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디스크 및 이를 사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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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본 발명은 유체의 흐름 차단, 제어, 유압(수압)의 조정, 역류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로에 설치되
는 밸브를 위한 밸브 디스크 및 이를 사용한 버터플라이 밸브에 관한 것

Background
□ 밸브는 유체의 흐름 차단, 제어, 유압(수압)의 조정, 역류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로에 설치되며,
용도, 구조, 형식, 재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적화된
밸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유체의 흐름시 버터플라이 밸브의 경우 디스크의 변형이 올 수 있는데, 회전축의 축방향 변형
과 밸브 바디의 축방향 변형 중 회전축의 변형이 더 크며, 본 발명은 회전축의 축방향 변형을
효과적으로 감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Key Technology Highlights
□ 본 발명의 밸브 디스크 및 이를 사용한 버터플라이 밸브에 따르면, 내부 디스크와 외부 디스
크의 이중 구조를 갖는 밸브 디스크에 의해 유체에 의해 작용력이 발생되었을 때, 내부 디스
크의 작용으로 회전축에 가해지는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유체의 흐름 차단, 제어, 유압
(수압)의 조정, 역류방지 등의 목적으로 관로에 설치되는 밸브 디스크의 회전축에 걸리는 변
형을 효과적으로 감쇄시킬 수 있음

Technology Overview
Fig. 2.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도

Sales Material Kit

권리
현황

밸브 디스크 및 이를 사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Patent
□ 국가 : Korea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등록일) : 10-2013-0068905(2013.06.17)/10-1402900(2014.05.27)
□ 명칭 : 밸브 디스크 및 이를 사용한 버터플라이 밸브
□ 패밀리특허

Claim Analysis
□ 전체 청구항(7), 독립항(2), 종속항(5)
Exemplary Claim
(대표 청구항)
유체가 흐르는 관(1) 내부에 설치되는 밸브 디스크에 있어서,
상기 관(1) 내부의 시트(2; seat)에 위치되고, 외부로 연장되는 회전축(18)과 접속되는 내측 디스크
(12)와;
상기 시트(2)에 위치되되, 상기 내측 디스크(12)의 좌우측에 배치되어 상기 시트(2)에서 상기 관(1)
좌우 방향의 수밀기능을 수행하는 한쌍의 외측 디스크(14) 및;
상기 내측 디스크(12)를 통해 상기 한쌍의 외측 디스크(14)에 결합되되, 상기 한쌍의 외측 디스크
(14)가 각각 슬라이딩가능하도록 하여 상기 각 외측 디스크(14)가 상기 내측 디스크(12)에 대해 수
평방향으로 이동가능하도록 하는 지지구(16)를 포함하여;
상기 각 외측 디스크(14)가 유체의 작용력에 의해 상기 내측 디스크(12) 방향으로 이동될 때 상기
내측 디스크(12)가 상기 회전축(18) 방향으로 유격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밸브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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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시장
<밸브 및 액추에이터 세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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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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