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2016년부터 용되는 IMO TierⅡ에 응하여 재

사용하는 선박의 연료를 체하기 해 LNG 이외의 다

른 에 지원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천연가스는 렴

한 가격과 친환경 연료 사용권장 등의 이유로 성장

이 상된다[1].

세계 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라 청정연료로

체하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시 흐

름에 따라 정부는 녹색 성장기조에 맞춰 선박에 한 기

술개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으며, LNG 연료를 사용하

는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을 도입하기 하여 형 조선

소를 심으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

2050년까지 세계 으로 노후 선박이 퇴출되고, 새

로운 선박이 체하여 투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

다. 이 부분의 선박이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망되고 있으며, 선박 선진국에서는 이에 부

응하여 LNG 연료추진 시스템에 한 개발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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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builders in manufacturing the cryogenic pump designed to supply LNG for vessels are so low that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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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described about the Rotor as a core part of cryogenic submerged centrifugal pump for ship 

LNG supply system.

We wish to utilize for the basic data to develop the technology for the Rotor as deducing the optimal outcome with 

the experimental and the analytical methods in materi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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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선박용 LNG 연료공 시스템

의 개발에 한 연구 활동이 필요한 시 이다[3].

한편, 선박용 LNG 연료공 시스템용 펌 는 석유화

학제품운반선, 벌크선과같은 형 LNG 추진 선박의 펌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선박용 LNG 연료공

시스템의 핵심품목인 펌 설계 제작 련한 국내 기

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LNG펌

개발과 련한제작기술, 핵심 수력부품 설계 등의 기

술개발은 필수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력 향상을 목표로 잠

액식 펌 의 로터(Rotor)를 설계하고, 실험 방법과 해

석 방법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국산화 기술

개발의 기 설계 데이터로 활용할 목 으로 연구를 실

시하 다.

2. 재료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박용 LNG 연료공 을

한 온 잠액식 원심형(Cryogenic submerged

Centrifugal)의 압용 펌 (Low -Pressure Pump)의 개

념도이다. 펌 자체가 온 유체 LNG 안에 들어가는

잠액식 타입이므로, 임펠라(Impeller) 소재는 온에

합한 3가지 소재 SUS304, SUS316L, Al 등에 하여 각

각 인장시험, 표면조도 시험, 입도분석 등을 실시하여

합한 소재를 선정하 다[4].

Fig. 1. Layout of the submerged cryogenic 

cargo pump

2.1 시험 결과

Fig. 2는 상온(25℃)을 유지한 상태의 실험실에서

Zwick사 Universial Tensile Strength Tester를 이용하

여 각 시편에 한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하 -변 그

래 (SS Curve)를 나타내고 있다. SUS304, SUS316L,

Al 모두 최 응력에서 단되는 상을 나타내고 있으

며, 가공 경화 상이 강하게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형

인 상으로 보인다[5,6].

Table 1은 SUS304, SUS316L, Al 등 3가지 소재에

한 인장시험에 의한 항복강도와 최 인장강도를 나타내

었다. SUS304와SUS316L의경우, 항복강도가약33kgf/mm
2

이고, 인장강도는 약 64kgf/mm2로 서로 유사하다. 그러

나, SUS316L의 연신율이 54%이므로, SUS316L은 강도

가 높고 연신이 잘되는 고인성 재료임을 보이고 있다.

(a) (b)

(c)

Fig. 2. Results of tensile test : (a)SUS304, 

(b)SUS316L, (c)Al

Material
Y.P

(kgf/mm
2)

T.S
(kgf/mm

2)
EI
(%)

SUS304 33.28 64.73 34.99

SUS316L 32.95 64.14 53.99

Al 30.09 36.2 13.94

Table 1. Tensile test values of each specimen

2.2 표면 도 측  결과

Fig. 3은 VECCO사의 3D 입체 표면조도 측정기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가지 소재의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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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으로 찰하면, Al 소재는 미세한 Hair Line이 보이

고, SUS304와 SUS316L은 Dull 표면 처리한 것이 보인다.

Table 2에서와 같이 3가지 소재에 한 심선평균거

칠기 Ra값을 비교해 보면, SUS304와 SUS316L은 0.3µm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어 표면조도가 Bright를 보이고

있고, Al은 약 0.4µm의 값을 보이고 있어 SUS보다는 약

간 거칠기가 있는 표면 조도를 보이고 있다. 한,

SUS316L의 십 평균거칠기 Rz값은 5.13µm이고, 체

최 거칠기 Rt값은 6.7µm로 3가지 소재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치값이 µm 단 라는 을

고려하면 SUS304와 SUS 316L은 거의 유사한 표면으로

Bright 표면이라고 할 수 있고, Al 소재는 인 으로

Hair Line을 만든 표면이라고 볼 수 있다.

(a) (b)

(c)

Fig. 3.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 (a)SUS304, 

(b)SUS316L, (c)Al

Sample
Ra
(µm)

Rz
(µm)

Rt
(µm)

SUS304 0.174 4.29 6.28

SUS316L 0.281 5.13 6.73

Al 0.404 3.04 4.17

Table 2. Surface roughness of each specimen

2.3 도  결과

Fig. 4는 학 미경으로 측정한 3가지 소재의 결정구

조 사진이다. SUS304의 조직은 형 이 SUS304 조직

을나타내고 있으며, 조 한결정립에 Bend가보이는 결

정립을 일부 함유하는 상으로 나타났다. 이 Bend를 함유

하는 결정립의 존재는 XRD 분석상에서 나타났듯이 ⍺

-Fe의형성과 연 성이있을 것으로추정된다. SUS316L

은 결정립 내 Bend상이 거의 없는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

나, SUS316L 비 작고 특히 SUS304처럼 균일 조직이

아닌 결정립이 작은 것과 결정립이 큰 것이 혼재하는 혼

립형 조직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3가지소재에 한 결정의 크기와 단 면

당 결정의 개체수를 나타내었다. Al은 결정립도 분포가

균일하며, 결정립이 가장 큰 면 을 보여 주고 있다.

한, Al의 합 성분으로인하여 석출물이결정립 내에 흑

의 형태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b)

(c)

Fig. 4. Photo graphs of crystal structure using the 

optical microscope : (a)SUS304, (b)SUS316L,

(c)Al

Sample
평균면
(µm2)

최
(µm2)

최소
(µm2)

개체수

SUS304 249 7035 8 405

SUS316L 60 1263 3 2125

Al 416 4075 3 228

Table 3. values of crystal area and number of 

crystal

Al의 결정립 모양은 압연 방향으로 결정립이 연신되

어 있는 Fancake 조직 형태를 보이고 있다[7,8].

3. 해  검

잠액식 펌 의 로터(Rotor)는 5000rpm으로 빠른 속도

로 회 을 하기 때문에 동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9-11]. 따라서 개발 제품의 동 특성 검토를 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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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한요소 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고유진동

수 해석을 실시하 다[12].

Fig. 5(a)는 3D 모델링을 작업한 것이고, Fig. 5(b)는

유한요소 해석을 해유한요소모델링을실시한것이다.

요소의 크기는 5mm로 제어하 고, 형태는 Hexa로 설정

하 다. 그리고 베어링 고정부에 스 링으로 강성을 표

해주었다.

해석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하여 10개의 모드

를 추출하 고, 그 강성형태로 나타나는 주 수를 제

외한 6개의 모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a) 3-D modeling

(b) Mesh

Fig. 5. 3-D model about Rotor pump

Fig. 6은 각모드별로고유진동수형상과 진동수값을

나타내었다. 1～6차 모드까지 각각, 259.8Hz, 316.8Hz,

589.2Hz, 687.7Hz, 2345.3Hz, 2380.3Hz로 나타났다. 형태

는 1차와 2차 모드에서 굽힘 형태로 각각 Y축과 Z축 방

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이고, 3차와 4차 축과 로터

몸체에서의 밴딩이 각각 Y축과 Z축 방향으로 일어나는

형태이다. 5차와 6차 모드에서는 로터 몸통을 제외한 축

부분에서의 밴딩 형태를 보이고, 다른 주 수들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이기 때문에 공진 역과 련이 없는 것

을 단하여 이후 주 수에 해서는 무시하기로 한다.

로터 작동속도 최고속도인 5000rpm을 Hz로 환산

을 하게되면 83.3Hz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API 규격

에 의거하여 안 설계를 하기 하여 공진분리여유

±20%를 해주게 되면 험주 수는 66.64Hz～99.96Hz가

된다[13-15]. 고유진동수와 비교하 을 때, 작동 주 수

에 비해 고유진동수가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동 주 수 내에서는 공진 역 가 존재 하

지 않게 되고, 본 연구에서의 로터 설계는 공진 역 를

회피하여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1st : 259.8Hz (b) 2nd : 316.8Hz

(c) 3rd : 589.2Hz (d) 4th : 687.7Hz

(e) 5th : 2345.3Hz (f) 6th : 2380.3Hz

Fig. 6.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each mode

4. 결론

본 연구에서 잠액식 펌 의 국산화를 한 기 설계

연구로 소재검토를 한 재료시험(인장시험: UTST, 표

면조도 측정: 3D입체 표면조도 측정기, 입도분석: 학

미경)과 모달해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강도와 부식 측면에서 고내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신율과 강도가 가장 높게 나온 SUS

316L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도와 입도 분석결과 역시 SUS316L이 Bright면과

단 면 당 결정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

에 합한 소재로 단한다.

3. 공진분리여유를 용한 66.64～99.96Hz에 비해 1차

모드의 주 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공진 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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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히 회피한 것으로 단한다.

향후, 시제품 제작을 통하여 비성능평가 Field

test 수행과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Feed-back 등 지속

인 연구개발이 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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