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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resent study describes flow induced noise generated from a 
ball valve used for a gas pipeline. Noise generation from a ball valve mainly in-
duces by interference between unstable(or fluctuating) leakage flow and pipe 
wall when the ball valve is working closed or opened. To measure the positions
of the noise source and the amplitude of noise with respect to measuring fre-
quencies, a commercial acoustic camera is introduced. Noise characteristics 
generated by the ball valve have been performed by four valve opening rates:  30,
50, 70 and 100 percents. It is noted that 100 percent opening rate means that 
the valve is fully opened. Throughout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using the
acoustic camera, the location of the noise source and the noise amplitude with 
respect to the frequencies for the test ball valve are clearly evaluated. It is found
that the dominant frequencies come from the fluctuating flow at the down-
stream of the ball valve for four opening rates are observed between 3,000Hz 
and 3,200Hz. Maximum noise amplitude comes from the ball valve reaches 
75dB at the valve opening rate of 50 percent.

Key words : Ball valve(볼밸브), Gas pipeline(가스  파이프라인), Flow induced noise
(유동소음),  Acoustic camera(음향 카메라), Sound pressure level(음압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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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valve flow coefficient

 : specific heat ratio

 : pipeline geometry factor

 : numerical constant depends on unit

 : general gas constant, kg/kmol

 : inlet absolute pressure,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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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ball valve for gas pipeline10)

 : pressure drop, kPa

 : volumetric flow rate, m3/h (or m3/min)

 : absolute temperature of working fluid, K

 : pressure ratio

 : terminal pressure ratio

 : expansion coefficient

 : compressibility factor

1. 서 론

볼밸브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유동차단 및 유량 

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배관 요소

이다. 천연가스 및 LNG를 수송하는 장거리 가스 파

이프라인에서는 시설의 운전과 함께 안전성을 위하여 

많은 양의 볼밸브(Fig. 1 참조)가 사용되고 있다. 

Chern 등1)은 입자추적 유동가시화 기법을 이용하

여 밸브 내부 유동장을 가시화하고, 낮은 개도율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Kim 등2)

은 비압축성 유동조건 하에서 개도율에 따른 밸브의 

성능을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였고, 이들은 밸브성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Kim and Yoon3)의 편심형 버터플

라이 밸브 실험적 연구에서 적용된 국제규격에 의거하

여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and Jang4,5)은 수

치해석을 이용하여 볼밸브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Moujaes and Jagan6)은 개도율 50~100% 사이에서 

볼밸브의 손실계수를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Kim and Yoon7)은 지역난방용 

파이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고압용 볼밸브에 대하여 

산업용 압력기준을 적용한 내압시험 및 밀폐시험 조

건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고, 등가응력, 변형률, 

안전계수 등의 결과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Kim 등8)은 30인치 가스 파

이프라인용 볼밸브의 모델을 이용하여 밀폐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 모델의 누설성능이 기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누설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42인치 

볼밸브로 설계했을 때 가스 누설량을 실험식을 이용

하여 예측하였다. 

볼밸브의 연구는 밸브를 안전하게 설계하거나 안전

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밸브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대칭적 유동을 파악하고 이

로 인해 발생하는 밸브 후류의 누설와류(leakage 

vortex) 유동에 의한 소음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볼밸브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유동 소음에 관

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전무하여 이러한 근거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볼밸브의 유동소음 특성 파악을 위

하여 소음 가시화 장비인 음향카메라를 이용하여 유

동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측정 데

이터는 소음 발생위치의 가시화 및 주파수 대역에 

대한 소음특성을 도출하였다. 유동 소음의 가시화는 

MEMS 마이크로폰이 회오리와 같이 배열된 형식의 

음향 카메라를 적용하였다. 측정 주파수 범위는 50

Hz~10 kHz이며, 밸브 개도율 30, 50, 70 및 100%에

서 발생되는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여 밸브 유동소음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Fig. 2(a)는 볼밸브 유동소음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볼밸브 실험장치는 전ㆍ후단 압력 트랜스

미터, 유량계,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추가로 볼

밸브 외부에 음향 카메라를 설치하여 볼밸브 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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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test rig

(b) Experimental test rig2)

Fig. 2. Experimental test rig

Valve Opening 
Rate, %

Valve 
angle, 

Degree

Flow-rate,
m3/h

Air Blower 
Condition, 

rpm
Remark

30 63 19.08

3,550
(60 Hz)

-

50 45 50.73 -

70 27 65.73 -

100 0 80.08 Fully open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ig. 3. Pressure drop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Fig. 4. Valve flow coefficient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의한 유동소음을 측정하였다.

볼밸브 실험 장치는 Fig. 2(b)와 같다. 음향 카메라

는 볼밸브로부터 약 1 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였다. 

볼밸브의 압력, 온도, 유량 등의 데이터는 NI PXI를 

이용하여 NI LabView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 

및 저장되었다. 작동 유체는 공기이며, 유동을 형성

하기 위하여 재생형 송풍기를 사용하였다. 유량계는 

전자식 유량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범위는 0~3,000 

LPM이다. 또한 압력 트랜스미터의 측정범위는 

0~200 kPa이고, 압력센서는 볼밸브 전단 및 후단에 

관경(D)기준 2D와 6D 위치에 각각 설치하였다. 전

반적인 실험장치 구성은 Kim 등2)이 제시하고 있는 

IEC 60534-2-39)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2.2 실험 조건

Table 1은 유동소음 측정을 위한 실험 조건을 나

타낸다. 볼밸브의 유동소음은 개도율 30, 50, 70 및 

100%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음향 카메라는 밸브로

부터 1 m 거리에 위치하도록 외부에 설치하였다. 이

때 송풍기의 작동조건은 각 개도율에서 3,550 rpm의 

동일한 회전수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압력 강하는 낮

은 개도율에서 서서히 증가시켰다. 

Fig. 3은 개도율에 따른 압력강하 특성을 나타낸다. 

Fig. 4는 밸브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 유량계수

(valve flow coefficient) 곡선을 나타내었다. 비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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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S microphone

(b) Components of acoustic camera

Fig. 5. Acoustics camera for sound visualization

(a) Acoustic detection with relative topology

(b) Compensation topology through time delay sequence

Fig. 6. Principles of acoustics camera

성 유동조건에서의 밸브 유량계수 특성은 Kim and 

Yoon3)의 버터플라이 밸브 특성과 유사한 등비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여기서 밸브 유량계수2,3)는 밸브의 사이즈를 결정

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factor)로 압력강하와 유량과

의 함수관계로 정의한다. 기체유동에 대한 밸브 유량

계수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밸브 유량계수, 는 체적유량, 은 

단위 환산상수, 는 덕트(파이프라인) 형상계수, 

은 상류 절대압력, 는 팽창계수, 은 분자량 

(28.97 kmol/kg), 은 작동유체 절대온도, 는 압축

성 계수, 는 차압비를 각각 나타낸다. 는 입ㆍ출구 

직경이 같을 때 1, 단위 환산 계수 은 26.5로 하였다. 

팽창 계수 와 차압비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2)

 


(3)

여기서, 는 비열비 계수, 는 종말 차압비, 

는 밸브 전ㆍ후단 압력차이다. 식 (2)에서  및 

는 작동유체가 공기이고 볼밸브인 경우에는 각각  1 

및 0.3을 적용한다. 

2.3 음향 카메라

Fig. 5는 본 연구에 사용된 음향 카메라로, SM 

Intruments사의 SeeSV S205 모델을 사용하였다. SeeSV 

S205 모델은 Fig. 5(a)와 같이 MEMS 마이크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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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ning rate 30%

(b) Opening rate 50%

(c) Opening rate 70%

Fig. 7. Visualization noise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회오리 배열하였으며, 소음의 발생위치를 보정하는 

Real-tim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소음의 크기뿐만 아

니라 소음 발생원의 거리 보정을 통하여 소음 발생

분포를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장비이다. 또한 기능별

로 소형화하여 휴대성이 높기에 실험실뿐 만아니라 

현장시설의 소음진단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Fig. 6은 음향 카메라의 측정원리를 나타낸다. 음

향 카메라는 MEMS 마이크로폰을 통해 소음원의 크

기와 위치를 분석한다. 마이크로폰은 소음원과 직각

이 되지 않으면 소음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다. 이러한 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Fig. 6(b)와 같이 

Real-time 알고리즘을 이용한 타임 딜레이 시퀀스를 

통하여 소음원의 크기 및 방향을 보정하고, 측정된 

정보를 화면에 이미지로 표시하게 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볼밸브 후류의 유동 소음 가시화

Fig. 7은 음향 카메라를 이용한 개도율별 소음 주파

수 가시화 결과를 나타낸다. 밸브의 개도율 변화에 따

라 볼밸브 후류에 의한 고유 주파수는 3,000~3,200 

Hz 대역에서 발생한다. 각 그림에서 보면 후류에 의

한 소음이 밸브 후단 쪽에서 상기 주파수 대역의 소

음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 1,400~1,600 Hz 및 2,400~2,700 Hz 

대역은 시험장치의 토출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며, 

3,600~3,800 Hz 대역은 압력센서가 설치되는 포트 

내 공간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즉 볼밸브 후류와 

관계된 소음의 주파수 대역은 3,000~3,200 Hz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볼밸브 후류의 소음특성 분석

Fig. 8은 4종의 밸브 개도율에 대하여 주파수 대역

에 따른 소음특성을 나타낸다. 소음 카메라의 소음 

측정 주파수는 10 kHz까지 측정하였으며, 가시화 

결과로 4종의 차별화된 주파수 대역에서의 소음특성

을 비교, 분석하였다. 4종의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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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ning rate 30%

(b) Opening rate 50%

(c) Opening rate 70%

(d) Opening rate 100%
Fig. 8. Amplitude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Fig. 9. Comparison amplitude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가시화 결과에서와 같이 볼밸브 후류에 의한 주파

수는 3,000~3,200 Hz 대역이다. 즉 이 영역에서의 발

생 소음은 후류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다. 

Fig. 9는 밸브 개도율에 따른 소음 특성을 나타낸

다. 밸브 후류에서의 최대 소음크기는 개도율 50%에

서 75 dB로 나타났다. 오히려 개도율 30%에서는 개

도율 50%보다 10 dB정도 낮은 65 dB을 나타낸다. 

개도율 70% 및 100%에서는 볼밸브 후류에 의한 소

음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개도율 70%에서 

토출 유동에 의한 소음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70

dB 이상을 나타났다.

장거리 가스 파이프라인에서는 토출부가 없기 때

문에 토출부 소음은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밸브 후

류에 의한 소음은 가스 파이프라인 중간에 일정 거

리마다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밸브 제어를 통하여 

개도율 50%일 때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으로 부터 볼밸브 후류에 의한 소음은 60~75 dB 

사이의 소음을 나타내며, 볼밸브 개도율 50%일 때 

가장 큰 소음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각 개도율 별 소음 강도 특성을 비교하면, Fig. 9

와 같이 (1), (2), (3) 영역은 가스 파이프라인 내에서 

발생하는 유동소음이고, (4), (5), (6) 영역은 구동장

치 및 밸브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영역이 된다. 

전체적으로 소음은 개도율 50%에서 가장 크며, 

개도율 70% 및 100%가 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한편 개도율 30%의 경우는 개도율 

7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소음크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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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음 가시화 시험장치인 소음 카메

라를 이용하여 볼밸브 후류에서 발생하는 유동소음

의 특성을 측정하였고, 이를 각 개도율 별로 분석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볼밸브에 의한 주파수 대역은 4가지 대역으로 

나타나며, 볼밸브 후류에 의한 소음 주파수 대역은 

3,000~3,200 Hz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2) 이 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60~75 dB

이다. 최고 소음은 개도율 50%에서 발생하며, 소음

크기는 75 dB임을 알 수 있었다.

3)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대역은 1,400~3,800 Hz이며, 전체적으로 소음 크기

는 개도율 50%일 때 가장 크며, 개도율 70% 및 

100%일 때는 점차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개

도율 30%의 경우는 개도율 7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소음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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