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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1. 국문요약(국문초록)  

요약(국문초록)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압력방출밸브의 경우 KEPIC 

MF 에서 성능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점차 

방출밸브의 용량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설비의 

한계에 따른 용량시험의 어려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모든 설계 사양과 밸브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해석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CFD 를 통해 시간에 따른 밸브의 

움직임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으로 성능평가가 수행될 수 없을 경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밸브 작동원리에 기반을 두고 공학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법과 

설계변수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밸브의 동작을 

해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계변수 확립과 해석 방법을 확립하였다. 

…………………………………… 

주요어 : 전산유체역학, 비정상유동, 밸브 

학 번 : 2011-20717 

 

 

 

 

 

 

 

 

 

 



2. 외국어초록(Abstract)  

Abstract 
 

Study on numerical model for qualification of pressure 

relief device in nuclear power plant 
 

Shin dae yong 

Mechan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for the pressure relief valve used in the nuclear power 

plant, its performance has to be evaluated by KEPIC MF 

and its capacity test has to be executed by KEPIC MOZ. In 

case the experiment equipment is limited, its numerical 

model is needed. This study is intended to make up a 

numerical model so that it can analyze the emission flow 

and operation change in a method similar to the system of 

power-driven valve and check valve in the pressure relief 

device. One-dimensional system analysis is mainly 

performed until now, but this study has achieved a 

numerical model with a high degree of precision by using 

computer flow simulation and by performing precise multi-

dimensional flow analysis as well as kinetics analysi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operation parameter was 

performed with the mathematical model. The mathematical 

model was made by combin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d multi-body dynamic, which leads to accurate 

mathematical model. This analysis result can be used in the 

functional qualification of pressure relief valve in nuclear 

power plant. 

……………………………………… 

keywords : CFD, Unsteady flow, Valve 

Student Number : 201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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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원자력 발전소용 밸브 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압력방출밸브는 과압이나 역류에 의해 발생

되는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장치를 보호하는 최후의 장치이다.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통설계에서 

결정된 사양에 따라 안전밸브는 정확히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작동유체를 견딜 수 있는 성능시험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한 후 KEPIC MF에 요구되는 다양한 항목의 성능평가

가 수행된 후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특별히 안전밸브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고가의 성능시험은 필수적이나 개발단계에서 

이러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험적

으로 밸브의 응답성을 알아볼 수 있는 피스톤의 상승 시간, 하강시간, 

방출유량과 같은 작동변수를 측정하는 것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에 유체역학과 동역학 등의 물

리적 법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여 안전밸브의 작동성을 재현하는 것

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험장치의 한계에 의해 성능

시험을 하지 못할 경우 검증된 수학적 모델은 성능평가에 사용될 수 있

다.  

KEPIC MF에 의하면 역지밸브나 공기 구동밸브나 모터구동밸브는 해석

적 모델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밸브의 작동

성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실험적 방법에 의해 해석모델을 

검증할 경우 해석모델에 의한 성능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안전밸브에 

대하여는 특별히 수학적 모델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모

델 생성의 어려움도 있지만 단순한 방출압력의 확인은 실험으로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점차 방출밸브의 용량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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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설비의 한계에 따른 용량시험의 어려움이 문

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모든 설계 사양과 밸브의 특정 부분

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

만, 해석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안전방출밸브는 크게 스프링식과 파일롯 구동식으로 분류되는데, 스프링

식 안전방출밸브는 계통압력이 디스크에 부착된 스프링 힘보다 커지면 

디스크가 개방되고 유체의 배출로 계통 압력이 작아지면 닫히는 밸브인 

반면, 파일롯 구동 안전방출밸브는 파일롯 메커니즘이 먼저 작동하여 메

인 밸브 상하에 가해지는 계통압력에 의해 밸브가 개방되고 닫히는 밸브

이다. 본 논문에서 이 두 가지 형태 중 전자인 CCCV(Controlled 

Closure Check Valve)와 후자인 POSRV(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에 대한 설계변수 및 해석 기술에 대하여 서술할 것이다. 

 

1.2 연구 목표 

지금까지는 CFD를 통해 시간에 따른 밸브의 움직임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으로 성능평가가 수행될 수 없을 경

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밸브 작동원리에 기반을 두고 공학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유동해석

을 수행하기 위한 수치해석 기법과 설계변수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밸브의 동작을 해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안전밸브의 기하학적인 모양과 스프링과 같은 기계요소의 사양은 작동성

에 영향을 준다. 작동성을 나타내는 작동변수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설계

사양이고 성능평가 업무에서는 계측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적 모델을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모양 및 기계요소의 변화에 따른 작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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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변화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해석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밸브이기 때문에 작동유체가 고온, 고

압이다. 또한, 이러한 작동유체를 해석할 때, 피스톤의 상하 움직임에 따

라 유동장의 변화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격자 문제를 다루어야 한

다. 이동격자 문제와 더불어 해석된 유체역학적 관점에서의 유압과 동역

학적 관점에서의 스프링의 탄성이 피스톤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 피스

톤이 유동장과 스프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려한 형태인 2-

way시스템으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간극 문제, 이동

격자 생성시 격자의 찌그러짐 현상 등 해석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석적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할 때, 작동성을 수학적이고 

물리적으로 표현하여 수치적 기법을 통해 해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용 밸브 설계 시 필요한 설계 변수들을 확립하

고자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다양한 밸브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모델과 해석 방법을 만들고자 한다. 

 

 

 

 

 

 

 

 

 

 



4 

2. Check Valve 

2.1 개요 

압력방출밸브, 체크밸브, 공기구동밸브 그리고 모터구동밸브가 현재 물

이 냉매로 쓰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압력방출밸브

와 체크밸브는 나트륨 액체금속이 사용되는 소형모듈원전에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밸브들의 일련 된 설

계, 공정 그리고 성능평가 과정이 구성되어있지 않다. 공정을 하는 회사

들은 이미 기한이 만료된 밸브의 모양과 재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용 밸브에 대한 원천 설

계 기술의 부족이 빠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

황이 원자력 발전소용 밸브의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밸브 중에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압력 방출밸브 중 

CCCV(Controlled Closure Check Valve)를 바탕으로 해석한 결과에 대

해서 서술하였다. CCCV(Controlled Closure Check Valve)는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의 간극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간극

의 크기에 따른 유동특성 변화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 않

다. 그 이유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밸브에 따른 유동장을 해석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동격자 부분과 

유동이 있는 부분, 그리고 간극간의 큰 스케일 차이 때문이다. 이와 더

불어, FSI 문제로서 여러 개의 강체가 있는 이동격자 문제와 함께 유동

장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수치적 기법을 바탕으로 여

러 개의 강체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용 밸브의 이동격자 문제를 해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2.2절의 해석 방법에서 소개하였다. 

CCCV 자체의 해석적 성능평가 외에도 실험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할 

때, 유동실험에서 쓰이는 압력 저장 탱크와 Rupture disk에 대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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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잘 고려되지 못했다. 압력 저장 탱크와 rupture disk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 결과는 고려한 해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결과를 본 논문의 2장에서 소개하였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해석적 한계들과 설계 변수들을 상용 소프트웨어

와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그 결과로 여

러 강체의 이동격자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으며, 저장 탱크와 rupture 

disk 에 대한 해석 또한 가능하다. 이로써 성능평가를 수치적인 방법으

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하게 사용자 함수 예제 등에 소개되어있

는 일반적 해석방법이 아니다. 실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서C 프로그래밍을 통해 상용 소프트

웨어의 사용자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  

 

2.2 해석 방법 

이 절에서는 어떻게 이동격자 해석과 더불어 유동장을 해석하였는지 보

여 준다. 일반적으로 밸브의 동역학적 움직임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유동장 해석에 쓰이는 미분방정식과 더불어 동역학적 

움직임을 표현하는 미분방정식이 동시에 풀려야 한다. 물론 다른 방법 

또한 있다. 예를 들어, 유동장 해석을 먼저 수행한 후 동역학적 미분 방

정식을 그 후에 풀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유체역학적 

그리고 동역학적 각각의 미분방정식을 2-way 방식을 통해 동시에 풀었

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보이는 CCCV가 목표 밸브로 선정 되었다. 

CCCV가 선정 되었다고 해도 이 연구의 결과는 유동이 밸브 내 피스톤

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밸브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CCCV 의 형상은 이미 특허가 만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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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 of CCCV (Source: Lift check valve with dashpot 

(US05622007(1975.10.14)) 

Fig. 2 Shape of CCCV 

그림 2는 실제 해석에 사용된 3차원 CAD형상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CCCV는 출구에서 입구방향으로 유동이 형성될 때 정상 작동하는 밸브

이다. 하지만 밸브에 역류가 발생하여 그림에서의 입구부분에서 출구부

분으로 유동이 생길 경우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역류를 막는 원리를 갖고 

Inlet 

Piston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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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상시에는 그림의 출구부분에서 들어오는 유압에 의해 피스톤이 

위쪽으로 올라가있으면서 유동이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연구에서 유동장 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의 Fluent를 사용

하였다. Fluent의 사용자 함수(User Defined Function)를 통해 밸브 안 

피스톤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에 대하여 프로그래밍한 이 코드는 유동

장이 해석되는 동시에 피스톤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구하게 된다. 이

렇게 해서 얻어진 힘들로 피스톤의 움직임을 해석하고, Fluent의 이동격

자기술(Dynamic mesh) 을 사용해서 피스톤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일반적인 이동격자 문제는 쉽게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구현 가능하다. 그

러나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의 간극이 0.3mm로 매우 작고, 밸브의 직경

이 300mm로 클 경우 두 경우의 크기 차이가 심해 이동격자 문제를 해

결하기 쉽지 않다. 해결을 위해서는 0.3mm인 간극의 크기보다 5~6배 

정도 작은 격자를 생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하였다. Fluent의 사용자 함수(UDF)를 통해서 수학식을 사

용하여 물리적 현상을 대신 구현하였다. 

물론 물리적 현상을 고려한 수학식이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을지, 상용 

소프트웨어의 해석과 이 수학적 접근이 동시에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

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에 유동장 해석과 더불어 

수학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잘 체계화 되어있다. 또한 밸브 모델이 

매우 복잡하고 자유도가 큼에 따라 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학식의 물리적 타당성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절에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유동이 있는 간극 문제에 대해서 수학식을 이용한 대안이 타

당한지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증명을 위하여 대안인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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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형상 그대로의 해석을 간극이 2mm, 3mm 인 두 

가지 간극의 크기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3mm 간극의 형상을 토대로 2mm 형상의 간극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

는지 검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스톤의 움직임을 해석한 결과 이 

방식이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제에 대한 설명과 경계조건이 표 1 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I: Problem Description and Boundary Condition 

Material Water 

Time Step 10-6sec  

Inlet pressure 2,000,000 pa 

Outlet pressure 1,000,000 pa 

 

2.3 수학적 접근 

Fig. 3 Several variables for numer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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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극의 밸브를 실제로 격자 생성하여 해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

지만, 0.2mm 나 0.3mm 간극에 아주 작은 격자를 생성하여 해석을 진

행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수학식

을 도입하여 그 시간을 줄이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식 (1)과 (2)는 각각 그림 3에서 Pc, Pd 그리고 Pi 의 압력에 의해서 

생성되는 V1 과 V2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간략화

한 것이다. 식 (3)은 식 (1)과 (2)를 통합한 것이다. 식 (4)는 피스톤

이 특정 속도로 하강하고, 이에 따라 V1과 V2를 통해 빠져나가는 유량

을 계산하기 위한 식이다. 밸브 안의 작동유체는 물이기 때문에 비압축

성이라고 가정하였다. 식 (5)를 식 (3)에 대입하여 식 (6)을 구한다. 이

에 따라, 순서대로 V2, V1를 구할 수 있으며, Pd가 구해지게 된다.  

Pc와 Pi는 밸브의 간극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의 변화가 매우 작고, 이에 따라 FLUENT에서 해

석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Pd는 해석을 수행하는 밸

브의 간극이 실제 모델링 하고자 하는 밸브의 간극보다 크고, 위치적으

로 간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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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FLUENT에서 구해주는 값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가정은 

V1과 V2에 있는 간극이 너무 작기 때문에, Pi와 Pc는 간극에 의한 영

향보다 밸브의 출구로부터 들어오는 높은 압력의 역류에 의한 영향을 지

배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3 형상의 밸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

본 가정이 2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Pd의 압력과 Pc의 압력을 

FLUENT에서 얻을 때, V1부분과 V2부분의 간극이 워낙 작아서 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석을 수행한 형상에서 간극이 

3mm이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영향을 실제 0.3mm일 때보다 더 크게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그만큼 간극이 0.3mm인 실제 밸브내의 유동장에

서는 3mm간극의 밸브보다 간극에 의한 영향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해

석 결과는 실제 값과 비교해서 더욱 더 잘 맞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전단응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Pc와 Pd에 작용하는 압력이 피

스톤 외벽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비교하여 약 1000배 정도로 압도적으

로 크다. 이에 따라 피스톤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

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해석을 수행하면서 고려한 힘은 피스톤에 걸리는 수직방향 힘, 

부력, 마찰력 그리고 중력이다. 첫 번째로 수직방향 힘은 Fluent와 사용

자 함수(UDF)를 통해서 구해지는 압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각 피

스톤의 면에 작용하는 압력과 넓이를 통해 수직방향으로의 힘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부력은 피스톤이 작동유체인 물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의 체적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피스톤이 하강할 때, 

피스톤이 기울어짐에 따라 실린더 내벽과 피스톤 외벽이 서로 부딪혀 생

기는 마찰력은 Fluent에서 구해지는 피스톤 각 옆면으로의 수직방향 힘

의 합을 통해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구하였다. 네 번째로 중력은 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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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의 힘을 통해 식 

(7)에서와 같이 힘의 합을 구하여 식 (8)과 같이 피스톤의 질량으로 나

누고, Fluent내의 각 단위 시간을 곱하여 단위 시간마다 피스톤의 속도

를 구한다.  

 

2.4 Rupture disk와 압력 저장 탱크 

Fig. 4 Schematic diagram for the flow interrupt test. 

이 절에서는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압력 저장 탱크와 Rupture disk

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림4에서 도시되어있는 

형상은 KEPIC MF에서 지정한 방법과 일반적인 절차를 갖춘 시설이다. 

가장 오른쪽이 압력 저장 탱크로서 성능평가 수행 시 질소와 물을 혼합

하여 높은 압력 상태의 탱크로 유지시키게 된다. 압력 저장탱크를 통해 

그림4 중간에 위치한 CCCV로 유입된 고압의 물이 밸브 안을 고압으로 

만들게 되며, Rupture disk에 의해서 CCCV출구 부분이 파괴되면서 성

능평가가 수행되게 된다.  

)8(

)7(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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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성능평가 해석에서는 압력 저장 탱크의 압력이 일정 상수로 

고려되었었다. 하지만 실제 성능 평가 실험이 이루어지는 압력탱크의 압

력은 계속해서 변한다. 압력 저장 탱크의 윗부분은 높은 압력을 유지시

켜주는 질소로 채워져 있으며, 아랫부분은 물로 채워져 있다. 이에 따라 

압력저장탱크 안의 물이 성능평가가 시작됨에 따라 빠져나가면서부터 압

력저장탱크의 실제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실험 도중에 질소의 열역학적 상태는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변한다. 이 

식이 Fluent의 사용자함수(UDF)를 통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초기 상태 

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최초 압력 저장 탱크의 크기 및 질소의 높이와 

물의 높이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되어 가면서 탱크 아랫부분

의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점차 탱크의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종전의 일

정 수치로 책정했던 압력 대신 해석상 물이 출구로 빠져 나간 양을 각 

단위 시간마다 계산하여 압력저장탱크의 변화하는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방정식과 유량의 측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식이 식

(9), (10), (11) 이다. 

추가적으로 해석에 Rupture disk 또한 고려되었다. 현재까지 Rupture 

disk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출구의 크기 조건은 항상 일정했다. 하지만, 

실험이 수행될 때마다 그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Rupture disk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출구 구멍의 크기 또한 변수로 지

정해서 해석을 수행해야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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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압력 저장 탱크의 압력변화를 열역학 상태방

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프로그래밍한 UDF를 통해 고려하고, 출구

의 크기는 CAD를 통해 고려하였다. 

 

2.5 해석 결과  

2.5.1 수하적 접근을 통한 밸브 해석 

3mm간극의 밸브를 사용하여 2mm간극의 밸브의 유동을 예측한 결과는 

그 정확도와 경향성이 표 2와 그림 5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앞에서 언

급한 수학적 공식을 사용해도 될 만큼 좋았다. 

Fig.5 Result of co-simulation and Alternative Method in Fluid Flow 

in Clearance.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3개의 해석결과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빨

간색 선과 원형 모양으로 지정되어있는 3mm 간극 밸브의 해석결과와 

초록색 선과 네모 모양으로 지정되어있는 2mm 간극 밸브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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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간극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브 

안의 피스톤 속도가 2mm 간극 밸브가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피스톤이 닫히는 시간 또한 빨랐다. 2mm해석 결과는 파란색 선과 세모 

모양으로 지정되어있는 3mm revision 해석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Fluent의 사용자 함수(UDF)를 통해 수학 공식을 사용하고 

3mm형상을 갖고 있는 밸브를 이용하여 2mm간극 밸브의 유동장을 예

측한 3mm revision은 실제 2mm간극의 밸브와 그래프로는 서로의 오차

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을 만큼의 정확성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표 2에서 제시한 각각의 해석결과를 통해 3mm간극의 

밸브 형상을 통한 2mm간극 밸브의 유동장 예측이 잘 수행되었음을 할 

수 있다. 그래프로서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표2에서 다시 정

리하였다. 2mm와 3mm revision의 비교 결과 2mm는 밸브가 닫히는 데

에 0.235초가 걸린대 반해 3mm revision의 경우 밸브가 닫히는데 

0.238초가 걸려 약 85%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2mm와 3mm밸브의 

격자 생성시 격자 개수 차이에 의한 속도 증감 효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실험 또한 수반되어 이

를 증명 할 수 있다면 실제 성능평가 실험에 앞서서 혹은 대신 수행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able 2: Result of Co-simulation and Alternative Method in Fluid 

Flow in Clearance  

 2mm 3mm 3mm Revision 

Time (sec) 0.235 0.255 0.238 

Distance (cm) 3.685 3.685 3.685 

Accuracy (%) 100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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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Rupture disk와 압력 저장 탱크를 고려한 밸

브 해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밸브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압력 저장 탱크 안의 물

의 높이, 저장 탱크 안의 질소의 압력, Rupture disk에 의한 출구의 크

기가 변수로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밸브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수

행한 해석이기 때문에 저장 탱크 안의 물의 높이, 저장 탱크의 형상 및 

크기, 밸브의 모양 등 도 변수로서 지정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Fig. 6 Comparison of the valve operation with the change of tank 

pressure 

그림 6에서 결과는 이러한 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실험 결과와 해석결과

를 비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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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저장탱크 안의 압력이 해석이 수행되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경우와 작동유체인 물이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유량에 따라 저장 

탱크의 압력이 변하는 경우의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림 6과 그림 

7이다. 그림 6과 그림 7 목차의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있는5% outlet

과 빨간색으로 지정되어있는 10% outlet은 각각 Rupture disk에 의한 

출구의 크기를 나타낸다. 예상할 수 있듯이 출구의 크기가 크게 커짐에 

따라 압력 저장 탱크 안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 

outlet의 경우 처음 압력의 약 7.5%정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과적으로 피스톤이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출구가 클 때 더 적게 걸린

다는 것을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CFD를 통한 해석 수행 시 

Rupture disk와 저장 탱크에 의한 영향을 간과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Comparison of the valve operation with the change of hole 

size in the rupture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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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밸브의 국산화와 더불어 밸브의 성능평가를 

위해 쓰이는 금전적 한계를 타계하고 해석적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따라 

실험적 성능평가를 줄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국산화 과정에서 필요

한 밸브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실험이 주가 되지만, 좀 더 효과

적인 성능평가를 위하여 CFD를 통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을 

통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조정해가며 밸브의 성능평가를 금전적 한계 때

문에 수행할 수 없지만, CFD 해석 기법의 확립에 따라 이를 가능케 했

다. 

밸브의 해석을 위하여 Pro-E, Icem, Fluent등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

가 사용됐다. 특히 Fluent에서는 유동해석뿐만이 아니라, Fluent의 사용

자 함수(UDF)를 이용한 밸브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밸브 해석에 있

어서 여러 한계점을 타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예로, 밸브의 간극에 따

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격자 개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으며, 정확도는 85%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다. 더불어, 

해석을 수행할 때 2mm간극의 밸브를 목표 간극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밸브의 간극이 0.3mm 에서 1mm 미만인 점을 가만하면 2.3에서 제시

한 가정을 통해서 현재의 85%의 정확도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둘째로, Rupture disk나 저장 탱크의 압력을 새롭게 고려하면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했다. 특히 저장 탱크 압력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다상유동(Multi-phase)문제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

에 정확도와 시간적 손실이 크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해석 기법을 제시하

는 동시에 체계화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밸브의 해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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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동격자문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상하 운동을 하는 

피스톤과 유동장 내의 압력에 따른 결과를 상호 교환하는 2-WAY 방법

을 채택함으로써 압력에 대한 해석결과와 피스톤의 거동이 매 단위 시간

마다 교환되고 쓰이는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문제로 다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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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RV 

3.1 서론 

본 연구의 대상은 파일롯 작동식 안전밸브로서 기본적인 작동원리 및 모

델의 형태는 POSRV(Pio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를 사용하였

다.[1] 가압기의 과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파이롯 구동 안전방출밸브

(POSRV)는 메인 밸브와 파일롯 밸브가 2단으로 이루어져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Fig.8 Schematic design for Pressure Relief Devices [1] 

작동원리는 압력탱크에서 과압이 걸리면 그림 8의 왼쪽에 보이는 파일

롯 밸브가 작동하여 메인 밸브 상단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고 메인 밸

브의 피스톤이 상승하여 메인 입구로부터 메인 출구로 유체가 방출된다. 

Pipe B Pi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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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탱크의 압력이 떨어지면 파일롯 밸브가 다시 닫히고, 압력탱크로부

터 메인 밸브의 상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유체가 흘러 들어가고, 메인 

밸브 상단의 압력이 다시 상승하게 됨에 따라 메인 밸브가 닫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OSRV의 복잡한 작동원리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방법을 

통한 유동해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POSRV가 스프링, 질량, 유체

력에 의한 피스톤의 동역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구

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설계사양을 갖는 밸브를 설계 하기 위해 어떤 변

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해석기법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형상이나 상용화 되어있는 밸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밸브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밸브가 해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형상의 밸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제 밸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 변수를 연구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두었다.  

Fig.9 Various schematic designs for Pressure Relief Devices [1]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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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유동해석을 수행하

면서 스프링, 질량, 유체력을 갖고 표현되는 POSRV의 움직임을 표현하

는 상미분방정식을 동시에 해석하였다. 또한,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격자를 사용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파일롯 밸브와 메인 밸브 

사이의 배관, 메인 밸브 입구와 메인 밸브 상단 사이의 배관연결 등 계

통해석으로 간단히 수행했던 모든 해석을 전산유체해석(CFD)을 이용하

여 모두 한번에 수행하였다. [3] 작동유체는 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이는 밸브는 방출압력이 결정되고 방출

유량이 결정되면 안전밸브의 기하학적인 모양이 결정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방출압력을 180 bar로 고정하고 그림 9와 같이 다양하게 형상

을 변화시키면서 작동변수인 지연시간, 상승시간, 하강시간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그림 9에서 각 형상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파일롯 출구의 

직경 차이, 메인 밸브와 메인 밸브 상단을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의 유무

와 직경차이, 파일롯 밸브와 메인 밸브를 연결시켜주는 배관의 직경 차

이, 메인 밸브 입구의 직경 차이이다. 

유동해석은 편미분방정식이고 동역학은 상미분방정식이다. 유동해석을 

통해 구해진 유체에 의한 힘은 동역학적으로 외력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동해석을 하면서 중간에 동역학 해석을 위한 상미

분방정식을 사용자함수에서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luent를 사용하

여 밸브내의 피스톤 움직임을 구현함과 동시에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Fluent의 사용자 함수(UDF)를 사용하여 동시에 동역학적으로 접근하였

다. 유체역학과 스프링-질량 시스템의 동역학을 결합하여 매 단위 시간 

동안 피스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Fluent의 이동격자 기술(Dynamic 

mesh)를 이용하여 격자이동을 가능케 했다.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앞서 

2장에서 서술한 CCCV의 해석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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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밸브 해석을 위한 해석 기법 

3.2.1 초기 압력 설정  

POSRV의 설계 변수에서 밸브 내 압력이 180bar가 되면 임계 압력이 

되어 압력 방출을 위해 파일롯과 메인 밸브의 피스톤이 순차적으로 상승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초기의 압력조건을 단순히 특정 공간에 임의로 

180bar로 지정할 경우 임계압력과 대기압의 경계면에서 급격한 압력 변

화로 인한 수치적 오류가 발생하고 해석이 발산하였다. 실제 밸브 내에

서 존재할 수 없는 압력 구배가 설정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입구부분의 최종압력을 

180bar로 지정하고 이외의 모든 해석영역의 초기조건은 0bar로 하여 

입구부분에서의 압력을 서서히 상승시켜주며 실제 상황과 같이 서서히 

압력이 밸브에 채워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치적 오류도 피할 수 있다. 

 

3.2.2 사용자 함수(UDF)를 이용한 수학적 접근 

3.2.1절에서 언급한 초기 압력 설정을 위하여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였다. 

급격하게 큰 압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함수를 이용하

여 각각의 입구의 압력이 시간에 따라 서서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 형상인 POSRV의 경우, 2장의 CCCV와 달리 

파일롯 피스톤과 메인 피스톤 2개의 강체로 구성됨에 따라 해석 진행 

시 각 강체 사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즉, 파일롯 밸브의 피스톤이 

파일롯 입구에서 유입되는 고압의 압력에 의해서 상승하고, 이로 인해 

메인 밸브 상부의 압력이 메인 밸브의 피스톤이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면 순차적으로 메인 밸브 피스톤이 올라 가야 한다. 이 일련의 과

정을 Fluent의 사용자 함수(UDF)를 통해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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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안전밸브의 스프링, 질량, 유체력이 고려되었으며 해석 시 매 단위

시간마다 2.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에 의한 합력을 구하여 피스

톤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그 이외의 수학적 접근 방법은 2.3 절의 내

용과 동일하다. 

 

3.2.3 Pilot 밸브의 Piston의 위치 수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동격자 기술을 통한 해석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강체인 피스톤 주변의 격자가 미리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미 만들어져 있는 격자를 통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격자가 재생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석 초기에 압력 저장 탱크가 안정상태에 

있어 밸브는 닫혀있다. 이 경우 피스톤이 밸브 내벽과 맞닿아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피스톤과 밸브 사이에 간격을 줄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격

자 생성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동 격

자 기술(Dynamic mesh)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Fig.10 Schematic design for pilot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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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롯 피스톤의 경우에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피스톤이 이미 약

간 상승되어 있는 상태를 초기 상태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

한 이동 격자 재생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인 피스톤의 

경우 단순히 피스톤을 조금 띄어놓은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파일롯 밸브 피스톤의 경우 실제로 해석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가 파일롯 

밸브의 피스톤이 상승할 때부터이기 때문에, 임의로 피스톤을 미리 띄어

놓는 것으로 인한 해석 결과와 실제와의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파

일롯 밸브가 아닌 메인 벨브에서의 상황은 틀리다. 메인 벨브의 피스톤

의 경우 파일롯 밸브의 피스톤이 상승 후, 피스톤이 밸브 내벽에서 띄어

져야 한다. 즉, 메인 밸브에서의 경우, 해석 초기에 파일롯 밸브의 피스

톤처럼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중반 정도까지 피스톤이 

밸브 내벽과 맞닿아 있으면서 메인 밸브의 출구로 흐르는 유동을 완벽히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체 주위로 모두 격자가 형

성되어 있어야지만 이동격자 기술을 활용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인 밸브의 피스톤과 밸브 내벽 사이의 간격 

사이에서 유동은 전혀 없도록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따른 해석의 수행을 위한 해결책으로 밸브아래에 임의의 경계면을 

생성하여 벽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경계

면이 벽조건으로 설정 되어있을 때는 메인 밸브 출구로의 유동 흐름을 

막고 피스톤 하단부에 작용하는 압력을 임의의 경계면의 압력으로 대체

해 줌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해석 중반부에 메

인 피스톤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벽조건으로 놓은 임의의 경계면의 

경계조건을 Interior조건으로 바꾸었다. 이는 Fluent의 사용자 함수

(UDF)를 통해 메인 피스톤 하단면이 받는 압력은 임의의 경계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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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즉, 임의의 

경계면이 벽 조건일 경우 임의의 경계면이 받는 압력으로 메인 피스톤 

하단면의 압력을 대체 했으며, 임의의 경계면의 경계조건이 Interior일 

경우 원상 복귀 되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3.2.3 절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3.2.4 격자 관련 사항  

본 논문에서 해석한 POSRV도 2장의 CCCV와 마찬가지로 3차원 형상

이다. 2장의 CCCV와 달리 POSRV는 전체 형상이 하나의 평면을 기준

으로 대칭인 점을 감안하여 계산 양이 원래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빠

른 FLUENT의 Symmetric 조건으로 형상을 해석하였다. 그림 7과 그

림 8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의 단면이 Symmetric 조건이 사용된 단면이

다. 

이동 격자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일 때 격자 재생

성 과정에서 격자 찌그러짐(Skewness)현상이 발생한다. 격자의 찌그러

짐이 커질 수록 격자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해석결과에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격자의

Smoothing을 통해 찌그러짐 현상을 최소하고, 적절한 최고, 최저 격자 

길이를 맞춰줌에 따라 찌그러짐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최적화 하였다. 

여기서 격자의 최고, 최저 격자 길이는 격자의 재생성시 생성되는 격자

의 한계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격자의 최고 길이는 피스톤이 상승하

면서 피스톤 하단부의 격자가 한계점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

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격자의 최저 길이는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피스톤 상단부의 격자가 한계점 이상으로 작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한다. 피스톤이 하강할 때에는 반대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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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들을 최적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각 밸브의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일정 

길이에 맞춰 재생성되는 격자가 층층이 쌓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전밸브는 복잡한 작동원리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해석하기 위

해 3.2절과 같은 다양한 수치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었다 

 

3.3 파일롯 밸브의 모양에 따라 작동성 변화 해석 

결과 

3.3.1 정상 작동하는 POSRV형상 

Fig. 11 Comparison of upper part and lower part of piston 

기본적으로 스프링 힘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평

상시에 밸브가 계속해서 닫혀 있을 수 있는 힘을 전달해주는 원리이다. 

밸브의 한계 압력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림 11에서 보이는 피스톤

의 상단면, 하단면 압력에 의한 힘과 평형을 이루는 스프링 힘에서 스프

링 상수가 결정된다. 방출압력, 파일롯 피스톤의 단면적이 결정되면 대

략적인 스프링 상수는 결정된다. 추가적으로, 피스톤 상단면이 하단면보

다 작아야지만 한계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작용했을 때, 피스톤이 올라가

면서 압력을 배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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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롯 밸브의 피스톤 초기 가속도는 결정적으로 하단부 단면적에 가해

지는 과압에 의해 결정된다. 피스톤 하단부에 과압이 작용할 때 스프링

힘과 상단부 방출압력에 의한 힘의 합이 하단부 과압력에 의한 힘 보다 

작으면 피스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피스톤의 무게 그리고 

부력과 함께 이 다섯 가지 힘의 합력을 피스톤의 질량으로 나누어주면 

피스톤의 초기 가속도가 결정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 (7), (8) 관

계식을 사용하여 해석결과를 좀더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Fig.12 Contour result of type2 Pressure Relief Device  

그림 12의 밸브 형상은 앞서 언급한 TYP2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POSRV 압력장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왼쪽의 파일롯 피스톤이 파일롯 입구에서 들어오는 높은 압력을 

받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

에서 나타나 있듯이 메인 밸브 상단의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메인 밸브

의 피스톤 또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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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인 마지막 그림을 통해 메인 밸브가 열리면서 메인 밸브 입구로부터 

들어오던 높은 압력의 유체가 메인 밸브의 출구로 배출되면서 낮아진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은 Type2형태의 밸브를 설계했을 때의 각각 파일롯 피스톤과 

메인 피스톤의 시간에 따른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피스톤이 각

각 상승하고 하강할 때 걸리는 시간을 볼 수 있으며, 파일론 밸브의 피

스톤이 충분히 올라간 후에 메인 밸브의 피스톤이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

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

은 과압에 의한 밸브의 응답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설계변수이다. 

다음은 Type 2를 기본형태의 밸브라고 간주하고 다른 형태의 밸브들과 

비교하였다. 

Fig.13 Result of Pressure Relief Devices of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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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파일롯 밸브의 출구 유량의 조정 

Fig.14 Area comparison of pilot outlet 

그림 14에서 Type1 과 Type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일롯 밸브의 

출구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파일롯 밸브는 메인 밸

브 상부의 압력 강하를 일으키는 역할만을 하면 된다. 하지만 파일롯 밸

브의 출구가 너무 크면 과압이 걸린 압력탱크 내부의 압력을 제거하는 

메인 밸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반대로 출구가 너무 작으면 메인 밸

브 상부의 압력을 충분히 낮춰줄 수 없기 때문에 메인 밸브의 피스톤이 

상승하지 않게 되어 POSRV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파일롯 밸브의 출구 단면적 또한 작동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일롯 밸브 출구 단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정해지며, 이는 설계 시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 이

다. 파일롯 밸브는 오직 과압의 상태를 감지해서 메인 밸브 상부의 압력

을 감소시켜 압력용기의 유체를 방출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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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를 통해서 Type1의 압력 분포를 살펴보면 파일롯 밸브 부분의 

압력은 파일롯 출구가 개방되면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메인 밸

브 상단의 압력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

그림 15의 3번과 4번에서 볼 있듯이 파일롯 밸브가 완전히 열림에도 불

구하고 메인 밸브 상단의 압력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메인 밸브가 열리지 않게 되고, 메인 입구에서 들어오

는 높은 압력이 메인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ype1은 POSRV가 작동변수 중 하나인 유입 및 유출 유량의 조절 실

패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가지 예이다. 

Fig.15 Contour result of type1 Pressure Relief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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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Type1 밸브형태의 시간에 따른 피스톤의 변위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의 검은색 선인 파일롯 피스톤이 상승함에 따라 빨간색 선인 

메인 피스톤이 순차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그림 1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일롯 출구의 작은 

면적뿐만 아니라 Type2의 메인 피스톤의 간극이 3mm인데 비해 

Type1의 메인 피스톤의 간극이 6mm로 메인 입구로부터 메인 밸브 상

단으로 들어오는 유량이 Type1이 더 크기 때문에 POSRV가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16 Displacement and time effect of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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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Type4의 피스톤 변위를 표현한 것이다. 메인 밸브와 파일롯 

밸브를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의 직경을 늘리고, 메인 입구로부터 메인 밸

브의 상단으로 통해지는 관을 제거함에 따라, 메인 밸브 상단에 생기는 

압력이 Type 1,2,6 보다 작다. 즉, 메인 밸브의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높

은 압력의 유체와 파일롯 밸브의 출구로 방출되는 높은 압력의 유체의 

비율에 따라 POSRV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

다. 메인 입구로부터 들어오는 유량이 클 경우 Type1과 같이 메인 밸브 

상단의 압력이 쌓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Type4 형태의 밸브

의 경우 POSRV의 정상적인 작동은 물론 그 응답 속도도 Type2와 비

교해서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Fig.17 Displacement and time effect of typ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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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18 Displacement and time effect of type5  

그림 18의 Type 5의 경우 Type 2와 비교하여 파일롯 출구의 단면적만 

상이하며, 그 이외 형상의 치수는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출구 면적의 

감소로 인해 POSRV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ype2와 

Type1의 파일롯 출구의 단면적, 메인 입구의 단면적, 메인 밸브의 입구

부분에서 메인 밸브 상단으로 연결시켜주는 배관의 직경이 달랐다. 이에 

Type5와 Type2를 비교 분석하여 독립적으로 파일롯 출구의 단면적이 

POSRV의 정상적인 작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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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메인 밸브 입구와 메인 밸브 상부 사이 연결

배관 

Fig.19 Displacement and time effect of type3 

메인 밸브의 입구부분과 메인 밸브의 상단을 연결시켜주며 압력전달을 

해주는 배관의 너무 크기 때문에 메인 입구로부터 메인 밸브 상단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많아져 밸브의 응답시간이 길어진다. Type2와 Type3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Type3에 파이프 B 가 없음에 따라 메인 밸브의 

응답시간이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압력전달 배관은 메인 밸브

가 압력용기의 유체를 방출한 후 메인 피스톤 하강 시 피스톤을 다시 복

귀시키는 시간과 관련된다. 이 압력전달 배관을 설계변수로서 활용하여 

밸브의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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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의 

본 논문을 통해 작동원리가 복잡한 안전밸브의 유동해석을 수행하기 위

한 수치해석방법과 작동변수를 설명하였다. 안전밸브의 작동원리를 바탕

으로 하여 초기조건을 생성시키는 방안, 유체역학과 동역학을 FLUENT

의 UDF를 통해 접목시키는 방안, 스케일 차이가 큰 격자 사이에서 이동

격자 기술을 사용하여 격자의 질을 유지시키는 방안, 이동격자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작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계조건의 설정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안전밸브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른 여러 작동변수

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파이프A의 직경에 따른 밸브의 응답시간, 

파일롯 밸브 출구의 크기에 따른 밸브의 응답시간, 파이프B 직경에 따른 

밸브의 응답시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스프링 상수, 피스톤

의 질량, 임계압력, 피스톤과 밸브 내벽 사이의 마찰계수, 피스톤의 부피

에 따른 부력 등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모두가 POSRV 

설계 시 작동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다양한 기하학적인 모양의 변화에 의한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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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소재 기술의 발전으로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사용 압력과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첨단 소재•우주항공 산업에서는 더욱 초고온, 초고압, 고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어 고온, 고압에의 구조 건전성, 내 외부로의 완벽

한 밀봉 기능과 완벽한 동작 기능을 갖춘 밸브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POSRV와 같은 고신뢰성 기자재의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POSRV 기술이 개발되고 정착되어 가격이 

낮아진다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밸브를 POSRV로 교체하고

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유량조절밸브, Check Valve등 

특수한 분야에 파일롯 구동기술에 대한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특정 설계사양을 갖는 밸브를 설계하기 위해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런 상황에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형상이나 상용화 되어있는 밸브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밸브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밸브가 해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형상의 밸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실제 밸브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 변수를 연구하는 데에 

본 논문의 의의를 두었다. 이와 더불어 2장, 3장에서 제시한 

CCCV(Controlled Closure Check Valve)와 POSRV(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형태의 밸브 해석 시 해석 방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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