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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냉매용 자팽창밸 의 해석  평가

 김 욱 *†, 윤 석 호*, 홍 용 주*, 김 정 엽**, 강 신 일***

한국기계연구원 에 지 랜트연구본부*,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자화 자(주)***

Analysis and Performance Test of an Electronic Expansion Valve for CO2

Ook Joong Kim
*†
, Seok-Ho Yoon

*
, Yong Ju Hong

*
, Kim Jeong Yup

**
, Sin-Il Kang

***

*Energy Plant Research Division, **Nano-Mechanical System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Daejeon 305-343, Korea
***Jahwa Electronics Co. Ltd.

ABSTRACT: Fluid flow and structural analyses of an electronic expansion valve (EEV) 

using CO2 as a working refrigerant a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mass flow rate and 

maximum stress. An engineering sample EEV that the orifice diameter is 1.8 mm was 

fabricated. The mass flow rates were measured at various EEV inlet temperatures and 

pressures for several EEV openings using experimental heat pump system. The sample EEV 

has over 35 MPa burst pressure and the maximum mass flow rate of CO2 through the EEV 

increased to 100 g/s at full open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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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Ath : 오리피스 목(throat) 면  [m
2
]

  : 질량유량 [g/s]

 PEEV,in : 팽창밸  입구 압력 [MPa]

 PEEV,out : 팽창밸  출구 압력 [MPa]

 Pt,in : 오리피스 입구 압력 [MPa]

 TEEV,in : 팽창밸  입구 온도 [℃] 

 그 리 스  문 자

 : 비열비(=정압비열/정 비열)

 : 도 [kg/m3]

1. 서 론

  지구온난화 물질인 CFC  H(C)FC 계열의 냉

매의 사용이 지되면서 CO2와 같은 자연냉매를 

용하는 냉동기 혹은 히트펌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3)
 그러나 CO2 

냉매의 경우 환경친화 인 장 에도 불구하고 임

계온도가 낮고 작동압력이 H(C)FC 계열 냉매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사이클 구성에 필수 으로 

요구되는 팽창장치나 사방밸 와 같은 요소부품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CO2 냉매를 이용한 히트펌  시스템의 핵심 

요소기기 의 하나인 팽창장치에 한 연구  

개발에 한 사례는 문헌을 통하여 발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계 냉동 사이클을 이

루는 CO2 냉매 이용 냉동 시스템에서의 팽창 장

치에 한 연구로는 Robinson and Groll
(4)
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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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팽창장치에 의한 동력 회수를 들 수 있다. 이

들은 CO2 냉동 사이클에서 가장 큰 비가역성은 

임계 역에서 이상 역으로의 팽창 과정에서 

발생함을 밝히고 이러한 비가역성이 CFC나 

H(C)FC 냉매를 사용하는 일반 인 증기 압축 사

이클에 비해 매우 크므로 사이클의 효율 향상을 

해서는 터빈팽창과 같은 효율 인 팽창장치의 

이용이 필요함을 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Li et al
(5)
은 이론 인 사이클 해석

을 통하여 팽창 밸 , 터빈  새로이 제안한 와

류튜 (vortex tube)의 유용성에 해 연구 결과

를 발표하 다. 

  이와 같이 CO2를 이용한 냉동시스템 용을 

한 모세 이나 오리피스에 한 연구는 극히 

일부 사례
(6)
가 있고, 일본에서는 Saginomiya, 

Fujikoki 등에서 CO2 히트펌  탕기용 자팽

창밸 를 개발하여 매 에 있으나 문헌에 나

타난 자팽창밸  련 연구 결과는 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2 냉매 용을 

목 으로 개발되고 있는 자팽창밸 의 기본 설

계를 하여 수행한 유동과 구조 해석  시제품

으로 제작한 자팽창밸 의 개도에 따른 유량, 

내압 특성 등을 실험 으로 고찰하 다. 

2. 유동 해석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자팽창밸 는 가변 

면  팽창장치로서 냉동기나 히트펌  시스템에 

리 사용되고 있다. 자팽창밸 는 크게 오리

피스(orifice), 니들(needle), 구동 스테핑모터로 구

성된다. 외부 원에 의해서 구동스테핑모터가 작

동하면 니들의 직선운동에 따라서 오리피스 내의 

냉매가 흘러가는 면 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냉

동시스템 내에 흐르는 냉매의 유량과 작동압력이 

결정된다.

  CO2 냉매를 사용하는 냉난방 능력 10.5 kW  

히트펌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냉매의 최  질량 

유량은 약 100 g/s 정도로서(7) 이와 같은 질량 

유량을 제어하기 해 요구되는 자팽창밸 의 

오리피스 직경 결정을 한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유동 해석은 최  이동 거리를 2.5 mm로 고

정한 상태에서 오리피스 구경이 1.6, 1.8 mm인 

경우에 해 수행하 으며 0 펄스에서 밸 는 완

히 열린 상태, 480 펄스에서 완 히 닫힌 상태

로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 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는 240 펄스 상태에 한 것으로서 이 때 

자팽창밸 의 니들은 완 히 닫힌 상태로부터 

1.25 mm 이동된 상태에 치하게 된다.

  Fig. 1은 자팽창밸 의 개략도로 그림의 좌

측의 흡입 을 통해 유입된 CO2 냉매가 오리피

스  니들에 의해 제어된 유량으로 토출 을 통

해 빠져 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Fig. 2는 

240 펄스에서 오리피스 직경 1.6  1.8 mm 

자팽창밸 의 최소유동면 을 나타낸다. 최소유

동면 은 노즐 입구에서 발생하며, 오리피스 직

경 1.6 mm의 경우 1.086 mm
2
, 1.8 mm의 경우 

1.306 mm
2
로 나타나 오리피스 직경 1.8 mm의 

경우가 약 1.2배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의 식 (1)은 압축성 유동의 경우 오리

피스를 통과하는 가스의 질량유량을 표 하는 식

으로서 오리피스 목의 면 은 질량유량에 매우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Fig. 1 Schematics of EEV.

 

Fig. 2 Minimum flow area of EEV. (240 pulse)

Orifice diameter

(mm)

PEEV,in

(MPa)

TEEV,in

(℃)

PEEV,out

(MPa)

1.6 9.98 29.12 6.14

1.8 10.09 33.62 5.87

Table 1 Operating condition of E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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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에서의 자팽창밸  유동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실험조건을 용하 다. 유

동조건은 입구 CO2 압력이 약 10 MPa이므로 입

구조건이 임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임계 

상태를 포함하여 해석에 필요한 CO2의 열물성은 

EES(Engineering Equation Solver)를 통하여 구

하 다. 유동 해석을 해 지배방정식으로는 연

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과 특별히 2상 팽창을 

고려하여 기체상 방정식을 이용하 다. 난류모형

은 RNG k-모형을 사용하 으며 입구조건과 출

구조건의 액체상태에서의 열물성이 큰 차이를 나

타내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액체상태의 열물성

은 입구조건의 값을 사용하 고 기체상태의 값은 

출구조건의 값으로 일정하게 가정하 다. 한 

해석은 자팽창밸 의 기하학  형상의 칭성 

 유동조건을 고려하여 체 해석 상의 1/2에 

해 수행하 다. 격자는 유동면 의 최소가 발

생하는 노즐 주 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유동 상

을 모사할 수 있도록 오리피스 주 에 상 으

로 많은 격자를 배치하 으며, 밸 의 상류와 하

류 부 에는 오리피스에서 멀어질수록 격자의 간

격이 커지도록 배치하 다. 이때 생성된 격자는 

사면체와 육면체의 복합격자로서 오리피스 직경 

1.6 mm의 경우 61,676개 노드, 1.8 mm의 경우 

116,337개의 노드이다.

  Fig. 3은 오리피스 직경 1.8 mm의 경우의 속

도분포를 나타낸다. 자팽창밸 내의 유동은 밸

의 목 주 에서 격히 변화가 발생하여 수십 

m/s에 이르는 고속의 유동속도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후 하류에서는 가속된 제트유동

이 출구로 진행하면서 확 의 향으로 고속

역이 크게 확 되는 향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완만한 유동발달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는 벽면의 압력분포로, 속도분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리피스 목에서 격한 압력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압력의 

변화는 오리피스 목에서 유동의 가속으로 인한 

동압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며, 이후 하류에서도 

압력의 회복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3 Velocity distribution. (Unit : m/s, Orifice 

diameter 1.8 mm)

Fig. 4 Pressure distribution. (Unit : Pa, Orifice 

diameter 1.8 mm)

  Table 2는 유동 해석을 통하여 구한 질량유량 

을 실험값(7)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SP는 자팽창밸  입구조건으로 상변화 없이 

열물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구한 질량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으로 구한 

CO2의 질량유량은 오리피스 직경 1.6 mm의 경

우 실험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오리피스 직경 

1.8 mm의 경우 1.6 mm에 비해 자팽창밸 를 

통과하는 CO2의 질량유량이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어 실험값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

다. 이와 같은 해석 결과는 비록 입구조건의 차

이는 있으나,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리피

스 목 면 의 증가가 통과하는 질량유량에 큰 

향을 미치고, 오리피스 직경 1.8 mm의 경우 1.6 

mm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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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험값과의 차이는 상변화 과정이 수반되

는 복잡한 자팽창밸 의 유동 상을 상변화가 

없는 단상모델로 해석하는 것이 합지 않기 때

문으로 단된다. 2상 모델로 해석한 결과는 단

상 모델의 결과값 보다 작은 질량유량을 측하

고 있으며 오리피스 직경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은 실험값보다도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다. 

  Fig. 5는 밸  후의 압력과 온도 조건이 다

른 경우에 해 해석을 통해 구한 CO2의 질량유

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도는 240 펄스  480 펄스에 해 수행되었으

며, 해석결과 구한 질량유량은 240 펄스에서는 

실험결과 보다 다소 낮게 480 펄스에서는 실험결

과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자팽창밸 에 한 유동해석 결과는 유동해석기

법이 자팽창밸  내에서 발생하는 상변화를 정

확히 모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유사한 

유량 특성을 측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Mass flow rate of EEV.

Orifice 

diameter

Mass flow rate (g/s)

Experiment
CFD

SP TP

1.6 mm 92.58 91.67 84.92

1.8 mm 92.34 109.05 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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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ss flow rate of EEV with variation 

of EEV opening. (Orifice diameter 1.8 

mm)

3. 구조 해석

  자팽창밸 의 최  설계 하 에서의 설계 조

건과 설계 가이드를 구하고자 구조 해석을 수행

하 다. 재질로는 STS304, Brass, Copper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상으로 하 으며 재질의 물성

치와 규격은 Table 3과 같다. 유한 요소 해석은 

MSC/NASTRAN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Fig. 

6은 Solid Model과 Mesh를 나타낸 것이다. 유한 

요소 모델의 요소수와 수는 각각 36,656개와  

11,206개가 사용되었으며 Brass는 4  사면체

요소, STS304와 Copper는 3  쉘요소를 사용

하여 모델을 구성하 다. 경계조건으로 밸 의 

끝단을 완  구속하 으며 하  조건으로는 최

압력 조건인 35 MPa를 사용하 다.

  해석 결과 체 으로 응력 집  부 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steel의 용 부에서 나타났

다. 본 해석에서는 용 부를 1 body로 처리를 하

기에 응력 집  부 가 steel의 인장 강도를 

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 인 응력 상태는   

steel 인장 강도 보다는 작아서 안 한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응력 집  부 에서의 응력 집

 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의 개선  용

 방법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Fig. 6 Solid model and mesh.

Table 3 Material properties and specifications.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Fatigue 

limit

(MPa)

Thick- 

ness 

(mm)

Brass 317

Copper 212 115 83 1.0

STS304 575 245 27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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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on. Mises Stress of EEV assembly.

4. 자팽창밸  기본 성능 평가

  유동 해석과 구조 해석 결과를 반 하여 제작

한 자팽창밸 에 한 기본 성능 평가를 Fig. 

8에 보인 바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수행

하 다. 시험 장치는 압축기, 가스냉각기, 내부열

교환기, 자팽창밸   증발기로 구성된 히트

펌  시스템으로서 압축기는 CO2용으로 개발된 

Dorin사의 TCS340/4 모델을 사용하 다. 가스냉

각기와 증발기는 2 형 열교환기로 제작하

고, 2차유체는 각각 물, 물/에틸 리콜 혼합물

을 사용하 다. 기본 성능으로서는 실제 작동 조

건(압력)에서 자팽창밸 를 통과한 유량 특성

을 악하 으며 유량 측정을 하여 질량유량계

(모델 번호 : DH025S119SB)를 사용하 다. 유량 

특성 악을 해 오리피스 직경 1.8 mm의 밸

가 사용되었으며 자팽창밸  입구 온도는 5℃

에서 40℃, 압력은 8 MPa에서 10 MPa로 변화시

키면서 수행하 다. 

  Fig. 9는 자팽창밸 의 입구 온도 변화에 따

른 질량 유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입구 온

도가 증가하여 임계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팽창 

밸 를 통과하는 유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임계

 부근에서 CO2의 도가 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압력이 임계  이상이고 온

도에 따른 CO2 도의 변화 양상을 보인 Fig. 

10을 통해서 쉽게 측할 수 있다. Fig. 11은 

자팽창밸  입구 압력 변화에 따른 유량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입구 압력이 10 MPa에서 8 MPa

로 감소할 때도 팽창 밸 를 통과하는 CO2의 유

량은 감소한다. 이는 자 팽창 밸  입구 압력

이 감소할수록 상변화의 시작 이 자 팽창 밸

의 상류쪽으로 이동하고 체 압력 강하에 

한 2상 압력 강하의 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팽창 밸 를 통과하는 CO2의 유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자 팽창 밸  입구 압력 감소에 따른 

유량의 감소는 임계  부근에서 압력에 따른 

도 변화 한 향을 미친다. 

Fig. 8  Schematics of experimental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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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ss flow rate of CO2 with the 

variation of EEV in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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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ss flow rate of CO2 with the 

variation of EEV inlet pressur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O2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용

으로 개발 인 자팽창밸 의 기본 설계를 

해 수행한 유동  구조 해석과 시제품으로 제작

한 제품의 유량특성을 실험 으로 고찰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동 해석 기법이 자팽창밸  내에서 발

생하는 상변화를 정확히 모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유사한 유량 특성을 측함

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과하는 질량유량에는 

오리피스 목 면 이 큰 향을 미치고 1.8 

mm 오리피스 직경의 자팽창밸 는 최  

100 g/s의 용량에 합함을 알 수 있었다. 

2) 35 MPa의 내압 상태에서 괴가 발생하지 

않은 밸 의 규격을 구조 해석을 통하여 결

정하 으며 응력집  방지를 한 개선을 

제안하 다.

3) 성능으로서 다양한 운  조건에서 자팽창

밸 를 통과하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

험 장치를 구성하 으며 밸  입구의 조건

에 따라 설계에 합한 유량 조 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 다.

후     기

본 연구는 “CO2용 요소부품 해석  성능평가 

기술 개발”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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