출구 측의 누설량을 측정하는 시험

이다 내부 누설 시험을 위한 시험장치는. Fig. 2

와 같다.

외부누설 시험4.2

외부누설 내압 시험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닫혀( )

있을 때 솔레노이드밸브의 입구측 압력을 130㎪

의 압력을 가하여 출구측의 누설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중 입구측 압력 설정을 제외.

하고는 내부누설 시험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시

험이 수행되었다.

연속 통전 시험4.3

연속통전 시험은 인위적인 입력이나 외부 오

작동에 의해 장치가 지속적으로 구동되었을 때,

Fig. 3 Experimental equipment for internal leakage
(continuously applied electric test)

Fig. 4 Experimental equipment for external leakage
(continuously applied electric test)

해당 장치가 오동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시

험이다 연속통전 시험대상의 기본특성 확인은.

전류 절연저항 직류저항 작동 유지 내부누설, , , , ,

정 내부누설 역 외부누설 유량 및 소비전력( ), ( ), ,

시험을 거치나 본 연구에서는 시험 대상 밸브의,

실링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누설 정( ),

외부 누설 시험 결과 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속통전 시험 방법은 시험 대상 밸브의 주변

온도를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로 유지한65[ ]℃

상태에서 시험 대상 밸브에 인가 전압 DC 4[V]

를 시간동안 연속통전시키는 것이다 가열된150 .

시험 대상 밸브를 상온에 시간 이상 방치하여2

냉각시킨 후 해당 밸브에 대한 누설 시험을 실시

한다 과 는 연속통전 시험 후의 시험. Fig. 3 Fig. 4

대상 밸브에 대한 내부누설과 외부누설 시험을

위한 시험장치의 사진이다.

누설 시험 고찰4.4

는 수상치환법을 응용한 방법에 의해Table 4

측정한 내부 누설과 외부누설 시험 결과를 정리

하여 나타낸 표이다 에서 연료출구밸브의. Table 4

경우 외부 누설이 다른 밸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공기출구밸브 와 공기출구밸브 의 경우, 1a 1b

내부 누설 및 외부 누설이 다른 밸브에 비해 상

대적으로 크다 이 밸브들은 유로 직경이. 14∅
로 에서 정도인 다른 밸브에 비해 큰, 0.31 6.5∅ ∅
유로 직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

압력차에 대해 솔레노이드 밸브에 가해지는 힘이

면적에 비례하게 차이나 연료출구밸브 공기출구, ,

밸브 와 공기출구밸브 에 보다 많은 힘이 가해1a 1b

지고 이에 따라 누설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일반적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누설 유.

량에 비해 극히 적은 누설유량을 갖는 것을 실험

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속통전을 통해 가열되었던 솔레노이드 밸브

는 냉각 이후에도 누설 특성의 변화가 없었으며,

기존 실험에서처럼 극소량의 누설유량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 론5.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실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Sealing) ,

연료전지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규격에 대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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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실링에 필요한 재질을 선정하.

였으며 선택된 재질을 사용한 고무 링의 수명을,

아레니우스 관계식을 통해 예측하였(S. Arrhenius)

다 제작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내부 누설 및 외.

부 누설을 수상치환법을 응용하여 계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작된 솔레노이드 밸브가 충분해 연

료전지용으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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