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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아이디어 팩토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 

실현화를 통하여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창업 등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추구한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 아이디어 팩토리

는 침체되어 있는 해양 및 조선 산업에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

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 및 조선 관련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속적인 세미나

와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교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

다. 버터플라이 밸브 디스크의 복합재료화는 산학연 협력 프로

젝트 중 하나이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글러브 밸브보다 유체흐름의 저항이 적고, 개폐 작용이 간

단하게 이루어지므로 작동이 빠르고, 저압뿐만 아니라 고압의 

물이나 증기·공기·가스용에도 널리 이용된다.(김상화･최영도･
김정환･이영호, 2008). 이러한 버터플라이 밸브도 유체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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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액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게 

되며, 밸브의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여 밸브디스크에 손상을 가

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유동특성, 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용량계수의 평가 등을 통하여 설계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하

여 왔으며, 부식과 마모 등의 경우에는 최적화 연구, 신소재의 

적용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윤

준용･이승준･김은석, 2004; 조대환, 2006; 이정원･신봉철･조
용규･조명우･이강희, 2012) 버터플라이 밸브의 구성품 중 하

나인 디스크의 경우에는 밸브 시스템과 함께 밸브 바디에 고정

이 되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밸

브 디스크에 대한 토크연구를 통해 설계에 적용한 경우도 있

다. (Park, J.Y. and Chung, M.K., 2006) 

기존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스크는 밸브 내에서 유체와 다양한 

각도에 따라 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받기 때문에 마모 및 부

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짧은 수명으로 인한 잦은 부품교체로 

인해 장비의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팩토리의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섬유강화복합재료를 디스크 설계에 적용하고,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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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one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in idea factory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Idea factory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is trying to train creative talented students and discover ingenious ideas. The contents are consisted 
of the possibility for the replacement of a metal valve disk to composite valve disk in butterfly valve based on the diversification. 
Purpose in this study is to predict failure field by each fly by appling Tsai-Wu Failur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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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Idea factory assembly room I, II

Fig. 1 (b) Brainstorming room & manufacturing room

유한요소해석을 시행함으로써, 디스크로서의 적용 타당성을 판

단하여, 추후 복합재의 소재 특성을 고려한 디스크 형상의 최

적화 연구를 실행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하여 우수한 공학교육 혁신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실험방법

본 연구는 적용 타당성 판단을 위해 진행한 연구로써, 밸브 

디스크 재료인 섬유 및 수지의 확인을 수행하고 모델링을 한 

후 기업체와 함께 상용 FEA 프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1. 파손이론

파손된 부위의 등위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방성 재료의 대

표적인 파손이론 중의 하나인 Tsai-Wu Failure Index(F.I.) 

이론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Daniel, I. M. and Ishai O., 

1994)

파손이론은 응력장(Stress space)내에서 파손면(Failure 

surface)이 식 (1)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    (1)

i : 2차 강도 텐서 (Second rank strength Tensor)

 : 4차 강도 텐서 (Fourth rank strength Tensor)

식 (1)을 평면 응력(Plane Stress)의 경우에 대하여 나타낸 

경우를 식 2에 나타낸다.

    
  

  
    

  ≤  (2)

여기서 좌변은 파손지수(Failure index)라고 불리며 파손 여

부 판단의 척도가 된다.

2. 밸브 디스크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밸브 디스크는 강화재로써 E-Glass Fiber

와 기지재로써 Epoxy를 사용했다. 사용된 재료에 대한 상세 

물성은 하기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밸브의 디스크 모델링

디스크의 모델링은 상용 FEA 프로그램 ABAQUS을 사용하

여 진행하였다. Cell형태로 구성된 모델링에 섹션을 나눈 후 

복합재료를 적층하였으며, 파손 부위의 등위점을 판별하기 위

해 외각 Fillet을 제외하였다. 

소재의 적층은 3개의 Fiber layer를 가지는 형태로 진행하였

으며, 각 layer당 3개의 selection point를  배치하여 다각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소재의 배치를 Fig. 2에 도식한다.

이방성의 기계적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 Table 1로부터 

Lamina의 물성치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인자 및 수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Materal property Value Unit

E-Glass 

Fiber

Young’s modulus, E 76,000 Mpa

Poisson’s ratio, v 0.22 　
Shear modulus, G 30,000 Mpa

Epoxy 

Resin

Young’s modulus, E 3,000 Mpa

Poisson’s ratio, v 0.3 　
Shear modulus, G 538 Mpa

Table 2 Derivation of the parameters for failure analysis

Property 　 Value Units

Axial  stiffness E1 27,380 Mpa

Transverse  stiffness E2 3,005 Mpa

Poisson’s  ratio V12 0.272 　
Axial shear  stiffness G12 1,090 Mpa

Shear  stiffness G13 1,090 Mpa

Shear  stiffness G23 1,141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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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e ply set

4. 유한요소해석

밸브 디스크가 받는 내압의 기준은 사용되는 유체인 해수, 

청수, 윤활유, 연료유등 다양한 유체의 압력이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가장 범용성이 높은 청수의 압력 기준을 적용하였다.

밸브 시트의 내압시험은 밸브를 닫고, 시트 누설을 방지하는 

수단을 행한 상태에서 밸브 디스크 및 밸브 시스템에 정격압력

의 150 %의 수압을 가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본 해석에서는 개

폐각 45도에서 밸브 디스크 접촉면에 걸리는 압력의 실측값인 

0.75 MPa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III. 결 과

1. 파손 결과

우선접촉면에 위치한 Layer 1, 2, 3에 대한 파손 해석 결과

를 Figs 3, 4, 5에 나타낸다.

Fig. 3을 통해 유체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파괴의 정도가 

감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지지축이 선행적으로 파

괴가 발생하였다. 또한 Fig. 5를 통해 적층 각도에 변경에 따른 

파손 분포를 예측할 수 있었다.

  

Fig. 3 (a) Failure index at ply1, fraction -1

Fig. 3 (b) Failure index at ply1, fraction -0.947368

Fig. 3 (c) Failure index at ply1, fraction -0.894737

  

Fig. 4 (a) Failure index at ply2, fraction -0.263158

Fig. 4 (b) Failure index at ply2, fraction 0

Fig. 4 (c) Failure index at ply2, fraction 0.26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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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Failure index at ply3, fraction 0.894737

Fig. 5 (b) Failure index at ply3, fraction 0.947368

Fig. 5 (c) Failure index at ply3, fraction 1

IV. 결 론

본 연구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버터플라이 밸브 디스크의 섬

유강화 복합재료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적용을 위한 연구를 단계별로 수행 중이고 그 

기초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할 수 있다.

(1) 최하위 ply에서 파괴 분포가 세로 중심축 주변에 나타나

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적층 각도를 변화함에 따라 섬유의 

배치가 세로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끝단에 구속점이 없어 정상

적인 파단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 복합재 밸브의 모델링에 있어 편심 배치에 대한 연구와 유체와 

접촉하는 면 보강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이디어 팩토리 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아이디어를 지속

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기계공학적 

성과를 이용하여 교육의 혁신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원

하는 2016년도 아이디어팩토리지원사업(No. N0001410)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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