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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차량 고압 탱크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개발
Development of solenoid valve for CNG vehicle high-pressure fuel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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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Operation sequence of solenoid valve

Fig.1 schematic of solenoid valve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를 

둘러싸고 공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운송수단에 의한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하여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연구

개발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 무공해 자동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압축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에탄올/ 메탄올/ 수소)등

이 대두되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차량과 연료전

지차량이 환경친화성과 연료공급 용이성 면에서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자동차로 평가

되고 있다.

최근 압축천연가스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

해 수동으로 개폐하는 기존의 연료 저장탱크 밸브

에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자동개폐 방식을 추가한 

일체형밸브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밸브 개폐시 구동되는 구동부와 솔레노이드를 설

계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보완을 하였다.

2. 솔레노이드 밸브 모델

솔레노이드 밸브는 자성체인 플런저 A와 비자

성체인 플런저 B, 기밀유지를 위한 플런저 디스크

그리고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Fig.1에 

나타내었다. Fig.2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순서

를 나타낸 것이다. 최초의 상태에서는 유로가 모두 

닫혀있는 밀폐상태이며 CNG 탱크의 압력이 플런

저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인가된다. 솔레노이드에 

전압이 인가되면 플런저 A가 작동하여 지름 0.3mm

인 오리피스를 통해 아주 미세한 유량이 빠져나가 

CNG 압력이 떨어져 기밀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진

다. 이로 인해 많은 힘없이 플런저 B를 개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동작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설

계는 기밀 유지를 위한 플런저 A와 B의 면적과 

플런저 복귀를 위한 스프링 상수 및 길이를 먼저 

선정하고 유동 해석을 통해 개폐에 필요한 솔레노

이드의 힘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솔레노이드

를 설계한다. 

 

3. 유동 해석 및 결과

Fig.1의 솔레노이드 가이드와 플런저 A사이의 

거리가 변함에 따라 고압의 CNG와 플런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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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Result of FEA

스프링에 의해 플런저 A, B가 받는 힘을 산출하기 

위한 유동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조건과 스프

링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유동해

석 결과 플런저 A,B가 받는 힘을 나타낸것이며 

최초 플런저 A를 개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솔레노

이드의 힘은 34.5N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플런저 A, B가 모두 개방 되었을 때에 필요

한 솔레노이드의 힘은 플런저 B의 합력 0에 가까우

므로 플런저 A에 가해지는 스프링의 힘보다 크면

된다.

Table 1 Conditions of CFD(1,2)

Conditions Value

Fluid material Methane(Ideal gas)

Inlet pressure 200bar

Outlet mass flow 11.71g/s

Density ×  

viscosity ×  ・
Stroke 0.3, 0.6, 0.9, 1.2mm

Spring constant 1.372N/mm

Free length(Spring) 14mm

Table 2 Resultant force of Plunger A and B

Conditions Value

0.3mm
(Plunger A, B open)

Plunger A 3.66N

Plunger B 0.65N

Spring force -9.19N

0.6mm
(Plunger A, B open)

Plunger A 3.64N

Plunger B 3.21N

Spring force -8.78N

0.9mm
(Plunger A, B open)

Plunger A 3.57N

Plunger B -0.01N

Spring force -8.37N

1.2mm
(Closed)

Plunger A -26.55N

Plunger B -1752.90N

Spring force -7.95N

4.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솔레노이드 설계

솔레노이드의 설계 조건에는 보빈의 사이즈, 코

일의 직경, 감은 수, 코일의 저항, 입력전압의 크기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보빈의 사이즈, 입력 전압, 

코일의 저항을 고정값으로 두고 코일의 직경을 

변경 시키면서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솔fp노

이드의 흡인력을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3에 

나타내었다.

코일의 직경이 0.4mm의 경우 솔레노이드의 흡

인력은 20.24N이고 0.3mm은 52.43N이므로 0.3mm

의 코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Table 3 Design conditions of solenoid

Conditions Value

Inner / Out diameter(Bobbin) 14.5 / 31mm

Height(Bobbin) 23mm

Coil diameter 0.3, 0.4mm

Coil resistance 9.8Ω

Number of turn 1976, 1015

Voltage 12V

5. 결론

(1) 최초 밸브를 개방하는데 필요한 힘은 34.5N 

이상이,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의 

탄성력보다 큰 힘이 필요하다.

(2) 솔레노이드 설계변수 중 코일의 직경과 감은 

수를 변경시키면서 전자기장 해석 결과 0.4mm의 

코일은 최초 개방에 필요한 힘보다 작았으나, 

0.3mm 코일은 개방에 충분한 힘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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