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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echanical seals are one of main components of high speed centrifugal pumps. So, it is very important to 
detect the faults (scratch, notch, indentation, wear) of mechanical seals since the damage of seal can cause a critical 
failures or accidents of machinery system. In the past, many researchers mainly performed to detect the seal fault 
using the time signals measured from sensors. Recently, studi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on-lin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But study on the feature parameters used for fault detection of mechanical seals has a little been 
performed. In this paper, we showed feature parameters extracted from accelerated and acoustic signals by using the 
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alpha coefficient, statistical parameters. And also verified the possibility for fault 
detection of mechanical seal.
Key Words : mechanical seal, feature parameter, discrete wavelet transformation, fault detection, alpha coefficient.

1. 서 론*

근래 원자력, 화학 플랜트 등에서 유체 공급을 

위해 펌프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안전 및 비안전 계통에서 
원심펌프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

다. 원심펌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임펠러, 
메커니컬 씰, 베어링, 커플링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은 
펌프 운전 및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

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들과 관련된 연

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1,2). 본 연구에서

는 다루고자 하는 메커니컬 씰은 펌프의 고장 및 사

용 수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

품으로서, 펌프 회전축과 하우징 사이에서 유체압력

에 의한 누설을 방지하는 밀봉장치이다. 국내외 원전

에 대한 고장이력분석결과, 메커니컬 씰은 베어링과 
함께 상당히 높은 고장 비율을 차지하였다1).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메커니컬 씰의 고장 발생 빈도가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분석한 결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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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1차씰 마모(seal wear)로 인한 누설(leakage)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1).
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Movahed 및 Green,2,3)는 메커니컬 씰 고장이 대부분 

씰을 구성하고 있는 회전 링과 고정 링에서 발생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발생의 주요 원인에는 

가공불량, 조립불량, 과대면압, 미끄럼 운동면의 이

물질, 마찰면 무윤활 등이 있으며, 크랙, 조기마멸, 

스크래치, 과토오크, 소음 등과 형태로 나타남을 제

시하였다1-2,5). 또한 Foder4)는 밀봉면에서 발생하는 

크랙 결함이 마멸 및 누설과 같은 심각한 후속 손

상을 야기시키는 주요 손상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Sato 

등 6)은 씰링 마찰면에서 발생된 열의 발산 불량과 국

부적인 마찰열 발생이 피팅, 크랙, 블리스터(blister) 

등과 같은 결함을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 밀봉능력

을 상실시킨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로부터 결함 발생 원인과 손상 형태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온라인상에서 실

시간 감시 및 진단이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지능형 결함 진단 기

술들이 다수 연구되고 있다. 이 기술은 사전에 정

의된 결함 유형별 신호 특징들을 결함 진단 알고



원심펌프용 메커니컬 씰 결함 검출 신호 특성

한국안전학회지, 제27권 제3호, 2012년 21

리즘에 미리 인식시켜 새로운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패턴 또는 크기 등의 비교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결함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 작업이 결

정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컬 씰의 손상 발생 빈도수가 
높은 결함 유형들을 대상으로 모사 실험을 수행하

여 결함 유형별 신호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신

호들로부터 이산웨이블릿변환과 통계처리를 사용하

여 각각의 결함 유형들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결함 특징 파라미터들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메커니컬 씰

메커니컬 씰은 축과 펌프 하우징 사이에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펌프에서는 Fig. 1과 같이 시트링(seat 
ring)과 시일링(seal ring)에서 1차 밀봉을 하며 후단 
쪽에서 2차 밀봉을 하는 구조이다. 사용자의 요구

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지만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동일하다. 씰 부위에서 밀봉 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씰 닫힘력(closing force)이 일정하게 유

지되어야 하며, 이 힘은 스프링 힘(spring force)과 

유체에 의한 힘(hydraulic force)으로 구성된다.
메커니컬 씰의 유형은 통상적으로 사용압력에 

따라서 높은 경우에 밸런스 씰(balance seal)을, 낮
은 경우에 언밸런스 씰(unbalance seal)을 사용한다. 
시트링과 시일링 사이에는 유체에 의한 유막이 형

성되는데, 크게 3가지(boundary lubrication, mixed lubri-
cation, hydraulic lubrication)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들 상태로부터 시트링과 시일링의 접촉상태와 마모 

상태 및 틈새 누설 발생 가능성 등과 같은 다양

Fig. 1. Schematic diagram for assembly of mechanical seal 
and pump rotating shaft.

Table 1. Type of statistical parameters

구분 통계 라미터

시계열

Mean, Root mean square, Shape factor, 
Crest factor, Skewness, Kurtosis, Entropy, 
Entropy error, Lower-bound, Upper-bound, 

Weibull Negative log-likelihood, 
Normal Negative log-likelihood

주 수
계열

P1(Frequency center), P2(Variance frequency), 
P3(Root mean square frequency), P4, P5, P6, 

P7, P8, P9

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2. 신호 처리

메커니컬 씰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와 음향 센서

로부터 측정된 각각의 신호들에 대해서 주파수 레

벨에 따른 신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산웨이블

릿변환 Daubechies 8차 필터를 사용하였다. 이들 사

용에 대한 적합성은 국내 연구자료1) 결과와 이를 토

대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결함 식별 성능 확인 결

과에서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이산웨이블릿 변환

에서 세분화된 신호들 중 상세성분(detail)은 Table 1
과 같이 시계열 통계 파라미터들에, 근사성분(app-
roximation)은 주파수계열 통계 파라미터들 계산에 

사용되었다. 통계 파라미터 계산을 위한 데이터 길

이는 데이터 크기별 통계 파라미터를 계산한 후 파

라미터별 평균값 변화량이 5% 미만인 경우의 크

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특징 파라미터 선정을 위

해 사용된 통계 파라미터들은 Table 1의 21개이다.
이들 파라미터는 1972년 패턴 인식 분야에서 적

용하기 위해 “Fukunaga. K.”에 의해 제시된 것들이

며,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테스트 결과에서 유효하다

고 판단되는 파라미터들만을 이용하였다. 통계 파라

미터들 중 주파수계열 파라미터에서 P4∼P9는 스

펙트럼 파워와 주파수 정보를 이용하여 주파수 신

호의 변동 특성들을 나타내는 통계 파라미터 값들

이다. 또한 주파수계열 통계 파라미터들을 추출하기 
위해 이산웨이블릿 변환된 시계열 신호들 중 상세

성분 신호들만을 FFT 변환시켜 주파수와 스펙트럼 
파워를 구한 후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 계산에 사

용하였다.
시계열 및 주파수계열 통계 파라미터들이 가지는 

결함 식별 능력 평가를 위해서 유효성계수(effective-
ness coefficient) 평가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각각의 상태에서 상호 평균거리와 각 파라미터에 

소속되어 있는 값들 사이의 상호 평균거리를 구한 후 
이들 거리의 비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파라미

터별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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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gnal processing procedure of acceleration & acoustic signal.

Fig. 2. Evaluation method of effectiven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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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파라미터 소속값들 상호평균 거리

   : 파라미터 소속값

  : 파라미터 소속 값들의 개수

 : 정상 상태를 포함한 전체 상태 개수

  : 파라미터 평균 기준값 번호

 : 기준값 이외 상태들의 평균값 번호

  : 정상 상태 포함 전체 상태 총 개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파라미터 전체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alpha coefficient가 큰 순서로 5개 

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신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신호처리 과정은 Fig. 3과 같다.

3. 실 험

3.1. 실험장치

본 연구를 위한 실험장치는 Fig. 4와 같다. 구동

부에는 출력 3 kW, 정격회전속도 3,000 rpm, 정격

토크 9.54 Nm인 서보모터를 사용하였고 드라이브

에 의해서 회전속도가 제어되도록 하였다. 모터 동력

은 커플링을 통해서 메커니컬 씰이 설치된 시험부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메커니컬 씰에 유체를 공급하기 
위해 폐루프형 유체순환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실험 
조건의 1.5배를 고려하여 최대 설계압력은 87 kgf/ 
cm2, 설계온도는 85oC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유
체 유량 및 압력은 메커니컬 씰의 설계운전조건인 

9 liter/min, 8 bar보다 최대 5배 이상 큰 조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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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echanical seal fault detec-
tion test.

Table 2. Mechanical seal for testing

형상 구분 규격

제조사 씰마스터

씰 유형 Unbalance seal

씰 규격 55 mm

씰 재질
고정 : 탄소

회  : 탄화규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험용 메커니컬 씰은 원전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저압용 언밸런스 씰이고, 세부 사양은 Table 2와 

같다. 

3.2. 측정기기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커니컬 씰의 

고정링과 회전링 사이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변

형 에너지(strain energy)는 씰 외벽에 스트레스 웨이

브(stress wave)와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음향 

방출 센서뿐만 아니라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감지

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결함 신호 특성 
측정을 위해 진동, 음향 센서를 각각 사용하였다. 
센서 설치 위치는 다양한 위치에서 정상 및 결함 신

호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한 후 특성이 잘 나타나는 
지점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음향센서는 고정링과 회

전링의 접촉면에 수직한 위치 그리고 가속도 센서는 
접촉면 부근에 설치하였다. 

접촉부 결함에 따른 음향 신호 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 측정 대역폭이 다른 WD (100 kHz~1000 kHz)와 

R15D (50 kHz~200 kHz)를 사용하였다. 접촉부 마

찰에 의한 가속도 특성은 측정범위가 1 Hz~25 kHz
인 B&K사 단축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마찰에 

의한 축 전달토크는 변화는 100 kgf.cm까지 측정 가

능한 SETech사 YDNF-100KC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도 시험 조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배관 관로상에 온도와 압력 센서를 설

치하였다. 각종 센서에서 취득된 데이터는 하나의 

PXI 기반으로 구성된 National Instrument사 제품의 

데이터취득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되도록 하였다.

3.3. 메커니컬 씰 결함 시편 및 시험 

Table 3.과 같이 메커니컬 씰에서 고장 발생 빈

도수가 높은 결함 유형 노치, 스크래치, 압흔, 마모

를 선정하고, 접촉부 표면에 결함 상태를 모사하고

자 인위적으로 결함을 가한 결함 모사 시편을 제

작하였다. 결함 모사 시편은 일반적으로 재질 강도

가 작아 이물질 또는 열화에 의해 결함이 자주 발

생하는 고정링 표면에 인위적으로 결함을 제작하

였으며,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결함 유형별

로 5개씩 가공하였다.
시험은 각 조건마다 5회씩 수행하였으며, 신호 수

집 방법은 센서 유형별로 유효 측정 영역을 고려하

여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메커니컬 씰에 공급

되는 순환수의 유량 및 압력은 펌프 가동율을 조정

하여 설정하였다. 펌프 가동율이 20, 25, 30, 35, 40%

Table 3. Faulty size and configuration

구분 결함 크기 결함 형상

스크래치

4 point
(90도 간격)압흔

노치

마모

마모량 = 0.1 mm

마모량 = 2.0 mm

Table 4. Data acquisition setting

형상 센서 샘 링율 신호수집 방법

메커니컬 
씰 회 부

가속도 180 kS/s 0.3  간격 

음향 2,000 kS/s 1 간 간격

온도 10 kS/s 1 당 6개의 
RMS 값 측정압력 10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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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순환수 유입압력은 3.7(P1), 6.7(P2), 10.3(P3), 
14.4(P4), 18.6(P5) kgf/cm2 이다.

4. 결과 및 고찰

4.1. 결함 실험 및 신호 특성 

순환수 입구 압력에 따른 정상 및 결함 실험을 수

행한 결과 가속도 신호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결
함 유형별로 순환수 유입 압력의 증가에 따라 진폭 

(a) Normal 

(b) Notch

(c) Indention

(d) Scratch

(e) Wear
Fig. 5. Acceleration signal with inlet pressure

크기 변화 및 펄스 신호 발생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

고 있다. 특히, 입구 압력이 P5인 경우에는 노치, 압
흔, 스크래치 결함에서 정상 및 마모인 경우에 비해 
약간 진동 폭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

나 전체적으로 각각의 결함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뚜렷한 신호 패턴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보

여주었다. Fig. 6의 음향 방출 센서 신호에서도 가

속도 신호와 마찬가지로 표면 손상이 있는 경우에 

순환수 유입 압력 증가에 따라서 Burst 신호 특성이 

(a) Normal



원심펌프용 메커니컬 씰 결함 검출 신호 특성

한국안전학회지, 제27권 제3호, 2012년 25

(b) Notch

(c) Indention

(d) Scratch

(e) Wear
Fig. 6. Acoustic signal with inlet pressure

주기적으로 나타나나 각각의 결함 유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시계열 신호에서는 메

커니컬 씰의 표면 손상 발생은 감지가 가능하나 각

각이 결함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신호 특징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특징 파라미터 선정

평가에 사용된 통계 파라미터의 총 개수는 웨이

블렛 분해 레벨 4차까지의 신호를 이용하여 총 84

개(4차×21개 파라미터)이다. 시계열 신호는 “RAW”, 

웨이블렛 분해레벨 신호는 “WT1~WT4”로 표시하

였다.

Table 5. Ranking parameters for acceleration signal

rank parameter alpha coefficient

1 WT1-P9 44

2 RAW-P9 36

3 WT2-MN 20

4 RAW-P4 16

5 WT1-MN 12

4.2.1 가속도 신호 특징 분석

결함 유형별 가속도 신호들에 대해서 유효성 평

가법을 이용하여 alpha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식

별 능력이 우수한 파라미터들의 순위는 Table 5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Fig. 7에서 보면, 주파수계열 

파라미터 P9가 시계열 파라미터들 보다 식별 능력

이 우수하고, 가속도 원신호와 웨이블릿변환 분해

레벨 1차 성분에서 추출된 통계 파라미터들이 결

함 검출 파라미터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Ranking =1(WT1-P9)와 Ranking =2(RAW-P9) 파라

(a) Feature Parameter (Ranking = 1, WT1-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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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eature Parameter (Ranking = 2, RAW-P9)
Fig. 7. Acoustic signal with inlet pressure.

미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Fig. 6과 같이 단일 파

라미터만을 이용한 경우 전체 압력 구간에서 특정 

패턴을 보이지 않고 노치와 2.0 mm 마모 결함이 

일부 교차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전체 결함 

유형을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특징 파라미터로는 

사용이 어렵고 단지 정상 상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음향 신호 특징 분석

결함 유형별 음향 신호에서도 유효성 평가법을 

이용하여 alpha coefficient를 계산한 결과 식별 능

력이 우수한 파라미터들의 순위는 아래 Table 6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Fig. 8을 살펴보면, 가속도 신

호와 달리 시계열 신호로부터 추출된 파라미터가 

주파수계열 파라미터들 보다 식별 능력이 좋고, 웨
이블릿변환 분해레벨 1차와 2차(WT2) 신호 성분

에서 추출된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이에 Ranking =1(WT2-EE)와 Ran-
king =2(RAW-MN) 파라미터에 대해서 상태를 확

인한 결과, 전체 압력 구간에 대해서 교차가 발생하

지 않고 잘 분리되는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Ranking = 1인 WT2-EE 파라미터의 경우 매

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결함 진단을 위한 파

라미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Table 6. Ranking parameters for acoustic signal

rank parameter alpha coefficient

1 WT2-EE 36

2 WT2-MN 32

3 WT2-NNL 24

4 WT2-RMS 18

5 WT1-NNL 10

(a) Feature parameter (Ranking = 1, WT2-EE)

(b) Feature parameter (Ranking = 2, WT2-MN) 
Fig. 8. Acoustic signal with inlet pressure.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접촉부 결함에 의한 진동 

특성 보다는 회전 운전간 결함부 마찰로 인해 발

생되는 변형에 의한 음향 에너지가 결함 감지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5. 결 론

메커니컬 씰의 고정링과 회전링 사이에서 빈번

하게 발생되는 결함 유형들 진단에 필요한 특징 파

라미터 추출을 위하여 가속도 신호와 음향 신호를 사

용하여 실험하였다. 메커니컬 씰 접촉부 표면에 결함 
상태를 모사하고자 정상인 고정링 표면에 4가지 유

형의 인위적 결함을 가한 후 실험하였으며, 이산웨이

블릿변환과 통계파라미터 및 유효성계수 평가법을 

이용하여 결함 진단용 특징 파라미터를 구하였다. 주
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속도와 음향 센서의 시계열 신호 모두에서 고

정링 표면에 노치, 스크래치, 압흔 결함이 있는 경우

에 주기적인 Burst 신호 발생과 진폭 변화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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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태 진단은 가능하나 결함 유형을 식별하기

에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가속도 신호를 이용한 특징 파라미터 분석에서

는 한 개의 특징 파라미터만을 이용해서는 결함 유

형들 각각을 식별하기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3) 음향 신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속도 신호와 달

리 단일 파라미터만을 이용하여도 결함 유형이 충분

히 식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메커니컬 씰 결함 진단을 위해서는 가속도센

서보다 음향센서 사용이 추천되고, 이산웨이블릿 변

환과 유효성계수 평가법 및 통계파라미터들의 사용

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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