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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제어되는 보일러용 개스 제어밸브를 

대신하여 두개의 압전밸브를 파이로트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첫째로는 기존 개스 제어밸브의 공압 회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둘째로는 

압전밸브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압회로를 

제안하였으며, 압전액추에이터 및 밸브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밸브는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응답성 및 유량특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보일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압전식 밸브 시스템 제안 
 

Fig. 1 은 기존 솔레노이드 방식 보일러용 

개스제어 밸브의 공압회로도를 보이는 것이다. 

개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스 공급부에 온오프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였고, 회로내의 안전, 즉 개스가 

역유입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개스가 

공급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서보식으로 

상태를 제어하는 모듈레이팅밸브가 갖추어져 

있으며, 모듈레이팅 동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량제어밸브 및 릴리프밸브가 구비되어 있다. 

Fig.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로도가 

복잡하고, 구성 부품 또한 매우 많은 

구성도이다. 

Fig. 2 는 Fig. 1 의 복잡한 회로도를 

개선하고, 솔레노이드 대신에 압전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회로를 보이는 것으로, 

2개의 파이로트식 압전밸브와 유량을  

제어하는 메인밸브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Pneumatic circuit of conventional type gas 

control valve for boiler 

 

Fig. 2 는 제안하는 압전식 개스 제어밸브의 

공압 회로 및 밸브 내부 구조도를 보이는 

것이다. Fig. 2 의 a)와 같이 제안하는 시스템은 

두개의 압전밸브와 1 개의 메인밸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1 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 의 b)는 제작된 

밸브의 내부구조도를 보이는 것으로, 

메인밸브는 파이로트 압력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도록 밸브 후면에 다이어프램을 설치하였다. 

 

 

 

 

 

a) Pneumatic circuit 

 

 

 

 

 

 

 

b) Inside view 

Fig. 2 Suggested piezo gas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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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은 Fig. 2 에서 제안한 압전 개스 

제어밸브를 제작한 것이다. 

 

 

Fig. 3 Prototype piezo gas control valve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4 는 제작된 밸브의 성능을 계측하기 

위한 실험장치 및 제어/계측장치의 사진을 

보이는 것이다. 제안한 밸브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유량 및 압력센서를 장착하였으며, 

함수발생기와 압전액추에이터 구동 전원 및 

DAQ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a) Experimental setup 

 

 

 

 

 

 

 

b) Control & measurement equipment 

Fig. 3 Experimental setup & measurement 

equipment for suggested piezo gas 

valve 

 

Fig. 4 는 제안하는 압전밸브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a)는 공급압력 

및 출력 유량 특성을 보이는 것이고, b)는 

입력전압에 따른 출력 유량만을 나타낸 것이다. 

결과로부터 압력차가 20[mbar]일 때, 

최대유량은 60.4[lpm]이며, 이 때의 응답속도는 

0.72[s]이다.  

 

 

a) Flow rate characteristics 

 

b) Step response characteristics 

Fig. 4 Experimental results of suggested piezo gas 

valv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솔레노이드 밸브로 

보일러의 개스를 제어하는 방식에서 

압전밸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압 회로를 제안하였으며, 

압전액추에이터와 밸브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압력차 

20[mbar]에서 60[lpm] 이상의 유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충분히 상용화 

되어 있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음이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압전밸브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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