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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압과 정량 흡상을 목적으로 클리어런스가 없는 초고압 회전용적형 헬리컬기어 펌프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펌프의 내

부 압력과 토출 유속을 검증하기 위해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FVM 기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는데 클

리어런스가 없는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FVM 유동해석은 격자가 연속하게 구성되지 않아 유체영역이 분리되어 정상적

인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격자 구성이 필요치 않은 MPS 기법으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고, MPS 유

동해석을 통해 펌프의 내부 압력과 토출 유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터의 회전속도 1,000 rpm에서 펌프 내부의 압력은

최소일 때 19.5 bar, 최대일 때 44.6 bar이고, 평균 압력은 33.9 bar로 확인되었다. 토출 유속은 최소일 때 64.5 m/s, 최

대일 때 84.8 m/s이고, 평균 유속은 76.1 m/s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리어런스가 없는 해석 모델의 유동해석은

FVM 기법보다는 MPS 기법이 더 적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고압 회전 용적형 헬리컬기어 펌프의 압력의

변화에 따른 유속과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ABSTRACT

For the purpose of high-pressure and suction of fixed amount, the development of ultra-high pressure rotating helical

gear positive displacement pump with no clearance had been proceeded. The CFD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internal pressure and the discharge flow velocity of the pump. Accordingly, a flow analysis were performed by FVM tech-

nique and we were unable to obtain a successful result since the fluid domain is separated because the grid is not config-

ured in a row in FVM flow analysis of the fully enclosed type without clearance. Because of these problems, the flow

analysis was performed by MPS method which grid configuration is not needed and the internal pressure and the dis-

charge flow velocity of the pump were confirmed through the MPS flow analysis. At 1,000 rpm rotation speed of the

rotor, the minimum internal pressure of the pump was 19.5 bar, maximum pressure was 44.6 bar and average pressure was

33.9 bar. And the minimum discharge flow velocity was 64.5 m/s, maximum discharge flow velocity was 84.8 m/s and

average discharge flow velocity was 76.1 m/s. Through this study, we could confirm that MPS method was more suitable

than FVM method in terms of flow analysis with no clearance.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of the flow veloc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ultra-high pressure rotating helical gear positive displacement pump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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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집중화와 고밀도 현상으로 건축물은 고층화, 심층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신축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최신

기술의 소방시스템과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0

년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는 자체소방시설

과 기존 소방장비의 무력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고

층빌딩의 화재 진압, 산불 진화, 대형화재 진화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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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극복을 위한 긴 방사거리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소

방용 펌프의 고압방수와 대유량이 요구된다
(1)

. 그러나 현

재 소방자동차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원심펌프는 무

부하상태에서 유량을 충족하지만 1.5~2 MPa의 높은 압력

이 필요할 경우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화재현장에서

관창을 2개 이상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압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 아주 적은

유량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 공장밀집 공단 등 대

형화재는 진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

방펌프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

압할 수 있는 펌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에서 유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원심

형 소방펌프를 대체할 회전용적형 기어펌프의 개발에 성

능 확인을 위해 유체 유동 해석 상용프로그램인 Finite

Volume Method (FVM, 유한체적법) 기법의 Autodesk

FlowSimulation CFD와 Moving Particle Simulation (MPS,

입자법) 기법의 Prometech Particleworks를 활용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은 Figure 1에 Flow-chart로 나타내었다.

2. 회전 용적형 기어펌프의 구조와 특징

회전용적형 기어펌프는 로터의 회전에 의한 주기적인

용적의 변화를 이용하는 펌프 방식으로 고압, 고유량을 동

시에 만족하며 로터의 저속 및 고속 회전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펌프 효율을 유지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원심펌프와 달리

진공펌프의 별도 설치없이 고도의 자흡성능을 발휘하며,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인하여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Figure 2에 원심펌프와 회전용적형 기어펌

프의 압력과 유량의 관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펌프 개발의 목표 값을 30 bar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소방차의 경우 20 bar로 원심펌프가 내장되어 있는데, 초

고층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30 bar의 용적형 펌프를 적용

하였다. 이는 Figure 2에 나타난 바대로 기존의 원심펌프

의 성능곡선은 압력이 늘어날수록 토출유량이 급속히 감

소하고 있는데, 이와 반해 회전용적형 기어펌프는 압력이

늘어나도 유량의 감소폭이 원심펌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용적형 펌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회전용적형 기어펌프는 서로 맞물려 연동하여 회전하는

2개 이상의 치차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펌프케이스와 회

전체간의 용적의 변화만큼 유체를 유입하고 유출하는 구

조로 되어있다. 유체의 정량 이송을 위해 로터와 펌프 케

이스 사이가 밀폐 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고압을 발생시

키기 위해 클리어런스(Clearance)를 없앴는데, 이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고무(CR70)를 기어에 코팅을 하였다.

회전용적형 기어펌프는 유체를 높은 압력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압력의 변동에 따라 유량의 변동이 적은 정량

토출이 가능하다. 또한 진공펌프 등 부수적 흡상장비가 필

요한 원심펌프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유체의 흡상이 가능

하다
(2)

.

3. 연구 적용 모델

Figure 3은 본 유동해석에 적용된 회전용적형 기어펌프

모델의 형상과 단면모습이다. 펌프 하우징 내에 대칭 형상

의 헬리컬 기어가 상하로 위치하고 구동축의 동력을 전달

받아 구동 로터가 회전하면 헬리컬 기어의 치합에 의해 종

Figure 1. Flow-chart for research.

Figure 2. Performance monitor of pump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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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로터가 회전하여 작동된다.

기어치의 개수는 각각 4개이고 기어의 외경은 190.4

mm, 내경은 114 mm이며 높이는 130 mm이다. 로터 형상

은 Figure 4에 도시하였다.

4. FVM에 의한 유체 유동 해석

4.1 FVM 해석 조건

본 연구의 FVM 유동해석은 Autodesk사의 Simulation

CFD ver. 2015를 사용하였다. 해석에 적용한 유체는 물이

며 밀도는 0.0009982 g/mm
3
, 점도는 0.001003 Pa · s이다.

펌프의 운전조건은 900 rpm, 1,000 rpm, 1,200 rpm으로 각

각의 운전조건에서 펌프 내부의 압력 변화와 토출부에서

의 유속을 확인하였다
(3)

.

유동해석에 사용된 계산영역과 격자(Mesh)시스템을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격자의 개수는 유체 속성의 격자

약 110만개, 로터와 하우징을 포함하는 솔리드 격자 약

110만개로 총 220만개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계산영역의 경계조건으로는 출구에 대기압 조건을 설정

하였고, 입구에 유속값을 적용하여 설계유량이 토출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1에 펌프의 운전조건과 흡입구의 유속,

설계유량, 입/출구의 직경을 나타내었다.

4.2 FVM 해석 결과

Figure 6은 FVM 해석 결과 중 유동경로를 나타낸 것이

다. Figur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른쪽 흡입구에서 유

입된 유체가 로터의 회전과 함께 토출구측으로 전혀 유송

되지 못하고 유입구측에서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해석 모델이 로터와 로터사이의 클리어

런스가 없으며 또한 2개의 로터와 하우징 사이의 클리어

런스도 없는 모델 자체의 특수성(유체의 정량 유송을 위한

인위적인 설계 때문에 유체 영역이 연속하게 격자가 구성

Figure 3. Appearance of positive displacement gear pump

model.

Figure 4. Appearance of rotor.

Figure 6. Schematic result of modeling by FVM.

Figure 5. FVM Grid System of positive displacement gear

pump model.

Table 1. Boundary & Operating Conditions

RPM
Designed flow

(LPM)

Inlet flow

velocity (m/s)

Inlet/Outlet

diameter (mm)

0,900 2,000 2.50 130/26

1,000 2,220 2.78 130/26

1,200 2,660 3.34 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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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펌프 내부의

유체영역이 완전히 밀폐되는 구조로 유체영역이 각각 분

리되어 유입되는 유체가 토출구측으로 유송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

이에 따라 본 펌프의 구조 특성상 체적 격자 시스템이

필요한 FlowSimulation CFD 프로그램의 적용은 불가하다

고 판단하여 격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 유체해석 방법

인 MPS 기법의 프로그램 Particleworks로 유동해석을 적

용하기로 하였다.

5. MPS에 의한 유체 유동 해석

5.1 MPS 해석 조건

앞서 언급한 FVM와 달리 MPS 해석은 격자 구성이 필

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 적용한 MPS 해석은 Prometech사

의 Particleworks를 이용하였고 FVM 해석과 동일한 모델

Figure 7. Pressure result of MPS analysis (1,000 rpm). Figure 8. Velocity result of MPS analysis (1,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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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유체의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로터

의 회전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 Motion 기능을 사용하였

다. 해석에 적용한 입자의 크기는 직경 7 mm로 설정하였

으며 이외의 사용한 유체와 유체의 물성치, 펌프의 운전조

건 및 경계조건은 모두 FVM 해석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의해 최초 펌프의 설계상 주요

특성값을 확인하고자 한 각각의 운전조건에서 펌프 내부

의 압력 변화와 토출부에서의 유속을 시뮬레이션 결과에

서 확인하였다.

5.2 MPS 해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에 따라 본 연구에서 900, 1,000, 1,200

rpm의 회전속도에 대해 유동해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7

은 1,000 rpm 운전 조건에서 로터가 초기 위치로부터 45
o

부터 90
o
까지 회전할 때 15

o
 단위로 내부 압력분포를 나타

내었다.

로터의 초기 위치는 구동로터와 종동로터가 y축에 정렬

하였을 때로 정의하였다. 기어치의 개수가 4개이므로 로터

가 90
o
 회전하였을 때 다시 초기 위치와 동일하게 된다.

Figure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로터가 회전하면서 기어치

와 기어치 사이의 완전히 밀폐된 공간으로 유체(입자)가

유송되고 45
o
와 90

o
에서처럼 기어치 사이의 공간으로 유

송된 유체가 토출부측의 유체와 합류할 때 체적의 증가로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60
o
와 75

o

에서 볼 수 있듯 기어치 사이로 유송되는 유체가 토출부의

유체와 합류하기 전까지 밀폐된 상태에서 로터의 회전에

의해 체적이 감소하므로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6)

.

Figure 8은 1,000 rpm 운전 조건에서 로터가 초기 위치

로부터 45
o
부터 90

o
까지 회전할 때 15

o 
단위로 유속을 나

타내었다.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45
o
와 90

o
에서 토출구를 통과한

입자의 속도가 60
o
와 75

o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내부압력이 높아지는 60
o
와

75
o
 구간에서 토출구를 통과한 유체의 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부 압력과 속도에 대한 경향 분석의 데이터 값

을 Figure 9에 펌프 내부압력과 토출부에서의 유속과의 관

계로 그래프를 도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해석모델은 로터의 회전(rpm)을 해

석에 적용하기 위해 Motion 기능을 사용하였고, Motion

기능을 사용하는 해석의 경우에는 정적인 상태(steady state)

가 아니므로 시간에 따른 transient 조건으로 해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transient 해석은 로터의 회전량을 각도 단위

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조건의 rpm을 로터가 1
o

회전할 때의 시간을 계산한 근사값으로 time-step을 지정

하였다. 따라서 1,000 rpm의 경우, 시뮬레이션 time-step은

0.000166초로 설정하였다.

FIgure 9의 내부압력과 속도 그래프에 의하면, 압력과

속도는 각각 로터가 45
o
 회전할 때 1회의 주기를 보인다.

따라서 로터가 1회전할 때 압력과 유속은 8회의 규칙적인

주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력과 속도의

관계는 비례하는 듯 보이지만, 유속이 압력보다 일정한 시

간(각도)만큼 지연되어 있다. 내부 압력을 측정한 위치와

유속을 측정한 위치는 Figure 8에 도시된 좌표계의 X축

방향(유동방향)으로 450 mm만큼 떨어져있다. 이 X축상의

거리를 입자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유속의 그래프

가 압력의 그래프보다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

속과 내부압력과의 관계는 일정시간 지연된 비례관계라

할 수 있겠다.

내부 압력 분포는 최소 압력 19.5 bar부터 최대 압력

44.6 bar 사이에서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며 평균압력은

33.9 bar로 확인되었다. 내부 압력의 주기를 통해 로터가

초기 위치에서 22.5
o
를 회전하는 동안 토출부측의 체적이

Figure 9. Pressure and velocity variation of MPS analysis (1,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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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압력이 증가하고 다시 22.5
o
를 회전하면서 로터

의 빈 공간으로 유입된 유체가 토출부 측의 유체와 합류할

때 체적의 증가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부 압력 주기를 통해 로터의 회전량이 초기 위치로

부터 22.5
o
에 근접했을 때 최고압력이 발생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출부측의 유속 분포는 최소 64.5 m/s부터 최고 속도

84.8 m/s 사이에서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며 평균 속도는

76.1 m/s로 확인되었다. 내부 압력의 최소값과 토출부 유

속의 최소값은 로터의 회전각 8
o
만큼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토출부 유속 주기는 로터가 8
o
 회전하는 시간인

0.001328초만큼 내부압력주기보다 지연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고압 회전용적형 헬리컬기어 펌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성능검증을 위한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고, 구조적 factor 값을 결정하기 위해 펌프

의 설계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차례 반복하여 진행하였으

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로터와 로터사이에 클리어런스가 없고 로터와 하우

징 사이에도 클리어런스가 없는 완전히 밀폐된 구조의

Motion 유동해석은 격자 구성이 필요한 FVM기법은 유체

유동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

을 가진 해석 모델의 경우는 격자구성이 필요없는 MPS기

법으로 해석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2) 펌프 내부 압력은 로터가 1회전할 때 8회의 유사한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며, 1,000 rpm 운전조건에서

평균압력은 33.9 bar이고 최소 압력은 19.5 bar, 최대 압력

은 44.6 bar로 확인되었다.

(3) 토출부 유속 또한 로터가 1회전할 때 8회의 유사한

주기의 반복 경향을 보이며, 1,000 rpm 운전조건에서 평균

속도는 76.1 m/s이고 최소 속도는 64.5 m/s, 최대 속도는

84.8 m/s로 확인되었다.

(4) 성능 검증과정을 통해 개발할 펌프에 대해 압력의

변화에 따른 유속과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

해 개발 제안한 펌프를 소방차에 장착할 경우 초고층 화재

에 대응이 가능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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