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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밸브 압력강하와 공동현상감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between pressure-drop and cavitation diminution with ball valve

구본찬1*, 기준우1, 이도형1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1

 

초   록

 관내의 유량을 제어하는 볼 밸브(ball valve)는 개폐각도(opening degree)가 커짐에 따라 출구에서 유속이 

증가하고 밸브(valve)의 입·출구 간 압력강하(pressure drop)가 증가한다. 출구에서의 압력이 작동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공동현상(cavitation)이 발생한다. 관내에서의 공동현상은 배관시스템의 진동 

및 소음, 부식 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버터플라이 

밸브를 비롯한 다른 밸브에서는 공동현상감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볼 

밸브 내 유동 특성(characteristic of flow)과 볼 밸브의 입출구간 압력강하를 줄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폐 각도와 그에 따른 압력강하와의 관계를 Edison_전산열유체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공동현상을 

감소시킨 볼 밸브의 설계를 제시 하였다.

Key Words : 볼 밸브(ball valve), 유동 특성(characteristic of flow),  개폐각도(opening degree), 압력강하(pressure 
drop), 공동현상(cavitation), Edison_전산열유체

1.  서 론

 오늘 날 플랜트 산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의 핵심 기술인 배관 시스템도 여러 

방면으로 크게 발전되어 왔다. 배관 시스템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서 밸브(valve)는 관내에서의  

유량을 제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다양한 형상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²⁾ 밸브에는 

버터플라이(butterfly), 게이트(gate), 볼 밸브(ball valve) 등 여러 종류의 밸브가 존재하며 그 중 

바디(body), 볼(ball), 스템(stem)으로 구성되어 있는 볼 밸브는 저압의 상온 유체 제어에 장점을 갖고 

있다. 볼 밸브는 스템과 핸들의 회전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제어 한다.  밸브 입·출구를 지나는 

유체는 관직경이 감소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며 이 과정에서 유체의 압력이 

작동유체의 포화증기압보다 감소할 경우 공동현상이 발생한다.⁽²⁾ 밸브 출구에서 공동현상으로 인해 

생성된 기포들은 밸브의 부식이나 침식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밸브의 수명을 감소시키므로⁽¹⁾ 
밸브의 운전 신뢰성확보를 위해 공동현상 감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윤준용 등⁽¹⁾은 버터플라이 

밸브에서의 압력강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밸브표면에 저항요소를 만들었다. 감소된 속력을 통해 밸브 

출구의 압력이 상승하였고 공동현상이 감소하였고 마찰로 인한 손실은 공동현상의 감소로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 밸브 내에서 유동에 저항이 생기는 형상을 설계하여 압력강하의 

감소에 대한 유동특성을 연구하였고 볼 밸브의개폐각도 30°에서는 공동현상 발생이 미미하지만, 확연한 

공동현상이 개폐각 40°에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²⁾ 따라서, 30°, 40°에 대한 유동특성을 

Edison_전산열유체를 통해 분석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동현상이 줄어드는 설계방법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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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볼 밸브 유동특성분석에 사용된 비압축성 난류유동의 지배방정식으로 

작동유체에 관한 연속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SST k-ω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식 (1)부터 (6)에 

해당한다.

연속방정식 :　   


  　      (1)

운동량 방정식 :　 










 　　　　    （2)

 Edison_전산열유체에서는 결과 값들이 무차원수로 출력되므로 압력에 대한 차원화 공식은 다음을 

이용하였다.

압력 차원화 방정식 : ×∞
 ×∞      （3)

 난류유동에 대한  SST k-ω model 의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Kinematic Eddy viscosity :  max


     (4)

난류에너지 방정식 :　 　 　　 











 　　　      (5)

난류에너지소산 방정식 : 





 














 (6)

２.2격자 및 계산조건

 본 연구에서 유동해석을 위해 사용한 Edison_전산열유체의 Solver는  작동 유체가 비압축성이고, 

multi-block으로 mesh를 생성했기 때문에 2d_incomp_2.1_p를 사용하였다. mesh는 기본 볼 밸브를 

반지름이 50mm인 원형 안에 유로가 존재하는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후단에는 유동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 할 수 있도록 직경의 10배인 1000mm에 490*99로 설정 하였고 형상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는 

물성치들의 구배가 생기므로 격자 간 간격을 0.05로 다른 곳보다 조밀하게 설정하였다. 작동유체는 

밸브 개발 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물을 사용하였으며 error tolerance는 0.0001, iteration은 50000번으로 

설정하였다.

2.3 기존 볼 밸브 유동해석  

 30°와 40°에서의 속도, 압력 contour를 보면 속도는 Fig 3과 Fig 4에 나타나듯이 볼이 회전함에 따라 

입구에서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Fig 1과 Fig 2에서 입구와 출구를 경계로  압력 contour의 색이 

확연히 구별된다. 입구와 출구사이의 속력차이는 30°보다 40°에서 증가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출구 

뒷부분에서 큰 와류가 생성됨을 확인했다. 30°에서는 최대압력이 약238.6kPa로 나타났으며 40°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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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on_열유체 작동유체 25℃ 물 mesh 사이즈 경계조건

전처리  eMEGA 입구속도 5m/s 전단 5d, 499*99 입구 subsonicinlet 
Solver 2d_incomp_2.1_p 관직경,d 50mm 밸브 d, 351*99 벽 viscous adiabatic wall

후처리 eDAVA Re 276024 후단 10d, 499*99 출구 subsonicoutlet

Table 1. 계산조건

Fig. 1. 기존 볼 밸브30°에서의 압력 contour Fig. 2. 기존 볼 밸브40°에서의 압력 contour 

Fig. 3. 기존 볼 밸브30°에서의 x축 속력contour Fig. 4. 기존 볼 밸브40°에서의 x축 속력contour

약412.8kPa로 나타났다. 작동유체인 25℃ 물의 포화증기압을 무차원화 시킨 값은 3.938이다. 

30°에서는 3.938보다 낮은 곳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40°에서는 국부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40°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2.4 장애물을 추가한 볼 밸브

 위와 같이 40°에서 발생한 공동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사각형의 장애물을 밸브 내부에 추가한 

형상을 고안하였다. 유체의 저항 요소로써 총 네 개의 사각형으로 크기가 다른 case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각형을 집어넣음으로써 좁아지는 유로를 보상하기 위해 밸브내부의 형태를 원형으로 

하였으며, 개폐각도를 벨브바디를 통해 조절하도록 하였다. 총 네 가지 크기에 대한 case를 

수행하였으며 case1부터 case4는 각각 한 변의 길이가 1.75, 2.00, 2.25, 2.50cm 의 크기로 커지는 

형태이다.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조건들은 기존의 볼 밸브 해석과 동일하고 아래 Fig 5에서 8은 각 

case별 장애물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한다.

2.5 유동해석 결과 및 분석

 개선된 형상에서 작동유체의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낮은 곳은 없었으며, 공동현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Fig 13을 통해 사각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입구압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출구 이후로의 

최소압력은 Fig 14를 통해 1.75cm에서 –3.440로 나타났으며 2.00cm에서는 –2.460으로 증가 후에 

2.25cm에서는 –3.238로 감소하였고 2.50cm에서는 –3.340으로 계속 감소하여, 최소압력은 2.00cm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형상의 밸브의 압력분포가 기존의 밸브와 마찬가지로 입·출구를 

경계로 확연한 압력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출구 이후 부분에서는 커다란 와류가 생성됨을 볼 수 있었다. 

밸브 내부에서는 장애물로 인한 작은 와류들이 다수 생성됨을 볼 수 있었다. Solver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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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_incomp_2.1_p에서는 다상유동을 지원하지 않아 공동현상에 따른 저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윤준용 

등⁽¹⁾의 연구에서 공동현상 감소로 전체 유동저항이 감소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유동저항의 감소가 

예상되나 solver의 특성상 공동현상 억제로 인한 유동 저항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없었다.

Fig. 5. case1 1.75cm Fig. 6. case2 2.00cm Fig. 7. case3 2.25cm Fig. 8. case4 2.50cm

22.9157
20.9317
18.9476
16.9635
14.9794
12.9954
11.0113

9.0272
7.0431
5.0591
3.0750
1.0909

-0.8931
-2.8772
-4.0650

Fig. 9. 1.75cm Pressure contour

25.0685
23.0720
21.0755
19.0790
17.0826
15.0861
13.0896
11.0931

9.0966
7.1001
5.1036
3.1071
1.1106

-0.8859
-2.8824
-4.0650

Fig. 10. 2.00cm Pressure contour 

27.0679
25.0763
23.0847
21.0931
19.1015
17.1099
15.1183
13.1267
11.1351

9.1435
7.1519
5.1603
3.1687
1.1771

-0.8146
-2.8062
-4.0650

Fig. 11. 2.25cm Pressure contour

Pressure

27.4377
25.1516
22.8655
20.5793
18.2932
16.0070
13.7209
11.4348

9.1486
6.8625
4.5764
2.2902
0.0041

-2.2820
-4.0650

Fig. 12. 2.50cm Pressure contour

Fig. 13. 개선된 밸브와 기존의 

밸브(40degree)의 x축 거리에 따른 압력분포

Fig. 14. 밸브 후단의 x축 거리에 따른 압력분포

396



제 2회 첨단 사이언스‧교육 허브 개발(EDISON) 경진대회

103

Fig. 15. 각 case별 최대압력과 최소압력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m/s의 유속으로 유입되는 물에 대한 볼 밸브에서의 내부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30°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40°에서 출구이후로 25℃의 수증기의 포화증기압인 3169Pa보다 낮은 

압력이 나타났다. 밸브 출구에서 포화증기압까지 내려가지 않는 밸브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고, 

밸브내부에 유체저항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네 가지의 1.75, 2.00, 2.25, 2.50cm 

case들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5를 보면 장애물이 생기면서 기존의 볼 밸브보다 

최대압력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소 압력이 증가하므로 공동현상의 감소를 꾀 할 수 있었다. 

2.00cm의 경우에서 밸브후단의 무 차원압력이 –2.460으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3.938보다 모든 

case중에서 가장 높아 공동현상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2.00cm에서의 case가 공동현상방지에 

최적형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다상유동을 이용한 연구와 밸브형상의 변화로 

인한 유량제어에 대한 차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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