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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상 저감용 디스크를 포함하는 볼 밸브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기술요약
키워드

공동현상 저감용 디스크를 포함하는 볼 밸브
3단계(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볼 밸브 내에 복수개의 공극이 형성된 디스크가 추가 설치되어 유동되는
유량을 감소시킴. 유체의 분산으로 인한 밸브 내의 공동형상 저감.
볼 밸브 개방 후에는 디스크가 회전 또는 승강되어 챔버를 개방하기 때문에
필요시 유체가 압력 저감 없이 밸브를 통과함.
공동현상(cavitation), 볼 밸브(Ball valve), 저감(reducing), 디스크(disk)

◾ 기술개요
∙ 내 용
- 배관에 설치되어 개폐되는 본 발명은 배관의 유체를 제어하며 몸체를
통해 형성된 관통로가 배관에 결합 설치되며, 설치된 밸브는 핸들 회전
시 내장된 밸브 볼이 함께 회전하며 개폐됨. 밸브 볼 외에도 별도의 디
스크 구비로 인해 밸브 볼 내의 공동현상이 저감됨.

<발명의 외형을 나타낸 사시도>

<발명의 개방상태를 나타낸 정면도>

◾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 장 점
- 본 발명에 따르면 볼밸브 내에 복수개의 공극이 형성된 디스크가 존재
하며 유동되는 유량을 감소시킴. 이는 볼 밸브의 수명이 증가한다는 장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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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밸브 개방 후 핸들을 폐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밸브볼의 챔버를
가로막던 디스크가 회전 또는 승강되어 챔버를 개방하기 때문에 유체가
압력에 대해 저감 없이 볼 밸브 통과 가능함. 디스크와 함께 유입되는
유체가 회전하게 되는 소용돌이 부재가 함께 있어서 유입되는 유량이 일
정하다는 장점이 있음.

<폐쇄 상태의 디스크 상태를 나타내는 정면도>

<디스크와 소용돌이 부재가 설치된 밸브 몸체>

◾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타겟 기업군)
∙ [공공 부문] : 상수도와 같은 압력이 있는 곳 외에도 중, 고압용 수도용
으로 활용 가능함.
◾ 시장현황
∙ (세계 시장)
- 전 세계 밸브 시장 규모는 2016년 674억 달러에서 2023년 843억 달러
로29) 볼 밸브 시장 규모는 2016년 117억 달러에서 2023년 144억 달러로
성장 될 전망임.

29) 손종구. (2017). 극저온 버터플라이 밸브. KISTI 마켓리포트.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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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중국은 현
재 3000가지 모델에 4만여 개 규격의 밸브제품이 생산중이다30)

<세계 볼 밸브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출처 : Marketsandmarkets(2017), Industrial Valv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KISTI 마켓리포트(2017) 재인용

∙ (국내 시장)
- 국내 전체 밸브 시장규모는 2016년 37,550억 원에서 2023년 50,455억
원으로,31) 볼 밸브 시장규모는 2016년 5,824억 원에서 2023년 7,874억 원
으로 성장 될 전망임.
- 비티엑스 대표이사는 전량 수입하던 군함 살수장치 밸브를 국산화하고
한국남부발전 등과 협업해 고온·고압용 볼밸브 개발로 독일 국제발명
대전 금상 수상과 수출 성공32)과 같은 국내 현황이 나타남.

30) 밸브시장동향. 글로벌물산업정보센터. 2018년08월31일 수정. 2018년11월15일 접속.
http://www.waterindustry.co.kr/overseas/overseas01.php?ptype=view&idx=87056
31) 손종구. (2017). 극저온 버터플라이 밸브. KISTI 마켓리포트. pp.4.
32) 中企융합대전배종갑비티엑스대표은탑훈장.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2018년10월30일 수정.2018년11월15일접
속.
https://www.yna.co.kr/view/AKR20181030077000030?input=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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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볼 밸브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출처 : Marketsandmarkets(2017), Industrial Valv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KISTI 마켓리포트(2017) 재인용

◾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구
국
국
국
국
국

분
외
외
외
외
외

발명의 명칭
액체의 차압을 파괴하는 밸브의 구조
부변내장형 회전밸브
수량 조절 기능이 구비된 볼 지수전
유량 조정 기구 첨부 볼 밸브
변(Valve)

특허 등록번호
JP200200039404
JP200100059576
JP199600021541
JP199300038472
JP198800190980

핵심특허

◾ 기술 문의처
구 분
기술보유기관

기관명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름
김기연

부서

직 급

사업화지원실/

기술

기술경영센터

평가사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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