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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ll valve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high-pressure gas pipe-
line as an important component because of its low flow resistance and good 
leakage performance. The present paper focuses on the flow nature at the down-
stream of the ball valve used for gas pipelines according to valve opening rates. 
Steady 3-D RANS equations, SC/Tetra, have been introduced to analyze the flow
characteristics inside the ball valve. Numerical boundary conditions at the inlet
and outlet of the valve system are imposed by mass flow-rate and pressure, 
respectively. Velocity distributions obtained by numerical simulation are com-
pared with respect to the valve opening rates of 30, 50, and 70%. Cavity dis-
tributions, asymmetry flow velocity and the flow stabilization point at each open-
ing rate are also compared. When the valve opening rates are 30 and 50%, the
flow stabilization requires the sufficient length of 10D or more due to the influ-
ence of the recirculation flow at the downstream of the valve.

Key words : Ball valve(볼 밸브), Gas pipeline(가스파이프라인), Flow nature(유동 특성),
Asymmetry flow(비대칭 유동), Recirculation flow(재순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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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볼 밸브는 대량의 유체를 이송하는 대구경 pres-

surized natural gas (PNG) 파이프라인 및 소구경 수

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배관시스템의 유

동제어를 위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볼 밸브

는 타 밸브 형식에 비하여 우수한 기밀성능과 함께 

작은 유동저항으로 고압 가스파이프라인의 유량조절 

및 개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작동방

식과 단순한 유로구조에도 불구하고 볼 밸브를 통과

하는 내부유동은 밸브 개도율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

고 복잡한 유동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

은 볼 밸브의 유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

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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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domain of numerical analysis6)

Fig. 2. Grid system for numerical analysis6)

Chern 등1)은 입자추적 유동 가시화기법을 이용하

여  볼 밸브의 내부 유동장을 가시화하였다. 또한 이

들은 낮은 개도에서 발생하는 공동현상(cavitation)

을 고찰하였다. Kim 등2)은 비압축성 가스 유동조건에

서 개도율에 따른 밸브의 성능을 밸브 유량계수를 도

입하여 실험적으로 고찰하였고, 개도율에 대한 밸브 

유량계수의 근사다항식을 제안하였다. Lee와 Jang3,4)

은 수치해석으로 볼 밸브의 압력성능을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였다. Moujaes와 Jagan5)은 수치해석으

로 개도율 50-100% 사이의 볼 밸브 손실계수를 제시

하였다. Kim 등6,7)은 수치 시뮬레이션 모델의 평가를 

수행하였고, 밸브 개도율에 따른 압력 강하, 유량 계

수 및 손실 계수를 실험 결과와의 비교하였다. 또한 

이들은 음향카메라를 이용하여 밸브 개도율에 따른 

유동소음을 가시화하고, 유동소음 특성을 분석 평가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볼 밸브를 통과하는 

유동특성이나 성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치중되

어 있고 볼 밸브 하류에서의 유동특성에 대한 정량

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볼 밸브를 통과

하는 유동은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작동방식 때문에 

유로 구조상 비대칭 유동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대칭 

유동은 유동의 불안전성의 원인이 되어 유동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된다. 이러한 진동과 소음의 발생

은 가진원 유발에 의한 배관 파손의 원인8)이 되며, 

주로 볼 밸브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하류 

영역에서의 유동특성 변화를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밸브와 가스파이프라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im 등6)에 의해 검증된 수치해석 

방법을 도입하여 볼 밸브 하류유동의 특성을 유속, 

유선, 압력 및 거리에 따른 속도구배 특성을 분석하

여 비대칭 유동의 특성, 재순환 유동(recirculation 

flow)의 영향, 유동 안정화 지점 등에 대한 볼 밸브 

하류의 유동특성을 고찰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수치해석 방법

2.1.1 해석 도메인 및 격자 시스템

Kim 등2)이 제시한 수치해석 모델을 검증하기 위

하여, Fig. 1과 같이 수치해석 영역을 실험 장치와 동

일한 크기로 설정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출구부의 

대기압조건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그림

에서와 같이 말단부에 사각형 공간을 추가하였다. 

Fig. 2는 수치해석 격자시스템을 나타낸다. 4면체 

비정렬격자(unstructured grid)와 프리즘 격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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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apparatus for ball valve2)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2)

Opening rate 
(%)

Valve angle 
(degree)

Flow-rate 
(m3/h)

Blower 
condition 
(r/min)

100 0 80.8

3,450
(60 Hz)

70 27 65.7

50 45 50.7

30 63 19.0

(a)

(b)

(c)

Fig. 3. Partial opening rates of ball valve6); (a) 70%, (b) 50%, 
(c) 30%

된 하이브리드 격자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격자시스

템은 격자 테스트를 통해 1,100만 개 격자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나 보다 정밀한 변동 성분 결과를 위하여 

2,200만 개의 격자요소와 630만 개의 격자노드로 구

성하였고, 벽면에서는 3개의 프리즘 격자를 사용하

여 생성하였다. 

2.1.2 해석 방법 및 경계조건

수치해석용 Solver로는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인 

SC/Tetra9)를 사용하였다. 유동장의 지배방정식은 정상

상태 레이놀즈 평균 나비에-스톡스 방정식(staedy-state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equations)을 적용

하였다. 이때 입구에서는 질량유량조건을, 출구에서

는 대기압조건을 각각 설정하였다. 벽면에서는 전체 

도메인에 걸쳐 no-slip 조건을 주었으며, 출구부 사각

형 공간은 대기조건을 고려한 slip 조건을 부여하였다. 

적용된 난류모델은 이전의 밸브유동에서 잘 예측된 

SST κ-ω 모델을 적용하였다. 밸브의 개도율조건은 

Fig. 3과 같이 30%, 50% 및 70%로 각각 설정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실험 장치 구성

Kim 등2)이 제시한 실험 장치는 Fig. 4와 같으며, 

2개의 상류 압력센서, 5개의 하류 압력센서, 유량계, 

온도센서, 작동유체 공급용 2.2 kW 재생형 송풍기 

및 실험용 1인치 볼 밸브로 구성된다. 압력센서는 직

경의 4D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압력센서는 0-1 MPa, 

유량계는 0-3,000 L/min, 온도센서는 0-300°C의 측정

범위를 각각 갖는다. 측정 데이터의 수집은 LabView 기

반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NI DAQ 모

듈을 통하여 초당 5,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송풍기의 제어는 LS산전의 인버터를 이용하여 주파수 

제어에 의한 회전수를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어하였다. 

또한 밸브의 개도율은 Young Tech사의 포지셔너를 사

용하여 프로그램 상에서 전류신호로 제어하였다.

2.2.2 실험조건

실험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밸브 개도율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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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mparisons of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
sults; (a) pressure drop, (b) valve flow coefficient

(a)

(b)

(c)

Fig. 6. Velocity contours and streamlines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6); (a) 70%, (b) 50%, (c) 30%

험조건은 30%, 50%, 70% 및 100%에서 인버터 주파

수 60 Hz인 송풍기 회전수 3,450 r/min으로 작동유체

인 공기를 공급하였다. 이에 따라서 개도율에 따른 

유체 통과 면적의 변화에 따라 공급되는 작동유체의 

유량은 변화하게 되고, 밸브 전후단의 압력 또한 개

도율에 따라 변화한다. 이때 개도율은 완전 개방시 

각도인 90도에 대한 부분 개방시 볼이 회전한 각도

의 비율로 정의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해석의 검증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압력과 유량을 

비교하여 수치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수치해

석에서 유량은 입구측에서 실험치를 동일하게 설정

하였기 때문에 각 압력센서 위치에서의 측정된 압력 

값과의 비교가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기에 타당하

다. 유량계수 또한 압력, 온도 및 체적유량과 함께 비

교, 검증이 가능하다.

Fig. 5는 개도율에 따른 차압과 고유 유량계수2,6) 

를 실험 및 수치해석으로 비교하여 나타낸다. 고유 

유량계수는 볼 밸브의 성능 지표 중 하나로 밸브 유

량계수의 무차원 계수로 정의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차압의 오차율은 최대 4.5%이며, 고유 유량계수는 

최대 7.4%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치해석과 

실험 결과와의 전체적인 경향과 차이의 정도는 양호

하다고 판단된다.

3.2 유동해석 분석 결과

Fig. 6은 개도율에 따른 볼 밸브의 속도분포 및 유



374    개도율에 따른 가스파이프라인용 볼 밸브 후류유동의 수치평가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29권 제4호 2018년 8월

(a)

(b)

(c)

Fig. 7. Pressure distributions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a) 70%, (b) 50%, (c) 30%

선을 나타낸다. Fig. 6(a)에서와 같이 볼 밸브 개도율 

70%의 경우, 밸브 입구와 출구 사이의 유속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유입 유동은 볼 내부 벽

면에 충돌한 후 개도에 의하여 일정 각도로 부드럽

게 출구부를 통과한다. 그러나 밸브 하류로 유입될 

때, 출구부의 주 유동(main flow)은 입구부의 주 유

동보다 50% 이하로 주 유동의 폭이 감소하면서 유속

이 증가한다. 이때, 볼 내부유로에서 주 유동영역을 

제외한 구역은 주 유동의 영향으로 주 유동과 반대 방

향의 재순환 유동(recirculation flow)이 발생된다. 또

한 출구부의 증가된 유속의 영향으로 밸브 하류에서

도 마찬가지로 재순환 유동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Fig. 6(b)와 같이 개도율 50%의 경우, 주 유동속도

는 볼 내부에서 좁아진 유동면적으로 급격하게 증가

된다. 볼 밸브 내부에서의 강한 유속으로 밸브 내부

벽면과 충돌한 볼 밸브 내부유동은 밸브 내면을 따

라 빠른 유속으로 후류로 이동된다. 이때 출구부의 

주 유동 폭은 입구부의 주 유동 폭에 비하여 20% 미

만을 차지한다. 

Fig. 6(c)와 같이 개도율 30%의 경우, 볼 내부 유

로 형상의 변화에 의하여 주 유동의 방향 또한 급격

히 전환되고, 이때 볼 내부 벽면에 충돌하여 통과하

는 주 유동의 속도구배가 급격하게 변화한다. 좁은 

입구부를 통하여 유입된 주 유동은 상대적으로 큰 

공간의 볼 내부에서 갑자기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좁은 출구부를 통과하면서 유동의 에너

지가 대부분 소산된다. 또한 좁은 면적의 출구부를 

매우 빠른 속도로 토출되기 때문에 관로 내 빠른 유

속영역은 길고 좁은 영역에 걸치게 되어 나머지 공

간은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역류에 의한 재순환 유

동과 복잡하고 작은 소용돌이 유동이 지배적으로 나

타난다. 이때 압력 특성은 Fig. 7(c)와 같이 나타나며, 

개도율 감소에 의하여 급격한 작동유체의 통과면적 

감소로 밸브 전단의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게 된다. 

특히, 모든 개도율에서 밸브 상류지역은 작은 공

동유동(cavity flow)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밸브 개도율의 작아질수록 유동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7은 개도율에 따른 밸브 하류지역의 압력분

포를 나타낸다. Fig. 7(c)와 같이 낮은 밸브 개도율은 

빠른 유속으로 압력구배가 크고, 유동 안정화에 의한 

압력 회복을 위해서 긴 후류영역을 필요로 한다. 이

러한 낮은 압력영역은 빠른 유속의 주 유동 영향으

로 발생하며, 낮은 압력으로 기체 내 미세액적 발생

이나 미세입자의 정체로 인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부

식이나 침식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

3.3 후류유동의 특성

Fig. 8은 개도율 70%일 때의 z축 방향의 속도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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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Velocity gradient profiles at 70% valve opening rate; 
(a) -6D to -2D at the upstream, (b) 2D to 10D at the down-
stream, (c) 12D to 20D at the downstream

(a)

(b)

(c)

Fig. 9. Velocity gradient profiles at 50% valve opening rate; 
(a) -6D to -2D at the upstream, (b) 2D to 10D at the down-
stream, (c) 12D to 20D at the downstream.

(velocity gradient profile)를 나타낸다. 여기서 z축 방

향의 속도구배는 밸브 전·후단 플랜지를 기준으로 

밸브 직경의 2배(2D) 간격으로 추출하였다. Fig. 8(a)

의 경우, 상류지역의 속도구배는 완전 발달유동의 형

태를 나타내며, 최대유속은 45 m/s이다. Fig. 8(b)와 

같이 밸브 하류지역의 속도구배는 비대칭 유동으로 

발생된다. 그러나 역구배 유속은 2D 지점의 일부 영

역에서만 발생되며, 개도율 30% 및 5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대칭 유동은 작게 나타난다. 10D 지점의 

속도구배는 밸브 출구부 유동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12D 이후부터는 완전발달유동(fully developed flow)

으로 회복되어 가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는 개도율 50%일 때의 z축 방향의 속도구배

를 나타낸다. Fig. 9(a)와 같이 밸브 상류지역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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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Velocity gradient profiles at 30% valve opening rate; 
(a) -6D to -2D at the upstream, (b) 2D to 10D at the down-
stream, (c) 12D to 20D at the downstream

Fig. 11. Standard deviations of velocity at each position with 
respect to valve opening rates

구배는 완전 발달유동의 형태를 나타내며, 최대 유속

은 35 m/s로 개도율 70%에 비하여 10 m/s 정도 낮

다. Fig. 9(b)의 경우, 하류지역 유동은 2D 지점에서 

110 m/s 이상의 유속이 d=0.8 지점에 발생하며, 이와 

반대로 d=0.1~-1.0에서는 빠른 유속에 의하여 오히

려 역구배 유속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4D 지

점에서부터 역구배 유속은 감소하면서 재순환 유동

이 4D 이하 지역까지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또한 10D 이후에서는 대체적으로 완전발달 유동 

형태의 속도구배를 보이면서 유동이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개도율 30%일 때의 z축 방향의 속도구

배를 나타낸다. Fig. 10(a)와 같이 밸브 상류지역의 

속도구배는 50% 및 70%와 유사한 완전발달 유동 

형태를 가진다. 하지만 최고유속은 14 m/s로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와 상반되게 Fig. 10(b)의 하

류지역 속도구배는 2D에서 150 m/s의 매우 빠른 유

속의 비대칭 유동이 된다. 이러한 비대칭 유동의 영

향으로 8D까지 역구배 유속영역이 존재하며, 이는 

비대칭 유동에 의하여 적어도 10D 이상 하류구역에 

걸쳐서 재순환 유동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흐름은 

16D 이상이 되어야 완전발달 유동으로 안정화될 것

으로 예측된다.

Fig. 11은 각 길이방향 위치에서의 속도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비대칭 유

동이 지배적이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유동 안정화

가 되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도율 70%

의 경우, 2D 지점에서 가장 큰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러나 개도율 30%와 50%에 비하면 1/2 정도의 낮

은 값을 보여준다. 개도율 50%의 경우, 2D 지점에서 

가장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6D 지점에서 급격히 

작아진다. 반면 개도율 30%의 경우, 최대 표준편차

는 4D 지점에서 나타나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가 8D 지점에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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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재순환 영역의 발생과 소멸에 의한 속도

구배의 급격한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개

도율은 10D 이후 지점에서 점차 안정화되어가는 것

을 표준편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수치해석 모델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하

여 볼 밸브 후류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상용 유

동해석 프로그램인 SC/Tetra를 이용하여 개도율 30%, 

50% 및 70%에서의 유동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각 개도율에서의 유속분포, 유선, 압력 분포 및 속도

구배 고찰을 통하여 비대칭 유동의 영향에 따른 재

순환 유동과 유동 안정화 지점 등을 평가, 다음과 같

이 결과를 요약한다.

1)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한 

3차원 정상유동 해석 결과는 실험값과 잘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치해석 결과가 실제의 유동특

성을 잘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 데이터를 이

용하여 유속분포, 유선, 압력 분포 및 속도구배를 비

교, 분석하였다.

2) 볼 밸브의 내부유로를 통과한 후류의 비대칭 

유동은 개도율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다. 비대칭 유동은 주 유동이 벽면에 충돌하면서 출

구유동의 폭이 감소함으로 발생한다. 강한 비대칭 유

동의 영향으로 관로 내 재순환유동을 유발하여 유동 

안정화를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의 원

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비대칭 유동의 영향은 개도율 30%일 때 매우 

큰 재순환 유동이 나타나며, 그 영향은 밸브 하류방

향으로 10D 이상의 지역까지 미치기에 유동 안정화

를 위해서는 10D 이상의 관로 거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도율 50%와 70%의 경우에는 

역구배 유속이 2D와 4D에서 감소하며, 대체적으로 

10D 이내에서 유동 안정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속도 구배에 대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유

동 안정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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