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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

기술
개요

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유체의 유동 방향을 전환하는 유로제어 밸브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를 갖는 복수의 금속을 접합한 바이메탈 금속을 물결(wave) 또는 S자 형태로
제작하여 유체 유로의 분기점에 설치하여 유로를 통해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에 따라 바이메
탈 금속이 변형되면서 유체의 압력에 따라 회전하여 유체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한
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에 관한 것

기술
현황

Background
□ 종래의 온수장치에서 냉온수 유로제어에 사용되는 전자식 유로제어 밸브는 온도센서를 필수
적으로 수반하게 되고, 그 구조가 복잡하며, 설치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음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에 따른 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는, 냉수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공급유로와
상기 공급유로에서 분기된 제1분기유로 및 제2분기유로의 교차 지점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
며,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를 갖는 2개의 금속이 접합된 바이메탈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S'자
형태의 단면을 갖도록 되어 상기 공급유로를 통해 유동하는 유체의 온도에 따라 형태가 가변
되면서 회전하여 공급유로에서 제1분기유로로 연결되는 유로와, 공급유로에서 제2분기유로로
연결되는 유로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밸브플레이트와; 상기 밸브플레이트의 회전을 위치를
제한하는 회전제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를
제공함

Technology Overview
Fig. 1. 유로제어 밸브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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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2-0140518(2012.12.05.)/10-1392938(2014.04.30)
□ 명칭 : 바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5), 독립항(1), 종속항(4)
Exemplary Claim
(대표 청구항)
냉수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공급유로(1)와 상기 공급유로(1)에서 분기된 제1분기유로(2) 및 제2분기
유로(3)의 교차 지점에 설치되며, 중간 부분에 양측으로 돌출되어 제1분기유로(2) 및 제2분기유로(3)
의 교차 지점에 회전이 자유롭게 연결되는 회전축(21)이 구비되고,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를 갖는 2
개의 금속이 접합된 바이메탈 금속으로 이루어져 상기 회전축(21)을 기준으로 양측이 서로 반대방
향으로 굴곡져 'S'자 형태의 단면을 갖도록 되어, 상기 공급유로(1)를 통해 유동하는 유체의 온도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굴곡진 형태로 가변되면서 유체에 의해 회전축(21)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공급
유로(1)에서 제1분기유로(2)로 연결되는 유로와 공급유로(1)에서 제2분기유로(3)로 연결되는 유로를
선택적으로 개폐하는 밸브플레이트(20)와;
상기 밸브플레이트(20)의 회전을 위치를 제한하는 회전제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이메탈을 이용한 유로제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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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는 점진적으로 에너지 및 정수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을 위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밸브 및 액추에이터
시장동 동반 상승할 것으로 판단
□ 프로스트 앤 설리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밸브 및 액추에이터 시장은 21.6
Billion 달러, 2018년에는 25.95 Billion 달러까
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본 자료는 공개 가능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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