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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연성해석을 통한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경량화설계

이권희1*, 장병현2
1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2(주)센트랄  

Lightweight Design of a Main Starting Air Valve through FSI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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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인스타팅 에어밸브는 선박에서 최초 시동을 위해 장착되는 요소로서 운전 시에는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5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형상을 기초로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기초설계를 
제시하였고,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개념설계는 CATIA를 이용하여 완성되었다. 그리고 압력분포 및 속도분포 
등의 유동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이어서 FSI를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수치
해석을 위하여 ANSYS 및 ANSYS CFX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밸브 몸체의 과도한 중량은 인접 구조요소의 강도를 
저해시킬 수 있고 유동특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A 밸브의 경량화 설계를 강도성능의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최종 제시한 밸브는 7kg의 경량화를 이루었고 최 응력도 설계기준을 만족시켰다.  

Abstract  The role of a main starting air valve is to supply compressed air to the diesel engine for starting the 
stopped diesel engine of a ship and cut off the air during normal operation. In this study, the main starting air 
valve with 80mm size was designed based on the developed valve with 50mm size. The concept design of the 
80A main starting air valve was completed by using CATIA. Then, fluid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low characteristics such as pressure and velocity distribution. Sequentially, structural analysis using FSI was 
performed. In this study, ANSYS CFX and ANSYS Workbench are utilized. The heavy weight of the body can 
deteriorate the strength performance of neighbor elements, leading to undesirable effect on flow characteristics. 
Thus, in this research, a lightweight design of the body was suggested satisfying strength requirement. The 
weight of the suggested design was reduced by 7kg, and the strength satisfied its requirement.    

Key Words :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Lightweight Design, Valve, Main Starting Air Valve,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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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용 메인스타팅 에어밸브는 정지된 선박의 최초 시
동을 위해 필요한 기계요소이다. 메인스타팅 에어밸브는 
바디, 디스크 그리고 시트로  구성된다. 메인스타팅 에어
밸브는 엔진의 최초 시동을 위하여 공기압축기에서 밸브
로 공급된 고압의 압축공기를 직접 그 상태의 압력으로 

공급하지 않고 구동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엔진으로 압력
을 송출하는 유랑제어 밸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최초 
디스크의 외부와 내부가 디스크 시트를 통해 단절된 상
태로 정지되어있다. 공기압축기로부터 압축공기 30bar를 
받아 컨트롤 밸브를 통하여 디스크 내ㆍ외부로 송출되어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한다. 이 때 디스크 내부는 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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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tarting system of diesel engine

 

[Fig. 2] 50A main staring air valve and its operation  

롤 밸브[2, 3]를 통하여 밸브 외부로 압력이 점차 빠져나
가게 되면서 디스크 외부와 내부 압력차가 발생한다. 디
스크 내ㆍ외부 압력 평형으로 인해 정지되어있던 디스크
가 내부 압력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서 디스크 외부압력
이 디스크시트를 밀어 디스크가 개방된다. 디스크를 빠져
나온 압축공기가 엔진으로 송출되어 엔진이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공급한다. 압축공기 송출 후 디
스크 내부의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다시 
하강하게 되고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지하게 된다. 메인스
타팅 에어밸브는 유량조절의 목적보다는 엔진에 압축공
기를 공급 및 차단하는 역할에 사용된다.

현재까지의 밸브의 유동특성에 해서 많은 연구가 있
었다. 그러나 밸브의 유동특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고 동시에 경량화를 수행한 연구[4, 5]는 많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해 기 개발된 소형의 밸브를 기초로 하고, 이 
밸브와 개발되는 밸브의 유동 및 구조 안정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경량화 설계
를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80A 메
인스타팅 에어밸브의 형상을 CAD를 이용하여 생성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유동해석 및 구조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유동특성 및 구조 안정성을 평가하고 중량감소를 실현하
였다. 

2.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유동·구조 

연성해석

메인스타팅 에어밸브는 Fig. 1과 같이 정지된 선박의 
최초 시동을 위하여 사용된다. 또한 기 개발된 50A 메인
스타팅 에어밸브는 Fig. 2와 같다. 기존의 메인스타팅 에
어밸브의 구조해석에서는 밸브내부의 유동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밸브 디스크 내부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최 하
중을 구조해석의 하중조건으로 적용하여 밸브에 작용하
는 응력을 계산하여 구조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밸
브 내부에 작용하는 실제 하중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에 실제 강도와는 오차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밸브 내부에 작용하는 유동 특성 
및 경향성을 파악하고 유동해석 결과를 구조해석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즉 FSI(fluid-structure interface) [6, 
7]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의 결과를 구조해석의 하중조건
으로 이용하였다. 유동구조 연성 현상은 해석적으로 풀기
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실험 또는 수치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여기서 수치적 방법이란 전산유체역학과 유한
요소법에 의한 구조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ANSYS의 FIS 
해석[7]을 위해 입구조건으로서 설계압력을 부여하였고, 
유동해석의 결과 압력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ANSYS에
서는 이 값이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건으로서 자동적으
로 입력이 되어 응력 등의 구조적인 반응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ANSYS를 이용할 경우, 유동해석을 위한 초
기조건을 부여하고 FSI 옵션을 선택하면 압력 및 속도분
포 등의 유동 특성과 변위 및 응력 등의 구조적 특성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하는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
브의 구조설계를 위하여 먼저 현재 생산되고 있는 5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 모델의 구조 ․ 연성해석을 수행하였
고. 이 결과를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설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1 5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모델의 구조

ㆍ연성해석

실제 작용시의 유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디스크
가 열린 상태에서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구조 ․ 연성해
석을 수행하였다. 즉, 유동해석 수행을 위하여 ANSYS 
CFX에 의한 정상상태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
델은 밸브 입구의 길이를 직경의 5배, 출구 직경의 10배
로 설정하여 유동영역을 모델링하였다. 출구영역을 입구
보다 길게 설정한 이유는 유체가 입구에서 디스크를 지
나 출구로 흐를 때 교축현상에 의해 비정상적인 유동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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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Fluid analysis of 50A main starting air valve

         (a) Numerical model for CFD analysis

         (b) Fluid analysis results(pressure and velocity

        

    

     (a)                            (b) 

[Fig. 4] Boundary condition and stress result in 50A 

valve 

         (a) Boundary condition (b) Maximum stress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6, 7]. 수치해석 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체가 충분히 안정되어 정상유동을 
하기까지의 유동영역의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유동영역
을 모델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동유체는 에어의 이상기체를 사용하였고 비압축성
유동 및 정상상태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ANSYS CFX의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난류모델의 이론식
은 참고문헌 [8]에 전개되어 있다. 주 밸브의 입구압력은 
최  30bar로 알려져 있으나 설계 시에는 내부적으로 두 
배가 높은 60bar를 이용한다. 또한 작은 밸브에 7bar의 설
계압력이 작용시켰다. 이는 설계기준을 따른 하중조건이
다. 또한 출구조건은 기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Fig. 
3(a)에 표시하였다. 본 밸브의 수치모델에서는 4절점 사
면체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절점 12,615개 요소 37,295개
로 구성되었다.

압력분포 및 속도분포의 유동해석결과를 Fig. 3(b)에 
표시하였다. 압축공기가 입구를 통해 밸브내부로 유입되
어 디스크를 통과하여 출구로 유출된다. 밸브의 내부 형
상에 의해 국부적인 압력집중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와류 현상이나 공동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안정적이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유동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밸브 내 작용하는 압력 분포를 구조연
성해석의 하중 조건으로 적용한다.

구조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모델은 4절점 사면체요소
를 사용하여 절점 965,178개 요소 670,800개로 구성되었
다. 경계조건으로서 Fig. 4(a)와 같이 접촉면 및 볼팅부의 
자유도를 모두 고정하였으며 하중은 FSI 해석을 통해 자
동적으로 유동 해석결과로 저장되는 압력분포이다. 또한 
재료의 물성치는 탄성계수 200GPa, 프와송 비 0.24의 값
을 가지는 재질이다. 구조연성해석 결과 밸브에 작용하는 
응력분포를 Fig. 4(b)에 나타내었다. 

최 응력은 밸브몸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밸브 
내부의 국부적인 부분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고 전반적
인 부분에서는 응력의 분포가 고르게 분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최 응력은 최
비틀림변형에너지설에 의하면 허용응력이내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50A 밸브의 형상을 기초로 80A 메인스타
팅 에어밸브의 구조설계를 수행하였다. 

  

2.2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형상설계 및 

구조ㆍ연성해석

기존의 50A 밸브를 기초로 초기설계한 80A 메인스타
팅 에어밸브를 Fig. 5에 나타내었다. 80A 모델도 50A 모
델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나 장착되는 엔진의 출력이 
증가하여 공기 압축기의 출력도 향상되었다.  공기 압축
기와 연결된 관의 크기가 50A에서 80A로 증가하면서 밸
브 형상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공기압축기와 연결된 관의 
크기가 50A에서 80A로 늘어나 공기 압축기로 부터 밸브
로 송출되는 공기의 유량도 증가되어 밸브의 내부와 닿
는 면적도 증가되었다. 동시에 밸브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밸브의 중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밸브 입-출구 직경
을 증 시키고 디스크와 내부형상도 증 시켰다. 또한 증
가한 밸브의 중량을 지지해줄 수 있는 밸브의 볼트 홈의 
개수를 8개에서 16개로 증가시켰다. 볼트 홈의 개수를 증
가시킴으로써 엔진과 밸브의 결합력의 증 시켜 중량이 
증가한 밸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80A 메인스타팅밸브도 50A 밸브와 작동원리와 동일
한 조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밸브 내부의 형상은 유지
하나 밸브 내부의 치수를 변화하여 설계하였다. 공기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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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50A and 80A main starting air valves

(a)

 

(b)
[Fig. 6] Fluid analysis of initial 80A valve

         (a) Numerical model for CFD analysis

         (b) Fluid analysis results(pressure and velocity)

          (a)                         (b)

[Fig. 7] Boundary condition and stress result in  initial 

80A valve 

         (a) Boundary condition  (b) Maximum stress

기와 연결되는 볼트 홈의 경우 KS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볼트 홈을 구성하였다.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경우 케이
싱에 공기압축기와 연결되는 볼트 홈의 개수가 4개에서 
8개로 변경 되었다. 단순히 볼트 홈의 개수를 증가 시키
면 컨트롤 밸브의 연결부위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볼트 홈의 개수와 컨트롤 밸브 연결부위의 간섭이 일
어나지 않는 영역에서 홈의 위치를 변경하여 처음 볼트 
홈의 위치에서 각각 45˚를 유지하며 홈을 칭되도록 
설계하여 볼트 홈을 하였다. 또한 볼트 홈의 간섭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 홈을 설계하였다. 밸브의 직경은 증가
하였지만 밸브의 길이는 동일하다.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부의 유량 흐름이 50A 메인스타팅밸브와 동일한 유동특
성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체의 유동특성을 파악하여 
50A 메인스타팅밸브 모델과 동일한 유동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밸브의 형상은 CAD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유체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NSYS CFX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영역

의 크기는 50A 밸브의 유동영역과 동일하게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측의 길이를 입구 직경의 5배, 출구 직경의 10
배로 설정하여 유동영역을 모델링하였다.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유동해석 조건으로 작동유체
는 이상기체를 사용하였고 ANSYS CFX의 k-ε난류모델
을 50A메인스타팅 에어밸브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동하
기 때문에 Fig. 3과 같이 입구에서는 실제 작동압력보다 
2배 높은 60bar를 적용시키고 출구에서는 기압을 사용
하였다. 유동장은 4절점 사면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절점 36,585개 요소 176,176개로 구성되었다. 
유동장 모델을 Fig. 6(a)에, 유동해석 결과인 압력분포 및 
속도분포를 Fig. 6(b)에 각각 표시하였다.

입구를 통해 유입된 압축공기가 디스크를 통과하여 출
구로 유출되는 것을 압력분포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FSI를 이용하여 유동해석의 결과인 압력분포를 구조해석
의 하중조건으로 설정하여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80A 밸브의 구조연성해석에 사
용된 유한요소모델은 4절점 사면체 2차요소를 사용하여 
절점 780,806개와 요소 539,441개로 구성되었다. 경계조
건은 50A 밸브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재료의 물성치도 
50A와 동일하다. 

경계조건 및 구조연성해석 결과 밸브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밸브내부에 작용하는 최
응력은 31.8MPa으로서 밸브의 안전율은 7.5로 계산되었
다. 이 결과는 허용응력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80A 메
인 스타팅 밸브는 구조강도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3.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경량화 설계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경량화 설계를 위해 80A 메인
스타팅밸브의 형상변화를 시도하였다. 공기 압축기의 직
경이 고정되어 있어 밸브의 직경변화는 불가했다. 또한 
내부 형상이 변화하면 밸브의 유동특성이 변화하여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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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8] Suggested lightweight design of 80A valve

         (a) Top view (b) Bottom view

(a)
 

(b)
[Fig. 9] Analysis results of lightweight 80A valve

         (a) Pressure distribution  (b) Maximum stress

[Table 1] FSI Analysis results

50A 80A Light 80A 

Max Stress 123.9MPa 31.8MPa 54.6MPa

Safety Factor 1.9 7.5 4.4

크에서 와류 및 공동현상을 야기하여 밸브의 성능을 저
하시킬 위험이 있다. 밸브의 직경과 내부 형상을 유지하
고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밸브의 바디와 시트부의 형
상을 변화시켰다. 구조 경량화를 위해선 구조최적설계
(structural optimization)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본 모델은 볼팅부가 많이 있고 형상이 균일하지 않
기 때문에 형상최적설계 기법을 적용시키가 불가능하였다. 

바디와 시트부분의 볼트 홈 부분의 머리파기와 컨트롤 
밸브 연결부위를 제외하고 중량감소가 가능한 부분을 제
거하여 형상을 변화시켰다. 밸브의 중량감소도 중요하지
만 변화한 밸브의 형상이 기존의 80A 메인스타팅밸브와 
유동특성이 동일해야하며 밸브의 강도 또한 동일한 성능
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착오법에 의해 제시된 경량화 설
계를 Fig. 8에 표시하였다.

밸브의 성능 및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동해석과 
구조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
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Fig. 
9(a)에 표시하였다. 내부 형상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
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하중조건으로 적용하여 
구조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성해석 결과는 Fig. 9(b)

와 같다. 밸브 내부에 발생하는 최 응력은 54.6MPa로 
계산되었으며, 안전율은 4.4이다. 밸브의 중량은 58.16kg
에서 50.39kg으로 약 7kg정도 경량화 할 수 있었다.

50A 메인스타팅밸브와 80A 메인스타팅밸브의 구조 
연성해석 및 안전율 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50A 밸
브와 80A 밸브 내부에서 작용하는 최 응력이 
123.9MPa, 31.8MPa, 54.6MPa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밸브 내부의 경우 밸브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의 분포
가 형상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한다. 
50A와 80A모두 동일한 압력이 작용하지만 내부에 작용
하는 응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밸브 내부에 벽면에 작
용하는 압력의 크기는 동일하나 밸브 내부 형상의 증
와 디스크 크기가 증 되어 유체와 접촉된 면적이 증가
하여 압력이 증가하였지만, 밸브의 형상이 증 됨으로써 
밸브의 치수가 증 되어 증가한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5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형
상을 기초로 80A 메인스타팅 에어밸브의 경량화 설계를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0A 메인스타팅 애어밸브의 경량화를 시도하여 
해석한 결과 최 응력은 54.6MPa, 안전율 1.58이 
산출되었다. 또한 제시한 설계는 약 7kg의 경량화
를 이룰 수 있었다. 이는 재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볼팅부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2) 구조연성해석결과 80A 메인스타팅밸브에 작용하
는 최 응력은 54.6MPa로서 제시한 밸브는 구조
강도상 안전하다고 판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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