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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조 캡슐 고장원인 분석과 

수명시험 모드 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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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Life Test Mode of Capsule 

Bosik Kang†․Yongbum Lee․Dongsoo Jung․Chung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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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ife of the capsule, which is a core part of 
the heat storage cooling system. This paper will develop a life test mode that can reproduce 
environment condi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apsule shrinkage and expansion characteristics.
Methods: In order to determine the life test mode of the capsule, this paper analyzed the case of 
field failures and analyzed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sure fluctuation 
of the capsule. The method to find out whether the field failure and deformation analysis results 
are consistent is the testi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repetition pressure test equipment and the 
thermal cycle test to reproduce the freezing and thawing characteristics.  
Results: In this study, failure mode analysis and analysis of freezing and thawing characteristics  
regarding to the capsule positions were completed.  Based on this test & analysis results, this 
paper have been able to determine the main parameters for determining the life test mode, the 
freezing and thawing time. 
Conclusion: Determining the lifetime mode of the capsule can be used to improve the life and 
performance of the thermal sto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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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지속 인 문제

로 두됨에 따라 재 활용되고 있는 각종 에 지원

의 효율  이용과 환경 친화  활용 기술에 한 심

이 선진국을 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열에 지의 장․변환․이용에 한 기술 

 제품 개발도 매우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 

극 인 활용단계 수 에 어들고 있다.
이러한 열에 지 장 변환 시스템의 가장 표

인 기술 의 하나인 축열조 냉방 시스템은 고층 복합 

빌딩  형 건물, 아 트 등에 심야 력을 이용하여 

공 열을 냉각시켜 렴한 가격으로 냉방에 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련 축열조 보 이 늘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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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at storage tank & capsule 

    

Fig. 2  Structure of capsule 

따라 해당 시스템의 수명과 련한 문제 한 많이 

두되고 있다.  
축열조 냉방시스템은 사용환경 특성상 결빙과 해

빙을 반복하게 되며, 이때 축열조 내부의 핵심 요소부

품인 캡슐(Capsule)은 수축과 팽창을 지속 으로 하

게 되어 캡슐 바디부의 균열, 용액 주입구부의 손 

등이 발생하게 되어 체 시스템의 수명과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캡슐의 고장  손은 빙축열조의 열 교환 

능력을 하게 하시키며, 아이스 캡슐 내부 용액

이 흘러 축열 시스템의 구동 요소부품인 라인 펌  

 각종 밸 류의 고장을 유발시켜 축열조 시스템 운

용 손실을 크게 발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축열조 캡슐에 한 재까지의 연구는 주

입 용액의 내압력 인가 상태에서의 캡슐 응력  변형

량 특성, 캡슐 형상 개선에 하여 부분 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고장모드 분석  캡슐의 수축과 팽창 

특성을 재 할 수 있는 수명시험 모드 결정에 한 연

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캡슐의 형상 특성  고장분석

과 캡슐 치에 따른 결빙과 해빙 특성에 한 분석,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환경 조건을 재  

할 수 있는 수명시험 모드 결정에 한 수행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축열조용 볼 캡슐의 구조 및 고장분석

2.1 축열조 캡슐의 구조

캡슐의 주요부는 잠열재 용액을 감싸고 있는 바디

부와 용액을 캡슐 내로 주입하고 하는 주입구&
캡으로 이루어져 있다. 

캡슐은 축열조 내에서 내부 용액의 반복 인 상변화

(고상 → 액상, 액상 → 고상) 특성으로 인하여 캡슐 바

디의 표면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고, 이러한 환

경에 노출되는 캡슐은 <Fig. 2>와 같이 캡슐바디 측면

부에 집 응력이 발생되어 변형되거나, 손 될 수 있

음으로 바디 표면에 주름 구조를 형성하거나, 열면

을 크게 하기 하여 함몰 구조 형태로 제작되게 된

다. 한 캡슐의 제조 공정 특성상 사출물에 해당하는 

바디에 잠열제인 내부 용액을 주입한 뒤, 융착 작업을 

통해 합시켜야 함으로 캡과 주입구의 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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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ormation of capsule body 

      
(b) Capsule leak

Fig. 3  Failure characteristic of capsule 

Components Function Failure Mode Failure Mechanism

Cap protection of internal solution
deformation external impact

fracture repeated pressure
Insert Port formation of flow path when injecting internal solution deformation/fracture external impact

Body
- protection of internal solution
- heat transfer 

deformation repeated pressure
fracture external impact

Internal Solution storing heat of storage heat material oil separation  phase change

Table 1  Failure modes and mechanisms analysis; FMMA

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융착 작업  캡과 주

입구의 완  융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부 용액이 

부피가 변화할 때 캡과 주입구 사이에서 유가 발생

할 수 있다.

2.2 축열조 캡슐의 고장원인 분석 

캡슐의 주요 고장 형태는 캡슐바디에 주입된 내부

용액의 유와 캡슐 바디부 표면의 변형  손이다. 
이는 캡슐이 고층건물의 냉방을 해 설치된 축열조 

내부에서 끊임없이 온수와 냉수의 열 달을 수행해

야 하는 특성상 바디 내부에 주입된 내부용액의 상변

화가 지속 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수축과 팽

창이 반복하여 일어남에 따라 바디부의 표면주름 등 

약한 부분의 변형이나 손, 주입구와 캡 사이의 미융

착부 손 등으로 인하여 고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 3>은 실제 장에서 캡슐 바디부 내의 내압력 

변동 특성에 의하여 발생한 캡슐의 고장과 캡부와 주

입구의 미융착된 부 손으로 인하여 내부용액

의 유가 발생한 고장 사례를 나타내었다. 
<Fig.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축과 팽창으

로 인하여 캡슐 바디부가 변형된 고장 사례가 많았으

며, 이러한 고장 발생시 열면 의 차이로 인하여 냉

난방 축열시스템의 체 효율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한 주입구와 캡의 부가 반복 변형의 스트 스

를 받으며 손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는 캡슐의 잠열량 변화를 일으켜 시스템 효율을 

하시키게 된다[1].
아래 <Table 1>은 캡슐의 주요 구성품별 고장모드 

 메카니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요 고장 발생

빈도  모드는 내부 반복 압력에 의한 변형, 손임

을 알 수 있다. 그  캡슐 필드 용 장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한 고장사례 분석 결과, 캡과 주입구 부에 

뭍은 주입용액에 의하여 미융착된 부가 지속

인 스트 스를 받아 발생한 캡부의 손과 바디부의 

내부 반복 압력에 의한 함몰 구조 형상 끝단의 표면주

름에서 발생하는 변형으로 분석 되었다[2].

3. 축열조용 볼 캡슐의 변형 및 파손 원인 분석

3.1 캡슐의 변형 해석 결과

<Table 1>의 FMMA 분석결과 주요고장 모드인 캡

슐의 변형․ 손 특성 확인을 하여 해석 로그램

을 활용한 캡슐 형상 해석과 캡슐 반복가압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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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Pressure: 500kPa

 

Internal Pressure: 800kPa

 

Fig. 4  Result of strain simulation 

Internal Pressure: 500kPa Internal Pressure: 800kPa

Fig. 5  Result of stress simulation

구성을 통한 시험을 수행하 다. 첫 번째로 캡슐 변형 

해석은 열면 을 높이기 하여 바디 표면을 함몰 

시킨 구조로 재 축열조 시스템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Fig. 2>와 같이 2면으로 나 어진 형태의 구조

를 지닌 볼형 캡슐을 상으로 하 다. 해석 상 캡

슐의 내압력 인가 조건은 KS규격에서 라스틱 용기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의 내압시험 조건인 500kPa
과 약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800kPa의 내압력을 인가

시킨 상태에서 캡슐 주요부 에 한 응력  변형율

이 어느 부 에서 크게 분포되는지를 시뮬 이션으

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 다.   
500kPa과 800kPa의 내압력을 캡슐에 인가하 을 때

의 변형량 시뮬 이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캡슐에 내압력 500kPa을 인가한 경우와 800kPa을 

인가한 경우를 비교하 을 때, 캡슐 바디의 최  변

형률이 발생하는 치  경향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형량의 최 값과 최소값을 비교한 

결과, 800kPa의 내압력을 가정하 을 때의 최  변

형량은 0.53mm/mm, 최소 변형량은 0.00023mm/mm
인 반면 500kPa의 내압력을 가정하 을 때 최 ․최

소 변형량은 각각 0.33mm/mm, 0.00014mm/mm로서 

최  변형량 경향은 내압력 경향과 동일한 1.6배 차

이가 발생하 으나, 최소 변형량 경향은 내압력 경

향 보다 다소 높은 1.64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압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캡슐바디의 수축 

팽창의 향이 크고 수명에 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캡슐의 내압력에 한 응력 분포를 해석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내압력 500kPa과 800kPa 
모두 유사한 응력 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응력을 검토하 을 때, 두 개의 시뮬

이션 결과 모두 인가 내압력보다 약 700배 이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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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al equipment for failure reappearance of capsule  

Normal Capsule(test before) Failure Capsule(test after)

Fig. 7  Test results of capsule  

집  응력이 발생되며, 이에 한 원인은 캡슐 바디에 

인가되는 내압력과 함몰부의 팽창으로 인해 발생되

는 밴딩 응력이 복합 으로 작용되어 인가되는 내압

력의 약 700배 이상되는 집  응력이 발생되기 때문

이며, 이와 연 하여 볼 때 캡슐 용기 내부에 일정 이

상의 내압력이 반복 으로 작용하게 되면 캡슐 형상

 함몰 등 특정 형상 부 에 응력이 집 되어 변형 

 손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필드에서 발생한 캡슐 

고장사례 분석결과를 나타낸 <Fig. 3(a)>과 같이 함몰

부 변형 부 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앞서 

FMMA 분석 결과인 <Table 1>과 같이 결빙과 해빙 반

복시 캡슐 바디 내부의 내압력 변동이 일어나면 바디 

함몰부 등에 변형․ 손이 일어 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캡슐 고장재  시험  분석결과

필드 고장사례 분석 결과와 시뮬 이션 해석 결과

가 일치함을 확인하 으나, 이를 시험으로 입증하기 

해 냉각 캡슐의 주요 고장 메카니즘인 내부 반복 압

력에 의한 변형  손 재  확인할 수 있도록 <Fig. 
6>과 같이 반복가압 시험 장치를 구성하 다. 반복가

압 장치는 캡슐 바디내의 내부용액이 상변화를 일으

켜 바디 표면의 수축과 팽창되는 특성을 재  할 수 

있도록 캡슐 내 공기를 흡입  배출을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반복 내구 작동 시킨 후 발생된 캡

슐의 변형 부 를 측정하여 FMMA 분석결과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 다.  
<Fig. 7>에 고장재  시험장치로 내구 시험한 캡슐

의 변형결과를 나타내었다. 캡슐의 열면  향상을 

시키기 한 캡슐 바디 함몰부에 변형이 35mm에서 

70mm로 크게 변형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1>
의 FMMA 분석결과와 같이 내부반복 압력 즉 캡슐 

바디 내부의 반복 인 부피변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바디의 압축 팽창에 의한 변형이 시뮬 이션 결과와 

일치하며, 캡슐의 주요 고장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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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ilure analysis results of capsule cap  

Fig. 9  Phase change process of capsule(preliminary examination)   

3.3 캡슐 상단 캡부 고장분석 결과

캡슐의 주요 고장 메카니즘 의 하나인 주입구와 

캡부 사이의 고장원인을 분석 결과, 바디부에 용액 주

입후 융착하여 캡슐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캡부와 주입구 상면과 측면에 미융

착부가 발생하게 되고 결빙과 해빙 반복 과정에 의해 

융착부의 변형  손이 일어남을 확인 하 다. <Fig. 
8>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캡부 측면부에 조립 치수 

오차에 의하여 발생한 미융착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주입구 상단과 캡부의 미융착은 용액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착시 캡 내측 표면부에 동공이 발생

하여 생기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명시험모드 결정을 한 캡슐 상변화 시험 

분석 결과

제 3.2 에서 확인한 캡슐 바디부의 압축 팽창에 의

한 변형 손은 <Fig. 9>와 같이 바디내부의 용액이 

결빙과 해빙으로 인하여 반복 인 부피변화를 일으

킴으로 발생하게 된다[3].
<Fig.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결빙과 해빙시

의 상변화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하 으며, 
상변화시 캡슐 바디 표면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캡

슐 바디에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결빙과 해빙

시 부피변화 특성을 측정하 다[4].  
이때 부피변화 특성  -10℃와 +60℃에서 바디 표

면 팽창  수축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속냉각 

 해동이 가능한 <Fig. 9>의 열충격 환경 챔버인 공

기식 챔버를 활용하여 시험 상품인 캡슐을 배치하

여 비 시험하 다. 
챔버내 시험조건의 온도는 캡슐의 상변화가 충분

히 발생 유지 될 수 있도록 <Fig. 10>의 온도 로 일

과 같이 -10℃에서 3시간 유지, 60℃에서 3시간 유지

하는 것으로 하 으며, 온도 변화율은 분당 1℃로 하

여 측정하 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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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st equipment & temperature profile

   

Fig. 11  Attachment position of strain gauge   

시험 상품인 캡슐은 축열조의 냉각수보다 낮은 비

을 지님에 따라, 축열조에 내부에 부유하고 있으며, 
냉각수의 흐름에 따라 캡슐의 배치가 회 하게 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측정 상체인 캡슐이 축열조에서 설치되는 3가지 조

건 즉 주입구 기 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 으로 웠

을 때, 거꾸로 세워졌을 때를 고려하여 시험 상품을 

배치하고, 각 캡슐에는 스트 인 게이지 3개를 캡슐 바

디의 상부, 하부, 간지  표면에 부착하여 해빙과 결

빙시 부피 변화를 측정하 다. <Fig. 11>에 캡슐의 상

변화 과정  발생하는 수축, 팽창 특성을 측정하기 

해 설치한 스트 인게이지 치를 나타내었다[6].    
첫째 조건인 캡슐이 으로 놓 을 때의 스트 인

게이지 각 부착 치에서의 부피 변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캡슐의 바디 표

면 팽창은 온도 하강이 완료 후 약 15분 뒤, 캡슐 가운

데 치에서 가장 크게 팽창(2833.1㎛/m)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도상승에 따른 캡슐 바디 수축 상은 

온도 상승 완료 약 5분  바디 표면이 수축(-1311.8 
㎛/m) 됨을 알 수 있다.

한 측정 결과 경향을 확인하 을 때, 3개 스트

인게이지 모두 유사한 형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이는 캡슐이 축열조 내에서 으로 놓 을 때에

는 각 부 의 팽창과 수축이 비슷하게 발생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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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 characteristic of strain gauge(horizontal direction position)

  

Fig. 13  Variation characteristic of strain gauge(reverse direction position)

<Fig. 13>은 캡슐의 주입구를 거꾸로 배치하 을 

때의 각 스트 인게이지 부착 치에서의 부피 변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Fig. 12>의 측정 결과와 같이 결빙시 캡

슐 바디 표면 팽창 상  해빙시 캡슐 바디 표면 수

축 상이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었으며, 부피 변화가 

가장 큰 지 은 캡슐 내 공기층 가까이에 설치한 스트

인 게이지에서의 변화량이었으며, 이때 캡슐 바디 

표면 팽창(3305.5㎛/m)에 소요된 시간은 온도 하강 완

료 후 약 8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수축(-2744.4㎛/m)
에 소요된 시간은 온도상승 완료 후 약 5분 이내에 발

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앞 서 측정한 으로 배치한 캡슐과 비교하

을 때, 캡슐 바디 표면 팽창률은 유사하 으나, 팽창 시

간은 으로 배치한 캡슐이 거꾸로 배치한 캡슐 보다 2
배 더 소요되었으며, 캡슐 바디 표면 수축 상은 캡슐

을 거꾸로 배치하 을 때, 으로 배치한 캡슐보다 시

간  부피 수축률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캡슐 주입구를 수직 즉 바로 세웠을 때

의 부피 변화 특성을 측정한 결과로 앞 서 측정한 거꾸

로 배치한 결과와 유사하게 공기층에서 최  부피 변

화율이 확인되었으며, 이 때  바디 표면 팽창에 소요된 

시간은 약 9분 이내, 부피 팽창률은 2520.3㎛/m으로 확

인되었다. 한 부피 수축 소요시간  수축률을 확인

한 결과, 소요 시간은 5분 이내 수축률은 -2775.6㎛/m
으로 확인되었다.

<Fig. 12>와 <Fig. 13>, <Fig. 14>의 측정 시험 결과

를 확인하 을 때, 캡슐의 배치 치에 따른 특성은 

온도 변화 구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캡슐 내의 용액 충진량의 차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캡슐 내 일부 공기층 부분에서의 수축, 
팽창 변화가 조  더 큰 것으로 악되었으며, 온도가 

-10℃ 구간에서 캡슐의 표면이 팽창하고, +60℃ 구간

에서는 표면이 수축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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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ariation characteristic of strain gauge(vertical direction position) 

Fig. 15  Life test mode of capsule(ball type) 

캡슐의 수명시험 모드 결정에 요한 라메타인 결

빙과 해빙 시간을 도출한 결과, 결빙이 완료되는 시

인 바디 표면 팽창 즉 최  부피 변화율에 이르는 시간

은 평균 15분 이내이며, 해빙 즉 수축에 이르는 시간은 

5분 이내에 완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변화를 발생

시키는 캡슐 내부 용액의 구성 성분이 라핀 성분을 

함유한 용액으로서 온도 변화가 완료된 뒤, 캡슐의 빠

른 상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사용 고장모드 발생빈도를 재

할 수 있는 수명시험 모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시행한 캡슐의 3가지 설치조건하에서의 결빙시 

발생하는 캡슐의 표면 팽창이 최 로 되는 시간은 8~ 
15분 소요되며, 해빙시 캡슐 표면이 수축되는 시간은 

3가지 설치조건 모두 5분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형 냉각 캡슐의 수명시험 모드는 

<Fig. 15>와 같이 시험장치의 편차와 결빙  해빙 유

지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10℃의 결빙 조건에서 유

지시간을 20분,  +60℃의 해빙조건에서의 유지시간은 

10분으로 하여 수명시험모드를 결정하 다.      
실사용 환경처럼 반복 인 결빙과 해빙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캡슐의 부피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Fig. 16>과 
같이 수명시험 장비를 구성하 다. 

수명시험장비는 용액속에 있는 캡슐의 결빙과 해

빙을 확인 할 수 있는 유리 표시창을 구성하 으며, 
속냉각과 속 해빙을 시킬 수 있도록 고온(100℃) 
 온(-10℃)수조를 설치하여 유체를 빠르게 순환

시킬 수 있도록 하여 <Fig. 15>의 수명시험 모드를 재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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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perimental equipment for life test of capsule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축열조 시스템에 리 사용되고 있

는 캡슐의 고장분석과 고장 재  비시험을 통하여 

확보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빙과 해빙에 한 

합리  유지시간을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캡

슐 수명시험 모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캡슐 내구성

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캡슐 주입구와 캡부 사이의 고장원인은 바디부에 용

액 주입후 융착하여 캡슐을 할 때 캡부와 주입

구 상면의 용액 미제거와 치수 오차로 인한 측면부 

미융착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결빙과 해빙 반복 과

정에 의해 융착부의 변형  손이 일어남을 확인

하 다. 
- 캡슐에 가해지는 내압력을 규격에서 명시한 시험압

력조건과 이의 1.5배 이상의 압력조건 을 인가한 경우

를 비교 해석한 결과, 캡슐 바디의 최  변형률이 발생

하는 치  경향은 유사하나, 변형량 확인 결과  캡

슐바디의 내압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수축 팽창의 

향이 크고 수명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캡슐의 FMMA 분석결과와 시뮬 이션 확인을 한 

시험결과, 열면 을 향상시키기 한 캡슐 바디 

함몰부에서 형상이 크게 변형됨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캡슐 바디 내부의 반복 인 부피변화로 인

하여 발생되는 바디의 압축 팽창에 의한 변형이 원

인이며, 캡슐의 주요 고장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수명시험 모드 결정에 요한 라메타인 결빙과 해

빙 시간을 도출한 결과, 결빙이 완료되는 시 인 바

디 표면 팽창 즉 최  부피 변화율에 이르는 시간은 

평균 15분 이내이며, 해빙 즉 수축에 이르는 시간은 

5분 이내에 완료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볼형 냉각 캡슐의 수명시험 모드는 시험장치의 편차

와 결빙  해빙 유지시간을 고려하여 -10℃의 결빙 

조건에서 유지시간을 20분,  +60℃의 해빙조건에서

의 유지시간은 10분으로 하는 수명시험모드를 결정

하고 이의 타당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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