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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편심 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스크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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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for Disc of Double Eccentric Butterfly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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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에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한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산업용이나 선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폐와 유량 조절이 주목적이다. 그리고 버터

플라이 밸브는 유체역학적 성능이나 중량감소, 구조적 안정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

다. 제품 설계에 있어서 수치해석을 이용한 설계는 금전적, 시간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양설

민[1]은 위상 최적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스크 형상을 재설계하고 전산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동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버터플라이 밸브의 디스크 형상에서 밸브 성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설계 변수

를 결정하고 이를 4수준으로 나누고 직교 배열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직교 배열표를 이용하여 16개의 해석 모델을 

상용 3D 모델링 툴로 생성하였고, 해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전체 모델이 아닌 구성품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다. 이는 신명섭[2]의 논문에서 버터플라이 밸브 구성품의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해석에 필요한 구

속조건을 결정하고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CFD 해석을 통한 압력강하 측정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밸브

의 용량계수 산출 표준을 따라  유동장을 생성, 측정위치를 결정하여 CFD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한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구조적 안정성, 중량, 압력강하에 대한 S-N비와 분산분석을 구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변수가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조적안정성과 중량 그리고 압력강하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완성, 최적의 해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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