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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 규격

석유화학 및 오일-가스 플랜트는 휘발성 유기 용매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를 많이 다룬다. 

이러한 용매가 배관이나 밸브에서 대기 중으로 비산되

면 환경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휘발성 용매가 모여 

공장의 화재로 연결되는 심각한 사고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밸브와 같이 동작하는 기구의 스템 부분에서 나오

는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은 더 많을 수밖에 없

다. 캐나다 British Columbia 대학의 연구진은 정유공

장의 전체 비산 배출량의 60%가 밸브에서 발생하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어 밸브의 비산 배출은 심도 있게 다

룰 필요가 있다.

대기로 비산되는 VOC 및 유해 화학물질을 줄이기 위

해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990년에 대기청정법(CAA ; Clean Air Act)

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비산될 수 있는 설비를 다루는 

사용자가 모니터링 주기와 보수 방법 등을 마련하여 비

산되는 정도에 대해 정량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

국에 앞서 독일에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다. 독일은 대기오염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TA-LUFT(Technische Anleitung zur Reinhaltung 

der Luft)로 제시하였다. 설비를 제작하는 제조자 입장

에서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는데, 밸브 차원에서 보면 벨로우즈 실과 동

등한 스템실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CAA가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라면, 

독일의 TA-LUFT는 제조자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입장이든 환경 오

염을 막기 위해 제정된 두 법은 밸브 및 스템실링의 발

전을 촉발하게 되었다. 특히나 석면으로 된 패킹을 사

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기오염 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밸브 스템실링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PTFE나 

Graphite 혹은 Aramid 계열의 소재를 사용하여 규제

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특히 국제 검사 

공인 회사인 TUV가 제안한 밸브의 비산 배출량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하여 미국이나 독일의 규제에 대응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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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 규격

CAA나 TA-LUFT를 통해 VOC의 비산 배출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밸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인 규격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동 밸브를 포함한 비산 배

출에 대한 밸브의 형식승인(Type Approval) 방법에 대

해 ISO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의에 따라 ISO 

15848 규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내용은 형식승인을 

위한 검사 방법과 형식승인을 받은 밸브의 공장 승인 

검사(Factory Acceptance Test)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

며, 검사 기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ISO 15848은 일반 밸브뿐만 아니라 컨트롤 밸브 모두

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밸브의 형식승인을 

위해 측정 방법, 검사 절차, 밸브 작동 횟수, 유체 종류, 온

도, 비산 배출량 등급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ISO 15848 

-1에 기술하고 있다. 이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생

산하면서 검사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ISO 15848-2

에 나와 있다.

ISO 15848-1에서는 검사 유체로 헬륨 혹은 메탄 가

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밸브 스템 부분에서 비

Class Measured leak rate3 
mg  s-1  m-1 Remarks

Ab 10-6
Typically achieved with bellow seals or equivalent stem 
(shaft) sealing system for quarter turn valves

B 10-4
Typically achieved with PTFE based packings or 
elastomeric seals

C 10-2 Typically achieved with flexible graphite based packings

a : Expressed in mg  s-1  m-1 measured with total leakage method as defined in Annex A.
b : Class A can be measured only with helium using the vacuum method.

<표 1> 비산 배출량에 따른 등급 표시

A) 차단밸브 B) 컨트롤 밸브

<그림> 밸브 작동 횟수(N)와 검사 온도(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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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신기술 동향과 역할

산되어 나오는 가스의 기밀성 등급(Tightness Class)

은 비산 배출량에 따라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밸브의 몸통 부분의 비산 배출량은 50ppmv(1 ppmv = 

1ml/m3) 이하로 규정하고 이다.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유체에 따라 헬륨의 경우는 AH, BH, CH로 메탄 가스

의 경운 BM, CM으로 구분되는데, A등급의 기밀성은 

헬륨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밸브를 작동한 후 비산 배출량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 횟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다. 컨

트롤 밸브의 작동 횟수는 차단 밸브보다 많이 작동한 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차단 밸브의 경우는 CO1(500

회), CO2(1,500회), CO3(2,500회) 구분하고 작동 횟수 

후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밸브의 경우는 

CC1(20,000회), CC2(60,000회), CC3(100,000회)로 구

분되어 있다. 최초 작동 횟수를 테스트하는 CO1이나 

CC1의 경우는 반드시 온도변화를 두 번 주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나머지 작동 횟수 구간에서는 한 번의 온도 

변화를 주어도 된다. 온도는 -196℃와 -46℃, 실온은

200℃와 400℃로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 ㈜삼진JMC에서 헬륨 비산 배출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형식승인 검사를 하는 모습. 성적서에 Performance 
Class : ISO FE AH - CO3 - SSA0 - t(-29℃, 40℃) - CL2500 - 15848-1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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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밸브 스템실링을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검사 결과를 표시할 

때는 스템실링 조정(SSA ; Stem Seal Adjustment) 횟

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형식승인을 받은 

밸브에 대해서는 ISO FE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앞서 

검사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같이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150lbs급의 차단 밸브를 

검사한 경우 온도 200℃에서 500회 밸브 회전을 하여 

A등급의 기밀성 등급을 받고, 스템실링 조정은 검사 중 

1회만 했다면, Performance Class : ISO FE AH - CO1 

- SSA1 - t200℃ - CL150 - 15848-1이 표기될 수 

있다. 앞 페이지의 <사진>은 형식승인을 받을 때의 모습

과 인증서다.

ISO 15848-2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공장

에서 생산을 한 후 승인을 받는 공장 승인 검사에 대한 

규정이다. 검사 전 구매자와 생산자는 생산량 전체 중

에 몇 퍼센트를 검사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 압력 6bar의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밸브 시트 검사를 먼저 수행한 후 5회 밸브를 완전히 열

고 닫은 후에 형식승인에서 받은 비산 배출량을 만족하

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헬륨 검출기를 사

용하여 스니핑리크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미국석유협회(AP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도 비산 배출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여 사

용하고 있다. 특히 비산 배출에 대한 검사 방법뿐만 아

니라 부식 문제나 스템실링의 재질, 산화도 평가까지 

밸브 제조회사나 스템실링 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볼밸브와 같이 1/4 회전 

밸브에 대한 비산 배출 검사 방법은 2016년까지 논의를 

하여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API는 목표를 잡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화 VOC에 의한 화

재예방을 위해 산업용 밸브에 대해서 비산 배출에 대한 

형식승인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

산 배출 규제에 대해 지역에 따라 미국의 EPA Method 

21이나 독일의 VDI 2440의 규제를 만족하도록 밸브 

제조사에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인 기준인 ISO 

15848-1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

다. 국내 플랜트에 사용되는 밸브도 ISO 15848-1의 

형식승인과 ISO 15848-2를 통한 공장 승인 검사를 요

구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어 비산 배출에 대한 밸브 

규격은 제조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밸브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 규격

API 622 2011년 (2nd Edition) Type testing of process valve packing for fugitive emissions

API 624 2014년 (1st Edition)
Type testing of rising stem valves equipped with graphitic packing 
for fugitive emissions

API 641 개발 중 Type testing of quarter-turn valves for fugitive emissions

<표 2> API에서 재정된 비산 배출에 대한 형식승인 규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