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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the flow characteristics of a ball valve used for a gas pipelin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flow of a ball valve is an important to analyze the physical phenomena of the valve. Present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by IEC 60534-2-3,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 industrial control valve

testing procedure. Pressure measured at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valve, flow-rate and gas temperature 

passing the inside of the gas pipeline were measured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Throughout the 

experimental measurement of the ball valve, empirical equation of the pressure drop between the ball valve 

according to the mass flow rates is successively obtained using a polynomial curve fitting method. In addition, 

flow coefficient for determining the valve capacity is also analyzed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using the

curve fit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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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flow coefficient

 : speed of sound, m/s

 : valve diameter, m




: numerical constant depend on unit

 : general gas constant, kg/kmol

 : Mach number

 : mass flow-rate, kg/s




: inlet pressure, kPa

 : pressure drop, kPa

 : volumetric flow-rate, m
3
/h (or m

3
/min)

 : Reynolds number




: working fluid temperature, °C

 : valve outlet velocity, m/s

 : pressure ratio




: valve opening rate, %

 : dynamics viscosity, 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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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nents of a ball valve

1. 서  론

최근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선진국들은 자원 개

발을 위하여 영구동토지역(permafrost region)에서도 

오일(oil) 및 가스(gas) 등을 개발하고 있다. 채굴된 

자원을 소비지까지 이송하는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

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수집(collection), 이송

(transportation) 및 분배(distribution)의 단계를 거친

다. 수집은 자원을 채굴하여 저장하는 과정이며, 이

송은 채굴 및 저장된 자원을 1차 가공지나 최종 소비

지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분배는 소비자들에게 사용 목적에 따라 

이송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송은 주로 대구경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송에 따른 손실 최

소화를 위하여 대구경 파이프라인이 주로 이용한다. 

볼 밸브는 유체를 수송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유량의 개폐 및 제어를 위한 핵심요소부품이다. 볼 

밸브는 Fig. 1과 같이 볼(ball), 몸통(body), 시트(seat) 

및 스템(stem)으로 구성된다. 볼 밸브는 완전 개방 시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직경 크기를 갖기 때문에 유로 

저항이 없으며, 높은 압력에서 기밀성능이 우수하여 

고압용 파이프라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타 

형식의 밸브에 비해 간단한 구조와 보수의 용이성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를 수송하는 대구경 파

이프라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파이프라인 제어용 볼 밸브의 압력강하(pressure 

drop), 유량계수(flow coefficient), 손실계수(loss coefficient) 

및 토크계수(torque coefficient)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어 왔다.

Kimura 등
1,2)

은 버터플라이 밸브(butterfly valve)

의 토크계수와 밸브 디스크 형상에 따른 압력강하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Huang and Kim
3)
은 3차원 수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개폐각도에 의한 버터플라이 

밸브의 유동특성을 연구하였다. Moujaes and Jagan
4)

은 STAR-CD를 이용하여 개폐각도 0~46도일 때의 

손실계수를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Chern 등
5)
은 내부 압력강하에 의한 볼 밸브 공동

현상(cavitation)의 발생을 입자추적 유동가시화 기법

(particle tracking flow visualization)을 이용하여 고찰

하였다. Chern과 Wang
6)
은 밸브 후단에 설치된 V형 

포트의 영향을 연구하였고, V형 포트를 통해 밸브 

개폐각도에 따라 유량의 선형적 제어가 가능함을 보

였다. Kim and Yoon
7)
은 국제표준 IEC 60534-2-3을 

기준으로 유량계수 및 손실계수를 사용하여 편심 버

터플라이 밸브의 유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보였으며, 

유량 조건에 따른 유동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Lee and Jang
8,9)

은 ANSYS CFX를 이용하여 내부 유

동을 수치해석하고, 개폐각도 22.5, 45, 67.5도에서의 

압력강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볼 밸브 후

류에서 발생하는 유동박리(separation) 현상을 고찰

함으로써 개폐각도에 의한 내부 유동특성을 연구하

였다. 그러나 볼 밸브의 유동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실험적 연구가 전무하여 보다 정확한 설계 전 성능

예측 및 수치해석 연구를 위한 검증 데이터가 필요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스 파이프라인용 42인치 볼 밸브 설

계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볼 밸브의 축소모형을 이용

한 예비실험을 통하여 밸브 개도율에 따른 유량계수 

및 압력강하 등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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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test rig for a ball valve

Fig. 3 Components of the test rig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Valve 

Opening 

Rate, 

%

Valve 

Angle,

Degree

Flow-rate,

m
3
/h

Air Blower 

Condition, 

rpm

Remark

0 90 - - Close

10 81 0.050

3,550

(60 Hz)

-

20 72 4.47 -

30 63 19.08 -

40 54 33.21 -

50 45 50.73 -

60 36 61.60 -

70 27 65.73 -

80 18 73.44 -

90 9 76.99 -

100 0 80.08 Fully openFig. 4 Pressure drop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밸브의 크기에 따른 상사성(similarity)을 고찰하기 위

하여 다항함수 커브피팅 방법(polynomial curve fitting)

을 이용하여 실험관계식을 도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Fig. 2는 볼 밸브 실험장치의 개요를 나타낸다. 실

험장치는 밸브전단 및 후단 압력트랜스미터(pressure 

transmitter), 전자식 유량계(electro flow-meter), 온도

센서(temperature sensor)로 구성된다. 작동 유체(working 

fluid)인 공기 공급을 위하여 송풍기(blower)를 사용하

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를 이용하여 측정신호를 기록하였다. 

압력트랜스미터는 정밀도 ±0.2%, 측정범위 0~2

bar이다. 볼 밸브 상류 및 하류 측 압력탭은 밸브에서 

배관 직경의 5배(5D)에 각각 설치하였다. 온도 센서

는 정밀도 ±0.5%를, 측정범위 0~300°C인 RTD 센서

를 사용하였다. 토출배관에서 작동유체 온도를 측정

하였다. 

전자식 유량계는 정밀도 ±0.5%, 측정범위 0~3000

liter/min이다. 유량계는 배관부 상류 측에 설치하여 

유입되는 작동유체의 체적유량을 측정하였고, 측정

된 온도와 압력에 의한 밀도를 이용하여 질량유량을 

계산하였다. 송풍기는 재생형 타입(regenerative type)

으로 인버터 제어를 하였고, 모터용량은 2.2 kW이다. 

데이터 수집 장치는 NI(National Instrument Co. Ltd)

사의 PXI를 이용하여 각 측정신호를 초당 5k의 고속

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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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ss flow-rate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여 송풍기 회전수 및 밸브 개도율(valve opening rate)

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밸브의 

개도율 제어는 공압 컨트롤 유닛(pneumatic control 

unit)을 사용하였다.

2.2 실험 조건

Table 1은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국제 표준 IEC 60534-2-3
10)

 명시되어 있는 

가스를 이용한 실험방법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볼 

밸브의 개도율 조건은 10 %부터 100 %까지 10 %씩 

증가시켰다. 즉 이에 상응하는 개폐각도(opening 

angle)의 범위는 9도에서 90도이며, 측정간격은 9도

이다.

2.3 유량계수

유량계수(flow coefficient)는 밸브의 성능을 평가

를 위한 중요변수로, 임의의 밸브 개도율(valve opening 

rate)에서 밸브용량을 결정하는 계수이다. 일반적으

로 유량계수는 유량과 압력의 함수로 표현되며, 무차

원화한 유량계수를 고유 유량계수(inherent flow co-

efficient)
7,10)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유량계수를 

실험에 의해 산정하는 식은 IEC 60534-2-3에 자세하

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유량계수를 평가하였다. 유량계수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는 체적유량, 

은 볼 밸브 입구부의 압

력, 

은 작동유체의 온도, 


은 단위환산 상수 

2.25×10
1
를 나타내며, 은 일반 가스 상수 28.97

kg/kmol, 는 차압비를 나타낸다. 이때 차압비 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Pa)는 볼 밸브의 전단과 후단의 압력

강하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42인치 볼 밸브 설계를 위한 예비

단계로 1인치 볼 밸브 축소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적

으로 볼 밸브 성능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4는 밸브 개도율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을 나

타낸다. 볼 밸브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은 밸브 개도율

에 따라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며, 밸브 개도율 

10%인 경우보다 20 %일 때 압력강하가 약간 증가하

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Eom
11)

의 연구인 

버터플라이 밸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5는 밸브 개도율에 따른 질량 유량 특성을 보

여준다. 낮은 밸브 개도율 구간인 10~20 %에서는 거

의 변화가 없으나, 밸브 개도율 30 %에서부터 상대

적으로 급격한 나타내다가 60%부터는 질량유량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특성은 볼 밸브가 

한쪽으로만 유로를 형성하기에 생기는 고유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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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ss flow-rate and pressure drop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Valve 

Opening 

Rate, 

%

Mass 

flow-rate,

kg/s

Inlet 

pressure,

kPa

Outlet 

pressure,

kPa

Pressure 

drop,

kPa

10 0.00002 141.42 100.93 41.19

20 0.00150 141.60 100.91 41.37

30 0.00622 135.30 100.86 35.07

40 0.01109 129.40 100.72 29.14

50 0.01658 119.50 100.63 19.05

60 0.02077 115.02 100.44 14.39

70 0.02190 111.31 100.25 10.58

80 0.02447 106.20 100.21 5.29

90 0.02585 104.01 100.23 3.09

100 0.02737 102.64 100.23 1.71

Fig. 6 Comparison of the pressure drop and its prediction 

curve for mass flow-rate

Table 3 Flow coefficient and Reynolds number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Valve 

Opening 

Rate, 

%

Pressure 

drop,

kPa

Valve flow 

coefficient

Mach 

number, 

Ma

Reynolds 

number,

Re

10 41.19 0.0026 0.42 50,566

20 41.37 0.2379 0.42 65,946

30 35.07 1.1432 0.38 85,055

40 29.14 2.2053 0.35 120,214

50 19.05 4.3815 0.28 143,261

60 14.39 6.1406 0.24 155,817

70 10.58 7.8147 0.21 200,146

80 5.29 12.637 0.15 213,544

90 3.09 17.434 0.11 239,585

100 1.71 24.353 0.08 227,832

Fig. 7 Comparison of the flow coefficient and its prediction 

curve for valve opening rate

다. Table 2는 밸브 개도율에 따른 질량유량 및 전·후

단 압력 그리고 압력강하에 대한 데이터를 정량적으

로 보여준다.

Fig. 6은 볼 밸브 공급 질량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을 나타낸다. 압력강하는 밸브 개도율 20~60 % 

구간에서 질량유량 값 0.00150~0.02077 kg/s로, 상대

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각 결과 값의 

다항함수 커브피팅(polynomial curve fitting) 방법을 

사용하면 질량유량 및 압력강하의 실험적 관계를 식 

(3)과 같이 이차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는 압력강하이고, 은 유입되는 질량

유량이다. 식 (3)은 실험결과와 약 ±0.4%내의 오차를 

보이며, 직경 1인치 볼 밸브에서는 비교적 잘 예측함

을 보였다. 그러나 볼 밸브의 직경증가에 따른 예측

결과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적으로 다양한 볼 밸브 직경 크기에 따른 실험결과

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Fig. 7은 밸브 개도율에 따른 유량계수 특성을 나

타낸다. 볼 밸브의 유량계수은 밸브 개도율에 따라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며, 낮은 개도율 구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밸브 개도율 30%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등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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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 percentage characteristics)
12)

이라 하는데 이것

은 버터플라이 밸브의 유량계수 특성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 통하여 식 (4)와 같은 유량계

수 예측 실험식을 도출하였다.







 


 




   (4)

여기서, 

는 밸브의 유량계수이고, 


는 밸브의 

개도율을 나타낸다. 식 (4)는 삼차다항 함수로, 실험

결과와의 오차는 ±0.3% 이다. 다만 식 (3)과 같이 다

양한 밸브 직경에서의 실험결과를 통한 검증이 필요

하다.

Table 3은 밸브 개도율에 따른 압력강하, 유량계

수, 마하수, 레이놀즈수에 대한 실험결과를 정량적으

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압력강하는 밸브 전�후단의 

압력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유량계수는 식 

(1)과 식 (2)를 이용하였다. 또한 마하수는 식 (5)와 

같이 압력강하 에 의한 밸브 출구부 유속 (식 (6) 

참조)을 구하여 음속 로 나누었다. 





      (5)

 





      (6)

여기서, 는 압력강하에 의한 밸브 출구부 유속

(m/s), 는 상온에서의 공기음속 340 m/s을 나타낸다. 

레이놀즈수는 식 (7)과 같이 나타낸다.

 



      (7)

여기서, 는 배관의 특성 길이인 배관 직경, 는 

상온에서의 공기의 동점성계수 14.77×10
-6

m
2
/s를 나

타낸다.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의 범위는 전반적인 

밸브 개도율에서 약 5.0×10
4
~2.0×10

5
를 나타내고, 마

하수는 약 0.1~0.4 사이를 보였다. 이때 밸브 개도율 

10~40% 사이에서는 마하수(Mach number)가 0.35~0.42 

이므로 압축성 유동(compressible flow) 특성을 나타

낸다.

5. 결  론

본 연구는 42인치 볼 밸브 설계를 위하여 국제표

준 IEC 60534-2-3을 참고하여 1인치 볼 밸브 축소모

델의 성능실험을 수행하여, 밸브 개도율에 따른 압력

강하, 질량유량, 유량계수 등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실험결과를 이용한 상관식이 실험결과와 유

사하게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볼 밸브의 밸브 개도율에 따른 압력강하 및 질량 

유량은 비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개도율 20~60

%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질량유량에 따른 압력강하의 2차함수 상관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와 약 ±0.4%내의 

오차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3) 밸브 개도율에 따른 유량계수는 비선형적인 곡선

특성을 나타내며, 버터플라이 밸브와 유사한 등비

곡선 특성을 갖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밸브 개

도율에 따른 유량계수의 3차함수 상관식을 도출

하였으며, 이는 실험 결과와 약 ±0.3%내의 오차

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4) 낮은 개도율에서의 밸브 출구유속은 압축성 유동

으로 천이되는 마하수 0.35~0.40를 보였으며,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수치해석 시 압축성 유동을 고

려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도출된 실험식의 검증을 위한 다양한 직경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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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볼 밸브의 실험이 필요하며, 추후 상사법

칙을 이용하여 42인치 볼 밸브의 유동특성을 예

측하고, 수치해석과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예

측 곡선을 도출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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