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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기구동 제어밸브는 여러 유형의 발전소에서 유체계통의 유량을 제어하거나 탱크의 수위를 조절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기구동 제어밸브는 공

기구동기에 공기를 공급하거나 배기하여 작동시키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속기기로 구성된 제어설비

를 이용하여 공기량을 조절함으로서 밸브 위치를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2인치 공기구동기에 I/P 변환

기, 포지셔너 등이 장착된 제어밸브 동작모사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공급배관에서의 공기누설, 밸
브 패킹마찰력 변화, 포지셔너 설정 불량 등을 모사하고, 약 67% 개도에서 ±2% 이하 제어구간에서의 

밸브-구동기 거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Abstract: A pneumatic control valve performs a major role in controlling the flow of a system or the level 
of a key tank in many power plants, and its performance should be guaranteed during the plant's lifetime. Its 
operation starts by supplying air to the pneumatic actuator or by exhausting the air from the actuator. To 
control the valve position, the amount of air supply or exhaust is adjusted by a control loop where various 
accessaries are equipped. In this paper, air leakage in the air supply line, changes in the valve packing force, 
and false adjustments of zero and the span of the positioner are simulated and analyzed using a 2-in 
pneumatic valve with a position control loop including an I/P converter and positioner, where the valve 
position is controlled within ±2% of the control pressure at 67% opening position.

1. 서 론

공기구동 제어밸브는 열림-닫힘 기능 이외 유

량, 압력, 수위 등 발전소 운전에 중요한 공정변

수들을 일정범위로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한다. 따라서 차단밸브와 달리 포지셔너, I/P 또는 

E/P 변환기, 볼륨 부스터, 레귤레이터 등의 제어

용 부품들이 필요하다. 밸브에 따라서는 시스템 

요구조건에 따라 완전 닫힘 위치에서 완전 열림 

위치까지 원격으로 지시하기 위한 리미트 스위

치, 솔레노이드 밸브 등이 장착되기도 한다. 따라

서 제어밸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부분도 밸

브-구동기 자체 손상이나 결함 이외에 제어용 부

품에 기인한다. 특히, 포지셔너의 Zero 또는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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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neumatic control valve test rig

설정 오류, 릴레이 결함, 공기 누설 등도 주요 고

장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제어밸브에 대해서는 

제어성능을 진단하고 교정하는 방법들이 이미 정

립되어 있으며, 공기구동기 실린더 마찰 및 진동

특성에 대한 연구,(2~4) 또는 격리용 공기구동밸브

를 대상으로 모델기반 예측진단 방법을 제안하기

도(5)하였으나 정상운전 중, 특히 제어구간이 전 

행정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밸브-구
동기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어설비를 갖춘 양방향 

실린더형 공기구동기가 장착된 공기구동 제어밸

브 동작모사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공급 공기누

설, 밸브 패킹부하 변동, 포지셔너 설정 오류와 

같은 다양한 이상상태에서의 밸브-구동기 거동, 
특히 제어구간에서의 거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제어밸브가 설치된 계통에 따라 정상운전시 

개도 및 제어구간은 다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급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발전소 정상운전

상태에서의 급수제어밸브 열림 위치에 해당하는 

약 67% 정도의 개도에서 ±2% 이하의 제어동작

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 본 론

2.1 공기구동 제어밸브 동작모사 실험장치

공기구동 제어밸브 동작모사 실험장치는 Fig. 
1~2와 같이, 2인치 글로브밸브, 실린더형 양방향 

공기구동기, 공기구동기에 공기를 공급하고 밸브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설비 및 각종 계측기

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설비는 I/P 변환기, 포지셔

너, 볼륨 부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P 변
환기의 출력 압력은 포지셔너로 입력되어 포지셔

너 출력 압력을 조절하고, 포지셔너의 출력 압력

은 볼륨부스터의 출력 압력을 조절하여 구동기로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한다. 주요 계측기로는 구

동기 공급압력 및 주요 액세서리들의 입 ․ 출구 압

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계(PT), 밸브 스템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밸브 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

기 위한 스트레인게이지형 힘 센서가 있다. 
본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공기구동기 실린더로의 

공기공급 이상, 포지셔너 zero 및 span 설정 오류, 
밸브 패킹마찰력 이상 등의 이상상태를 모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제어신호는 Fig. 3에 나

타낸 바와 같으며, 약 67%의 개도에서 ±2% 조절 

후 다시 ±1%의 제어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2 구동부 누설 실험

구동부 누설 실험에서는 구동기 실린더로의 공

기 공급배관 연결부 손상 또는 조립 불량 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외부로 누설되는 경우를 모사한 

것이다. 실험 대상인 공기구동기는 실린더 내 피

스톤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각각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동기 상･하부 실린더 누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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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누설을 모사하기 위해 니들 밸브를 구동기 

상･하부로의 공기 공급배관에 각각 설치하고 니

들밸브 각도를 조절하여 공기누설을 모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니들밸브는 각도에 따른 유량

특성이 선형인 밸브로 밸브 손잡이를 8회 회전시

키면 완전 열림 상태가 된다. 니들밸브 각도에 

따른 누설량을 정량화 할 수 있으나 누설량을 측

정하지는 않았다. 실험에 사용한 밸브는 제어밸

브이므로 누설량에 따라 상･하부 실린더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실린더 압력 변화에 따라 누

설량도 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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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cylinder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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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 test

Air leak 
path

0o20o Full ope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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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neumatic cylinder leak simulation with needle 
valve

누설량을 정의하여 비교하기보다 상대적인 누설

의 크기를 니들밸브 각도로 모사하고 이에 따른 

밸브 거동을 비교하였다. 니들밸브 각도는 누설

이 없는 정상상태에 해당하는 0도 이외에 10도, 
20도 등 세 가지로 하였고,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제어신호(Fig. 3)에 따른 밸브 스템 변위, 구동기 

상･하부 실린더로의 공급공기 압력, 상･하부 실

린더 압력차(구동압력), 스템 쓰러스트 변화를 각

각 측정하여 밸브-구동기 작동상태를 비교하였다.
Fig. 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동기 상부 실린

더에서 누설이 발생하여도 포지셔너에서 스템 변

위 정보를 피드백 받아 구동기 하부 실린더로의 

공급 압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누설량이 증가하여

도 스템 변위와 구동기 구동압력에는 크게 영향

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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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ply air pressure to the uppe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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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pply air pressure to the lowe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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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upply pressure variations during the upper 
cylinder leak test (mild leak condition: needle
valve angle = 10o, severe leak condition: 
needle valve angle = 2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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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lve stem displacement during the upper 
cylinder leak test (mild leak condition: needle 
valve angle = 10o, severe leak condition: needle 
valve angle = 20o)

보면, 제어구간에서의 구동기 상부 실린더 압력

은 누설량 증가에 따라 최소 21.4%에서 최대 

63.7%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며, Fig. 6(b)의 하부 

실린더 압력도 따라서 낮아지는 특성은 누설 감

지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구동기 상

부 실린더 누설과 마찬가지로 하부 실린더 누설 

실험에서도 구동기 상부 실린더 누설 실험과 유

사하게 스템 변위와 구동압력 및 스템 쓰러스트 

신호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구동기 상･하
부 실린더 압력은 누설량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

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2.3 밸브 작동 불량 실험

밸브를 통과하는 유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밸

브의 개도를 적절하게 제어해야 하나 밸브의 마

찰력이 증가하는 경우 헌팅과 같은 현상이 나타

나거나 심각한 경우 디스크 고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모사하기 위해 패킹마찰력을 20~60 lbf
로 조절하여 밸브-구동기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 8은 밸브 패킹부를 나타낸 것으로써, 패킹

을 조립한 후 글랜드 너트를 조절하여 글랜드를 

위아래로 이동시켜 패킹 조임력을 조절할 수 있

다. 예비실험을 통해 밸브 스템에 설치된 스트레

인 게이지형 힘센서를 이용하여 정상상태의 패킹

마찰력(20 lbf)을 측정하고 글랜드 너트를 조절하

여 40 lbf, 60 lbf에 해당하는 동일한 글랜드 너트 

조절량을 구한 뒤 본 실험에서의 패킹 마찰력 조

정에 활용하였다. 
Fig. 3과 동일한 제어신호를 이용하였고,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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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lve stem thrust variation during the 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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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lve stem thrust variation in the abnormal 
packing conditions (normal: 20 lbf, m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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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upply air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o 
the upper and lower cylinders in the 
abnormal packing conditions (normal: 20 
lbf, mild: 40 lbf, severe : 60 lbf)

신호에 따른 밸브 스템 변위 신호에서는 열림 또

는 닫힘 운전 시 패킹 마찰력 증가에 따라 선형

에서 계단형으로 스템 이동이 점차 불안정해지는 

Stick-slip 특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제어운전 구

간에서도 ±2% 제어는 정상적이나 ±1% 제어 동

작은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밸브 

제어동작을 위해 구동기 상･하부 실린더 압력차

에 의한 구동기의 힘이 피스톤의 정지마찰력 보

다 크면 이동하고 작으면 정지 상태로 있게 되는

데 이는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이 패킹 마찰저

항이 증가하여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

다. 제어구간에서 쓰러스트 값이 크게 변하기 시

작하는 시점들을 기준으로, 패킹 마찰력 증가에 

따른 밸브 스템 쓰러스트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상태 대비 0.5배에서 최대 4.4배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10에 나타낸 구동

기 상･하부 실린더 압력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마찰 저항 증가로 인한 쓰러스트 측

정신호 또는 구동압력의 특성 변화로부터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밸브 동작 불량을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4 포지셔너 설정치 이상 실험

포지셔너는 제어기와 공기구동기 사이에 위치

하여 제어신호에 따른 설정값과 실제의 스템 위

치를 비교하여 위치 편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

로, 즉 구동기 스템이 설정된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동기에 공급되는 공급 공기압을 조절한

다. 그러나 포지셔너 Span과 Zero 설정값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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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lve stem displacement with th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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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lve stem displacement with the false 
adjustment of zero of the positioner

발생하면 밸브의 제어동작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다. Span 설정은 밸브 전체 행정거리를 사양에 

맞게 조정하고, Zero 설정은 제어신호에 따라 밸

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류값을 조정하는 것이

며, 이들 설정치가 어떤 원인에 의해 변경된다면 

전행정 운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밸브 위

치 제어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포

지셔너 내부에 있는 조절 나사들을 이용하여 포

지셔너 Span과 Zero 점을 조정하였다. 밸브 행정 

50 mm를 기준으로 －4 mm, 0 mm, +6 mm로 Span
을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양측으로 

조정이 가능한 최대값에 해당된다. Zero 점은 3.5 
mA를 기준으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180
도 조정했을 경우의 제어신호가 각각 2.5 mA, 4.6 

mA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Zero 점은 밸브 작동 

시작점을 2.5 mA, 3.5 mA 그리고 4.6 mA가 되도

록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Span이 증가하면 동일 제어압력에 따른 스

템변위 값이 약 19.4~21.5% 증가하고 기울기도 

0.543 mm/sec (0.021 in/sec)에서 0.681 mm/sec (0.027 
in/sec)로 증가하여 제어압력에 대한 반응도가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Span을 감소시키면 

스템변위 값은 약 18.1~18.7% 감소하고 기울기 

또한 0.543 mm/sec에서 0.419 mm/sec (0.017 in/sec)
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지셔너 Span의 

변화는 포지셔너 Zero 점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

어 밸브 작동시점과 구동기 압력 증감 시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포지셔너의 Zero 점을 

조정하면, Fig. 13과 같이 스템변위의 시작점이 

변하게 되는데 Zero 점을 증가시킬 경우 시작점

이 약 10.4초 지연되고 반대로 Zero 점을 감소시

키면 시작점이 약 10.2초 빨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Zero 점을 증가시키면 동일한 제어압

력에 따른 스템변위가 약 14.8~17.2% 감소하고 

Zero 점을 감소시키면 스템변위가 약 13.3~14.8% 
증가하였으나 span 조정 결과에서 나타났던 기울

기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3. 결 론

실린더형 공기구동 제어밸브를 대상으로 공기

구동기 공급공기 누설, 밸브 패킹마찰력 변동, 포
지셔너 설정치 이상 등의 조건에서 동일한 제어

신호에 대한 제어밸브 거동 실험을 수행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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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간에서의 운전변수 변화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동압력과 스템 힘 신호는 구동기 누설, 

포지셔너 불량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

았으나 20 lbf에서 60 lbf까지의 패킹 마찰력 변화 

조건에서는 정상상태 대비 최대 4.4배까지 스템 

쓰러스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동기 상부 또는 하부 실린더압력 신호는 

구동기 누설량 증가에 따라 최소 21.4 %에서 최

대 63.7 %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며 구동기 누설진

단에 유용한 신호로 판단된다.
(3) 포지셔너 Span 및 Zero 설정 불량은 스템변

위값을 각각 18.1~21.5 %, 13.3~17.2 %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제어구간에서의 스템

변위신호가 포지셔너 설정 불량 진단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4) 밸브 기동･정지시 스템변위신호 또한 포지

셔너 이상상태가 스템변위 시작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포지셔너 설정 불량 진단에 추가

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제어신호의 단계변화시점에서의 운전변

수 변화 유형과 이상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좀 더 

규명하고, 다양한 이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특

징을 도출하여 제어구간에서의 온라인 진단 방법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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