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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 환

경 규제 강화를 채택한 이후 중대형 선박용 엔진은 성능과 내구성 

향상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및 매연 배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진의 주요 보조기기의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1].
선박 엔진용 냉각수 펌프는 엔진, 윤활유, 청수 (淸水) 등을 냉각

시키기 위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원심펌프이다. 엔진 내장형 냉

각수 펌프는 선박의 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보조기기 중에서 큰 

동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펌프 전효율을 60% 이상으로 향상

시키려면 펌프 내부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회

전차 (impeller)의 최적설계, 벌류트 케이싱 (volute casing) 등 주

요 부품의 최적 형상 설계가 필요하다.
산업용 펌프와 비교하여 선박용 냉각수 펌프는 선박 엔진으로 

구동되며, 엔진에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특성상 설치공간의 제약이 

많아 소형․경량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비교적 고속이고, 펌프 

흡입구의 공간상의 제약으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

아 설계의 자유도가 낮은 특징이 있다. 
현재 양산하는 선박용 냉각수 펌프는 대부분 기술 선진국 제품

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펌프 성능 및 전효율이 선진국 

제품보다 평균 10% 이상 낮다. 또한 선박 엔진의 재킷 (jacket) 
냉각 청수펌프는 실린더 라이너 및 배기밸브 주변에 냉각수 공급, 
중앙 냉각 청수 펌프는 주 엔진의 공기냉각기 (air cooler)와 윤활

유 냉각기에 냉각수 공급 등 선박의 용도별 운전조건 (펌프 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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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압력 등)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엔진의 연비향

상을 위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대형 선박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장시간 저속 운전 시 주 엔진의 재킷 냉각수 출구 온도는 

85~90℃ 정도까지 올려 저온부식도 방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엔진 제조사의 다양한 엔진 사양에 대응하

고, 최대 10,000 마력급 선박 엔진에 장착되는 고효율 냉각수 펌프

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며, 송출유량 170 m3/h, 전양정 30 m, 회전

수 2,206 rpm, 펌프 전효율 60% 이상, 펌프 비속도 (specific 
speed) 290 [m, m3/min, rpm]에 대응하는 회전차, 깃 (blade), 
벌류트 케이싱 등 핵심 요소부품을 설계･제작하여 성능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2. 선박용 냉각수 펌프의 설계･제작

2.1 설계사양과 펌프형식 결정 
본 연구에서는 상용 터보기계 설계 S/W인 CFturb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회전차, 벌류트 케이싱 등을 설계하였다[2]. 
중대형 선박 엔진에 사용하는 냉각수 펌프의 설계사양은 설계점에

서 유량 170 m3/h, 전양정 30 m, 회전수 2,206 rpm으로 설정하면 

비속도는 290 [m, m3/min, rpm]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펌프 형식

을 결정하면 반경류 벌류트형 원심펌프 (radial volute centrifugal 
pump)로 된다[3].

Table 1의 왼쪽은 설계 사양에 적합한 펌프 구동축의 허용응력, 
안전계수, 지름 및 펌프의 주요 치수인 허브지름, 흡입구경, 회전차 

지름, 출구폭 (outlet width)이고, 오른쪽은 설계 특성값, 입구 (inlet)
와 출구 (outlet)의 속도성분과 압력, 왼쪽 아래쪽은 글로벌 값 
(global values), 캐비테이션과 관련된 요구흡입양정 (NPSHre) 추
정값 등  추출한 설계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그러나 선박용 냉각수 

펌프는 엔진 내장형이므로 설치공간의 제약 등으로 펌프 흡입구와 

송출구 등의 설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CFturbo에서 

추출된 설계 값을 수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2 회전차의 설계･제작
회전차 (impeller)의 주요 설계 파라미터는 허브지름 (hub 

diameter), 흡입구 지름 (suction diameter), 회전차 바깥지름 (imp
eller diameter), 출구폭 (outlet width) 등이며, Fig. 1과 같이 

CFturbo S/W에서 기본적인 설계치수를 제공한다. 회전차 설계에

서 단면 형상은 Bezier-splines, arc 또는 설계자가 정의한 곡선라인

을 적용할 수 있다.
Fig. 2는 CFturbo S/W에서 추출한 회전차의 기하학적 형상치

수를 바탕으로 유선 (stream line)을 적용한 단면의 유동해석, 속도

분포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깃 (blade) 형상은 3D 자유곡면, 2D 일반형상, 2D 원형 깃, 2D 
직선 깃, Radial 요소를 가진 깃을 선택할 수 있고, 유동 단면의 

Table 1 Main dimensions and inlet, outlet design parameter
Shaft
 Allowable stress  τ  15 MPa
 Factor of safety  SF  1.15
 Min. shaft diameter d  30.15 mm

Main dimensions
 Hub diameter      dH   30.25mm
 Suction diameter ds  128.8mm
 Impeller diameter  d2  220.5 mm
 Outlet width      b2  22.93 mm

Characteristics
 Meridional flow coefficient   0.121

 Flow coefficient              0.049

 Work coefficient             0.907
 Diameter coefficient           4.430

Inlet
 Average inlet velocity    cmS  4.0 m/s
 Average inlet velocity(inlet) cmS*   3.8 m/s
Inlet circ. velocity      cuS   0 m/s
 Inlet rel. velocity       wS   10 m/s
 Inlet pressure            pS   0.921bar
 Inlet total pressure     ptS    1 bar

Outlet
 Outlet mer. velocity     cm2   3.1 m/s
 Outlet mer. velocity(net)  cm2*   3.0 m/s
Outlet circ. velocity      cu2  12.6 m/s
 Outlet rel. velocity       w2  13.2 m/s
 Outlet peripheral speed  u2   25.5 m/s
 Outlet pressure         p2  3.098 bar
 Outlet total pressure    pt2 3.938 bar

Global values
 Meridional deceleration
             cm2/cms    0.78  
 Relative velocity ratio
              w2/wS     1.32
 Outlet width ratio b2/d2   0.10
 Axial force        Fax  3256 N

NPSHR
 NPSHR estimation(Pfleiderer)
           NPSHR  2.1~4.7 m
 NPSHR estimation(Petermann)
           NPSHR  3.2~6 m
 NPSHR estimation(Stepanoff)
           NPSHR     4.6 m

Fig. 1 Main dimensions of the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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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과 미끄럼을 고려한 최적 깃 각도 계산, 깃에서 속도 삼각형 

및 속도성분 등을 CFturbo S/W에서 표로 제시한다. 여기서 깃 

수는 6개, 형상은 3차원 자유 곡면으로 선정하였고, 깃의 각도와 

깃 사이의 유동해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깃 설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깃 사이 유로에서 유체 마찰손실과 관계된 표면 거칠기, 
펌프 케이싱 안에서 회전하는 회전차 전후면의 원판마찰손실과 관

계된 표면 거칠기 등이다. 따라서 전양정, 유량, 회전수 등에 따른 

깃의 형상, 두께, 피치 및 깃 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4-6].
Fig. 4와 같이, CFturbo S/W에서 3D 회전차 모델은 부분보

기, 단면보기, 조립도 보기 및 IGES, STEP, DXF와 같은 범용 

포맷으로 변환 가능하고, CAD S/W나 범용 CFD S/W로 형상 

데이터를 직접 내보낼 수 있다[2].
회전차는 Fig. 1～Fig. 4와 같이 CFturbo S/W를 활용하여 형상 

설계를 한 후에 펌프 흡입구의 구조 및 형상 등을 설계 변경하여 

선박 엔진 내장용 냉각수 펌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5는 수정 설계된 회전차의 도면과 제작된 실물 회전차의 

사진이다. 회전차의 제작공정은 목형제작 →주조 →선삭가공 →
MCT가공 →밸런싱 가공 →사상으로 구성되고, 재질은 FC300을 

사용하였다.

2.3 벌류트 케이싱의 설계･제작
벌류트 케이싱 (volute casing) 설계는 CFturbo S/W에서 파이

프 형상 모델링, 벌류트 형상, Cutwater 설계, 디퓨저 설계, 3차원 

형상 및 형상 데이터 추출로 구분할 수 있다[7-9].
Fig. 6은 벌류트 케이싱의 스파이럴 면적 형상 설계, Fig. 7은 

Fig. 2 Meridional flow and velocity vector in the impeller

Fig. 3 Blade mean line and blade flow analysis  

Fig. 4 3D Impeller modeling and data export

Fig. 5 Sheet and photograph of an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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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 결과를 나타낸다.
Fig. 8의 벌류트 케이싱은 와류실 (spiral casing)과 디퓨저 

(diffuser로 구성되어 있고, 목형제작 →주조 →선삭가공 →MCT
가공 → 사상/도장 공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FC300을 사용하

였다.

2.4 펌프 본체의 설계･제작
펌프 본체 (pump housing)는 Fig. 9와 같이 주축지지 베어링

부, 펌프 흡입구, 펌프 구동축과의 축이음부로 구성되어 있고, 특
히 본체 중심부에 주축이 설치되기 때문에 펌프 흡입구 부분의 설

계에 제약이 많다. 여기서는 펌프 흡입구 단면적을 최대한 크게 

하여, 펌프 흡입구 단면적을 15,308 mm2으로 설계･제작 하였다. 
펌프 본체의 제작공정은 목형제작 →주조 →선삭가공 →MCT

가공 →사상/도장이며, 재질은 FC300을 사용하였다.

2.5 주축의 설계･제작
주축 (main shaft)은 Fig. 10에서 오른쪽에 테이퍼부에 회전차

가 조립되고, 두 개의 베어링으로 주축을 지지하며, 펌프 구동 동력

은 평기어를 통하여 전달된다. 주축에 작용하는 토크를 고려해 보

면, Fig. 10의 왼쪽부분에 평기어를 통해 펌프 주축에 동력이 전달

되며, 축에는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고, 또한 회전차, 축의 중간 

또는 축 끝단에 회전체의 질량 및 축의 질량 등에 의한 굽힘 모멘트

가 작용한다. 주축의 강도 설계는 이러한 모멘트와 회전차의 중량 

및 반지름방향의 추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운전시의 축

의 위험속도도 고려하여 축을 설계하였다.
주축은 소재 (SNCM-439) →열처리 (Q.T처리/HB293～352) 

→선반가공 (황삭/정삭) → 원통연마 (베어링 조립부, 오일씰 조립

부, 임펠러 조립부)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Fig. 11은 선박용 냉각수 펌프 설계에서 추출된 도면을 바탕으

로 하여 제작한 펌프의 조립도이고, 주요 구성부품은 회전차, 벌류

트 케이싱, 펌프 본체, 주축, 베어링부, 펌프 흡입구, 펌프 구동축과

의 축이음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 11에서 보듯이 선박용 엔진 

내장형 펌프와 산업용 냉각수 펌프와의 차이점은 엔진 내장형 냉

Fig. 6 Spiral area design of a volute casing

Fig. 7 3D modeling of a volute casing

Fig. 8 Sheet and photograph of a volute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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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 펌프는 펌프 구동축이 펌프 흡입구 단면을 관통하기 때문에 

회전차 아이 (eye) 부분 등 펌프 흡입구 설계조건에 제약이 많다. 
특히 펌프 설계점 사양에서 비속도가 290 [m, m3/min, rpm]이고, 
회전수가 비교적 높은 반경류 벌류트형 (radial volute type) 단흡

입펌프이고, 송출유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펌프 흡입구의 설계

조건 제약으로 흡입구의 단면적 축소에 따른 유속 증가로 캐비테

이션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펌프 흡입구 조건을 최

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냉각수 펌프의 성능실험 및 고찰
3.1 펌프 성능시험기 설계･제작

Fig. 12는 펌프 성능시험기의 사진이며, 펌프성능 시험에 필요

한 축동력, 전양정, 유량, 펌프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
작하였다.

시제품 펌프는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송출유량은 펌프 송출

관에 설치된 전자유량계 (Meter Size 150A, Setting Max. Flow 
254.47 m3/h)로 측정하였다. 전양정은 펌프 흡입관과 송출관

에 부착된 압력계에서 압력을 측정하여 구하였고, 축동력은 

축형 (shaft type) 회전형 접촉식 토크센서 (rating capacity 50 
kgf‧m)에서 구동토크와 회전수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또한 펌

프 캐비테이션의 척도가 되는 NPSHre (Required Net Positive 
Suction Head)를 측정하기 위해, 펌프 흡입관로에 교축밸브를 

설치하여, 전양정이 3% 떨어지는 조건에서 실험데이터를 획

득하였다[3].

Fig. 9 Sheet and photograph of a pump housing

Fig. 10 Sheet and photograph of a main shaft 

Fig. 11 Assembling drawing of water cooling pump

Fig. 12 Pump performanc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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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및 고찰 
먼저 Concept sample impeller 3개를 제작하여, 펌프 성능시험

을 한 결과, 펌프 전효율은 평균 55.4%로 측정되었고, 국외 Bench 
Marking Impeller를 사용하여,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펌프 

전효율은 평균 56%로 측정되었다.
Proto. 1차 개선사항은 회전차 형상 치수 재설계, 회전차 깃 입

구 형상과 회전각도 수정, 회전차 출구 치수를 1 mm 축소 설계, 
회전차 바깥지름과 펌프 본체 사이의 간극을 4 mm에서 3 mm로 

줄여 누설 유량 감소를 통하여 펌프의 체적효율을 향상시켰다. 
Proto. 1차 시제품의 실험조건은 설계사양인 유량 170 m3/h, 회전

수 2,206 rpm, 양정(송출압력) 30 m (3.0 bar)이며, Proto. 1차 

시제품 펌프 성능시험 결과, 펌프 전효율은 60.7%로 측정되었다. 
Fig. 13은 Proto. 1차 시제품 펌프의 양정-유량곡선을 나타낸다. 
Proto. 1차 시제품의 성능시험 결과, 설계 목표 효율 60% 이상은 

달성하였으나, 그 값이 하한치로써 그 조건으로 제작할 때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계를 수정, 보완을 하였다.
Proto. 2차의 개선사항은 Fig. 14와 같이 회전차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7°의 테이퍼를 주고, 회전차 출구 치수를 Proto. 1차 대비 

1 mm 줄였다. 이것은 회전차 아이(eye)부분으로 흡입된 냉각수가 

회전차 입구로 유입될 때, 회전차 깃 입구에서 깃 두께에 의해 냉각

수와 충돌할 때 생기는 충돌손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회전

차 출구 치수를 줄임으로써 출구에서도 같은 효과를 얻었다. 또한 

회전차 바깥지름과 펌프 하우징 사이의 간극을 3 mm에서 2 mm 
로 줄여 누설 유량을 감소시켰다. 회전차 바깥지름과 펌프 본체 

사이의 간극, 특히 벌류트 케이싱에서 물을 자르는 부분 (cut 

water or volute tongue)과 회전차 바깥지름과의 틈새가 넓으면 

냉각수를 재순환시키는 데 동력이 필요하고, 좁게 하면 회전차에

서 나온 냉각수가 케이싱과 충돌하여 손실이 증가한다. 보통 틈새

는 비속도와 회전차의 바깥지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그 동안 냉

각수 펌프의 설계 경험을 토대로 2 mm로 하였다.
Fig. 15는 설계사양과 같이 유량 170 m3/h, 펌프 회전수 2,206 

rpm, 전양정 (송출압력) 30 m (3.0 bar)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이며, 전효율은 61.7%로 측정되었다. 
펌프 성능시험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유효흡입양정 

(NPSHre)를 구한 결과, 설계점에서 중대형 선박용 냉각수 펌프의 

NPSHre 조건인 7 m 이하를 만족하여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000 마력급 중대형 선박 엔진용 고효율 냉각수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 선진제품의 벤치마킹과 Proto.1, 2차 시제품 

제작과 성능시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산업용 터보기계 설계용 CFturbo S/W를 활용하여 형

상 설계된 회전차의 형상과 치수 재설계, 회전차 깃 입구 형상과 

회전각도 수정, 회전차 출구 치수 축소 설계, 설치공간의 제약을 

고려한 선박엔진 내장용 펌프 흡입구 설계 등 중대형 선박 엔진용 

냉각수 펌프의 회전차, 벌류트 케이싱 등 펌프 핵심부품의 독자 

설계기술을 확보하였다.
(2) 설계･제작 목표사양인 비속도 290 [m, m3/min, rpm]인 중

대형 선박 엔진용 냉각수 펌프의 회전차 설계에서, 회전차 입구에

서 출구 쪽으로 7° 테이퍼를 주어 회전차 아이 부분으로 유입된 

냉각수가 깃 입구에서 냉각수와 충돌할 때 생기는 충돌손실을 감

Flow rate vs Head

Fig. 13 Flow–total head performance curve of Proto. 1

Taped part

Fig. 14 Modified impeller of Proto. 2

Flow rate vs Head

Flow rate vs Efficiency

Flow rate vs Power

H
ead [m

]
Efficiency [%

]
Pow

er [kW
]

Flow rate Q [m3/min]

Fig. 15 Pump performance curve of Prot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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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회전차 출구 치수를 줄임으로써 펌프 전효율을 기존 

56%에서 61.7%로 개선하였다.
(3) 중대형 선박엔진용 냉각수 펌프의 회전차 바깥지름과 펌프 

본체 사이의 간극 설계로 누설 유량 감소시켜 펌프의 체적효율을 

향상시켰다. 
(4) 펌프 성능시험기 설계･제작을 통하여 선박용 냉각수 펌프 

성능, 전효율 등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 및 캐비테이션 관련 시험설

비, NPSHre 시험법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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