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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블록 등의 가공과정에서 잔류하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한 부품 세척장비

는 정교한 제어장치 없이도 정확한 수류방향 절환이 원활히 이루지는 3 방향 절환밸브를 사용한다. 그
러나, 밸브의 복잡한 유로 및 바텀플러그 형상으로 인해 유속변화가 심하게 발생하여 공동현상이 나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 방향 절환밸브 내의 유동특성을 해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바텀플러그 하

부에서 나타나는 공동현상을 공동화지표와 POC(Percent of cavitation)를 도입하여 정량화하였다. 공동현

상의 저감을 위해 바텀플러그 형상을 매개변수화하고, 해석의 수렴성 개선과 해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통한 형상최적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팀에서 보

유하고 있는 유동시험설비와 ISA-RP75.23 규격에 맞게 제작된 시편을 이용하여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을 

실시하여 해석결과를 검증하였다. 

Abstract: A three-way reversing valve, which provides rapid and accurate changes in the water flow direction 
without requiring any precise control device, is used in automotive washing machines to remove oil and dirt that 
remain on the machined engine and transmission blocks. Because of the complicated shape of the bottom-plug, 
however, cavitation occurs in the plug. In this study, the cavitation index and POC (percent of cavitation) were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cavitation effect occurring in the bottom-plug on the downstream side. An 
optimal shape design was conducted via parametric study with a simple CAE model to avoid time-consuming CFD 
analysis and hard-to-achieve convergence. To verify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analysis, a flow visualization test 
was conducted using a specimen prepared according to ISA-RP75.23. In this test,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cavitation occurring on the downstream side, were investigated using flow test equipment that included a valve, 
pump, flow control system, and high-speed camera. 

1. 서 론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블록 등의 가공과정에서 

잔류하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 

세척장비(1)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척장

비에는 고압수를 스프레이로 분무하는 설비가 필

요하여, 정교한 제어장치 없이도 정확한 수류방

향 절환이 원활히 이루지는 3 방향 절환 글로브

밸브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유로절환

을 가능하게 만들어 맥동현상을 크게 저감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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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lve configuration       (b) VVF≥50%

Fig. 1 Configuration of 3-way reversing valve and 
vapor volume fraction higher than 50% for 
curved flow

수 있으나, 밸브 내부유로의 복잡한 형상으로 인

하여 유동속도 및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여 공동

(Cavitation)현상(2~4)이 발생할 수 있다. 공동은 유

체의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

하고, 유동장 내에서 이동하면서 급격히 붕괴된

다. 공동이 발생할 경우 유량조절이 불규칙해지

고, 공동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유로

표면에 가해져 기계적 손상을 유발한다. 
저자 등(5)은 3 방향 절환밸브 내의 유동특성을 

해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바텀플러그 하부에서 

나타나는 공동현상을 공동화지표 σv
(6)와 POC 

(Percent of Cavitation)를 도입하여 정량화하였다. 
아울러 공동현상의 저감을 위해 바텀플러그 형상

을 매개변수화하고, 해석의 수렴성 개선과 해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유동해석을 통한 형상최적설계를 실시

하였다. 유동해석 결과의 정도를 분석하고 형상

최적화의 검증을 위하여 유동가시화 연구가 필요

하다. 유동가시화를 위하여 PIV(Particle Image 
Velocimeter)기술(7,8)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속카메

라와 레이저를 이용하여 촬영한 추적입자 이미지

에서 입자이동의 변위를 유동속도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활용된다. 그러나, 공동현상은 다상유동장

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PIV기술이 필

요치 않고 고속카메라를 활용한 영상으로 공동 

발생영역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부품세척장비용 40A 3방

향 절환 글로브밸브에 대하여 수행한 선행연구(5)

에서 얻어진 다상유동해석과 형상최적화의 결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을 수

행하였다. 투명 아크릴소재로 제작된 배관에 바

텀플러그 초기 및 최적화 모델이 장착된 시험편

을 준비하였고, 이를 유동시험설비와 가시화 시

험장치에 설치하여 유량변화에 따른 공동현상을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2. 공동현상 저감을 위한 바텀플러그 

형상최적화

2.1 대상체 및 다상유동해석

40A 3 방향 절환 글로브밸브는 Fig. 1(a)와 같

이 본넷, 바디, 유로의 절환과 차단의 기능을 담

당하는 탑플러그와 바텀플러그 그리고 이를 지지

하는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디, 스템 및 플

러그의 소재는 각각 SCS13, SUS304 및 SUS410이

다. 공동현상은 화살표로 표시된 곡선유로에서 발

생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ISA- 
RP75.23(6)의 공동화지표 σv와 POC를 이용하였다. 
σv는 배관의 입구단과 출구단의 차압으로 얻어지

는 결과로서, 공동의 발생과 강도는 σv와 반비례

하여 σv 가 클수록 공동의 발생과 강도가 낮아진

다. POC는 다상유동해석에서 얻어진 증기체적률 

VVF(Vapor Volume Fraction)를 공동현상 위험영역

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공동영역을 정량화하

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VVF는 다상

유동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유동장의 지배방정식

은 RANS(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식(9)을 

사용하였고, 공동의 크기는 Rayleigh-Plesset 식(10)

을 기반으로 ANSYS-CFX(11)를 이용하여 구하였

다. 경계조건으로 입구단의 질량유동은 6.5kgf/s 
그리고 출구단은 대기압으로 설정하였으며, 작동

유체의 온도와 물의 포화증기압 Pv는각각 25oC와 

3,167Pa이다. 
Fig. 1(b)는 공동의 크기가 한 요소에서 50% 이

상을 차지하는 영역을 나타낸 다상유동해석의 결

과이다. σv와 POC는 각각 1.05 및 38.15%로 얻어

졌다. 이는 3 방향 절환 글로브밸브가 곡선유로

로 절환된 상황에서 바텀플러그 하부에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2.2 형상최적설계

바텀플러그 형상이 공동발생 영역의 크기를 결

정하는 주요한 인자이므로, 이의 형상최적화를 

위하여 매개변수화 된 각각의 모델에 대한 많은 

양의 다상유동해석이 필요하다. 유동해석시 복잡

한 유로형상으로 인한 과도한 해석시간 그리고 

해석결과의 낮은 수렴성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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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model and vapor volume fraction due to 
change of shape parameters of bottom plug

Fig. 3 Surface and prediction profilers of the POC 
affected by 2 design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공동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영

역만을 상세하게 고려한 Fig. 2와 같은 단순 유한

요소모델을 만들었다. 여기서, 요소와 격자수는 

각각 43,000 및 230,000개이다. 잔차 10-5 이하에

서 수렴이 이루어지는 반복계산의 회수가 상세모

델 대비 1/40 수준으로 단축되었다. 이때 얻어진 

σv와 POC는 각각 1.01 및 34.9%로서, POC의 경

우 상세모델 대비 10% 미만의 오차를 보였다. 배
관의 내경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바텀플러

그의 형상 매개변수를 허리길이(Waist length)와 

꼬리길이(Tail length) 두 가지로 지정하고 공동현

상 저감을 위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였다. 바
텀플러그의 허리길이와 꼬리길이가 각각 6.5mm 
및 7m인 초기모델을 기준으로 허리길이와 꼬리

길이를 각각 1.5, 3.5, 6.5, 9.5, 12.5mm 및 1, 4, 7, 
9, 13mm로 변화시켰다. 형상 매개변수 변화에 따

른 다상유동해석으로 얻어진 VVF 분포의 변화를 

Fig. 2의 표로 나타내었다. 허리길이와 꼬리길이

가 길어질수록 공동현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

다. 배관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공동이 발생

하는 POC 30% 이상의 영역이 허리길이와 꼬리

길이가 각각 4.5~8.5mm 및 5~9mm이므로, 이를 5
개 준위로 다시 나누어 5x5 직교배열표를 만들었

다. 상용프로그램인 JMP(12)에 내장된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POC의 반응표면모델을 구축하

였다. 이때, 인공신경망은 한 개의 은닉층과 세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공신경망 활성화 

함수를 이용하여 학습이 수행되었다. Fig. 3은 얻

어진 반응표면모델이다. POC는 꼬리길이에 대하

여 강한 비선형거동을 보이나, 허리길이에 대해

서 망대특성을 갖고 있다. 목적함수 POC가 30% 
미만인 매개변수 꼬리길이와 허리길이의 최적해

를 찾았다. Fig. 3의 Prediction profiler에서 알 수 

있듯이, POC가 27%로 만족하는 매개변수의 크기

는 허리길이 6.42mm와 꼬리길이 6.96mm이다. 다
상유동해석과 바텀플러그 형상최적화로 얻어진 

해석결과를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을 통해 검증하

였다. 

3.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

3.1 유동가시화 연구

유동가시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

법은 PIV(Particle Image Velocimeter)기술(7,8)이다. 
PIV기술은 레이저 시트에 의한 유동가시화를 이

용한 비간섭 속도장 계측기술이다. 추적 입자 이

미지가 PIV 해석을 위한 정보로 바꾸어 이를 입

자 이동에 따른 유동속도로 표현된다. 즉, 레이저

와 고속카메라를 동기화시켜 촬영한 추적입자 이

미지에서 입자이동의 변위를 유동속도로 변환시

키는 방법(7)이 적용된다. 공동현상 가시화는 유동

가시화와는 다르게, 공동이 다상유동장에서 육안

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PIV기술에서 필요

한 레이저 장비 없이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으로 공동 발생영역의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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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st set-up for cavitation visualization using 
a with high-speed camera

(a) Transparent acryl pipe with flanges

(b) Bottom-plugs for initial and optimized model

Fig. 4 Test specimen for cavitation visualization test

(a) Flow test equipment

(b) Flow control system

Fig. 5 Flow test equipment with valve and pump 
including flow control system

3.2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설비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을 위하여 다상유동해석

에 적용된 단순 유한요소모델과 동일한 형상을 

갖는 시편을 준비하였다. Fig. 4(a)는 투명아크릴 

배관으로 양단에 유동실험설비에 설치가 가능한 

플렌지를 장착하였다. Fig. 4(b)는 가공된 바텀플

러그로서, 허리길이와 꼬리길이가 각각 6.5mm 및 

7mm인 초기모델과 허리길이와 꼬리길이가 각각 

6.42mm 및 6.96mm인 형상최적화모델이다. 제작

된 바텀플러그를 배관 내에 삽입하였다.
Fig. 5는 본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실험

설비로서, 유동시험용 밸브 및 펌프와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한 유량조절시스템(13)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가능한 밸브의 크기는 15~400A이며, 
펌프의 최대압력과 저수조용량은 각각 15Bar 및 

107.25m3으로서 KS B2101(14)을 만족한다. 
Fig. 6은 투명아크릴 배관에 바텀플러그가 삽입

된 시편을 유동실험설비에 장착한 모습으로 ISA- 
RP75.23(6)에서 규정한 위치에 압력센서를 설치하

여 공동화지표 σv를 계측하였고, 고속카메라를 설

치하여 공동현상을 촬영하였다. 

3.3 실험결과 및 고찰

바텀플러그의 초기모델과 최적화모델이 적용된 

시편에 입구유량을 3.5kgf/s부터 1kgf/s씩 증가시

키며 해석조건인 6.5kgf/s까지 공동현상 가시화실

험을 진행하였다. Fig. 7은 공동현상 가시화실험 

결과이다. 입구유량이 3.5kgf/s에서는 초기 및 최

적화모델 시편 모두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았

고, 입구유량이 4.5kgf/s로 커진 경우 초기모델 시

편에서 공동이 발생하였다. 입구유량이 5.5kgf/s에
서 초기 및 최적화모델 시편 모두 공동이 확연하

게 관찰되었다. 입구유량이 6.5kg/s에 도달된 경

우, 초기모델 시편의 바텀플러그 하부 전영역에 

걸쳐 나타났으며, 측정된 σv는 1.02로서 해석결과

와 잘 일치하였다. 최적화모델 시편의 경우 공동

현상이 초기모델 시편의 경우에 비해 확연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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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rate = 3.5kgf/s

 

Flow rate = 4.5kgf/s

 

Flow rate = 5.5kgf/s

 

Flow rate = 6.5kgf/s
  (a) Initial model      (b) Optimized model

Fig. 7 Results of cavitation visualization test for 
initial and optimized models due to change 
of flow rate

 

 

   (a) Initial model     (b) Optimized model
Fig. 8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f cavitation occurring at bottom- 
plug for initial and optimized model at flow 
rate 6.5kgf/s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입구유량 6.5kgf/s에서 공동현상 가시

화 실험과 다상유동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두 모델 모두 실험 및 해석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동현

상의 수치적 기법과 가시화 실험방법은 밸브의 

공동현상 저감을 위한 형상설계에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세척 장비에 사용되

는 40A 3 방향 절환 글로브밸브의 공동현상 저

감을 위하여 다상유동해석과 인공신경망 기법으

로 얻어진 바텀플러그 형상최적화 결과를 공동현

상 가시화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얻어진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다상유동해석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

여 설계영역을 추정한 결과 밸브에 손상이 가해

지지 않는 POC 27%를 만족하는 바텀플러그의 

최적형상인 허리길이와 꼬리길이는 각각 6.42mm 

및 6.96mm로 얻어졌다. 
(2) 투명아크릴 배관에 바텀플러그가 삽입된 시

편을 유동실험설비에 설치하여 공동현상 가시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 공동현상이 입구유량 6.5kg/s
에서 바텀플러그 하부 전영역에 걸쳐 나타났으

며, 최적화모델 시편의 경우 초기모델 시편에 비

하여 공동이 확연히 적게 나타났다. 
(3) 입구유량 6.5kgf/s에서 공동현상 가시화 실

험과 다상유동해석에서 얻어진 공동현상 발생영

역을 비교해본 결과, 초기 및 최적화 모델 모두 

실험 및 해석결과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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