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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개폐용 링크 레버리지 어셈블리를 구비한 글로브밸브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유로 개폐용 링크 레버리지 어셈블리를 구비한 글로브밸브
4단계(연구실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유로의 개폐를 위해 디스크를 승강시키는데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직관적인 동작에 의해 적은 힘만으로 용이하게 유체의 유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유로 개폐용 링크 레버리지 어셈블리를 구비한 글로브 밸브에 관

기술요약

한 것임. 밸브본체 챔버 상부에 고정되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슬라이드
장공을 구비한 슬라이드 링크 상단부가 상기 슬라이드 링크의 슬라이드 장공을
따라 안내를 받아 승강하도록 결합되고 레버 링크의 상하 방향 회전 변위에 의
해 디스크 링크에 구비된 밸브디스크가 승강하면서 상기 유입 구의 출구에 대

키워드

한 개방 정도를 조절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글로브 밸브(glove valve), 유로개폐(Flow Control)

◾ 기술개요
∙ 내 용
-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
다. 어셈블리 링크는 레버리지의 개념 및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유로의 개폐를 위해 디스크 승강 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직관적인 동작에 의해 적은 힘만으로 용이하게 유체의 유량을 제
어할 수 있다. 슬라이드 링크는 승강 동작을 안내함.
- 레버링크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함. 캠 링크는 레버링크의
회전변위를 디스크 링크의 승강동작으로 변환시켜 줌. 레버 링크를 상하
회전 변위시킬 때 그 회전 각도를 단계별로 일정하게 설정한 후 유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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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기술의 글로브밸브 종단면도>

<본 발명의 글로브밸브 종단면도>

◾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 장 점
- 본 발명에 의하면 유로의 개폐를 위해 디스크를 승강시키는데 핸들을
돌리지 않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적은 힘만으로 용이하게 유체의
유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부분배면도의 걸림 홈은 단순히 레버 링크를 걸어 지지하기 위한 용도
라기보다는 레버 링크를 상하 회전 변위 시킬 때 그 회전 각도를 단계별
로 일정하게 설정한 후 유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링크 레버리지 어셈블리 구성의 측면도>

<밸브본체의 부분배면도>

◾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타겟 기업군)
∙ [플랜트 산업] 석유, 가스 및 해저용 등과 같이 유로의 개폐를 필요시
하는 곳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현황
∙ (세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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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밸브 시장 규모는 2016년 674억 달러에서 2023년 843억 달러
로26) 글로브 밸브 시장 규모는 2016년 119억 달러에서 2023년 145억 달
러로 성장 될 전망됨.
-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저효율 밸브의
수요가 감소하고, 이제까지 수동으로 작동하던 밸브들이 사용의 편리함
과 정보 통신화에 의한 자동화에 따라 급속하게 자동화되고 있음27)

<글로브밸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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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글로브 밸브 시장 규모는 5,427억 원에서 2023년 6,824억 원으
로 성장될 전망임.

26) 손종구. (2017). 극저온 버터플라이 밸브. KISTI 마켓리포트. pp.4.
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17). 컨트롤 밸브 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pp.3.
28) 손종구. (2017). 극저온 버터플라이 밸브. KISTI 마켓리포트.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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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글로브밸브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출처 : Marketsandmarkets(2017), Industrial Valve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3, KISTI 마켓리포트(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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