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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LNG 운반선의 수요증대에 따라 관련 

조선기자재산업 분야의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초저온 환경에 적합한 압력용기는 물론 

배관계통의 장비개발을 통한 핵심 요소부품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다.(1,2) 초저온용 밸브는 

초저온 환경하에서 고압에 견디어야 하며, 아울러 

주어진 압력하에서 충분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브 밸브, 게이트 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및 볼 밸브 등과 같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중 

버터플라이 밸브는 바디, 시트, 디스크 및 

스템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 개폐작동 및 

유체제어의 신속성은 물론 타 밸브 대비 낮은 

압력손실 등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3) 그러나, 초저온 버터플라이 

밸브는 금속으로 제작된 메탈실과 디스크 간의 

metal-to-metal 접촉으로 내부에 누설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밸브 생산업체인 

Velan(4)과 Amri(5)에서는 초저온 환경하에서 밸브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O-링 형태의 메탈실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Velan 의 경우, 디스크와 

Key Words : Seat Tightness(누설방지), Butterfly Valve(버터플라이 밸브), Flexible Metal Seal(탄성 메탈실), 

Cryogenic Temperature(초저온), Contact Pressure(접촉압력)  

초록: LNG 선박에 사용되는 초저온용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발에 있어, 누설검증은 가장 중요한 

설계공정 중 하나이다. 초저온에서 누설방지가 가능한 실로서 인코넬 스프링과 같은 탄성지지체가 

포함된 O-링 형태의 메탈실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제작비가 고가인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적인 탄성지지체 없이도 누설조건을 만족시키며, 제작비가 저렴한 탄성 메탈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메탈실의 누설방지를 위한 설계조건을 정립하여, 초저온 및 

고압환경에서 누설방지가 가능한 탄성 메탈실의 형상을 수치해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상온 및 초저온 상태에서 BS6755 및 BS6364 에 준하는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였다.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butterfly valves used in liquefied natural gas (LNG) vessels, the seat tightnes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valve-design process. An O-ring-type metal seal with a retaining 

ring showing good seat tightness at cryogenic temperatures has been widely used, despite the high manufacturing costs 

involved. As an alternative, a flexible solid metal seal offers not only sufficient tightness of the butterfly valve, meeting 

specification requirements, but also relatively low manufacturing costs. In this study, a design criterion to ensure the 

seat tightness of the butterfly valve using the flexible solid metal seal is proposed. The contact pressure can be 

calculated by the simulation of the frictional contact behavior between the surface of the metal seal and the valve disc. 

The geometry of the flexible solid metal seal is determined so that it satisfies the design criterion for sufficient seat 

tightness, and is verified by experiments according to BS6755 and BS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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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이 일어나는 메탈실 외부에 구리소재의 O-

링을 제작하고, 내부에 스테인리스 소재의 O-링과 

인코넬 스프링을 삽입하여 메탈실이 탄성적인 

거동을 할 수 있게 하여, 누설이 방지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Amri 는 삼층 구조를 갖는 메탈실을 

제작하고, 내부에 삽입된 인코넬 스프링을 

이용하여 초저온 상태에서 발생하는 열수축 및 

압력에 의한 변형량을 보상하여 누설방지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탈실은 제작비용이 고가인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코넬 스프링과 같은 고가의 

부가적인 탄성지지 부품 없이도 누설조건을 

만족시키는 탄성 메탈실이 개발되고 있다.(6,7) 

이러한 메탈실이 초저온 상태에서도 누설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초저온 상태에서 충분한 탄성적 

거동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체의 압력에 따라 

메탈실이 디스크와 접촉되고, 밀착되는 면의 

상대적인 거동으로 발생하는 접촉압력이 크게 

나타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저온 상태에서 부가적인 탄성 

지지체 없이도 원할한 탄성거동을 하는 메탈실의 

거동을 해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누설방지를 

위한 설계조건을 정립하여, 초저온 및 고압환경에

서 누설방지가 가능한 메탈실의 형상에 대하여 고

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제품에 대하여 BS6755(8) 및 BS6364(9)에 

준하는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누설여부를 확인하였

다. 

2. 버터플라이 밸브의 구조 및 특성 

2.1 버터플라이 밸브의 구조 

본 연구의 대상체는 지름이 500mm 인 플랜지형 

초저온 버터플라이 밸브로서, Fig. 1(a)과 같이 바디, 

디스크, 스템, 및 메탈실로 구성되어 있다. 메탈실

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적인 탄성 지지 

 

  
 

Fig. 1 Feature of 500A cryogenic butterfly valve 

체가 없는 형태를 갖고 있고, 유체의 양방향 압력

에 따라 탄성적으로 변형되고 디스크에 밀착되어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각 구

성요소에 적용된 소재는 스테인리스 강재로서, 바

디와 디스크는 SCS14A 그리고 스템과 메탈실은 

STS316으로 제작되었다. 

 

2.2 버터플라이 밸브의 특성 

버터플라이 밸브의 특성은 주로 유량계수 Cv 및 

압력손실계수 K 와 같은 성능평가지수를 디스크의 

개도각 별로 평가하여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CFX Ver.11(10)을 사

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론

적 결과로부터 디스크의 개도각별 Cv 및 K 를 평

가하였다. Cv 는 온도 5~40oC 의 물이 특정한 압력

손실 하에서 흐르고 있을 때 밸브의 유량을 의미

하며, K는 토출되는 유체의 압력손실 정도를 나타

내는 무차원 값으로서 식 (1)과 같이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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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contour 

 
 

(b) Velocity contour 

 
Fig. 2 Numerical results of pressure and velocity contour 

for disc opening angle from 10° to 90° (flow 
direction is 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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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v and K for disc opening angle from 10° to 90° 
 

Disc 

opening 

angle 

P1-P2 

(MPa) 

Vmax 

(m/s) 

Cv 

(m3/hr/ Pa ) 
K 

10° 0.231 31.3 5.9 28.9 

30° 0.097 20.3 9.1 12.1 

45° 0.044 16.3 13. 6 5.5 

60° 0.018 12.6 21.2 2.3 

75° 0.009 11.1 29.8 1.1 

90° 0.007 10.1 34.2 0.9 

 
여기서, Q 는 유량(m3/hr), G 는 비중, P1 및 P2는

입·출구에서의 압력(Pa)이며, ρ 와 V 는 유체의 밀

도(kgf/m
3) 와 입구단의 유체속도(m/s)를 나타낸다.  

유동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작업시 유동

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입·출구단 길이를 직

경의 5 및 10 배로 하였고, 입구단의 유속은 4m/s

로 설정하였다. 난류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k-ε 

모델을 적용하여 정상상태 유동장을 계산하였다. 

Fig 2 는 디스크 개도각별 유동해석의 결과 중 

밸브 중앙단면(mid-plane)에서의 압력 및 속도분포

이다. 개도각이 10°인 경우, 입·출구단에서의 압력

차 P1-P2 가 0.23MPa 로 가장 크며, 개도각 90°에서

는 P1-P2 가 0.007MPa 로 압력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유속 Vmax는 개도각 

10°에서 디스크 주위에 31.3m/s 로 나타나며, 개도

각이 커짐에 따라 크게 감소한다. 여기서 얻어진 

개도각별 유동장의 압력차로부터 식 (1)의 Cv 및 

K 를 계산하여 Table 1 에 정리하였다. 개도각이 커

짐에 따라 Cv는 5.9 에서 34.2 m3/hr/ Pa  로 증가하

는데 비하여, K 는 28.9 에서 0.9 로 감소한다. 이러

한 현상은 버터플라이 밸브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12,13)를 보여주고 있다. 

3. 누설방지 조건의 설정 및  

수치해석법  

3.1 누설방지 조건의 설정 

밸브 양방향으로 유체의 압력 Pfluid 가 작용하였

을 때, 밸브 디스크와 메탈실의 접촉면에 접촉압

력 Pcontact 가 발생하는 기구를 Fig. 3 의 좌측 모식

도로 설명할 수 있다. 디스크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Pfluid 를 받게 되면, 메탈실이 변형되면서 

디스크와 접촉되고, 디스크와 함께 상대적인 탄성 

변형이 발생되어 접촉면에 접촉압력 Pcontact 가 발

생한다. 정압(Normal pressure) (Pf luid)n 및 역압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contact pressure and 
detail geometrical parameters of metal seal 

 

(Reverse pressure) (Pfluid)r 으로 표현되는 양방향 유

동에 대하여, 누설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Pcontact 가 Pfluid 보다 커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누설방지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누설방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높은 Pcontact 가 요구되는데, Pcontact

는 디스크와 메탈실 간의 상대적 변형거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상대적 변형거동은 Fig. 3 우측 

모식도와 같이 메탈실의 기하학적 형상에 좌우된

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성과 유체압력에 의한 변

형 용이성을 고려하여 메탈실의 형상을 R1=1mm, 

R2=5mm, t1=3.5mm 및 t2=5mm로 선정하였다. 수치

해석적으로 디스크와 메탈실 간의 상대적 변형거

동을 계산하여 Pcontact 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3.2 수치해석법 

디스크와 메탈실 간의 변형거동과 초저온 상태

에서의 열변형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Ver. 12(14)를 사

용하였다. Fig 4 는 유한요소모델로서, 디스크와 메

탈실의 접촉면을 구현하기 위해 CONTA174 요소

를 사용하였으며, 접촉 알고리즘으로 면대면 접촉

상황과 소수의 반복해석에서도 수렴성이 좋은 

Pure Penalty Method(14)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접촉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Coulomb’s law 의 Isotropic 

Friction Model 을 적용하여 접촉면의 모든 방향으

로 일정한 Stick-Slip 거동이 생긴다는 가정을 하였

다. Coulomb’s law 는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limτ µP b= +  (2) 

여기서, μ는 Coefficient of Isotropic Friction, P는 

Contact Normal Pressure 그리고  b 는  Contact 

Cohesion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b 를 고려하지 않

았으며, 디스크와 실의 접촉부분은 금속간 마찰임

을 고려하여 금속간 마찰계수 중 일반적인 동적 

마찰계수인 0.3 을 선택하였다.(14) 또한, 열변형 해 



안준태 · 이경철 · 이용범 · 한승호 

 

646 

   
 

 (a) Overview (b) Contact area 
 

Fig. 4 Finite element model for structure analysis 

 

 
 

(a) Normal pressure  (b) Reverse pressure 
 

Fig. 5 Loading condition for 6.9bar and -196°C at 
normal and reverse fluid pressure 

 

석에 필요한 초저온 상태에서의 물성치인 탄성계

수, 열전도계수 및 열팽창계수는 김동균 등(15)이 

제안한 값을 적용하였다. 전체 유한요소모델의 요

소수는 약 50 만개 이며 절점수는 약 80 만개이다. 

한편, 하중조건은 양방향 유체제어가 가능한 버

터플라이 밸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압 및 역압 

조건에 대하여 BS6755(8) 및 BS6364(9)에서 규정하

고 있는 6.9bar 의 압력과 초저온 상태인 -196°C 를 

부과하였다. 경계조건으로 밸브와 직접적으로 연

결되는 배관은 고정하였고, 밸브 및 배관 표면부

에 상온의 대류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5 는 정압 

및 역압 상태에서 하중조건이 구현된 모습이다. 

4.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4.1 상온에서 메탈실의 거동 

상온에서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디스크와 메

탈실 접촉면에서의 상호 변형거동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발생하는 접촉압력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밸브 디스크와 메탈실의 각 지점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칭성과 최대·최소

의 결과를 보여주는 Fig. 6 과 같은 중심부(Center 

position)와 측면부(Side position)에 주목하였다. 

 

Fig. 6 Positions taken into account of presenting 
numerical results 

 

 

  
 

   (a) Normal pressure       (b) Reverse pressure 
 

Fig. 7 Deformation of disc and metal seal at room 
temperature 

 
Fig 7 은 상온상태에서 6.9bar 의 정압과 역압을 

받았을 때 디스크와 메탈실의 접촉면에서 나타나

는 탄성변형의 해석 결과이다. Fig. 6 과 같이 상대

적으로 강성이 낮은 측면부에서의 변형은 중심부

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디스크와 메탈실의 상대적인 변형거동은 메

탈실 표면에서 접촉면의 발생위치와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Fig. 8 은 이의 해석결과로서, 메탈

실 표면에 발생하는 접촉압력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 디스크와 메탈실의 접촉면의 위치를 의

미한다. 측면부의 경우, 정압과 역압하에서 뚜렷한 

선형의 접촉면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중심부에

서는 불균일한 접촉면이 나타난다. 아울러 정압과 

역압에 따라 접촉면의 위치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과 8 의 결과로 부터 측면부가 

중심부에 비하여 변형이 크게 나타나고, 높은 접

촉압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Table 2 는 해석결

과를 정리한 것으로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측면부

의 메탈실 표면에 정압과 역압에서 각각 530 및 

94bar 의 높은 접촉압력 Pcontact가 나타나며, 변형거

동이 현저하지 않은 중심부에서는 Pcontact 가 57 및 

17bar로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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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astic deformation and contact pressure at room 
temperature 

 

B/Cs Position 

Deformation 

(10-3mm) 

Contact 

Pressure 

(MPa/bar) Disc Seal 

Normal 

pressure 

Center 0.2 3.7 5.7 / 57 

Side 17.0  20.0 53.0 / 530  

Reverse 

pressure 

Center 0.4 2.4 1.7 / 17 

Side 25.0  7.0  9.4 / 94  

 

 

 

     
 

(a) Normal pressure     (b) Reverse pressure 

 
Fig. 8 Location and feature of contact area occurring on 

the surface of metal seal at room temperature 
 

Pfluid 가 6.9bar 인 조건에서 실시한 수치해석 결

과로부터 탄성 메탈실을 적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가 3.1 절에서 설정한 누설방지조건 Pcontact > Pfluid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2 초저온에서 메탈실의 거동 

초저온 상태에서 메탈실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

하여, 초저온에 의한 열변형과 이후 밸브에 정압

과 역압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살

펴보았다.  

Fig. 9 는 Fig. 5 와 같이 밸브 입·출력단에 초저

온 상태의 온도 -196oC 가 가해졌을 때 밸브의 변

형거동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온도

가 가해지기 전의 초기 형상을 의미한다. 밸브 전

체적으로 온도가 가해진 쪽으로 열수축이 크게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디스크와 메탈실도 이러한 열

수축에 의해 변형되는데, 이 결과를 Table 3 에 정

리하였다. 입구단에 초저온 조건이 부여된 경우 

디스크와 메탈실의 변형량은 1.94~2.08mm 이며, 

출구단에 초저온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보다 

작은 1.03~1.22mm 수준이었다. 이러한 열수축에 

의한 변형은 디스크와 메탈실 간에 높은 접촉압력 

Pcontact 을 유발한다. 그러나, 입구단에 초저온 조건

이 부여된 경우 중심부 메탈실은 디스크와 접촉이  

Table 3 Thermal shrinkage and contact pressure at 
cryogenic temperature 

 

B/Cs Position 

Thermal 

shrinkage (mm) 
Contact 

Pressure 

(MPa/bar) Disc Seal 

Inlet 

pipe 

Center 1.94 1.99 0 / 0 

Side 2.08 2.07 42.7 / 427 

Outlet 

pipe 

Center 1.18 1.22 44.0 / 440 

Side 1.03 1.06 96.0 / 960 

 

 

Table 4 Elastic deformation and contact pressure under 
normal and reverse pressure at cryogenic 
temperature 

 

B/Cs Position 

Deformation 

(10-3mm) 
Contact 

Pressure 

(MPa/bar) Disc Seal 

Normal 

pressure 

Center 80.0 70.0 0.9 / 9 

Side 4.0 13.5 62.0 / 620 

Reverse 

pressure 

Center 260.0 270.0 10.3 / 103 

Side 10.0 20.0 111.7 / 1117 

 
 

 
 

 (a) B/C at inlet pipe (b) B/C at outlet pipe 
 

Fig. 9 Deformed shape at cryogenic temperature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밸브 측면부의 수축이 중

심부의 수축량 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다. 

Table 4 는 초저온에서 열수축이 일어난 상태에

서 정압과 역압이 가해졌을 때 디스크와 메탈실에

서 추가로 발생하는 변형량과 이때, 발생하는 접

촉압력 Pcontact 를 정리한 결과이다. 초저온 상태에

서도 상온과 마찬가지로 메탈실의 변형이 발생하

며, 접촉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열수축

의 차이로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던 중심부의 경우 

정압에 의하여 0.9MPa(9bar)의 접촉압력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Fig. 10 은 초저온 상태에서 정압과 역

압이 가해진 경우 메탈실에 나타나는 접촉면의 형

상이다. 상온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촉압력

이  높은  경우  뚜렷한  선접촉  형태의  접촉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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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Pressure 
 

 
 

(b) Reverse Pressure 
 

Fig. 10 Location and feature of contact area occurring on 
the surface of metal seal at cryogenic 
temperature 

 
 

발생하였다.  

누설방지 조건의 만족 여부를 살펴보면, 초저온

의 경우에서도 Pfluid 가 6.9bar 인 조건에서 디스크

와 메탈실에서 계산된 Pcontact 가 정압조건의 중심

부 일부를 제외하고 Pfluid 보다 모두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버터플라이 밸브가 3.1 절에서 설

정한 누설방지조건을 충족하였다.  

 

5. 누설시험 

누설방지 조건에 기초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탄성 메탈실을 개발하고, 이를 초저온 버터플라이 

밸브에 장착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시제품에 대

하여 상온 및 초저온에 대한 BS6755(8) 및 

BS6364(9)에 준하는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누설여부

를 확인하였다.  

상온 누설시험을 위하여, 밸브 입·출력단을 막

고 내부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여 압력을 순차적으

로 6.9bar 까지 높이면서 누설량을 계측하였다. 한

편, 초저온 누설시험은 밸브를 Fig. 11 과 같이 특

수하게 제작된 초저온 수조에 넣고, 이곳에 액화

질소를 한 시간 이상 불어 넣어 밸브의 온도가 초

저온 상태인 -196°C 로 유지시키고, 상온에서의 누

설시험과 동일하게 누설량을 측정하였다. Fig. 12

는 누설량 측정결과이다. 상온 누설시험에서 누설

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초저온 누설 

Table 5 Test results for leakage test according to BS6755 
and BS6364 

 

 

 
 

Fig. 11 Experimental set-up for leakage test at cryogenic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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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eakage rate at room and cryogenic temperature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인 탄성 지지체 없이도 

원할한 탄성거동을 하며 누설방지 조건을 만족하는 

탄성 메탈실의 거동을 해석적으로 규명하였고,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스크와 메탈실 접촉면에 발생하는 

접촉압력 Pcontact 와 유체압력 Pfluid 를 이용하여 

누설방지 조건을 Pcontact > Pfluid으로 제안하였다.  

(2) 상온에서 정압과 역압을 가하였을 때, 

 
Measured 

maximum leakage 
(mm3/s) 

Permitted 
leakage 
(mm3/s) 

Room 
temperature 
(BS6755) 

0 150 

Cryogenic 
temperature 
(BS6364) 

3,3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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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측면부의 메탈실 표면에 

530 및 94bar 의 높은 Pcontact 가 나타나며, 

변형거동이 현저하지 않은 중심부에서는 57 및 

17bar의 상대적으로 낮은 Pcontact이 발생하였다. 

(3) 초저온 상태에서 상온과 마찬가지로 Pfluid 에 

의하여 메탈실의 변형이 발생하며, 접촉압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특히 열수축의 차이로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던 중심부의 경우 정압에 

의하여 9bar의 접촉압력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4) 상온과 초저온 상태에서 얻어진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탄성 메탈실이 누설방지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5) 상온 및 초저온에 대한 BS6755 및 BS6364 에 

준하는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탄성 메탈실이 

상온과 초저온 상태에서 누설시험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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