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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yrovalves are widely used in aerospace industry for the opening and closing of flow

channel due to the light-weight, high reliability and zero-leakage. In the United States, the loss of

some spacecrafts using hydrazine as the propellent were proven by the blowby. Blowby is

defined as the leakage of pyrovalve ignition combustion gas to the flow channel. Since then, the

interference fit was applied for the sealing of piston to prevent the blowby. In this study,

literature survey on pyrovalve technology is summarized mainly for AIAA papers. Common

problems, improvement method, and performance comparisons of pyrovalves are also presented.

초 록

유로의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파이로밸브는 가볍고 신뢰성이 높은 장점을 가진다. 미국

에서는 하이드라진 추진제를 사용하는 일부 위성 유실의 원인을 착화기 연소 가스의 누설

로 판단하였고, 블로우바이라 불리는 이러한 누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억지끼워맞춤을

하는 피스톤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설계변경을 통하여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여기서는 미국

에서 수행된 파이로밸브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AIAA Paper 위주로 수행하였다. 또한

파이로밸브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능비교평가 사례 등을 다루었다.

키워드 : 파이로밸브 (Pyrovalve), 착화기 (Initiator), 블로우바이 (Blowby), 억지끼워맞춤

(Interference Fit), 누설 (Leakage), 하이드라진 (Hydrazine)

접수일(2014년 7월 23일), 수정일(1차 : 10월 23일), 게재 확정일(2014년 11월 1일)

* 공급계통팀/tonup@kari.re.kr

1. 서 론

유로의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파이로밸브는 재

사용이 불가능하여 주로 항공우주용으로 사용되

며, 높은 기밀성, 소형, 경량, 빠른 응답, 작은 펄

스의 전기 에너지에 의한 작동과 같은 장점을 가

진다. 미국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자세제어용으로

하이드라진 추진제를 사용하는 Landsat 6, Telstar

402 및 화성탐사선 (Mars Observer, MO) 위성이

파이로밸브로 인해 유실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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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이로밸브의 위성 적용 사례 [1].

그림 2 블로우바이 경로 [1].

유실의 원인은 그림 2와 같이 파이로 밸브의

착화기 연소 가스나 입자가 유로 내부로 누설되

어 불안정한 하이드라진과 반응하고 관내에 압력

이 과대 상승하여 시스템의 배관이 파괴된 것으

로 추정된다. 하이드라진은 높은 반응성으로 안

전성이 낮으며, 특히 하이드라진 증기는 가연성

및 폭팔성이 있다. 이러한 블로우바이라 불리는

누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

후, NASA WSTF (White Sands Test Facility) 에

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억지끼워맞

춤을 하는 피스톤이 개발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재질 및 착화기 연소 공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통하여 신뢰성을 향상하였다.

여기에서는 AIAA Paper 위주로 미국에서 수행

된 이러한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파이로

밸브의 일반적인 문제점, 개선방향, 성능비교평가

사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국내의 현황

과 국내의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다루었다.

2. 파이로밸브 문헌조사

2.1 파이로밸브 개요

파이로밸브는 그림 3~5와 같이 크게 상시닫힘

(NC, Normally Closed), 상시열림 (NO,

Normally Open), NC와 NO 기능을 포함하는 듀

얼 (Dual) 타입이 있다. NC 형태는 니플 혹은

격막을 파단하는 방식이 있으며, 기계적 파단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래치형도 있다.

그림 3 상시닫힘 파이로밸브

(작동전, 니플 전단형)[2]

그림 4 상시열림 파이로밸브 (작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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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듀얼 작동 파이로밸브 (열림 상태)

파이로밸브의 일반적인 운용상의 문제와 해결

방법은 아래와 같다[2].

착화기 외부 누설

착화기의 핀 부근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피스

톤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수 있다. 주로 핀과

몸체 사이의 세라믹 씰 (seal)과 핀 및 몸체의 열

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폭시 계열 씰을 사용하거나 세라믹 씰이

사용되면 몸체와 핀을 니켈-철 합금을 사용한다.

블로우바이

빠르게 고압이 되는 착화기의 가스가 피스톤

과 몸체 사이의 간극을 통하여 내부 유로로 누설

되는 경우가 있다. 피스톤에 오링이 장착되는 경

우, 오링이 압력에 의해 변형되어 자리잡기 전에

내부 유로로 누설이 가능하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피스톤 작동 과정에서 몸체 경사 부위에 피

스톤이 끼워지는 구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동 전에 피스톤을 몸체에 억

지끼워 맞추기도 한다.

입자 발생

재사용이 가능한 래치 형태가 아닌 경우에 니

플 혹은 격막의 파단으로 작은 크기의 입자가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설치한다.

작동 충격

착화기의 점화로 인해 빠른 압력 상승으로

100~300 g까지의 충격이 인접한 구조에 전달될

수 있으며, 특히 제어 및 통신 기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압력

상승이 느린 착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소 가벼운

피스톤을 사용하거나, 연결부에 충격 완화 장치

를 장착한다. 충격의 정도는 장착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측정은 운용 조립 조건의 시

험 시에만 가능하다.

비정상 작동

정전기나 주위 전자 장치에 의해 생성된 전압

에 의해 착화기가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저장 및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온도효과

극저온인 경우에, 착화기의 반응 속도가 느려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몸체

몸체 설계 시, 흐름 저항이 크지 않게 유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유로가 좁아지거나, 급격하게

굽어지거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경우에 흐

름 저항이 커져 압력 손실이 커질 수 있다. 흐름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면적 변

화 없이 유로를 직선화하는 것이다.

2.2 성능 평가 사례

NASA 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위

성 유실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파이로밸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Pyronetics, Scot, Conax 및 Quantic 사의 NC 파

이로밸브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3].

Pyronetics사의 파이로밸브

이 밸브는 그림 6과 같이 몸체 및 두 개의 블

라인드 니플은 Al. (Aluminum) 6061-T6이며, 직

경 0.55“ SS (Stainless Steel) 피스톤에 이중 오링

이 장착되었다. 경사면이 피스톤 및 몸체에 있으

며, Zr/KClO4를 사용하는 NASA의 표준 착화기

(NSI, NASA Standard Initiator)의 두 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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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나사의 가스발생기용 카트리지

(NGGC, NASA Gasgenerator Cartridge) 가 사용

되었다. 기폭약이 있는 두 개의 착화기 및 주장

약 (booster charge) 이 부착되어 ″Y″ 자형이

채용되었다. 착화기가 점화되면 가스에 의해 피

스톤이 니플을 전단 파단하고 0.19” 하강하여 실

린더 벽이 변형되며 몸체에 끼이기 시작하고, 추

가로 0.4“ 하강하여 피팅과 피스톤 홀이 정렬되

어 유로가 형성된다.

제조사의 모델은 오링에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NASA의 평가시험[3]에는 실리콘 계열

윤활제를 사용하였다.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에,

피스톤과 몸체의 경사진 부분에 윤활제가 침투하

고, 내부 유동 압력으로 피스톤이 위로 이탈되어

내부 유로와 착화기 자유 공간 사이에 누설 경로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린더 벽면과 오링 사이에 과도

한 마찰이 발생하며, 오링이 찢어지거나, 피스톤

작동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그림 6 Pyronetics 파이로밸브의 단면

Scot사의 파이로밸브

그림 7은 Harpoon 미사일의 공기배출용으로

사용되는 Scot 밸브의 단면이다. 몸체는 Al.

2024-T351이며 유로는 하나의 Al. 블라인드 니플

로 기밀이 유지된다. 0.31“ 직경의 SS 피스톤은

두 개의 오링이 있으며, NSI 의 두 배 정도의 주

장약이 장착된 Harpoon 착화기가 사용되었다.

피스톤이 니플을 전단파괴하고 0.25“ 하강하여

피스톤의 홀이 니플 유로와 정렬된다.

그림 7 Scot 파이로밸브의 단면

그림 8 Conax 파이로밸브 단면 (위 : Model 1;

아래 : Model 2).

Conax사의 파이로밸브

그림 8은 Conax사의 격막 혹은 니플을 파단하

는 파이로밸브이다. 두 모델 모두 Al. 2024-T351

몸체와 SS 피스톤 사이의 금속 대 금속 기밀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직경 0.25“ 피스톤이 실린더

에 초기에 억지끼워맞춤 상태로 조립되며, 피스

톤이 움직이면 실린더 벽이 변형된다. 여기서는

다른 파이로밸브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더욱

빠르게 생성하는 착화기가 사용되었다.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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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계가공된 격막을 전단파괴하여 유로가 개방

되며, 파단된 격막을 잡기위하여 피스톤은 추가

로 0.48” 하강한다. Model 2는 SS 블라인드 니플

을 전단파괴하여 유로가 개방되며, 전단된 니플

도 하강한 피스톤에 의해 고정된다. 평가 시험에

서는 디아조디니트로페놀 (diazodinitrophenol)

성분의 착화기가 사용되었다.

Quantic사의 파이로밸브

그림 9는 Apollo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Quantic 파이로 밸브의 단면이다. 0.49″ 직경의

피스톤에는 한 개의 오링이 장착되었다. 피스톤

과 니플 사이에는 0.025″ 간극이 있으며 피스톤

이 0.35″ 하강하여 니플을 전단한다. 피스톤이

0.19″ 하강 했을 때, 피스톤 끝단의 돌기가 실린

더의 감소된 직경의 홈에 닿게 된다. 이 나이프

모서리가 줄어든 실린더 벽면을 지나면서 피스톤

을 감속시키게 된다. 이러한 실린더의 홈으로 내

부 유동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빠지는 것과 블로

우바이를 경감시킨다. Apollo 프로그램에서 사용

된 것과 달리 성능 평가에서는 NGGC가 사용되

었다.

그림 9 Quantic 파이로밸브의 단면

앞서 언급된 NC 파이로 밸브 사례에 대한 중

량 낙하 시험 (weight drop test), 점화 시험 (test

firing), 블로우바이 시험 (blowby test), 작동 여

유 판단 (functional margin determination) 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3].

중량 낙하 시험

이 시험은 피스톤에 중량물을 낙하하여 착화

기의 충격을 모사한다. 시험 과정에서 힘은 80

kHz 압전형 (piezoelectric)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1~10 pound 중량물을 높이를 변경해

가며 최대 높이 100″ 이상까지 사용하였다. 기

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에너지는 낙하 높이

를 줄여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낙하시험 결과, Scot 밸브의 최소 필요 작동에

너지는 20″-pounds, Conax 밸브는 1000″

-pounds 이다.

파이로밸브의 수락시험은 낙하 시험을 통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1.5~2배의

전단 두께에 대하여 정상 착화기를 시험하는 조

건으로 변경되었다 [4].

이외에도 낙하시험에서는 피스톤과 몸체의 경

사면에 끼임이 있는 Pyronetics 밸브에 대해 오

링 윤활제 유무에 다른 미끄럼 마찰력, 낙하 에

너지에 따른 끼임 길이, 밀어내기 힘이라 하는

유로 압력에 대한 끼임의 저항력 등을 측정하였

다. 그림 10은 그 예로 Pyronetics 밸브에서 낙하

에너지에 따른 피스톤의 밀어내기 힘을 나타낸

다. 낙하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밀어내기 힘이 증

가하며 윤활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윤활이 있는 경우에 800

inch-pounds 입력에 대하여 1180 pounds 밀어내

기 힘이 필요하며, 0.236 inch2 의 피스톤 면적을

고려하면 5000 psi의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다.

그림 10 Pyronetics 밸브의 밀어내기 힘 대 에너지

입력 선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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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시험

그림 11,12는 착화기 점화에 의해 착화기 연소

공간에서 측정된 압력 이력을 나타낸다. 괄호 안

의 값은 착화기 가스에 의해 전달된 에너지에서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외된 초과에너지를 나

타내며, 이는 피스톤 하강 완료 위치에서 피스톤

의 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Pyronetics 밸브의

주장약 100 mg의 경우, 착화기 점화 초반 (약

0.1 μs) 에 압력이 약 20,000 psi 로 급격히 증가

/감소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장약 50 mg의 경우에는 초반 압력 피크값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후에는 유사하다. 3종류의

착화기에 대하여 시험이 수행된 Scot 밸브의 경

우, 초반에 압력이 약 10,000 psi 로 급격히 증가

한 후에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한다.

그림 11 Pyronecits 밸브의 압력 이력 [3]

그림 12 Scot 밸브의 압력 이력 [3]

착화기를 점화시켜 밸브를 작동 시키는 점화

시험에서 그림 13과 같이 피스톤에 레이저 반사

테입을 부착하고 VISAR (Velocity Interferometer

System for any Reflector)를 이용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가능하며, 이를 파이로밸

브의 성능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5].

그림 13 VISAR를 이용한 피스톤 속도 측정 예 [5]

블로우바이 시험

앞서 언급된 파이로밸브에 대해 블로우바이

가스 양, 성분과 파편을 측정하였다. 가스의 양은

0.01에서 1000 torr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압력센

서로 torr-liter 단위로 측정하여 대기압 상태에서

cc로 변환하였다. 튜빙을 연결하고 밀폐시켜 파

편을 수집하고 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표 1은 각 파이로밸브에 대한 블로우바이 시

험 결과를 나타낸다. 블로우바이 가스 부피를 보

면 오링 씰은 블로우바이를 방지할 수 없으며 금

속 대 금속 기밀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파이로밸브 부피 (cc, 1 atm)

Pyronetics 0.5, 0.48

Scot 0.18

Conax Model 1 0

Conax Model 2 0

Quantic 3.95, 1.35

표 1 파이로밸브 블로우바이 가스 부피 [3]

모든 밸브는 표 2와 같이 입자 파편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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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쉐이빙 (Shaving)은 니플이나 격막 전단에

의해 발생하며, 잔여 입자는 착화기 연소에 의해

잔여물이 내부 유로로 유입되어 생긴다. 블로우

바이 가스가 없는 Conax 밸브에서만이 잔여 입

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파이로밸브 쉐이빙 잔여 입자

Pyronetics O O

Scot ~0.1 ~0.01

Conax Model 1 ~0.01 X

Conax Model 2 O X

Quantic ~0.02 ~0.005

표 2 파이로밸브 블로우바이 입자 크기 (inch) [3]

블로우바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아래

와 같은 설비와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5].

그림 14 NASA WSTF의 파이로밸브 블로우바이

시험 및 분석 장비와 과정[5]

작동 여유 계산

점화시험결과와 중량낙하시험 결과를 이용하

여 작동 여유 FM은 식(1)와 같이 초과에너지를

필요에너지로 나누어서 구해진다.

    (1)

여기서, Et는 착화기 가스에 의해 피스톤으로 전

달된 에너지로 점화 시험으로 얻어지며, Er은 밸

브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중량 낙하 시험으로

얻어진다. 표 3의 작동 여유를 보면 Pyronetics

사 모델과 Conax사 Model 2가 적절하지 않은

음의 작동 여유를 가진다. 또한 Harpoon 착화기

를 사용하는 Scot 밸브의 모델에서 과도한 작동

여유를 나타내었다.

밸브 Et Er FM
Pyronetics 690 940 -0.3

Scot 147 20 6.4

Conax Model1 688 1,035 -0.3

Conax Model2 2,220 594 2.7

Quantic 505 150 2.4

표 3 파이로밸브 밸브별 작동 여유 [3]

2.3 신뢰성 향상 연구

블로우바이 문제를 방지하기위해 억지끼워맞

춤을 하는 피스톤이 개발되어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비행체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밸브는 착화

기 1개만으로도 주장약을 점화시킬 수 있지만 그

림 15와 같이 2개의 착화기가 사용된다.

2005년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상 시험에

서 두 개의 착화기가 동시에 점화될 때, 부스터

가 점화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

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4~10 μs 내에서 두 개

의 착화기가 동시에 점화되면 착화기 가스의 흐

름 시간이 50 μs 로 하나의 착화기 점화에 의한

흐름 시간 1000 μs 에 비해 매우 작아 충분한 에

너지가 주장약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장약 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6]. 또한 그림 16

과 같이 Al. 재질의 PCA (Prim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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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부식에 관한 현상도 파악되었다.

그림 15 Y-PCA 파이로밸브 개념도 [6]

그림 16 부식 과정 (부식 정도 : 붉은색 (최대),

노란색 (보통), 파란색 (최소) [6]

2011년에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7]. PCA의 손상이나 뒤틀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이 Al. 에서 SS 로 변경되

었고 착화기의 에너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부스터

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그림 17과 같이 Y 형

상의 착화기 유로도 V 형상으로 변경되었다. 이

러한 설계 변경으로 부스터 점화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착화기 점화 명령 시간 차이 및

연소 채널 공간 확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주장약 위치에 대한 압력 및 온도가 측정되었으

며 이를 위해 그림 18과 같이 사파이어

(Sapphire) 윈도우와 적외선 고온계 (infrared

pyrometer) 가 사용되어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17 Al Y-PCA to SS V-PCA의 형상 [7]

그림 18 Al Y-PCA 형 파이로밸브의 온도 측정용

사파이어 창 [7]

2.4 기타 연구

2000년에 그림 19와 같은 Conax NO 파이로

밸브의 기능 여유를 구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하

였다 [8]. 압력 이력 모델링은 운동량 및 연소율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준정적 하중을 가

장하고 고전 운동학을 이용하여 동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압력, 힘, 가속도, 속도 및 변위가 수

치적인 방법으로 구하였다. 준정적 시험결과와

낙하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검증하였고

점화 시험 결과와 비교되었다.

2008년 착화기 및 부스터의 점화 압력을 모사

하는 가스건 (gas gun)을 이용하여 NC 파이로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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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작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측정하고 준정적

시험과 비교하였다[4]. 제조사의 작동 검증 시험

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가스 건의 충격이 비교되

었으며 전단 니플의 유무에 따라 피스톤의 속도

를 측정하여 밸브 전단에 필요한 에너지도 측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질량 분광기 (mass

spectrometer) 를 이용하여 블로우바이에 대한

측정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그림 20과 같이 전단이되는 니플을

제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무거운 파이로밸브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9]. 여기서, 착화기 연소

공간에 대한 압력 측정 및 밸브에 대한 구조해석

이 수행되었다.

그림 19 Conax NO 파이로밸브 단면

(좌 : 작동전; 우 : 작동후) [8]

그림 20 고중량 재사용 파이로밸브의 단면 [9]

2.5 유럽 및 국내 연구

유럽에서는 우주용 1/4 및 3/8 인치급 NC 및

NO 파이로밸브를 Astrium 사에서 생산하고 있

다[10]. 그림 21은 이러한 NC 파이로밸브의 작동

전/후의 단면을 나타낸다. 착화기 2개를 장착하

고 Y 자형의 착화기 유로를 가지고 있으며 블로

우바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로와 착화기 가스

공간을 티타늄 멤브레인 (membrane) 으로 분리

시켰다.

그림 21 Astrium 사의 NC 파이로밸브 단면

(좌 : 작동전; 우 : 작동후) [10]

국내에서는 주로 Pyronetics 사의 파이로밸브

와 유사한 형태의 NC 파이로밸브가 사용되고 있

다[11]. 이러한 형태의 밸브는 피스톤의 오링으로

착화기 가스 누설을 방지하여 블로우바이가 있으

므로 이를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니플

파단에의해 발생하는 금속 입자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3. 결 론

미국에서 수행된 파이로밸브에 관한 연구를

AIAA Paper 위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주요 기술 내용을 알게 되었다.

- 하이드라진은 파이로밸브의 블로우바이 현상

에 의해 발화될 수 있다.

- 블로우바이를 방지하려면 피스톤을 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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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끼워맞춤하여야 한다.

- 파이로밸브 몸체는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

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NASA의 착화기에는 기폭약만이 부착되어있

고 주장약은 연소공간내에 존재한다. 주장약과

두 개의 착화기를 사용할 경우에 V 형 가스 채

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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