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P 측정 압력: (kPa)
R 곡률 반경: (mm)
td : 격막의두께 (mm)
tgr : 홈의깊이 (mm)
dP/dτop : 압력증가율
h 격막의 높이: (mm)

그리스 문자

σB : 격막의허용응력 (N/m2)
τop : 밸브개구시간 (sec)

서 론1.

산업에서 작업의 효율성과 장비의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해 고압의 다양한 작동 유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고압의 작동.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압으로 인한 위

험 때문에 고압 밀폐 용기 혹은 고압 배관에 미

리 취약 부분 을 가진 장치를 설치하여(Weak spot)

밸브에서 격막의 곡률반경과 재료가S/R
밸브 개구시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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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pressure at the weak spot established at a certain part of a high pressure vessel or piping system
exceeds a design pressure, this weak spot is burst, and the pressurized gas emitted through the weak spot will
cause a compression wave system. In this connection, in the present study, an experimental study by using a
conventional shock tube facility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material of diaphragm, curvature
radius and thickness of materials on the valve opening time in diaphragm. Pressure sensor having 500kHz in
natural frequency is installed at 35mm downstream of the rupture diaphragm to measure the static pressure 
history of propagating and being accumulated compression wave. 4 kinds of materials are used as diaphragm
that is aluminium, copper, stainless steel and zinc. The diaphragm radii of curvature R a re , 120mm and 60,∞
respectively. And the depth for 90° groove is 0.04mm. It is found that the smaller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rupture diaphragm is, the smaller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rupture diaphragm is, and for  
the same conditions the thinner the thickness of the rupture diaphragm is, the shorter the valve opening time 
becomes. Also, the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nd the radius of curvature of the rupture diaphragm for the 
same conditions are smaller, the maximum pressure rise caused by the coalescences of the compression wave is
smaller. Finally the pressure ratio is higher, the valve opening time is shortened and gradient of pressure
increment is more ste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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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취약 부분은 내압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될 때

파괴되어 고압의 가스가 방출되고 다른 부분은,
보호되는 밸브 의 역할S/R (Safety and relief valve)
을 하게 된다 이런 종류의 밸브는 정확한 설. S/R
정 압력에서 작동되고 그 응답성 또한 빠른 특징

이 있다 형의 이 취약 부분에 형상 치수 압. Disc , ,
력 온도 등의 조건을 준 것을 이하, Rupture disc(
라 칭함RD )(1) 또는 격막 이라 한다(Diaphragm) . 
안전밸브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은RD unit

완전 밀봉이 가능하며 가연성 유독성 고가의 가, , ,
스 혹은 방사성 유체의 누수에 따른 위험 또는

낭비를 방지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안전밸브로RD unit
널리 사용되고 있다(2),(3).
한편 을 고압 압력 용기용 밸브로, RD unit S/R
사용하는 경우 설정 압력보다 높게 되어 격막이,   
파막되면 격막의 하류에는 압축파(Compression 

가 발생하고 의 파편 비산에 의한wave) , RD unit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관의 길이가 어느

임계치보다 길게 되면 발생한 이 압축파의 집적

에 의해 충격파 가 발생되기도 한다(Shock wave)
(5) 이 압축파의 집적인 충격파가 발생되면 충격. ,
파의 비가역성 에 의한 다양한 위험(Irreversibility)
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에서 사용한 격막 하류의 관에RD unit  
있어서 격막의 파막에 따른 충격파의 발생문제에

미치는 격막의 제 요소의 영향을 밝히는 것은 대

단히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격막 하류 배관.
에서의 충격파의 형성에 필요한 거리는 RD unit
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
충격파의 형성거리 는(Shock formation distance)

즉 안전밸브 의 개구시간diaphragm( , ) (Opening time)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의 여러 연구자들은 격막 개구 시

간과 충격파 형성거리의 관계를 해석적 및 실험

적 방법으로부터 구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Matsuo

등(5)은 격막 개구시간과 관련하여 차원 해석을  
하고 압력 비 에 따른 충격파 형성, (Pressure ratio)
거리를 구하였다 등. Oda (6)은 곡률 반경(Radius of

이 무한대인 즉 평면형 격막 격막의 개curvature) ( , )  
구 시간과 충격파의 형성 거리를 밝혔으며, PSI
팀(7)은 수중에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파

에 의한 격막의 개구 시간을 측정한 바 있다.  
등Park (8)은 격막의 곡률 반경 또는 홈 의(Groove) 

형상 및 깊이가 격막의 개구 시간 및 충격파의 
형성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밸브의 개구 시간과 충격파의

형성거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
부분의 연구는 격막 곡률 반경이 무한대인 경우

로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격막의 재료에 대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격막의 재료 및 곡률,

반경 홈의 유무 및 깊이 등이 격막의 개구 시간,
및 하류 배관에서의 압력 상승 형태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장치 및 방법2.

실험장치2.1
측정부2.1.1 (Test section)

RD 에 있어서 격막 재료와 압력 비 곡률unit ,
반경 등이 밸브 하류 유동 및 밸브 개구 시간S/R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래의 충격파 관 을 적당(Conventional shock tube)
히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은 본 연구에 사용. Fig. 1
된 재래의 충격파관과 계측 장치의 개략을 나타낸

것이다 고압의 압력 용기 에. (High-pressure vessel)
해당되는 충격파관 고압 실은 내경이 이고100mm
길이가 인 원형 관으로 되어있다 또1.5m . RD unit
이 작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격막 파편의 비산으,  
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착된 밸브 하부

관에 대응되는 충격파관 저압실은 직경이 인54mm
알루미늄 관으로 되어있다 본 실험의 대상인 격.

High-pressure chamber① Needle②  
Pressure transducer③ Test section④

Personal computer⑤ Oscilloscope⑥

Diffuser⑦ Dump tank⑧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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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재료로는 가지 종류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4
각 재료에 대해 소정의 곡률 반경 및 홈을 형성하

여 격막부에 설치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격침2.2.2 (Needle)
격막을 파막시킬 때 사용한 격침의 개략을 Fig.
에 나타내었다 압력 용기에 해당되는 고압실과2 .
용기 바깥에 대응되는 저압실에 소정의 압력을

채운 후 격침에 의해 강제 파막시켜 격막의 파막  
시간을 구하였다.
격침은 공압 실린더에 의해 작동되고 재질은,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 봉이다 사용에SUS430 .
따른 격침의 마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격침

은 열처리 가공하여 경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격막의 곡률 반경은 3종류

이(R=60, 120, )∞ 다 격막의 곡률 반경의 변화에.
따른 파막 직전 격침의 선단과 격막 중심까지의

높이 가 서로 다르게 된다 이에 따른 것을 보(h) .
정하기 위해 에 보이는 바와 같은Fig. 2 3종류의
격침 시스템을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격막2.2.3 (Diaphragm)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격막 시편은 계1050
열의 알루미늄 계열의 적동 계열의 스테, 5201 , 304
인리스 강 및 아연합금 판으로 종이며 사용된4 ,
곡률 반경은 각각 이다 여기서R= , 120, 60mm .∞

는 격막에 곡률반경이 없는 평판인 경우이R=∞  
며 격막의 곡률은 자체 제작한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은 설치된 격막의 개략과 곡률 반경에Fig. 3
따른 형상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에서. Fig. 3(a)
은 격막의 곡률 반경이며 는 격막을 격막부에R , h  
설치했을 때 곡률 반경에 따른 격막 설치 위치로 
부터 격막 접촉점 까지의 높이이다(Piercing point) . 

는 각 곡률 반경에 대한 격막의 실물을Fig. 3(b)
나타낸 사진이다.
격막은 가공에 의해서 원판으로 가공Water jet

되었고 가공 오차가 인 밀링 머신, ±1/1,000mm NC
을 사용하여 홈 가공을 하였다.

실험 방법2.2
압력 측정2.2.1

격막이 파막된 후 밸브의 하류 유동에 크게 영,
향을 끼치는 격막의 압력 이력 (Pressure history)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형 알루미늄 관의 지점35mm
에 압력 센서 를 설치하여 압(Pressure transducer)
력 변동이 심한 정압을 측정하였고 이를 위해,
고유 진동수 가 인 고성능(Natural frequency) 500kHz
압력 센서 를 사용하였다(XTE-190-50G) .
또한 압력 센서로부터 얻어진 값의 데이터, ㎷

는 오실로스코프와 컴퓨터 간의 를 이RS-232 port
용하여 컴퓨터로 전송된 후 저장되고 오실로스,
코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프로그램

인 을 사용하여 신호의 형태와 상승[Waveform]
시간 최대값 등을 분석함으로써 충격파의 형성,
거리 및 밸브 개구 시간 등을 구하였다.
압력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외부로부터의 소음

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 센서의 연결 단자(Noise)
를 알루미늄 박판으로 감쌌고 전원 공급 장치,

의 고유 노이즈로 인한 실험값의(Power supplier)
Fig. 2 Schematics of needles

(a) Schematic of diaphragm (b) Image of diaphragm
unit
Fig. 3 Specifications and photos of diaphragm Fig. 4 Typical signal from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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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 센서의 전원을 화학

전지 로 하였다(10volts) .
는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실재의 압력Fig. 4

시그날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밸브 개구 시.
간 결정 방법은 에서 설명한다Fig. 5 .
본 실험에서는 구동 및 피동 기체(Drive and

로서 비열비가 인 건공기 를driven gas) 1.4 (Dry air)
사용하였다.

격막 재료의 기계적 성질3.

은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와 그 물Table 1
성치 중에서 밸브의 개구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되는 파단 강도 및 연(Tensile strength)
신율 을 나타낸 것이다(Elongation) .
실험에 사용된 격막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1050

계열의 알루미늄 계열의 적동 계열의 스, 5201 , 304
테인리스 스틸 강 및 아연 합금 판의 종이다4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파단 강도는 스테Table 1
인리스 스틸이 가장 크고 알루미늄이 가장 작았,
으며 연신율의 경우는 아연이 가장 높고 알루미, ,
늄이 가장 낮다.

실험 결과 및 고찰4.

곡률 반경이 없는 경우4.1
격막 재료의 영향 압력차4.1.1 ( ΔP=900kPa)
는 동일한 격막 두께Fig. 5 td 홈 깊이=0.3mm,
격막 두께 곡률 반경 무한대 및0.04mm( 0.3mm),

압력비 P4/P1 즉=10 , Δ 인 경우에 대하여P=900kPa ,
격막 재료가 밸브 개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가지 격막 재료에 대한 압력 이력4
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 이력은 격막으로부터. RD

하류 지점에 설치된 압력 센서로부터unit 35mm
얻어진 것이다 위 그림은 압력 센서로부터 직접.

채집한 데이터를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낸 결과이

고 아래 그림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결과를 하여 나타낸 것이다Curve fitting .
아래 그림 내에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부터 격막 개구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을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다 즉 압력이 급격히 상승되는 위. ,
치로부터 이 위치에서의 압력 상승 기울기와 안

정화된 후의 기울기의 교점을 격막 개구 시간으

로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의 파단 강도와 연

신율이 작을수록 격막의 개구 시간은 짧아지고

상승하는 압력도 낮아진다 이는 동일한 압력차.
에 대해서 파단 강도 및 연신율이 작은 재료가

작은 힘에 의해서도 격막의 파단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연 판의 경우는 파단 강도는 작지만.
연신율이 크기 때문에 밸브가 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막 재료의 영향 압력차4.1.2 ( ΔP=1,100kPa)
은 격막의 두께Fig. 6 td 이고 홈 깊이=0.3mm ,
압력비0.04mm, P4/P1 즉 압력차=12 , ΔP=1,100kPa

No. Materials Tensile strength
(kgf/mm2)

Elongation
(%)

1 Aluminum
계열(1050 ) 11 25

2 Copper
계열(5201 ) 28 35

3 Stainless steel
계열(304 ) 53 39

4 Zinc
합금(Zn-Cu-Ti ) 27 43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s

Fig. 5 Pressure histories with the materials for
(td=0.3mm, ΔP=900kPa, tgr=0.04mm)

0 1000 2000 3000 4000
Time (μs)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Pr
es

su
re

 (k
Pa

)

Pressure history
aluminum
copper
stainless steel
zinc

T

P

τop

0

2964



에 있어서 격막 재료에 따른 압력 이력을 나타,
낸 것이다.
전술한 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각Fig. 5

재료의 파단 강도와 연신율이 작아질수록 밸브의

개구 시간은 짧아지고 상승하는 최대 압력, (Peak
도 작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ressure) .

한편 압력차 Δ 가 인 의 경우가P 1,100kPa Fig. 6
인 의 경우보다 동일한 곡률 반경과900kPa Fig. 5

격막 두께에 대해 밸브의 개구 시간은 빨라지고

최대 상승 압력의 크기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압력차가 클수록 격막에 작용하는 초기 인 
장 응력이 크게 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및 의 결과로부터 재료의 파Table 1 Fig. 5, 6
단 강도의 감소와 연신율의 감소는 밸브의 개구

시간을 짧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압력차의 영향4.1.3
은 동일한 조건에서 압력차의 영향을 비Fig. 7

교하기 위해 나타낸 압력 이력으로서 의 재, disc
질은 적동과 알루미늄에 대한 것이다 각각 격막.
두께 td 홈 깊이 이며 의 곡률=0.3mm, 0.04mm , disc
반경은 무한대인 경우에 대한 것이다.
격막 재료에 관계없이 압력차가 큰 의1,100kPa

경우가 의 경우보다 밸브의 개구 시간은900kPa
빠르고 최대 압력상승의 값도 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률 반경이 있는 경우4.2
적동 계열4.2.1 (5201 )
은 격막 재료가 계열의 적동인 경우Fig. 8 5201 ,

격막 두께 td 이고 홈 깊이 압력차=0.3mm , 0.04mm,
Δ 압력비 에 있어서 곡률 반경의P=900kPa(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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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ssure histories with the variation of
radius of curvature for copper

(td=0.3mm, ΔP=900kPa, tgr=0.04mm)

Fig. 9 Pressure histories with the variation of
radius of curvature for stainless steel
(td=0.3mm, ΔP=900kPa, tgr=0.04mm)

Fig.7 Pressure histories with the variation of
initial pressure difference

(td=0.3mm, tgr=0.04mm)

Fig. 6 Pressure histories with the materials
(td=0.3mm, ΔP=1,100kpa, tgr=0.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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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격막의 개구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재료의 곡률 반경이Fig. 7

작아질수록 격막의 개구 시간은 짧아지고 상승하

는 압력도 낮아진다 이는 격막이 파막될 때 동. ,
일한 압력차에 대해서는 허용응력이 작을수록 격

막의 중심 파단된 격막 끝단( 이 관 벽에 이르는)
이동거리가 짧아져 예로서 및 의 경우( R= 60mm∞

각각의 거리는 및 가 됨 밸42.4 39.5mm , Fig. 3)
브 개구 시간이 짧아졌다 또한 초기 격막 상류. ,
의 고압부 내 유체 입자 로부터 압력 센(Particle)
서가 위치한 곳까지의 거리 차이가 크게 되어 압

축파의 집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 압력 상승은 낮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스테인리스 스틸 계열4.2.2 (304 )
은 격막 재료가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Fig. 9 304

틸 강판인 경우 격막 두께, t d 홈 깊이=0.3mm,
압력차0.04mm, Δ 압력비 에 있어P=900kPa( =10.0)

서 곡률 반경에 따른 격막의 개구 시간을 비교,
한 것이다.
전술의 의 결과와 같이 격막의 곡률 반Fig. 8

경이 작아질수록 개구 시간은 짧아지고 상승하,
는 최대 압력도 작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압력차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압력차가 클수록 상승하는 최대 압력은 크고 격

막의 개구에 따른 압력상승의 기울기가 크게 되

었다 이는 압력차가 클수록 격막의 개구 시간이.
짧아져서 격막의 하류에서 집적되는 압축파의 강

도가 크게 되기 때문이다.

결 론5.

로 사용되는 에Safety and Relief Valve RD unit
서 격막 재료 및 그에 따른 곡률 반경 두께가,
밸브 개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연

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격막 재료에 있어서 파단 강도와 연신율이 작
을수록 격막의 개구 시간이 빨라지고 압력 상

승은낮게되었다.
2) 격막의 곡률 반경이작을수록격막의 개구시
간은 빨라지고 상승 하는 최대 압력은 낮게 되,
는 것으로나타났다.
압력 차 및 압력비가 증가할수록 개구 시간은3)
짧아지고 압력상승은높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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