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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수도 시설은 수원의 물을 취수하고 정수 처리하여 수요처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시설은 수

돗물을 만들기 위해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는 취수시설, 취수된 물

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취수장, 물을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정

수장, 정수된 물을 배수지나 수요처로 보내는 가압장, 수요량에 따

른 적절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를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배수

지, 물을 수송하기 위한 각종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가압장

은 펌프를 이용하여 관로 내부의 압력을 높여 물의 운송을 원활하

게 하는 시설이며, 배수지의 수위나 수요처의 수돗물 사용 부하에 

따라 펌프 운전이 제어된다. 

가압장에서 사용되는 50 kW 이하의 소형 가압 펌프는 인버터를 

사용한 가변속 부하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어 기준값

은 펌프 토출부 압력이다.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펌프 

토출부 압력을 쉽고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가압펌프가 옥외 현장에 설치된 경우 혹한, 혹서, 황사, 침수 

등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외부 요인에 

민감한 전기적 인버터 제어 시스템에서 고장 발생 가능성이 커진

다. 특히 장시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낙뢰와 침수로 인한 PID 
제어기 고장이 빈번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사용이 기

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적 신호로 작동하는 인버터 

제어 시스템을 대체하는 유체 기계식 자동제어 시스템이 고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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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유체 커플링을 활용하여 별도의 외부 전원공급 없이 50 kW 
이하 용량의 소형 가압펌프를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었다. 
유체 커플링은 밀폐된 챔버 안에서 입력 회전축에 고정되는 구동 

임펠러와 출력 회전축에 고정되는 피동 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작동유체로 채워져 있다. 구동 임펠러가 회전하면, 작동유

체에는 원심력이 발생하고 이 유체의 속도 에너지가 피동 로터로 

흘러 들어가며 출력축을 회전시켜 동력이 전달되는 원리로 작동된

다. 유체 커플링 시스템을 순환하는 작동유체의 유량을 밸브를 이

용하여 제어하면, 유체 커플링 내부의 작동유체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입력축과 출력축 사이의 무단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유량을 변화시키는 밸브는 기본적으로 개구부 단면적을 변화시

켜 통과하는 유량을 조절하거나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량

을 조절하기 위해 주로 Fig. 1에서 보여주는 니들 밸브, 글로브 

밸브, 다이어프램 밸브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밸브 대부분은 개도 

조절을 위해 나사산 구조를 갖는 밸브 스템(stem)을 회전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밸브 스템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구동부가 필

요하며, 모터를 활용한 구동부는 밸브 개도의 정밀제어를 가능하

게 하지만, 제품 가격상승이나 가혹한 작동조건에서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된다. 
상수도 가압장에서 사용되는 가압펌프는 전기적 고장 요소가 많

은 옥외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수요처의 필요 수량에 따라 토출부

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제어대상인 펌프 토출

부 압력을 입력 변수로 직접 활용하여 기계적 방법으로 밸브 개도

를 제어하는 경우 부품의 단순화, 경제성 확보, 운전 신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는 크게 펌프를 활용한 유

량제어 기술, 밸브를 활용한 유량제어 기술, 그리고 다이어프램 밸

브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기술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펌프를 활용한 유량제어 기술의 경우 다양한 시스템에서 연

산 및 비례적분(PI)제어, 또는 on/off 제어를 펌프에 적용하여 시스

템의 효율이나 운전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5]. 밸브

를 활용한 유량제어 기술의 경우 밸브와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

델링하고 제어와 유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6], 밸브의 유동특성

을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설계에 활용하는 연구[7] 등
이 있다. 다이어프램 밸브 연구의 경우, 주로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

는 다이어프램이 압력에 의해 변형되고, 다이어프램에 연결된 밸

브 스템이 이동하며 밸브의 개도와 유량을 변형시키는 원리로 작

동되는 밸브의 작동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8-10].
위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통해 구현하

고자 하는 기능적 요소와 기존 연구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유체 커플링을 이용하여 펌프의 

회전수와 토출압력을 제어하며, 밸브 스템 없이 변형하는 다이어

프램이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펌프제

어 시스템과 밸브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기계적 제어시스템의 핵심적인 구

성요소 중 하나인 다이어프램 밸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밸브의 

다이어프램은 초단성 재질로 제작되어 펌프 토출부 압력에 의해 

직접 변형되며 밸브의 개도를 변화시키도록 하였고, 실험을 통해 

초탄성 재료가 갖는 변형특성이 밸브의 유량조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다이어프램 밸브가 토크 컨버터

를 순환하는 작동유체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가압펌프 시스템과 다이어프램 밸브
2.1 가압펌프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이어프램 밸브가 적용되는 가압

펌프 시스템의 개략도가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Fig. 2에서 가압

펌프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데 정속회전 모터와 펌프 사이에 유

체 커플링이 있어 펌프를 구동하는 회전수를 제어하게 된다. 회전

수의 제어는 유체 커플링 내부에 존재하는 작동유체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체 커플링의 내부에 작동유체가 가득 차 있으면 모

터에 연결된 구동 임펠러와 펌프에 연결된 종동 임펠러 사이의 슬

Fig. 1 Cross section images of needle[1], glove[2] and diaphragm[3]

valve

Fig. 2 Pressurizing pump control system with a fluid coupling 
and a diaphragm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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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 감소하여 모터의 회전속도와 펌프 회전속도가 거의 같게 작

동되며, 내부 작동유체가 감소할수록 두 임펠러 사이의 슬립이 커

져 모터가 정속으로 회전함에도 펌프의 회전속도를 감소시켜 펌프

의 회전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여 유체 

커플링 내부의 작동유체 양을 조절하면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인 다이어프

램 밸브이다. 
다이어프램 밸브는 Fig. 2에서 ③번 제어밸브로 표시되어 있으

며 이 밸브는 그림에서 검은색 굵은 선으로 표현된 순환배관 내부

를 흐르는 작동유체 유량을 조절한다. 직동유체는 상부에 위치한 

물탱크가 갖는 높이에 의한 정수압의 차이에 의해 유동하게 된다. 
밸브의 개도를 크게 하면 작동유체의 유량이 증가하며 유체 커플

링 내 작동유체의 양이 많아지며, 반대로 개도를 작게 하면 작동유

체의 유량과 유체 커플링 내 작동유체 양이 감소하는 것이다.
Fig. 2의 가압펌프 시스템의 전체적인 작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압펌프는 공급되는 물을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이를 위해 펌프 토출부 압력은 4 kgf/cm2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차 측의 물 소비가 많아지면 토출부의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펌프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토출부 압력을 상승

시킬 필요가 있다. 펌프 토출부는 유체 커플링 작동유체의 유량을 

조절하는 다이어프램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데 초탄성 물질로 만들

어진 다이어프램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면 다이어프램의 변형

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밸브의 개도가 커지고, 작동유체 순환배

관 내 유량이 증가한다. 그 결과 유체 커플링 내부에 존재하는 작동

유체의 양도 증가하며, 구동 임펠러와 종동 임펠러의 슬립이 감소

하며 펌프를 구동하는 회전축의 속도가 상승하고, 펌프 토출부의 

압력이 증가하며 원하는 토출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 소비

가 감소하면 펌프 토출부 압력과 다이어프램에 작용하는 압력은 

증가하게 되므로, 위에서 설명한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며 펌프 구동축의 회전수와 토출부 압력이 감소하여 원하는 

펌프 운전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Fig. 2에서 열교환기는 작동유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유체 커플링에서는 작동유체와 내부 구조물의 

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작동유체의 온도가 지속적으

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토출부의 

일부 물을 활용하여 열교환기에서 냉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여 작동유체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2.2 밸브의 구조 및 다이어프램 재질 특성
Fig. 3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이어프램 밸브의 조립도와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탄성체인 다이어프램을 활용하여 밸브의 

개도를 조절한다는 개념은 Fig. 1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다이어

프램 밸브와 동일하지만, 기존의 다이어프램이 나사 회전하며 수

직으로 상하 운동하는 스템에 의해 변형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이어프램 밸브는 Fig. 2에서 보여주는 펌프의 토출부 

압력에 의해 다이어프램이 변형되며 유체 커플링을 순환하는 작동

유체 유량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Fig. 3에서 밸브의 위쪽에는 상부커버가, 아래쪽에는 하부 밸브

시트 구조가 존재한다. 상부커버와 밸브시트 사이에는 다이어프램

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ASTM D2240 기준 50 Shore A 
경도를 갖는 두께 5 mm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재

질(초탄성체)의 주요 물성값은 밀도 1180 kg/m3, 최대 인장강도 

6.55 MPa, 연신율 425%, 100% modulus 1.55 MPa, 절단강도 

17.7 kN/m이다. 실링 플레이트는 실리콘 다이어프램 변형에 따른 

밸브시트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위 4개

의 부품을 나사로 결합하는 간단한 구조를 활용하여 밸브가 완성

된다. 
상부커버 중심에는 펌프의 토출부와 연결되는 이음쇠 부가 존재

하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펌프 토출부의 압력이 상부커버 내측에 

작용하게 된다. 이 압력에 의해 실리콘 다이어프램이 아래 밸브시

트 쪽으로 부풀면서 변형하게 되고, 변형된 다이어프램과 밸브시

트 사이의 간격이 변화하며 밸브 개도가 조절된다. 이러한 작동을 

통해 유체 커플링을 순환하는 작동유체의 유량이 펌프 토출부 압

력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실리콘과 같은 재질은 탄성 구간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선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탄성 재료와 달리, 탄성 구간에서도 응력-
변형율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초탄성(hyper-elastic) 
재료의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초탄성 재료는 부하-제하-재부하를 

반복적으로 가하는 경우 재료의 강성이 점점 감소하는 응력연화

(mullins effect)의 영향으로 복잡한 거동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부하와 제하의 조건에서 동일한 응력에도 변형율이 다르게 나타나

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Fig. 4는 기존의 실험을 통해 초탄성 재질

이 갖는 응력연화와 부하와 제하의 조건에서 상이한 변형률을 보

여주고 있다[11]. 일정 변형률 구간에의 부하-제하 사이클의 형태는 

Fig. 3 Control valve assembly drawing and operating mechanism



Kibum Lee et al.

254

일정량의 히스테리시스를 갖고 있으며, 몇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

면 이러한 현상은 안정화된다. 이러한 응력연화 현상은 고무의 보

강재 입자와 고무 분자 사슬 사이에서 접합이 영구적으로 손상되

거나 일시적으로 절단된 후 재형성되는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이어프램 재료인 실리콘 역시 초탄성 재

료의 특성을 갖고 있어, 반복적인 부하-제하에 의한 변형을 활용하

는 밸브작동의 특성상 응력연화나 부하-제하 시 변형률의 차이를 

고려해야 적절한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13]. 응력연화 특성을 제대

로 고려하지 않으면 일정 부하-제하 사이클 이후 변형이 안정화되

기 때문에 초기 밸브의 유량조절이 반복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운 실리콘 고무를 사용할 때는 일정 횟수 이상의 부하-제하 

변형을 반복한 후 밸브의 다이어프램으로 사용하였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실험장치 

실험 장치는 실제 유량조절 밸브가 사용되는 조건과 유사한 상

황을 재현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장치의 개략도는 Fig. 5에 제시되

어 있다. 유체 커플링 내부의 작동유체는 저장용 수조의 수면과 

유량조절 밸브 사이의 존재하는 0.5 m의 높이 차에 의해 흐르게 

된다. 상부 수조의 벽면에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구멍이 

존재하여 펌프에 의해 공급된 물의 일부가 넘쳐흐르게 함으로써 

수면과 밸브사이의 높이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상부

수조에서 넘쳐흐른 작동유체는 보조 수조를 통해 모여 실험장치 

아래에 위치한 하부수조로 흘러가도록 하였다. 
실제 유량조절 밸브에는 펌프의 토출부가 연결되고 밸브 내 다

이어프램을 변형시켜 작동유체의 유량을 조절한다. 하지만, 본 실

험에서는 밸브의 유량조절 특성만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밸브에는 압축질소탱크를 연결하고 압력조절밸브와 니들밸브

를 이용하여 원하는 압력을 작용시켜 펌프 토출부 압력을 대체하

고자 하였다. 밸브 가압부에는 사이트 글래스를 설치하고 물을 채

워 가압된 물이 밸브의 실리콘 다이어프램을 변형시키도록 하여 

질소의 압축성에 의한 유량조절 특성 변화를 최소화 하였다. 밸브

를 통과한 작동유체는 유량계에 의해 그 유량이 측정된 후 하부의 

수조로 흘러가게 된다. 하부 수조에는 펌프가 있어 하부 수조로 

유입되는 작동유체를 다시 상부 수조로 공급하여 작동유체가 순환

되도록 하였다.
실험장치에서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1.5 kPa (또는 0.0153 

kgf/cm2)의 오차를 갖는 전자식 압력계가 사용되었으며, 측정값에 

대해 ±0.15%의 오차를 갖는 터빈 유량계를 이용하여 유량이 측정

되었다. 밸브의 개도는 독립적인 실험을 통해 밸브에 작용하는 압

력에 따른 실리콘의 반경방향 최대 변형량을 접촉식 디지털 높이 

측정기를 사용하여 미리 측정한 후,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개

도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높이 측정기의 정밀

도는 0.1 mm로 실제 유량이 변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개도 면적 

200 mm2 영역에서 0.1 mm의 측정 오차에 의한 면적의 영향은 

5.3 mm2로 전체 개도 면적에 대해 높이 측정기가 갖는 정밀도에 

의한 계산의 오차는 2.7%임을 알 수 있다. 실험이 수행된 압력, 
밸브개도 변화, 유량 등을 고려하면 측정장치의 정밀도에 의한 데

이터 해석의 오차는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실험방법
가압에 따른 유량조절 밸브의 성능특성은 다음과 같은 실험과정

을 통해 측정되었다. 먼저 Fig. 5의 유량조절 밸브 상류에 위치한 

볼 밸브를 닫고 질소탱크에 연결된 압력조절 밸브를 이용하여 원

Fig. 4 Stress-strain curve from quasi-static cyclic loading[11]

Fig. 5 Schematics of the experiment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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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압력을 유량조절 밸브의 실리콘 다이어프램에 가한다. 다이

어프램의 변형이 완료된 후 하부 수조의 위치한 펌프를 가동하여 

수면과 유량조절 밸브의 높이차기 0.5 m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후 유량조절 밸브 전단의 볼 밸브를 개방하여 밸브 내부로 작동

유체가 흐르도록 한다. 질소 가압부에 위치한 니들밸브를 이용하

여 다이어프램에 작용하는 압력을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고, 유량

조절 밸브에 흐르는 유량을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후 밸

브에 작용하는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동일한 측정을 수행하면 밸브

에 작용하는 압력 변화에 따른 유량조절 경향을 알 수 있게 된다. 
위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초탄성 재질의 변형 

특성은 응력연화와 가압-제하 과정에서 재질 변형량 차이이다. 특
히 응력연화는 밸브의 유동제어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리콘 재질의 다이어프램에 반복적인 하

중-제중을 가하여 일정 가압 또는 감압 과정에서 동일한 변형량을 

갖도록 하는 에이징(aging)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량제어 특

성 실험에 앞서 실리콘 다이어프램에 대한 에이징 실험을 독립적

으로 수행하였다. 

4. 실험결과
4.1 에이징(aging) 실험

유량조절 밸브의 다이어프램으로 사용되는 초탄성 재료(실리콘)
의 응력연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에이징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이

어프램의 변형량은 접촉식 디지털 높이 측정기를 사용하여 처음의 

상태 변형량을 0으로 정하고 다이어프램에 작용하는 압력에 따른 

최대 수직 변형높이로 표현되었다. Fig. 6으로 설명하면 실리콘 

다이어프램은 압력을 가하면 아래 방향으로 원호의 형상을 가지며 

변형을 하게 되고 이때 최대 수직 변형높이는 그림에서 ‘a’가 된다. 
Fig. 7은 에이징 실험에서 압력을 가했다 제거하는 과정의 반복에 

따른 실리콘 다이어프램의 변형높이 변화를 보여준다. Fig. 7의 

압력은 계기압이다. Fig. 7에서 첫 가압을 시작하기 전 다이어프램

이 6.3 mm 변형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링판을 사용하여 실

리콘 다이어프램을 압축 고정하는 과정에서 실리콘이 변형되기 때

문이다. 첫 과정을 통해 재질에는 약 4 mm의 영구적 최대 수직변

형높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값은 추가적인 가압-감압과정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응력연화는 6~7회의 반복 과정을 통해 안정

되어 지속적인 가압-감압에도 변형높이나 경향에 큰 차이가 없음

을 보여준다.

4.2 밸브 작용 압력과 유량관계
밸브의 실리콘 다이어프램에 압력을 가하면 변형이 발생하면서 

다이어프램 최대 변형높이가 증가한다. 그 결과 밸브 최소 유동 

단면부(throat) 면적이 감소하며 밸브를 통과하는 유동저항이 커지

고 흐르는 유량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Fig. 6 오른쪽 

그림의 파란색으로 표현된 최소 유동 단면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계산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8과 같다. 
Fig. 8은 다이이프램의 수직 변형높이 증가에 따라 그 밸브의 최소 

유동 단면부 면적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주며, 변형높이가 28.5 
mm가 되면 다이어프램이 유동 단면부를 완전히 차지하며 유동이 

Fig. 6 Schematics of the diaphragm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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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압력의 변화를 조밀하게 조정한 가압-감압 사이클에서 에이징이 

완료된 실리콘 다이어프램의 수직 변형높이의 측정결과는 Fig. 9에 

제시되어 있으며, 측정된 변형높이를 이용하여 밸브 최소 유동단면

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는 Fig. 10에 도시되었다. 가압-감압의 과정

에서 초탄성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실리콘 다이어프램은 동일한 압

력이 가해진 조건에서도 변형높이가 다르다며, 그 결과 밸브 최소유

동 단면부의 넓이도 다르다는 것을 Fig. 9와 Fig.10 은 보여준다. 
Fig. 9에 제시된 실리콘 다이어프램을 유량제어 밸브에 적용한 

후 Fig. 5의 실험 장치에 설치하여 장치에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였

다. 전술한 것과 같이 가압과 감압의 과정에서 동일한 압력값에도 

수직 변형 높이와 유동 단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동일 압력조건에서 가압 또는 감압의 과정에 따라 밸브에 흐르는 

유량이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측정된 유량값의 결과를 

보여주는 Fig. 11은 이러한 추론이 실제 유량변화로 나타나고 있

음을 보여준다.

가압 시 실리콘 다이어프램의 변형 높이는 동일한 압력을 가하는 

조건에서 감압 시의 경우에 비해 낮고, 밸브 최소유동 면적이 크다

는 것을 Fig. 9와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압력의 

조건에서 가압 과정 유동량이 감압 과정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11은 이러한 밸브의 유동량 제어 특성을 보여준다.
Fig. 11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가압이나 감압이 과정에서 밸브의 

유동 단면적 변화에도 유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는 점이다. 가압이나 감압의 과정에서 실제 유량의 감소는 다이어

프램 작용 압력이 1.2 kgf/cm2인 지점 근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점에서는 이미 다이어프램의 변형높이가 최소 약 18 mm로 압

력이 가해지지 않은 조건에 비해 밸브의 최소 유동단면적이 약 

38%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압력을 가하지 않는 상태와 

비교하여 유동단면적의 감소가 38% 이하인 조건에서는 유량이 

33.7 liter/min으로 거의 일정한 값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Fig. 3과 같은 밸브 내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3에

서 유동은 다이어프램의 표면과 원호 형상으로 가공된 밸브 하부 

구조 사이를 통과한다. 이때 내부의 유체는 급격한 유동 단면적과 

방향 변화를 겪게 되므로 밸브의 개도가 큰 조건에서도 상당한 유

동저항을 갖게 되며, 내부의 2차 유동 등의 영향으로 밸브가 개방

된 모든 단면으로 유동이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38% 정도의 유동 단면의 감소에도 유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이 2.4 kgf/cm2 이상

이 되면 밸브 내 유동 단면적은 매우 작아져 유체가 흐를 수 없게 

되고, 이는 Fig. 10과 Fig.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11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할 점은 가압과 감압의 압력 변화 

영역을 크게 감소시키는 경우 가압과정과 감압과정의 유량의 차이

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압과 감압의 영역을 1.8에서 

2.05 kgf/cm2로 좁히는 경우 가압이나 감압의 과정에 관계없이 일

정 가압상태에서 거의 동일한 유량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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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탄성체 다이어프램에 압력을 가하여 그 변형을 통해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를 제작하는 경우 변형의 영역이 작을수록 감압이나 

감압 과정에 관계없이 유량제어 특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3 가압펌프 시스템에 본 제어밸브를 적용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이어프램 밸브를 Fig. 2와 같은 가압펌

프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가 Fig. 12에 제시되어 

있다. 시스템 성능평가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소의 성능

평가 장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압펌프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수

돗물 사용 부하에 관계없이 펌프의 출구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제 성능시험 시스템에는 펌프에

서 토출된 물이 대형 수조로 공급되고 그 물이 다시 펌프로 공급되

는 구조를 갖고 있다. 펌프의 토출부와 대형 수조 사이에는 버터플

라이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이 밸브의 개폐를 통해 수돗물의 사용 

부하를 모사하게 된다. 즉 버터플라이 밸브를 닫으면 수돗물의 사

용 부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버터플라이 밸

브를 열면 사용 부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12의 펌프토출 유량변화는 앞서 언급한 버터플라이 밸브의 

조절을 통해 수돗물 사용 부하 변화를 모사한 것이다. 본 시스템에

서 사용된 모터는 정속모터이므로 유체 커플링에 의해 적절한 제

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돗물의 사용 부하가 감소하면(버터

플라이 밸브 개도 축소), 펌프 토출 압력이 증가하고, 반대로 사용

부하가 증가하면(버터플라이 밸브 개도 확대) 펌프 토출압력이 감

소하게 된다. Fig. 12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량조절 밸브(Fig. 
2의 ③번)의 적절한 작동을 통해 펌프 출구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

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연 설명하면 수돗물 사용 부하의 감소

가 발생하면 펌프 토출부 압력이 증가하여 유량조절 밸브 내부의 

실리콘 다이어프램 변형이 커져 유체 커플링을 순환하는 작동유체

의 유량을 감소시켜 유체 커플링과 연결된 펌프의 구동축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원하는 펌프 토출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수돗물의 사용 부하가 증가하면 위에서 설명한 반대방향으로 제어

가 이루어져 펌프의 토출압력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Fig. 12에서 

요구되는 펌프 토출 압력은 3.75 kgf/cm2로 본 성능평가 실험에서 

수돗물의 사용부하에 따라 토출압력은 3.83 ± 0.09 kgf/cm2로 유

지되었으며 평균 +2.1%의 제어오차를 통해 우수한 제어 성능을 

구현하였음을 보여준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체 커플링 장치에서 작동유체의 순환 유량을 조절하

는 제어밸브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발된 밸브의 특징은 가

압펌프의 토출압력을 활용하여 밸브 내부의 다이어프램을 직접 변형

시키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변형을 통해 밸브의 개도를 변화시켜 밸

브를 통과하는 유량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본 밸브는 기존의 유량조

절 밸브와 달리 회전부나 밸브 스프링 및 밸브 스템과 같은 부품이 

없는 단순한 구조를 통해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개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변형이 커야 

하므로, 밸브의 다이어프램 재질로 초탄성체의 특성을 갖는 실리콘

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재질은 응력연화나 가압-감압 과정에 따른 

비선형 응력-변형 특성 및 변형량의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적절한 

에이징 과정의 수행을 통해 유량제어를 구현하는 다이어프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밸브의 구조로 인해 

다이어프램이 변형하는 일부의 구간에서 유량이 조절되는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적절한 구조개선을 통해 더 넓은 변형 구간을 활용하

여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다이어프램 밸브는 실제 가압펌프 제어시스템에 적용되었다. 
밸브는 목표로 하는 펌프의 토출 압력에 대해 평균 +2.1%의 제어 

정밀도를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밸브가 유량제어에 성공

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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