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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을 이용한 공압식 앵글밸브의 형상 최적설계
Shape Optimization of Pneumatic Angle Valve Using
Structural Analysis
손인수*†
In-Soo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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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n this study, structural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several shapes of valve body were
performed to derive the optimal shape of valv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development angle valves
was determined through the fluid-structural interaction analysis for the optimal shape valve. The material
of the valve body is STS304, and the safety factor is obtained in comparison with the allowable str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ptimal shape valve, the safety factor was 2.44 and the valve was
safe. Comparing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with the fluid-structural interaction analysis, the stress
increased by about 41.3% in the case of the interaction analysis. For the optimal shape valve, the mass
was reduced by about 25% compared to the original valve model.
Key Words：Fluid-structural analysis (FSI), Shape optimization, Pneumatic angle valve,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즉 가스용 밸브나 배관
교체 작업 중에 질식 및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

앵글밸브(angle valve)는 볼 밸브와 함께 스톱
밸브라고도 하며, 출입 유체의 방향이 90°가 되는

생하고 있으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압식
앵글밸브의 개발이 필요하다.

밸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앵글밸브는 운송하려

Park 등1,2)은 옥내소화전 방수구인 앵글밸브에

는 가스, 오일 등의 유체를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오리피스형태인 감압밸브에서 감압오리피스의 직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동화설비에 부착되어

경별 감압성능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용

소프트웨어의 제어로 작동한다. 유체를 통과시키

가능한 압력범위를 선정하고 시간경과에도 감압

는 밸브 몸체와 공기로 작동하는 액추에이터로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감압밸브 모

구성된다. 현재 화학 플랜트 분야의 자동화 설비

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가스배관 용

에서는 대부분 가스용 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실

체크앵글 안전밸브를 개발하고 기존 밸브와의 시

정이며, 따라서 질식 및 폭발의 위험성 증가에 따

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결과도 발표

른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의 개발이 절

되었다.3) 일반 산업용으로 적용이 가능한 압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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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밸브를 대상으로 변위특성, 구동력, 유동-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용 공압밸브의 최적설계와
같은 공압밸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다.4-6) 또한 배관시스템에서 밸브의 구조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angle valve
Description

Material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Valve body

STS304

205MPa

520MPa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구조-연성 해석과 단일 해
석을 비교하여 FSI(flow-structure interaction )기법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FSI
기법을 이용하여 배관시스템의 구조 안전성 평가
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7)
기존 공압식 밸브에서 글로브 형상의 밸브는
좁은 유로로 인해 통과 유량이 적고 압력강하가
많은 단점이 있으며, 밸브 본넷의 목부분 높이가
높아서 목부분의 파손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공압식
밸브의 단점을 보완한 공압식 앵글밸브를 개발하
기 위한 초기 단계로 앵글밸브의 최적형상을 도
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몇 가지 형상의 밸브 몸체에 대한 구조해석 및 최
적설계를 수행하여 밸브의 최적형상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최적형상을 갖는 밸브에 대하여 유동구조 연성해석을 통하여 개발 앵글밸브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였다.
Fig. 1 Process and method of study

2. 해석모델 및 연구방법
밸브 몸체의 재질은 STS304이며, 주요 기계적
기존 공압용 밸브의 단점을 보완한 공압식 앵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고, 이 물성치는 실

글밸브 개발을 위하여 밸브 몸체의 구조해석을

험에 의한 값이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수행하여 밸브의 최적 형상을 결정하도록 한다.

인용 값이다. 밸브는 개발 사양기준에 따라 실린

즉, 유체의 통과유량을 증가시키고 입출구 사이의

더의 최대 스트로크(stroke)인 12 mm로 열린 상태

압력강하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글로브 형상의 유
로를 경사진 앵글 형상의 유로로 변경하여 적용
한 공압식 앵글밸브를 개발하기 위한 밸브의 최
적형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Fig. 1은 개발 밸브의 최적형상을 도출하기 위

에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변형이
아닌 응력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판단하였다.

3. 해석결과 및 고찰

한 연구진행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초기 모델의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을 반복하여 최적

3.1 구조해석

형상을 결정하고 최적 형상에 대한 유동-구조연성

초기 제공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해석을 수행하여 밸브 몸체의 안전성을 판단하였

위하여 유한요소 모델 및 경계조건을 Fig. 2에 나

다. 이후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초기모델은 case I,

타내었다. 밸브가 파이프에 연결되는 부분을 완전

1차 수정모델을 case II, 2차 수정모델을 case III,

구속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밸브 내부에는 설계압

그리고 최종 설계모델을 case IV라고 하였다.

력인 16 bar(약 1.6 MPa)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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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 modeling

Fig. 3 Stress distribution result of valve(Case I)

(b) boundary condition
Fig. 2 FE modeling and boundary for Case I model
Fig. 4 FE modeling for 1st modified valve(Case II)
하였다. 초기모델에 대하여 피스톤 로드(rod)와 밸
브바디의 접촉조건은 슬라이딩이 허용되는 ‘No

Fig. 4는 초기모델을 수정한 1차 수정모델(Case

separation’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결과를 쉽게

II)을 나타낸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은 밸브 몸체

알 수 있도록 응력해석 결과는 밸브의 단면을 도

의 두께를 3 mm(기존 5 mm)로 줄였으며, 최대 응

시하도록 하였다.

력이 발생하는 부분의 요소크기를 0.5 mm로 하여

Fig. 3은 밸브 몸체의 응력해석 결과를 도시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것으로 최대 응력은 약 55.87 MPa이다. 최대 변

Fig. 5는 수정 모델인 Case II에 대한 응력해석

형은 몸체의 출구 홀의 시작점에서 발생하며, 첨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Case I과 비교하여 다른 부

예한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함을 알

분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최대 응력은

수 있다. 피스톤 로드에서의 최대 응력은 약 35.35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MPa을 보인다. 밸브 몸체에서의 최대 응력은 몸

은 요소 크기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되며, 향후 모

체 재질의 허용응력인 205 MPa과 비교하여 약

델 수정 및 요소 수 조정을 통하여 낮출 수 있도

27.3%에 해당하며 매우 안정함을 알 수 있다. 따

록 할 것이다. 즉,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라서 응력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밸브 몸체의 불

라운딩 처리하고 요소 크기는 수렴기능을 이용하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

여 해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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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ess distribution result of valve(Case II)

Fig. 7 Stress distribution result of valve(Case III)

Fig. 8 Result of valve shape optimization
밸브 형상 및 치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최종형상
Fig. 6 FE modeling for 2nd modified valve(Case III)
나타낸 것이며,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필
렛 기능을 이용하여 2 mm 라운딩 작업을 수행하
여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Fig. 7은 2차 수정 모델인 Case III 의 구조해석결
과를 도시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ase 3의 응력해석에서는 2% 오차범위에서 수렴기
능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라운딩 처리 및
수렴기능을 통한 해석수행 결과, 최대 응력은
43.23 MPa로 Case II와 비교하여 50% 이상 응력
값을 감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 mm 라운딩인 경

결정을 위하여 목적변수는 질량, 부피, 응력 등 여
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개발 밸브에서는 중
량이 비교적 중요한 변수에 해당하므로 목적변수
를 질량으로 설정하여 최적 형상을 결정하였다.
최적 형상 결정을 위하여 Case III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밸브의
질량 최소화에 대한 밸브의 최적 형상을 결정하
여 Fig. 8과 같이 결과를 도시하였다. 해석 결과,
A, B 부분에 대한 형상 변경이 가능하였으며, 밸
브 전체의 질량 감소 비율은 기존 모델(Case III)
의 약 74.7%에 해당한다. 즉, Case III의 질량은
0.76 kg이었으며, 최종 형상의 질량은 약 0.57 kg

우 실제 제작 시 별도의 가공 작업이 필요하기 때

이다. 또한 Case III의 내부 라운딩을 2 mm가 아

문에 보다 적절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닌 0.5 mm로 모델링하여 시제품 제작 시 간단한
작업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치수를 적용하여

3.2 최적형상 설계
3.1절의 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설계 도면을 완성하였다. 단, 밸브의 B부분
(연결 플랜지)은 개발대상 밸브에서 액추에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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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ess analysis results of angle valve
Model

Nodes/ Max. stress Safety
Elements
(MPa)
factor

Note

Case I 120,133/
(original) 80,142

55.84

3.7

stable

Case II 177,560/
119,089

91.43

2.2

stable

Case III 177,971/
119,372

43.60

4.7

stable

Case IV 182,174/
(optimal) 122,435

59.46

3.4

stable : 25%
mass down

Fig. 9 Stress distribution result of valve(Case IV)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액추에이터와의 원활한 결합을 위하여 치
수 변경은 수행하지 않았다.
Fig. 9는 최종 모델에 대한 응력해석 결과를 도
시한 것으로, 수렴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최대 응력은 약 59.46 MPa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는 앞의 Case III의 응력과 비교하여 약 27.3% 정
도 증가한 값이지만, 밸브의 질량은 약 25% 정도

(a) valve modeling for fluid analysis

감소하였으며 가공 방법을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대 응
력은 재질의 허용응력인 205 MPa과 비교하여 안
전계수가 약 3.5로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압식 앵글밸브의 최적형상 설계를 위하여 여
러 모델(Case I ~ III)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최적
형상 모델(Case IV)을 결정하였다. 모든 해석에서
구속조건과 적용 설계 압력(16 bar)은 동일하게 적
용하였으며, 각 모델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도

(b) FE modeling of fluid part
Fig. 10 Valve

modeling

for

fluid-structural

interaction analysis

시하였다.
같이 요소분할을 수행하였다. 유동해석 결과, 압

3.3 유동-구조 연성해석

력(구조해석에서 입력하중으로 적용)을 살펴보면,

도출한 밸브의 최적형상 모델을 적용하여 앵글

유동해석에서 1.6 MPa을 입력하였으나 유동특성

밸브의 유동-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즉, 유

에 의하여 최대 압력은 약 2.85 MPa이 부분적으

동해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 데이터를 구조해석의

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입력 하중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11은 최적형상 밸브의 유동구조 연성해석

Fig. 10과 같이 유동구조 연성해석을 위하여 유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최대 응력은 약 84.07 MPa

동해석 모델을 추출하였으며, 밸브의 고체 모델에

로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서 내부 유동해석 모델을 추출하여 Fig. 10(b)와

있다. Table 3는 최적형상 밸브의 단순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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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시제품 제작 후 성능평가를 통하여 해석 결과와
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도출한 최적
형상 밸브의 경우 초기 모델에 비하여 약 25%이
상의 질량 절감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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