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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이어프램 방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본체 구조를 개선하였다. 개정된 유수제어

밸브의 압력손실시험 기술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압력손실이 20.7 kPa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압력손실시험은 한

국소방산업기술원 유수제어밸브 기술기준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습식 유수검지장치에 비

해 압력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을 유체의 유동현상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본

체 내부 구조는 유로의 단면 크기와 방향 변화로 인해 압력손실 요인이 많았다. 이러한 압력손실 요소를 제거하기 위

해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비슷한 클래퍼 타입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구조 변경 후 압력손실 값은 호칭 80A인 경우

80.9 kPa에서 14.4 kPa로 감소하였으며, 호칭 100A인 경우 171.0 kPa에서 14.2 kPa로 감소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압

력손실 값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 The body structure of diaphragm type preaction valve was improved in order to reduce the pressure drop.

The pressure drop must be kept within 20.7 kPa to pass the revised (2012. 2. 9) standard for alarm valve and preaction

valve. The pressure drop test was carried out by KFI (Korea Fire Institute) standard. The pressure drop of a preaction

valve was higher than that of an alarm valve. Causes for increasing the pressure drop were investigated with the fluid

flow in the valve. The preaction valve had more pressure drop factors (changes in velocity and direction) compared with

the alarm valve. Inner structure of the preaction valve was changed to the clapper type to remove the pressure drop fac-

tors. In 80A and 100A size of preaction valves, the pressure drop was reduced from 80.9 and 171.0 kPa to 14.4 and 14.2

kPa respectively, after the change of the structure.

Key words: Preaction Valve, Alarm Valve, Pressure Drop, Standard

1. 서 론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방

시설로서, 화재에 의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건물, 복지시설, 공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구성하는 장치들 중 하나인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발생시 폐쇄형 스

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었을 때, 물을 공급하면서 경보를 발하는 장

치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의하면 유수

검지장치란 습식 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 유수검지

장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

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1]. 유수검지장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중 하나로 한국소방산업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sjyoo001@hanmail.net
‡이 논문은 공주대학교 박균영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투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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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
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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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한 다음 제품검사를 받은 후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2012년

2월 9일 개정되었다(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9호). 유수제어밸브

란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말한다. 변경된 기술기준에 의

해 기존에 승인받은 유수검지장치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년 2월부터 형식이 모두 취소되었다. 제조업체들은 개정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유수검지장치를 개발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취득하거

나 형식승인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2]. 

변경 전·후의 압력손실시험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변경 전에는 압력손실 값을 제조업체에서 제시하면 되었지만, 변

경 후에는 압력손실 값이 20.7 kPa을 초과하면 안된다[2]. 이는 마찰

이 클수록 기계적 에너지가 더 많이 손실되므로 마찰에 의한 압력손

실을 고려하여 물의 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유지되는 유수검지장치

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승인받은 유수검지장치들은

대부분 압력손실 값이 새로운 기준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유수검지장치 본체 구조에 대

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체의 유동현상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밸브 개방시 압력손실이 적고 충분한 유량을 확

보할 수 있는 유수검지장치 본체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Fig. 1에 압력손실실험 장치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조건은 유수제

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랐

다[2].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Hyosung: 양정 450 m3/h, 150 HP,

1.6 MPa)를 유수검지장치 입구 쪽 배관에 설치하였다. 흐르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계(EUROMAG: MUT 1100, 최대 측정법

위 600 m3/h, 분해능 0.01 m3/h, 최대값의 ±0.15% 정확도)를 유수검

지장치 입구 쪽에 설치하였다. 압력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유수검지

장치 입구와 출구에 각각 압력계(Sensys: PSH, 측정범위 0~0.5 MPa,

최대값의 0.15% 정확도)를 설치하였다. 호칭별로 유수검지장치를

연결하고 나서 물을 4.5 m/s의 유속으로 흐르게 하여 압력손실을 측

정하였다. 압력은 DAQ(PCI 1711, 샘플속도 100 kHz, 분해능 12bit)

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3. 이 론

3-1. 표면마찰(Skin friction), 형태마찰(Form friction)

갑작스러운 유체 흐름의 방향 변화, 흐름 단면적의 확장이나 축소,

유체가 흐르는 방향에 장애물이 있거나 할 때, 맴돌이(vortex)가 형

성되면 이 영역을 후류(wake)라 한다. 후류가 생성되면 기계적 에너

지 손실이 커서 유체의 압력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체

흐름 단면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거나 유체가 흐르게 되는 물체를 유

선형으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압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유체가 고체 벽을 흐를 때 마찰은 벽에 인접한 경계층(boundary

layer) 안에서 일어난다. 경계층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표면마찰이라

한다. 경계층이 분리되어 후류가 형성되면 이 후류 안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마찰은 고체의 위치와 모양의

함수가 되므로 형태마찰이라 한다. 표면마찰과 형태마찰을 Fig. 2에

나타내었다[4].

3-2. 베르누이 방정식(Bernoulli’s Equation)

유체에 가해지는 일(work)이 없는 이상유체(ideal fluid)가 유선

(stream line)을 그리며 흐를 때, 두 지점의 위치에너지, 압력, 유속의

관계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나타낸 식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 한다.

정상상태(steady state) 퍼텐셜 흐름 유체에 대해 베르누이 방정식은

식 (1)과 같다[4,5].

(1)

《변경전 》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 값(kPa)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

강관 (KS D 3562[3], 스케줄 40)에서 4.5 m/s의 유속으로 방출하

는 경우 신청값의 ±5%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변경후 》

 유수제어밸브의 압력손실 값(kPa)은 호칭크기의 압력배관용탄소

강관 (KS D 3562[3], 스케줄 40)에서 4.5 m/s의 유속으로 방출하

는 경우 20.7 kPa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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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pressure drop test. 
Fig. 2. Flow past flat plate: (a) Skin friction (flow parallel with plate)

(b) Form friction (flow perpendicular to p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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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1
, p

2
=지점 1, 2에서의 압력

 ρ
1
, ρ

2
=지점 1, 2에서 유체의 밀도

 z
1
, z

2
=기준면에 대해 지점 1, 2에서의 높이

 g = 중력가속도

 ,  = 지점 1, 2에서의 유체의 평균유속

마찰(friction)이 있는 실제 유체 흐름에서는 운동에너지 보정인자

와 기계적 에너지 손실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유체 마찰에 대하여

베르누이 방정식을 수정하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마찰손

실 hL은 표면마찰과 형태마찰을 모두 포함한다[4].

(2)

여기서, α
1
, α

2
=지점 1, 2에서 운동에너지 보정인자

  hL=지점 1과 2 사이에서의 마찰손실(frictional head loss)

3-3. 마찰계수(Friction factor)

관의 표면마찰과 관련된 Fanning 마찰계수(ff)는 마찰손실(hL)과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6].

(3)

여기서 hL =마찰손실

 ff = Fanning 마찰계수

 L = 관 길이

 D = 관 직경

  = 평균 유속

 g = 중력가속도

식 (3)의 마찰손실 HL은 도관에서의 유체 흐름에 대한 총마찰손실을

나타낸다. 그 외에 유체 흐름의 방향이나 단면적의 변화를 유발하는

밸브, 엘보 등의 이음쇠(fitting)에 의한 마찰손실도 존재한다. 이음

쇠에 의한 마찰손실은 이음쇠의 구조, 레이놀즈수(N
Re

, Reynolds

number), 관의 거칠기 등과 관련 있을 수 있으나, 경험에 의해 NRe와

상관없이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4~6]. 

(4)

여기서 K =이음쇠로 인한 손실계수

유체의 흐름이 층류에서 난류로 바뀌기 시작하는 임계속도는 관의

지름, 유체의 점도, 밀도 및 평균선속도 등 4개의 양에 의해 좌우되

는데, 이 네 가지 양을 하나의 군으로 조합한 것이 레이놀즈수이며

식 (5)와 같이 정의한다[4].

 (5)

여기서 μ =유체의 점도

ρ =유체의 밀도

3-4. Hazen-Williams식

Hazen-Williams식은 수로 단면의 평균유속을 구하는 식으로서 실

험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유체 흐름의 에너지 손실관계를 포함

하고 있다[7].

(6)

여기서 v =평균유속(ft/s)

S = 배관 단위길이당 에너지 손실

D = 배관 내경(in)

C = 마찰계수(배관벽의 조도를 나타내는 상수)

Hazen-Williams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7].

(7)

여기서 Q = 부피유량(gpm)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배관의 단위길이당 압력강하를 해석하기

위해 Hazen-Williams식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사용된다[7].

(8)

여기서 ΔP = 단위길이당 압력강하(kPa/m)

 Q = 부피유량(L/min)

 D = 배관 내경(mm)

 C = 마찰계수(배관벽의 조도를 나타내는 상수)

Hazen-Williams식은 유체의 물성치 관련 항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약 15.5 oC 부근의 물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기존 제품의 호칭별 압력손실 값

(주)우당기술산업에서 생산된 기존 방식의 습식 유수검지장치

(alarm check valve)에 대해 호칭별로 압력손실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 값은 호

칭에 따라 7~35 kPa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호칭 100A 이하에서는

기술기준을 만족하였지만 125A 이상에서는 20.7 kPa을 초과하였다.

Fig. 4는 클래퍼 타입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본체 구조를 보여준다.

습식 유수검지장치는 클래퍼가 개방되면서 물이 흐르는데, 유로 단

면의 크기 변화가 적을 뿐 아니라 유로 방향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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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ssure drop of the alarm valve in order of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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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손실 요인이 작다. 그러나 호칭이 125A 이상일 때는 압력손실

이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값이 나왔다. 그 이유는 습식 유수검

지장치의 클래퍼가 완전히 열렸을 때의 각도가 닫혔을 때를 기준으

로 했을 때 약 50o 이기 때문이다. 클래퍼가 완전히 열리는 각도를

더 증가시킨다면 압력손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우당기술산업에서 생산된 기존 방식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preaction valve)에 대해 호칭별로 압력손실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

값은 호칭에 따라 80~206 kPa 범위에서 나타났다. 준비작동식 유수

검지장치는 모든 호칭에서 압력손실 값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술기

준에 부적합하였다.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압력손실을 줄

일 수 있도록 본체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

물이 유수검지장치와 같은 밸브를 지날 때는 흐름이 교란되어 마

찰이 생긴다. 밸브로 인한 마찰손실 hf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인자 Kf는 실험으로 구하는데 접속 형태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4,5]. 

(8)

여기서 Kf  = 밸브로 인한 손실계수

  = 밸브 상류 관에서의 평균 유속

습식에 비해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이유는 유체가 흐르는 본체 내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Fig. 6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본체 구조를 나타내었다. 준비

작동식 유수검지장치에서의 유체 흐름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①단면

축소, ②방향 변화, ③방향 변화, ④단면 확대의 4가지 단계를 거친

다. 그 외 기타 영향을 K⑤라고 한면 밸브 손실계수 Kf는 이 5가지에

의한 손실계수의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밸브의 손실계수 Kf = K① + K② + K③ + K④ 
+ K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유로의 단면 변화와 방향 변화가 존

재하여 압력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습식 유수검지

장치에 비해서 압력손실 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관의 방향이나 단면적 크기가 달라져서 유체의 유속이 변하면 곧은

관에서 흐를 때의 표면마찰 이외의 마찰이 생긴다. 이러한 마찰에서는

정상 유선이 교란되고 경계층의 분리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소용돌

이로 인한 형태마찰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향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며 실험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4].

단면이 급격히 축소될 때의 유체 흐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관의

단면이 갑자기 줄어들면 유체가 모서리를 따라 흐르지 못하므로 흐

름과 관 벽과의 접촉이 깨진다. 이 때 제트가 형성되어 작은 단면의

정체 유체 중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 제트는 처음에 축소되었다

hf Kf

V
1

2

2g
------=

V
1

Fig. 4. Body structure of alarm valves.

Fig. 5. Pressure drop of the preaction valve in order of size. 

Fig. 6. Body structure of preaction valve.

Fig. 7. Flow at sudden contraction of cross section.

Fig. 8. Flow at sudden enlargement of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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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팽창되어 작은 단면을 채우게 된다. 축소점 하류에서는 정상적

속도구배가 다시 이루어진다[4,6].

단면이 급격이 확대될 때의 유체 흐름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관의

단면이 갑자기 커지면 유체 흐름이 벽에서 분리되어 제트(Jet)로서

확대 단면에 분출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제트는 팽창하여 큰 도관 전

체 단면에 꽉 차게 된다. 팽창 제트와 관 벽 사이에는 경계층 분리의

특성인 소용돌이 운동을 하는 유체로 꽉 차게 되므로, 이 공간에서는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4,6].

4-2. 압력손실 감소를 위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본체 구조

변경

유수검지장치 본체의 유입구에서 시트까지의 부분을 1차측이라

하고 시트에서부터 본체의 유출구까지를 2차측이라 한다. 습식 유수

검지장치는 설치시 1차측과 2차측이 모두 가압수 등으로 채워진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열리면 2차

측의 압력 저하에 의해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

된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는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

측에 공기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화재 감지설비의 감지기, 화재 감

지용 헤드 등의 작동에 의해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는 장치이다. 이러한 작동방식의 차이 때문에 준비작동식 유

수검지장치는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순간적인 압력변동에

대한 오동작 가능성이 작은 다이어프램(diaphragm) 타입이 주로 사

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 값이

20.7 kPa보다 작게 나오게 하려면 다이어프램 구조내 유로 단면의

크기를 확장하여야 한다.

Fig. 9는 유로 단면을 확장한 외국제품(Viking사, deluge valve)의

경우인데 4 in의 입·출구 사이즈에 비해 본체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원가가 올라가고 설치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체 구조를 습식과 같이 클

래퍼 형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본체 구조를 클래퍼 타입으로 변경하여

유로의 방향변화가 없도록 설계한 것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구조

변경 전후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에 대해 압력손실시험을 수행

하여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호칭 80A의 경우는 압력손실 값

이 80.9에서 14.4로 줄었으며 호칭 100A의 경우 171.0에서 14.2로

줄어들어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3. 결 론

개정된 유수제어밸브의 압력손실시험 기술기준에 적합한 준비작

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이어프램 타입의 본체 구

조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습식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본체

구조를 유체의 유동현상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의 다이어프

램 타입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구조를 습식과 비슷한 클래퍼

타입으로 변경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압력손실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손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본체

내 유로의 단면 크기 변화와 방향 변화이다. 따라서 개정된 압력손

실시험 기준에 적합한 유수검지장치 본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

로 단면의 크기와 방향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하

게 유로의 방향 변화가 생긴다면 유수의 진행 경로가 유선형이 되도록

설계하여 맴돌이가 생기는 후류의 영향을 최대한으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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