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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al   Control   Valve   (DCV)   사용법   
  

Directional   Control   Valve는   2개   이상의   경로를   하나의   DCV만으로   제어   가능한   밸브입니다.   DCV   내   Spool의   
위치에   따라   각   port   들의   연결/닫힘이   결정되며,   유동의   시작   방향,   닫힘   그리고   유동   경로   변경   등을   제어합니다.   
Simcenter   Flomaster는   2-port   /   2-position,   3-port   /   2-position,   4-port   /   2-position,   4-port   /   3-position   DCV를   
제공합니다.   이번   테크노트에서는   4-port   /   3-position   DCV의   입력   데이터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Solution   
  

DCV   component는   Valves   >   DCVs   폴더에   있습니다.   
4-port   /   3-position   DCV는   3   종류가   있으며,   60   L/min   유량이   흐를   때   9   bar   차압이   적용됩니다.   
현재   component의   이름은   default   설정에   따라   정의된   것이며,   입력   데이터를   적절히   입력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유량-차압   특성   역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재   정의할   수   있습니다.   

  
4-port   /   3-position   DCV에서   필요로   하는   입력   데이터로는   1.   Spool   position에   따른   port   연결(Channel   또는   Way),   2.   현   Spool   
position,   3.   Spool   position에   따른   Channel   열림   비,   4.   유량-차압   특성이   있습니다.   
  

1. Spool   posn   -1/0/1   1st   Channel   &   2nd   Channel   
Spool   position이   -1,   0,   1   일   때   연결되는   port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2개   port   연결의   모든   경우가   존재합니다.   
2nd   Channel   항목을   정의하여   1st   Channel   외   port   연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Spool   position   (-1   to   1)   
DCV의   현재   Spool   position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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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annel   Area   Ratio   v   Position   
Spool   Position에   따른   Channel의   열림비를   정의하는   항목입니다.   
각   Channel의   열림비는   1개의   Spool로   관리되기   때문에   1개의   curve만   필요합니다.   
x축   범위(Spool   position)를   0부터   1까지   정의하며   채널에   따른   curve   보정은   자동적으로   이뤄집니다.   
  

● Spool   position   1   
Spool   position   1에   대한   Channel   열림비는   정의된   curve를   따르며,   
0   이하의   position에서는   Full   Closing   됩니다.   
예시)   

  
  

● Spool   position   -1   
정의된   curve를   y축   대칭형태로   보정되며,   
0   이상의   position에서는   Full   Closing   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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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ol   position   0   
curve   상   x축   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태로   보정되며,   
Full   closing은   좌우대칭된   curve를   따릅니다.   
예시)   

  
  

예를   들어,   현   Spool   position이   -0.6일   경우,   position   1의   Channel은   Full   closing,   position   -1의   Channel은   50%   open,   
position   0의   Channel은   25%   open   입니다.   
  

4. Pressure   v   Flow,   Channel   #   
Channel   Full   Open   상태에서의   유량-차압   특성입니다.   
Channel의   number는   아래   그림의   port   연결을   의미합니다.   
Channel   열림비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량-차압   특성을   보정합니다.   

       
  
  

Spool   position에   따른   연결을   1st   Channel과   함께   2nd   Channel도   정의하고,   Channel   열림비   curve를   적절히   정의하여   
조합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밸브와   Controller의   조합으로도   DCV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다   많은   port와   position을   사용할   수   있으며,   
DCV   component로는   불가능한   특수   상황들도   모두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