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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압력 안전밸브(Pressure relief Safety 

valve)는 산업현장에서 고압 시스템 설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특히 LNG 

수송선에 사용되는 압력 안전밸브는 유독성 

및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액화가스 저장탱크 

등에 설치되어 배관 내 운전 가스의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낮추어 정압기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

터 설비와 인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계통 내 과압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압력 안전밸브는 pressure 

Safety valve (PSV)와 Pilot perated relief 

Safety valve(POSRV)로 나눌 수 있다. 특히, 

POSRV는 과압 방지 목적 이외에  통상 급속감

압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블로우

다운(Blowdown)의 성능이 PSV에 비해 뛰어나

다.

본 연구는 CFD 모델을 이용하여 가압된 안

전밸브에 대해 유체의 동적 특성과 개폐에 

따른 동적 거동 예측을 통해 선박 및 발전터빈 

등의 동적 특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서의 

신뢰성을 가진 밸브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도록 한다.

2. 연구 이론 및 방법

고압 시스템 설비에 사용되는 POSRV 내부 

동적 유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ANSYS社의 

전산 해석 S/W CFX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POSRV에 유입되는 과잉 압력에 대해서는 

ASME Section I의 안전압력방출밸브에 대한 

Fig. 1 Vertical cross-section the POSRV

권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주요 내용 중에  

채터링(Chattering)이 발생되지 않고 동작

되도록 설정압력(Setting Pressure)의 3%이

하의 축압력(Accumulation pressure)에서 

완전 개방생태(Full lift)가 되도록 명기되

어있다. Fig. 2와 같이 CFD 모델을 구성하고, 

입구에 설정압력의 3%인 20.6[bar]의 과압된 

탱크(Tank)를 설치하고, 출구는 대기 

Fig. 2 Three-Dimensional planar symmetric grid struc-
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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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Pressure(Tank) Curve

조건으로  1[atm] 압력에 25[℃]으로 분출되

도록 확대관을 구성하였다. SST(Shear 

Stress Transp- ort) 난류모델을 사용하고, 

Fig. 3과 같이 Simulation 상에서 총 시간 

0.2s 동안 탱크 내부에 압력을 주어 POSRV의 

Disk 동적 거동에 따른 동적 유동특성 분석 

및 블로우다운을 예측한다.

3. 결과

POSRV에 대한 동적 유동해석을 통해 탱크압

력과 Disk 개방거리의 상관관계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Disk는 Pilot Valve에 의해 탱

크 내부 압력이 설정압력 도착 시 급격히 개방

됨을 보이며,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일정시

간 동안 과압된 탱크의 압력이 빠져나가길 

기다린다. 이후에 설정압력까지 줄어든 탱크

의 압력은 Pilot Valve에 의해 강제 폐쇄가 

이루어지며, 0.024s 동안 채터링에 의해 약간

의 개방과 폐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 Blowdown Process Curve

동적 거동해석을 통해 예측된 POSRV의 Disk 

거동은 채터링을 감안하여 블로우다운을 산

출한 결과 0.4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주 

우수한 성능의 POSRV로 평가된다.

4. 결론

과압 방지를 목적으로 고압 시스템 설비에 

사용되는 POSRV의 성능을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을 하였다. 과압된 탱크를 이용하여 Disk

의 거동을 동적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0.43%의 블로우다운을 가지는 것을 예측하였

다. 향후에 Pilot Valve에 대한 응답 시험을 

수행하여, 보다 정도 높은 전산모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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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타입 압력 방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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