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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세대 친환경 고효율 차량에 핵심적인 전장장

치 중 하나인 전동워터펌프 기술개발 분야에 있어

서 수중 베어링의 기술개발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베어링은 운전시간에 따라 서서히 마모가 진행됨

에 따라 내구수명을 결정하게 되는 부품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수명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

내구성의 수중 베어링 개발이 필수사항이다.1

캔드 타입 전동워터펌프의 경우 회전자부가 냉

각수에 침수될 때와 윤활 역할을 하는 오일이 침수

될 때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중에서도 

회전축을 지지하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널 방

식의 무 급유 고내구성 베어링이 요구되며, 이에 

수중 베어링의 성능 평가 기준 확립을 위한 베어링 

성능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물에 의한 유체 윤활 특성이 우수

한 탄화규소(SiC)계 재질 베어링의 온도 변화에 

따른 토크변화, 소음변화, 마모량 등의 성능시험

기를 제작하고 제작된 성능시험기를 통해 탄화규

소계 재질 베어링의 수중에서의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수중베어링 성능 평가 기준 확립을 위한 표준

화 기반기술에 기여 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의 구성

엔진룸 내부에 위치한 워터펌프는 고부하에서 

운전될 때 냉각수의 온도가 150℃ 이상 상승하고, 

모터 및 임펠러의 회전 속도는 6000rpm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능시험기는 실제 엔진룸

과 유사한 환경으로 탄화수소계 수중 베어링(밀

도: 3.16g/cc, 열팽창계수: 4.3㎛/m/℃, 경도: 

2325Hv)의 성능시험을 위해 Fig. 1과 같이 완전 

밀폐형 액중 시험 장치로 구성되었다.

             Fig. 1 Underwater bearing test system

베어링의 실 작동환경을 구현하고, 로터를 포함

한 베어링 시험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GSBT 
System(GUI-based Smart Bearing Testing System)을 

구축하였다. 
구조물의 재료는 SUS-304를 사용하였고, 수조

의 바닥면에는 히터를 장착하여 워터펌프의 주변

온도를 1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조부 내의 온도제어와 베어링온도 측정을 위하

여 첫 번째 온도 센서는 냉각수의 온도 모니터링을 

하고, 두 번째 온도 센서는 베어링 하우징을 관통하

여 베어링 외륜부에 직접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베어링 내구성 시험시 수중베어링의 온도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중베어링의 마찰특성을 관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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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kgf/cm 용량을 갖는 토크센서(SDSA-10k)를 

구동모터와 베어링 간에 장착하여 토크를 측정하

였다. 또한 베어링의 연속구동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측하여 간접적인 마찰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중베어링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발생소음

은 01DBStell사의 Symphoni와 신호분석 소프트웨

어인 dBFA32을 통해 측정하였다. 베어링의 소음

을 측정하기 위해 모터와 토크센서에 흡음제를 

붙인 방음막을 설치하여 기타 소음을 제거하였다. 

소음측정은 베어링의 성능 및 이상현상을 확인하

기 위한 방법으로 소음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베어링에서 발생된 소음을 마이크

로폰과  Symphoni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소음/진동 분석시스템을 통해 마모, 

파손 등과 같은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모량 계측은 1시간 간격으로 1000rpm, 

3000rpm, 6000rpm 의 회전속도로 변속시키면서 

총 500시간동안 수행 후 중량을 off-process 상에서 

측정하였다.

이러한 베어링의 실 작동환경을 구현하고, 로터

를 포함한 베어링 시험기의 상태를 제어 및 모니터

링하기 위하여 Labview 기반의 운영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작된 수중베어링 성능 시험기를 이용하여 다

양한 성능시험을 통한 탄화규소(Si)계 수중베어

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특성 분석 시험

(토크, 온도, 소음)은 성능시험기의 모터속도를 

1000, 3000, 6000rpm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켰

고, 100℃의 냉각수 온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베어링의 온도는 약 30분 정도 경과해야 주변온도

와 일치하므로 초기안정화 시간을 30분으로 하였

으며,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터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베어링 토크가 비례적으로 증가하

지만, 고속의 경우 조금 더 마찰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소음은 1,000rpm일 

때가 가장 적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3,000rpm에서 

소음의 변동이 가장 적었다. 500시간 동안의 변속 

내구시험 결과, 베어링의 마모량은 1.25㎍/h로 

측정되었고 베어링 구동시간에 따라 마모량이 선

형적으로 증가한다면 추후 베어링 재질에 따른 

마모량 계산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른 베어링 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실제 수중베어링의 환경과 일치시켜 정확한 

베어링 성능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Fig. 2 RPM, Torque, Temperature, Sound with respect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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