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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valve used in LNG/LNG-FPSO ships is a high value valve,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 fixed level of pressure by emitting LNG gas out of pipes in LNG piping system 

under the cryogenic and high-pressure condition when the pressure of the system connected with 

the LNG storage tank and pipes reaches over the set pressure. The structural stability is required 

for the inner pressure and thermal load because of the cryogenic and high-pressure condition, 

and a reliability of the safety valve is necessary for impact and deformation by opening the valve. 

But, the safety valve, which plays a key role for a safety of the transport and storage system, is 

depended on imports for over 90%, and in domestic production, the design of the valv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of the works without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inner 

operation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stability of the valve. In this study, impact velocity is 

calculated by theoretical analysis for obtaining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guide according to the 

impact load by opening the valve. The shape of the guide and the diaphragm for satisfying the 

structural stability are suggested and verified by using a thermal-structural analysis. 

 

Key Words: Safety Relief Valve (안전밸브), High Pressure (고압), Cryogenic (초저온), Diaphragm (다이아프램) 

 

 

1. 서론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에 비하여 연소 시 발생

하는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 등과 같은 공해물

질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급

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

본, 중국,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해를 줄

이기 위해 석유 사용대신 천연가스의 사용을 늘리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초저온

에서 액화시킨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시추 및 저장과 운반기능을 담당하는 설

비의 수요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 위의 

세계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LNG 및 LNG-FPSO 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에 탑재되는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율은 극히 저조하여 대부분을 유럽, 일본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에서도 LNG 운송 및 저장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안전밸브는 약 90% 이

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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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경우 그 설계에 있어 내부 작동특성에 

대한 정량적 해석과 예측기법이 없는 경험에 의존

한 설계가 대부분이다.  

안전밸브 내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찰하는데 

있어 가장 유사한 연구로 Park1 와 Bae2 는 초저

온, 고압 환경에서의 버터플라이 밸브에 구조적 

안정성 및 열응력 분포, 유동특성을 고찰하였고 

Kim,3 Kim4등은 글로브 밸브의 열전달 해석과 변

형해석을 통해 밸브 전체의 변형이 생기는 원인

을 파악하였으며, Cheong5 등은 화학적 성질에 의

해 부식되거나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

용 수지인 Teflon 을 사용하여, 다이아프램 수명계

수가 기존 제품보다 2 배 이상 큰 친환경 On-Off 

다이아프램 밸브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LNG 선박 또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초저온, 고압 밸브와 관련하여 글로브 밸브, 버터플

라이 밸브 등의 On-Off 밸브 및 유량제어밸브의 구

조해석 및 유동해석에 관련된 연구 6,7 는 다수 진행

된바 있다. LNG 및 LNG-FPSO 선박용 안전밸브의 

경우 Kim8 에 의해 유동특성과 밸브유출계수를 

실험 및 CFD해석으로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LNG 및 LNG-FPSO 선박용 안전

밸브(Safety Relief Valve)에 대하여 초저온 / 고압환경

에서의 밸브가 열릴 때 발생하는 충격하중 및 다이

아프램의 변형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상용프로그램인 ANSYS/LS-

DYNA와 ANSYS 11.0을 이용하여 열-구조 해석 및 

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 

 

2. LNG/LNG-FPSO 선박용 안전밸브 

 

2.1 Conventional Type 

2.1.1 구성 및 특징 

LNG 및 LNG-FPSO 선박 배관에 사용되는 컨벤

셔널 밸브(Conventional Type Valve)의 형태 및 2차원 

단면형상을 Fig. 1과 Fig. 2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 The conventional type valve used in LNG ships 

 

Fig. 2 Vertical cross-section of the conventional type 

valve 

 

컨벤셔널 밸브의 경우, Fig. 2 와 같이 노즐과 

디스크를 포함하여 총 13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프링 하중에 의해 설정압력이 직접적으

로 제어되는 방식의 밸브로 압력이 높고 유량이 

적은 특징을 가진다. 

노즐 내부의 압력이 밸브의 설정압력 이하이면 

Fig. 3 의 (a)와 같이 밸브가 닫힌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디스크 판 하부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 

했을 때 노즐 출구 면을 폐쇄하고 있는 디스크 판

이 노즐 출구로부터 떨어져 Fig. 3 의 (b)에서처럼 

내부의 유체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되며 이때 노즐 

목에서 유동이 질식되어 최대 유동이 발생함으로

써 배관 내부의 압력을 짧은 시간 내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Fig. 3 Scheme of the conventional type valve 

 

2.1.2 현상분석 및 충돌속도 계산 

노즐 출구의 압력이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노즐

과 디스크 사이에 미세한 누설이 발생하기 시작하

고 누설된 유체의 압력이 2 차 면적 As에 작용하게 

된다. 이때 디스크를 밀어 올리는 힘은 Fig. 4(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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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A0 에서 As 로 증가

함에 따라 급격히 커지게 되고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스프링 하중과 힘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

게 되면서 밸브 개방이 이루어진다. 밸브 개방 

시 Fig. 4(b)와 같이 홀더와 가이드간의 충돌이 발생

하기 때문에 충격하중에 대한 부품의 구조적 안정

성 확보가 요구된다. 

 

 
(a) Before impact 

 
(b) After impact 

Fig. 4 Schematic diagram of impact phenomenon 

 

밸브가 개방되어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은 매우 짧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충돌속도를 측정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Newton 의 운동 제 2 법

칙을 적용하여 스프링 하중과 디스크 하부에 작용

하는 유체에 의한 하중의 관계를 식 (1)과 같이 구

하였으며, 부품 사이의 마찰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세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식 (1)을 통하여 디스크

와 디스크 홀더의 가속도는 식 (2)로 유도하였으며, 

식 (2)의 경우, 직접 해를 구하기 힘든 미분방정식 

형태이므로, 시간 증분에 따른 속도변화를 나타내

는 식 (3)과 변위를 나타내는 식 (4)를 이용하여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yi 는 스프링

의 초기 변형값 (Initial deflection), ks는 스프링 상수 

(Spring constan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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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가 열리는 순간의 속도 V(to)와 변위 L(to)는 

모두 0 으로 가정 하였으며, 시간 증분은 1.0E-5 초

를 적용하였다. 밸브의 설정압력 Pset는 3.3 MPa, 압

력이 작용하는 면의 면적 πds
2/4 는 849.75 mm2, 

스프링 상수 Ks 는 193.9084 N/mm, 스프링의 초기 

변형값 yi는 6.35 mm 이며, 디스크 홀더와 가이드가 

충돌하는 순간의 변위인 Lh = 9.5 mm 에서의 충돌

속도를 계산하였다. 

 

 
(a) Acceleration - Time 

 
(b) Displacement - Time 

 
(c) Velocity - Time 

Fig. 5 Graph for obtaining impact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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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와 홀더가 가이드에 충돌할 때까지 즉, 

밸브가 최대 양정으로 개방되었을 때 시간에 따

른 디스크와 홀더의 가속도, 속도, 변위 그래프를 

Fig. 5의 (a), (b), (c)에 각각 나타내었다. 충돌하는 

순간 즉 Lh = 9.5 mm 일 때 시간은 2.25E-3s 이고 

속도는 6.536 m/s임을 알 수 있다. 

 

2.2 Pilot Type 

2.2.1 구성 및 특징 

LNG 및 LNG-FPSO 선박 탱크에 사용되는 파일

럿 밸브(Pilot Type Valve)의 형태 및 2차원 단면형상

을 Fig. 6 과 Fig. 7 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7 과 

같이 노즐과 다이아프램을 포함하여 총 99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상부의 파일럿 

밸브와 하부의 메인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설정

압력을 파일럿 밸브가 제어하고 노즐과 메인 벨브

의 압력 차에 의해 밸브가 구동되는 방식으로 압력

이 낮고 유량이 큰 특징을 가진다. 

 

 

Fig. 6 The pilot type valve used in LNG ships 

 

 

Fig. 7 Vertical cross-section of the Pilot Type valve 

 

Fig. 8(a)와 같이 노즐 내부의 압력이 밸브의 

설정압력 이하이면 밸브가 닫힌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센싱 챔버(Sensing Chamber)가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Fig. 8(b)와 같이 상부의 스프링 하중과 힘

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파일럿 디스크

(Pilot Disc)와 파일럿바디(Pilot Body)가 분리된다. 이

에 따라 메인 챔버(Main Chamber)압력은 파일럿

디스크와 파일럿바디가 분리되어 열린 파일럿바디 

홀로 방출되면서 노즐출구와의 압력과 차이를 보

이게 되고 노즐을 막고 있던 메인 디스크(Main 

Disc)가 노즐 출구로부터 떨어져 내부의 유체를 

바깥으로 방출한다. 

 

 

Fig. 8 Scheme of the pilot type valve 

 

3. 유한요소 해석기법 확립 

 

Conventional Type 은 스프링 하중에 의해 설정

압력이 직접적으로 제어되는 방식이며, Pilot Type

은 설정압력을 파일럿 밸브가 제어하고 노즐과 

메인 밸브의 압력 차에 의해 밸브가 구동되는 방

식으로, 서로 다른 작동 위치 및 방식을 가지고 

있다. Conventional Type 의 스프링의 경우, 밸브의 

초저온 작동환경(-162℃)에 비해 스프링의 온도는 

-162℃에서 -108℃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

였으며, 초저온(-162℃)에서의 스프링 상수 (1.341 

N/mm)와 상온에서의 스프링 상수 (1.332 N/mm)의 

차이가 0.7% 이하이므로 온도차이에 의한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열-구조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충돌해석만을 수행하였으며, Pilot type 의 경우, 스

프링이 아닌 압력 차이에 의해 밸브가 구동되는 

방식이므로 온도차이를 고려한 열-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3.1 Conventional Type Valve 의 충돌해석 

밸브 개방 시 발생하는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한요소 사용프로그램인 

ANSYS / LS-DYNA를 이용하여 디스크, 홀더,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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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대한 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 

밸브 개방 시 발생하는 충돌에 의해 밸브를 구

성하는 모든 부품이 충격하중의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돌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구조적 

취약 부위로 판단되는 디스크, 홀더, 가이드에 대해 

해석모델을 단순화 하여 Fig. 9 에 나타내었다. 여

기서 Rg, Lg는 가이드의 곡률 및 길이를 나타내고 

t 는 가이드 부위의 두께를 나타낸다. 요소타입은 

고체 구조물의 3-D 모델링과 외연적 동적 해석 

(explicit dynamic analyses)에 사용되는 Explicit 3D 

Solid 164 를 적용하였다. 한 요소 당 8 개의 절점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약 9 만개의 절점이 사용

되었다. 

 

 

Fig. 9 FE Model of the initial design for impact anlysis 

 

충격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바디와 접하는 가

이드 면에 y 방향으로 변위를 구속하였고 각 부품

간의 접촉조건은 해석 모델의 동적 거동에 따른 각 

부품들의 접촉을 자동적으로 탐색하여 접촉조건을 

 

 

Fig. 10 FE results of displacement regarding to the 

conventional type valve used in the field 

설정하는 자동 면대면 접촉(Automatic surface to 

surface contact)을 사용하였다. 디스크와 홀더의 속도 

경계조건은 2.1.2절로부터 계산된 값인 6.536 m/s를 

초기속도로 적용하였다. 

가이드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행착오법에 의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품의 단가 및 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현장에서 요

구되는 허용 체적 증가율 10% 이하인 모델 중에

서 최대 응력 감소량을 가지는 가이드의 최종 형상

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밸브의 최대양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응력집중부의 곡률과 홀더와 충돌하는 가이

드 부위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 방안은 

충돌속도를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최대 양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정에 따른 유량특성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이드의 곡률과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총 7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제품에 

대한 해석결과 및 특성과 비교하여 최종형상을 

결정하였다. 곡률과 두께의 범위 및 간격은 기존 

제품의 치수 (곡률 Rg 0, 두께 t 4 mm)를 기준으로 

허용 체적 증가율 10% 이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치수 범위와 간격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Table 1 1st scheme for obtaining disc-guide safety 

No 

Geometry variables 

of guide 

Impact 

velocity

Rg (mm) Lg (mm) t (mm) V (m/s)

1 

(model used in 

the field) 

0.0 21.5 4.0 6.536 

2 5.0 21.5 4.0 6.536 

3 8.0 21.5 6.0 6.536 

4 9.0 21.5 6.0 6.536 

5 10.0 21.5 6.0 6.536 

6 10.0 21.5 7.0 6.536 

7 10.0 21.5 7.5 6.536 

 

두 번째 방안은 최대양정을 변화시켜 충돌하는 

부위의 가이드 길이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응력집

중부의 곡률 및 홀더와 충돌하는 가이드 부위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 방안은 충돌하는 

순간까지 디스크와 홀더가 가속되는 거리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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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충돌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양정변화에 따라 밸브의 유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양정변화에 따른 밸브 유량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Kim 에 의해 제시된 

밸브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정 값 8 의 범위 

내에서 가이드의 길이를 5 mm 증가시켰다. 양정이 

감소한 만큼 디스크와 홀더가 가속되는 시간이 짧

아지기 때문에 충돌속도가 변하게 된다. 식 (2) ~ (4)

에 의한 충돌속도 5.64 m/s를 유한요소해석의 속도 

경계조건으로 부여하였다. Table 2 에서처럼 가이드

의 곡률을 변화시켜 가면서 총 3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2nd scheme for obtaining disc-guide safety 

No 

Geometry variables 

of guide 

Impact 

velocity

Rg (mm) Lg (mm) t (mm) V (m/s)

1 0.0 26.5 4.0 5.64 

2 5.0 26.5 4.0 5.64 

3 8.0 26.5 4.0 5.64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가이드의 길이는 고정하고 

곡률과 두께를 변화시켜가며 총 7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적 해석 결과, 기존 제품의 

모델 (곡률 Rg 0, 양정 Lg 21.5 mm 두께 t 4 mm)에 

대한 최대응력은 713 MPa 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큰 응력감소를 나타낸 가이드 형상은 Rg = 10.0 mm, 

Lg = 21.5 mm, t = 7.5 mm로써 최대 응력은 361 MPa

이고 해석결과는 Fig. 11 에 나타내었다. 이는 소

재인 SUS316 의 항복강도 386 MP 이하의 값이며 

기존 모델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응력 감소율은 

49.3%이다. 

 

 

Fig. 11 FE best result obtained according to 1st scheme 

두 번째 방안의 경우 가이드의 두께는 고정하

고 곡률과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총 3 가지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조적 해석 결과, Rg = 

8.0 mm, Lg = 26.5 mm, t = 4.0 mm에서 가장 큰 응력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해석결과를 Fig. 12 에 나타

내었다. 두 번째 방안에서는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357 MPa 로써 소재 항복강도 386 MPa 이하이며 

49.9%의 응력감소율을 나타내었다. 

 

 

Fig. 12 FE best result obtained according to 2st scheme 

 

첫 번째 방안의 결과인 Fig. 11 과 두 번째 방안

의 결과인 Fig. 12 중 가이드의 최종형상을 결정하

기 위해 가이드의 체적 증가율과 응력 감소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가이드의 

체적 증가율은 초기 형상대비 체적 증가율이 34%, 

응력 감소율은 49.3%였으며, 두 번째 방안의 경우 

가이드의 체적 증가율은 10%, 응력 감소율은 49.9%

를 보였다. 따라서 두 번째 방안인 Rg = 8.0 mm, 

Lg = 26.5 mm, t = 4.0 mm를 가이드의 최종 형상으로 

결정하였다.  

 

3.2 Pilot Type Valve 다이아프램의 열-구조해석 

밸브 개방 시 발생하는 초저온 환경에서의 다이

아프램(Diaphragm)의 변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상용프로그램인 

ANSYS11.0 을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의 변형형상 

예측 및 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였다. 

밸브에 작용하는 내ㆍ외부 온도 차에 의한 정상

상태에서의 밸브 온도분포와 다이아프램 열-구조 

해석 시 적용될 온도경계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Fig. 

13 과 같이 밸브 어셈블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

다. 내부의 초저온 LNG 와 접하는 부분에 -162℃의 

온도 경계조건을 부여하였고, 밸브 바깥쪽은 상온 

25℃, 대류 열전달 계수는 공기와 접하는 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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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치인 0.00001 [W/mm2]을 

적용하였다. 대칭 경계면에는 단열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접촉하고 있는 단품 간에는 Bonded, No 

seperation, Frictional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다이아프램에 적용될 결과는 Fig. 14 에 

나타내었다. 

 

 

Fig. 13 Boundary conditions for thermal analysis under 

closed state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diaphragm 

 

3.2.1 다이아프램 열전달 해석 

온도에 따른 다이아프램의 응력을 예측하기 위

한 열전달 유한요소 모델 및 경계조건을 Fig. 15 에 

나타내었다. 다이아프램 열전달 해석은 ANSYS 11.0

을 사용하였으며 축대칭 모델이기 때문에 해석시간

을 단축시키고 격자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

체 다이아프램의 1/8 만을 모델링 해석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Element Type Solid 

55, Solid 90 을 이용하여 격자를 생성하였다. Solid 

90 의 경우 20 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진 3-D 모델링

의 열전달 해석에 적용 가능한 요소 타입이며, Solid 

55의 경우 열전도 해석에 사용된다. 

다이아프램 소재는 Teflon 소재 중 하나인 

PCTFE 이며, 기존 실험들에 의하여 확립된 물성치 

자료 (Table 3)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PCTF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Specific 

heat 

capacity 

Thermal 

conductivity 

55.0 µm/m ·℃ 0.900 J/g ·℃ 0.135 W/m · K

Density 
Yield 

strength 

Tensile 

modulus 

2,110 kg/m
3 

34 MPa 1.4 GPa 

 

Fig. 14 와 같이 밸브 어셈블리 정상상태 열전달 

해석으로부터 얻은 Seat 의 평균온도를 다이아프램 

전체 면에 온도경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Fig. 15 Boundary conditions for thermal analysis 

 

 

Fig. 1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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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다이아프램 열-구조 해석 

다이아프램의 열-구조 해석을 하기 위한 유한

요소 모델 및 경계조건은 Fig. 17 과 같다. 다이아

프램을 구성하고 있는 면에 Fig. 16의 열전달 해석

으로 얻은 온도 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변위 

경계조건으로는 다이아프램이 최대 양정으로 올라

갔을 때 밸브의 단품이 다이아프램을 잡아주는 

면은 z 방향의 구속조건을 주었고 극한조건을 부여

하기 위하여 다이아프램이 스템(Stem)에 의해서 들

려 올라가는 면에는 최대양정에 해당하는 4.32 mm

와 91.35 mm 를 각각 y 방향 변위조건으로 부여

하였다. 

 

 

Fig. 17 Boundary conditions for structural analysis 

 

 

Fig. 18 Stress distribution of the diaphragm 

 

응력의 최대값은 Fig. 18 에 나타난 것과 같이 y

방향 변위가 4.32 mm 인 센싱 다이아프램(Sensing 

Diaphragm), 부스트 다이아프램(Boost Diaphragm), 스

템 다이아프램(Stem Diaphragm)은 각각 23.903 MPa, 

22.827 MPa, 22.515 MPa의 최대응력을 나타내었고 

y방향 변위가 91.35 mm인 다이아프램의 경우 최

대응력 12.458 MPa 을 나타내었다. 다이아프램 소

재인 PCTFE 의 항복강도 40 MPa 인 것을 고려하

면 안전계수가 최소 1.67 이상으로 설계된 다이아

프램이 초저온과 최대양정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LNG / LNG-FPSO 선박에 사용되

는 안전밸브의 초저온·고압 환경에 대한 밸브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구조 해석 및 

충격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onventional Type Valve의 홀더와 가이드 간

의 충격해석을 수행한 결과와 허용 체적 증가율 

10% 이하를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에 

대한 설계변수를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한 결과

를 비교하여 최종형상을 결정하였다. 

(2) 가이드의 체적 증가율과 응력 감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Rg = 10.0 mm, Lg = 21.5 mm, 

t = 7.5 mm 를 가이드의 최종 형상으로 할 경우 가

이드의 체적 증가율은 10%, 응력 감소율은 49.9%

를 보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을 알 수 있었다. 

(3) Pilot Type Valve 는 Sensing Diaphragm 에서 

23.903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지만 다이아프램 

소재인 PCTFE 의 항복강도가 40 MPa 이므로 설계

된 다이아프램이 초저온과 최대양정에 의한 변형

에 대해서 충분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LNG 및 LNG-FPSO 선박용 

안전밸브의 초저온·고압 환경에 대한 충격해석 및 

다이아프램의 열-구조 해석 기법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안전밸브 설계 및 연구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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