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을 이용한 연구 및 제품생산은 일반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업과 식품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술은 압력 매체로 물 또는 오일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압력을 균일하게 전달시키는 비가열처리 기술

로서 대개 100~1,000 MPa의 압력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형태, 생화학적 반응, 세포막 및 세포벽에 영향을 주게 되어 식품의 살

균, 식품 보존기간 연장, 겔 형성이나 유효성분의 추출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고압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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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목표압력 2,000 bar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압 압력 비례 제어 밸브의 스풀(spool)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시제품을 제작

하기 위한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입력 전압에 따른 밸브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시작품은 전기적신호(0~5 V)를 받아 구동

하는 고토크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스풀을 직선 변위시키고 단면 변화를 가진 스풀과 일정한 단면의 슬리브(sleeve)로 구성되어 스풀의 

위치에 따라 통과되는 유량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특성 분석 결과는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스풀의 변위와 변위별 스풀의 직경, 그리고 

유로 단면적의 변화는 선형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밸브 바디의 내압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밸브 바디의 선형변위는 등가 

응력이 최대로 작용했던 모서리 부분의 변형률이 0.00988 mm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석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 

시작품의 바디 설계가 초고압 환경에서의 사용에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pool in pressure proportional control valve for using the target pressure at 2,000 bar and 

tried design and manufactured for prototype. Also,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valve due to input voltage are progressed. Using high 

torque servo motor of input voltage in 0 to 5 Volt, spool made linear displacement, spool with aspect change and sleeve can be change 

the flow due to spool position. The result of analysis obtained linear characteristics spool displacement, spool diameter per spool 

displacement, and the change of flow surface. The result of capacity to resist pressure analysis in valve body got that von mises stress 

in the body edge was 0.00988 mm and their lever was very slight. Above results of body design verified stable condition for using ultra 

high pressur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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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개변수는 압력, 온도, 시간 등의 공정변수와 수분함량, pH, 미생물의 균종, 생육조건 및 단계 등의 환경인자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무취, 무독성, 무공해 공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용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초고압 기

계 에너지를 제어해주기 위하여 압력비례제어밸브를 사용하게 되고, 전자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초고압 회로에서 압력을 설정값 

이하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초고압을 이용한 응용 기술에 기여하게 된다[1-4]. 

통상적으로 초고압 장비의 감압은 수동 니들 밸브(Needle Valve)와 유공압 구동 포핏 밸브(Poppet Valve)의 조합으로 감압

하고 있는데 이 구성의 문제점은 트랜스듀서(Transducer)로 읽은 압력용기(Vessel) 내부의 압력을 감압할 때 온-오프(ON-OFF)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어 정밀한 감압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수동 니들 밸브의 개폐량에 따라 감압속도가 좌우되므로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감압 되는 등 원하는 값을 얻어내기 힘들고 재현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니들 

밸브와 포핏 밸브의 조합으로 단계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그러나 다수의 밸브 구성은 장치 규모를 크게할 뿐만 아니라 고

장 위험 요소가 많고 관리 포인트 또한 늘어나게 되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초고압에서 상압까지의 감압 과정을 

계단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 성형체 크랙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곤 한다. 이 통상의 감압방식은 초고압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니들 밸브와 포핏 밸브에 워터젯(Water-Jet) 현상으로 인한 마모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밸브 수명이 1~3개월 정도로 짧아져 

잦은 교체를 해야 하며, 심할 경우 1개월 이내에도 고장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되는 수명이 없고, 수리의 개념이 아닌 

대부분 1대1 교체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적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압력 2,000 bar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압 압력 비례 제어 밸브의 스풀(Spool)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시제

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입력 전압에 따른 밸브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시작품은 전기적신호

(0~5 V)를 받아 구동하는 고토크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스풀을 직선 변위시키고 단면 변화를 가진 스풀과 일정한 단면의 슬리브

(Sleeve)로 구성되어 스풀의 위치에 따라 통과되는 유량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스풀은 양끝단이 동일한 직경이고 외부로 노출되

어 있어 밸브 내부의 초고압이 스풀 이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스풀, 슬리브, 바디(Body), 씰(Seal) 등은 목표하는 압력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고 특히 초고압을 감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워터젯 현상으로 인한 마모에 내성이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2. 초고압 기술의 개요

비가열 처리기술인 초고압(Ultra High Pressure, UHP) 기술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미생물의 형태와 소수성 결합 

및 이온결합 등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여 식품의 살균이나 식품 보존 기간의 연장, 겔 형성이나 유효성분의 추출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식물유를 신선육내로 침투시켜 근내지방도를 향상시키고, 지방산 조성의 변화를 통한 영양학

적 품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1,2]. 

미생물은 식품의 보존이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치 않는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고, 생리활성 성분의 활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리활성 조성물을 가압 처리하는 방법 등이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단백질에 대한 고압 처리는 

단백질의 종류와 공정조건, 적용압력에 따라 변성의 정도가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는 단백질이 침전되거나 용해된다. 단백질의 

변성 또는 변형, 효소활성화 또는 불활성화, 효소기질 특이성 변화, 탄수화물과 지방의 특성 변화 등을 유도하게 된다[3]. 초고압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변수는 압력, 온도, 시간 등의 공정변수와 수분함량, pH, 미생물의 균종, 생육조건 및 단계 등의 

환경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초고압(Ultra High Pressure, UHP)을 이용한 기술은 산업 분야에서 세라믹(Ceramic) 및 금속에 등방압(Isostatic Pressure)을 

이용한 가공, 성형 등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식품의 상온 살균을 하는 초고압 처리공법(High Pressure Proce-

ssing, HPP), 3D 금속 프린팅 가공품의 기공 제거에 사용되는 열간 등방압 가압법(Hot Isostatic Pressing, HIP)과 수소 연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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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수소 충전소, 수소 펌프 관련 초고압 부품류와 시스템 등이 주목받고 있다. 

3. 밸브 스풀설계

3.1 밸브의 개념도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밸브의 개념도이다. 밸브는 크게 스풀을 이동시키는 구동부와 밸브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부의 서보모터에 물리적 충격이나 장비 누수 발생 시 전자기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서보모터 커버, 구동부와 밸브 

본체를 체결해주는 커버 플레이트, 스풀과 본체의 이음부를 보호해주는 스풀 가이드 커버, 그리고 가이드 커버에 투시창을 설치

하여 밸브 스풀 동작이 원활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The concept of valve

3.2 밸브 스풀 설계 및 동작 개념도

밸브 스풀은 밸브 내부의 초고압으로 인한 축 방향 추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풀의 양끝단이 밸브 바디(Body)의 외부로 노

출되어 있고, 스풀의 변위에 따라 유로 단면적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스풀의 동작 스트로크(Stroke)는 19 mm이고, 최대 직경은 

Ø4 mm이며 유로 단면적 변화를 위한 최소 직경은 Ø3.65 mm로 이는 최대 오리피스(Orifice)가 Table 1과 같은 10,000 bar용 

Parker 社의 초고압 튜브의 내경 Ø1.57 mm에 준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본 연구의 목표압력인 2,000 bar보다 추후 더 높은 압력

에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ultra high tube for orifice

Item No. MS15-082

Tube materials 316SS

Outside diameter 7.94 mm

Inside diameter 1.57 mm

Wall thickness tube 3.18 mm

Flow area 1.94 mm2

Working pressure at -325 to 100°F (-198 to 37.8°C) 150,000 psi (10,341.97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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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스풀의 이동에 따라 유로의 면적이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동작 개념도로서 Ps는 공급압력, PL은 부하 압력강

하를 나타낸다. 스풀은 밸브에 인가되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Fig. 2에서 표시된 스풀 이동방향을 따라 변위하며 밸브 개구부가 열

리게 된다. Fig. 2(a)는 밸브에 인가된 입력전압이 없을 때(=0 V) 스풀이 원점인 상태로, 개구부의 개폐율이 0%로 공급압력이 밸

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b)는 밸브에 2.5 V의 전압을 인가해서 개구부가 50% 열린 상태를, Fig. 2(c)는 

밸브에 5 V를 인가해서 유로 단면적이 최대인 상태 즉, 개구부가 100% 열린 상태를 보여준다.

Fig. 2. The motion concept of spool

Fig. 3은 스풀 변위별 유로의 변화를 표시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각 단면의 기준은 Fig. 3의 A-A 단면, B-B 단면, C-C 단면을 

각각 참조하였다. 먼저 Fig. 3(a)에서는 인가된 전압이 없어서 스풀의 변위가 없는 지점으로 밸브와 유로가 열리지 않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3(b)에서는 밸브에 전압이 2.5 V 인가된 상태로 개구부가 약 50% 열려 유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c)는 밸브에 5 V가 인가되어 개구부가 100% 열린 상태로 최대 유로 면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Flow change per spool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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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Fig. 3(a)와 3(c)에 표기된 상태의 상세도로서 Fig. 4(a)는 스풀이 원점 상태이고, Fig. 4(b)는 스풀의 변위가 최대일 때

를 보여주고 있다.

Fig. 4. Flow change (Detail A,B)

3.3 밸브 스풀 구동 장치

밸브 스풀의 구동은 Fig. 5와 같은 고토크 서보모터 ASME-MXA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전압 모드로 사용시 0~5 V의 입력 전

압으로 스풀 변위를 앱솔루트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제어 방법은 전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절대 위치 값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보 모터의 회전원판에 광학적으로 이진 부호화된 위치코드를 스캐닝함으로써 위치값을 찾아낼 수 있어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 이동이 발생하여도 전원 투입 후 곧바로 현재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able 2와 같이 본 장치에 사용된 서보모터의 사양으로 12~24 VDC의 구동 전원으로 동작하고, 최대 24 V일 때의 정격 구동 속

도는 최대 0.12 s/60°의 값을 가진다.

Fig. 5. Servo motor for valve drive

 Table 2. Specifications of servo motor for valve drive

구동전압(Operating Voltage) 12~24 VDC

무부하 전류(No-load Current) <500 mA

제한 각도(Limit Angle) ±1,800° or 0°~3,600° (Max)

제어전압(Control Voltage)
0 - 5 V input voltage 

(0.22 V to 0°, 4.78 V to 3,600°)

재질(Material)
Gear& shaft : alloy steel; 

Gear box : aluminum

시동토크(Starting Torque) 260 kg.cm max

유지토크(Holding Torque) 220 kg.cm max

정격 구동속도 

(Rated Speed at 24 V Power)
0.12 s/60°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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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결과 및 고찰

4.1 입력전압에 따른 유로 단면적 변화와 오리피스

밸브는 서보모터에 입력전압 0~5 V를 인가하면 스풀이 0~19 mm 변위하도록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스

풀의 변위를 Fig. 6에 도시하였다. 도시 결과는 입력전압에 따라서 스풀의 변위는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7에서는 입

력 전압 증가에 따른 변위별 스풀의 직경을, 그리고 Fig. 8은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유로 단면적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와 같이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변위별 스풀의 직경과 유로 단면적의 변화는 선형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변위가 0일 때

의 스풀 반지름을 r1이라 하고, 입력전압에 따라 변위 차가 생겼을 때의 반지름을 r2라고 나타내면 스풀의 최대 단면적에서 변위 

차가 발생했을 때의 단면적을 제외한 값이 식 (1)에서와 같이 유로 단면적 d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1)

Fig. 6. The displacement of spool due to input voltage Fig. 7. The displacement of spool diameter due to input voltage

Fig. 8. The change of inflow area due to input voltage

Fig. 8에 의하여 유로 단면적이 최대일 때의 오리피스를 식 (3-2)에 따라서 구하면 1.6363 mm로 초고압 튜브 내경 1.57 mm와 

유사한 수치를 갖는다. 식 (2)에서 d는 유로 단면적이고 A는 오리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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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2 밸브 바디 내압력 해석

본 연구의 시작품을 초고압 환경에서 사용함에 있어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밸브 바디의 내압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부품들에 대해서는 단순화하였고 3D 모델링(3D modeling)과 해석은 

카티아(CATIA V5)를 이용하였다. 내압력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은 카티아에서 제공되는 팔진 트리 사면체(Octree 

Tetrahedron)를 사용하였으며, 유한요소 모델의 격자 요소 수는 64,361이고 노드 수는 13,793이다. 밸브 바디의 소재는 스테인

레스강 중 SUS316L으로 선정하였고 Table 3은 구조 해석에 적용된 밸브 바디 소재의 속성이며 Fig. 9는 해석에 사용된 유한 요

소 모델이다.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valve body

SUS316L

Density 8,000 [kg/m3]

Elastic Modulus 190 [GPa]

Poisson’s ratio 0.28

Yield Strength 170 [MPa]

Elongation 40 [%]

Reduction in area 50 [%]

 

Fig. 9. Finite element model of valve

Fig. 10은 밸브 바디의 변형된 격자 요소(Mesh)를 보여준다. 외관에서는 변형된 매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밸브 바디 내부에 2,000 bar의 초고압을 설정하고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폰 미세스 등가응력(Von Mises Equivalent stress)이다. 

최대 등가응력이 428 Mpa로 재질에 적용한 항복응력 170 MPa보다 큰 값으로 해석됐지만, 이는 모서리 부분에 작용한 압력으

로 무시할 수 있다.

Fig. 10. Deformed mesh Fig. 11. Von mises stress

Fig. 11에서 볼 수 없는 내부의 등가응력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2와 같은 단면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된 단면을 확인

해보면 모서리 외에도 등가응력이 크게 작용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밸브 바디의 외벽을 두껍게 함으로써 내부에 

작용 된 등가응력이 밸브 바디 외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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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Nodal values of von mises stress

Fig. 13은 밸브 바디의 선형변위(Translational displacement)를 보여주는데 등가응력이 최대로 작용했던 모서리 부분의 변형

률이 0.00988 mm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석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 시작품의 바디 설계가 초고압 환경에

서의 사용에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3. Translational displacemne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목표압력 2,000 bar에서 사용 가능한 초고압 압력 비례 제어 밸브의 스풀(spool)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시제

품을 제작하기 위한 설계와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입력 전압에 따른 밸브의 동작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시작품은 전기적신호

(0~5 V)를 받아 구동하는 고토크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스풀을 직선 변위시키고 단면 변화를 가진 스풀과 일정한 단면의 슬리브

(sleeve)로 구성되어 스풀의 위치에 따라 통과되는 유량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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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제작 결과는 서보모터에 입력전압 0~5 V를 인가하면 스풀이 0~19 mm 변위하고, 최대 직경은 Ø4 mm이며 유로 단면

적 변화를 위한 최소 직경은 Ø3.65 mm로 제작하였다. 특성 분석 결과는 입력 전압 증가에 따른 스풀의 변위와 변위별 스풀의 직

경, 그리고 유로 단면적의 변화는 선형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밸브 바디의 내압력 해석을 수행 결과는 밸브 바디의 외

벽을 두껍게 함으로써 내부에 작용 된 등가응력이 밸브 바디 외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밸브 

바디의 선형변위는 등가 응력이 최대로 작용했던 모서리 부분의 변형률이 0.00988 mm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석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 시작품의 바디 설계가 초고압 환경에서의 사용에 안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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