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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및 약 어 

 : Head [m]

 : Suction head [m]

 : Discharge head [m]

 : Total head [m]

 : Actual Head [m]

 : Manometric head [m]

: Depth [m]

: Height [m]

Pressure [bar]

 : Rotation [1/min]

LBP :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Specific gravity []

 : Pure efficiency

 : Volumetric efficiency

 : Manometric efficiency

 : Mechanical efficiency

 : Specific speed

cSt : Centistrokes

 : Efficiency of liquid with high viscosity

 : Correction factor for efficiency

LPG : Liquified Petroleum Gas

NPSH : Net Positive Suction Head

DNV : Det Norske Veritas

DOL : Direct 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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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UL : Underwriters Laboratory, USA 

USCG : United States Coast Guard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LNG : Liquified Natural Gas

OCIMF :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CR : Engine Control Room 

LNGC :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

RPM : Revolution Per Minute

WHP : Water Horse Power

SHP : Shaft Horse Power

PHP : Power Horse Power

CCR : Cargo Control Room

FPSO : Floating Production,Storage & Offloading

FSO : Floating Storage & Offloading

VSD : Variable Speed Drive

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AFE : Active Front End

LO : Lubricate Oil

FO : Fuel Oil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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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 Medium Voltage

H/V : High Voltage

MCC : Motor Control Center

SG : Specific Gravity

HI : Hydraulic Institute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USA)

F/C : Frequency Converter

MSBD : Main Switchboard

SAMS : Ships Alarm Monitoring Systems

ASME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DCS : Distributed Control System

MR : Medium Range

Capex : Capital Expenditures

Opex : Operating Expense



- VI -

그 림 목 차 

Fig.2.1     Pump head - general

Fig.2.2     Pump head – actual head

Fig.2.3     Turbo type pump

Fig.2.4     Volute pump and turbine pump    

Fig.2.5     Single suction & double suction pump  

Fig.2.6     Double stage pump  

Fig.2.7     Multi stage pump

Fig.2.8     Horizontal and vertical pump 

Fig.2.9     Sectional drawing of mixed flow pump 

Fig.2.10    Impeller and water flow-mixed flow pump 

Fig.2.11    Detail drawing of axial flow pump   

Fig.2.12    Picture of horizontal axial flow pump 

Fig.2.13    Detail drawing of reciprocating pump 

Fig.2.14    Detail of gear pump 

Fig.2.15    Detail of parallel gear pump 

Fig.2.16    Detail of helical gear pump 

Fig.2.17    Detail of sliding vane pump  

Fig.2.18    Detail of mono pump

Fig.2.19    Detail of quimby pump

Fig.2.20    Detail of imo pump

Fig.2.21    Detail of frictional pump

Fig.2.22    Detail of jet pump

Fig.2.23    Detail of air lift pump

Fig.2.24    Conventional cargo pump schematic & pump room

Fig.2.25    Cargo auto stripping system 



- VII -

Fig.2.26   Ring main cargo pumping system diagram

Fig.2.27   Cargo pump and turbine fabrication 

Fig.2.28   Cargo pump and motor fabrication – horizontal

Fig.2.29   Stuffing box detail                             

Fig.2.30   Cargo pump drive (steam turbine & electric motor)

Fig.2.31   Cargo pump drive (steam turbine detail)

Fig.2.32   Stripping pump detail 

Fig.2.33   Cargo pump control-schematic

Fig.2.34   Shop test facility diagram             

Fig.2.35   Explosion proof curve

Fig.2.36   Temp. control system       

Fig.2.37   Example of temp.control device               

Fig.2.38   Temp. monitoring system-gauge board 

Fig.2.39   Ventilation of cargo pump room                           

Fig.2.40   Gas monitoring system in pump room     

Fig.2.41   Cargo pumping systems – schematic

Fig.2.42   Hydraulic fittings for hyd. cargo pump

Fig.2.43   Hydraulic cargo pumping systems

Fig.2.44   Detail of mechanical seal and test

Fig.2.45   Hydraulic cargo pump detail        

Fig.2.46   2 D/E +2 electric motor driven type(45K)

Fig.2.47   3 electric motor driven type(20K PC) 

Fig.2.48   Fuel tank design for engines                 

Fig.2.49   Hydraulic powerpack room design

Fig.2.50   Cargo pump control concept for hyd.motor driven

Fig.2.51   Deck heater-plate type heat exchanger 

Fig.2.52   Cargo pump operation 



- VIII -

Fig.2.53   Cargo pump operation curve     

Fig.2.54   Hydraulic oil operation temperature

Fig.2.55   Cargo pumping system-cargo,slop and ballast pump

Fig.2.56   Cargo purging procedure 

Fig.2.57   Cargo stripping procedure 

Fig.2.58   Deepwell pump-DL type

Fig.2.59   Deepwell pump-DL type capacity  

Fig.2.60   Deepwell pump –MDP type capacity                    

Fig.2.61   Deepwell pump-CKL for chemical and FPSO

Fig.2.62   Deepwell pump-DW type 

Fig.2.63   DW pump-multi suction pump & molten sulphur pump

Fig.2.64   DWG cargo & booster pump for LPG carrier

Fig.2.65   DWG pump-shaft seal arrangement             

Fig.2.66   DWG pump - pipe stack with radially split house 

Fig.2.67   Deepwell pump-string test facility & test tower 

Fig.2.68   Deepwell pump-inline diagram VSD

Fig.2.69   Deepwell pump-booster pump with VSD

Fig.2.70   Frequency converter-product range       

Fig.2.71   Liquid cooling unit, PI circuit 

Fig.2.72   Liquid cooled is compact & less power loss

Fig.2.73   Liquid cooled is compact & less noise 

Fig.2.74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 concept

Fig.2.75   THD – filter and AFE design

Fig.2.76   Full lift pump-DOL start (single speed)  

Fig.2.77   Full lift pump-multi drive(variable speed)                

Fig.2.78   Lift pump/DOL start +booster pump/multi drive 

Fig.2.79   LNG pump   



- IX -

Fig.2.80  LNG pump detail            

Fig.2.81  Structure of cryogenic pump     

Fig.2.82  Test facility of cryogenic pump

Fig.2.83  Sea water lift pump & performance curve

Fig.2.84  Caisson pump installation

Fig.2.85  Engine driven fire pump typical

Fig.2.86  Pump combined performance curve

Fig.2.87  Engine driven fire pump containerize

Fig.2.88  Typical of engine driven fire pump skid              

Fig.2.89  Engine driven deepwell fire pump

Fig.2.90  Engine driven deepwell fire pump detail

Fig.3.1   Electric deepwell pump installation

Fig.3.2   Hyd. submergible cargo pump

Fig.3.3   Different part of the two cargo handling system

Fig.3.4   Standard ANSI/HI 1.1-1.5-1994 from Hydraulic Institute,USA

Fig.3.5   Pumping of liquids with high viscosity

Fig.3.6   Detail drawing of cargo pump-CKL

Fig.3.7   Detail drawing of cargo pump-DW

Fig.3.8   Detail drawing of cargo pump installation  

Fig.3.9   Detail drawing of process pump installation  

Fig.3.10  P&ID of various pump for FPSO

Fig.3.11  P&ID of cargo pump for FPSO

Fig.3.12  Electric single line diagram                             

Fig.3.13  Transformer wiring diagram             

Fig.3.14  Single line diagram_matrix control

Fig.3.15  Single line diagram_ballast pump with soft starter

Fig.3.16  Main switchboard with 3 frequency converters



- X -

Fig.3.17  Transformer cabinet

Fig.3.18  FPSO switchboard room layout_air cooled drive

Fig.3.19  FPSO switchboard room & hyd. powerpack room layout

Fig.3.20  Detail pump of performance curve_DW pump        

Fig.3.21  Cargo pump operation range curve              

Fig.3.22  Reading on H-Q curve                    

Fig.3.23  Cargo pump installation procedure-alignment

Fig.3.24  Cargo pump installation procedure-laser beam

Fig.3.25  Alignment of dome                        

Fig.3.26  Laser & pump alignment sheet

Fig.3.27  Mark laser point & dome planeness                       

Fig.3.28  Alignment of allowance & guide plate support welding

Fig.3.29  Mounting of pump                         

Fig.3.30  Mounting of electric motor

Fig.3.31  Mounting of motor-oil filling

Fig.3.32  Pump lifting – head maintenance   

Fig.4.1   Elec. & hyd.motor driven cargo pump operation curve

Fig.4.2   Air cooled converter room

Fig.4.3   Air cooled converter application cert

           



- XI -

표  목  차

Table 3.1  Main characteristics of vessels 

Table 3.2  Dimensional criteria of cargo handling system 

Table 3.3  Main items of cargo pumping system             

Table 3.4  Power requirements of generator power  

Table 3.5  Annual hours in different operating mode

Table 3.6  Space requirements

Table 3.7  Weight comparison (Kg)

Table 3.8  Initial cost (USD)

Table 3.9  Annual operating cost (USD)

Table 3.10 Total economy as annual cost (USD)

Table 3.11 Viscosity calculation, DL125, 800 cSt

Table 3.12 High viscosity liquid pump operation

Table 4.1  Initial cost (USD)

Table 4.2  Annual operating cost (USD)

Table 4.3  Total economy as annual cost (USD)

Table 4.4  High viscosity liquid pump operation



- XII -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Electric Driven Cargo Pumping System to Ships

Dong-Ju Cho

Department of Marine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ompare two cargo handling systems 

on MR tanker and Panamax tanker. Submerged hydraulic cargo pumps 

with hydraulic powerpacks (Hydraulic Systems) and frequency 

converter controlled electric deepwell pumps (Electric Systems) will 

be investigated and compared on all aspects of initial cost,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The result of investigation shows Electric Systems have less 

manufacturing costs, higher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reliable 

operation compare to Hydraulic Systems. Furthermore, the present 

experimental data will provide important database for Electric 

Systems onboard new ships and practical and empirical guidelines are 

constructed for further determine the design of the Electric 

Systems.

 As a practical installation of Electric Systems, one of TOTAL FPSO 

and Teekay FPSO, some design criteria like air cooled converter room 

design, high viscosity operation, operation procedures and deepwell 

pump installation we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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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vironmental aspects are of great importance today, and this 

report concludes that energy consumption clearly favors Electric 

Systems compare to Hydraulic System. On the two reference vessels, 

annual fuel saving in generating the needed cargo discharge power 

can be estimated up to 17 % savings compare to Hydraulic System.

It is also possible that hydraulic oil pipes on deck could corrode 

and leak oil and subsequently be responsible for an oil spill. 

Following main features for Electric Systems can be listed:

 Environmental friendly

 Proven record from FPSO, LPG ships & Chemical Tanker

 Less maintenance cost compare to Hydraulic Systems

 Stepless control by frequency converter

 Less total weight and less noise than Hydraulic Systems

 Improved efficiency compare to Hydraulic Systems

 Electric Systems can be fully utilized to handle liquids in a big 

specific gravity and high viscosity variation range.

 Finally, this report carried out an extensive economically 

analysis, based on Capex* and Opex*, and concluded that savings could 

be made by specifying Electric Systems on the two reference vessels 

and FPSO project. Economical analysis has been based on new built in 

Korea.

* Capex; Capital Expenditures,  Opex ; Operating 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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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중소형 케미컬 탱커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가   

국내 조선소의 설계표준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펌프 및 유압라인 설치에 

많은 비용이 추가되고, 선박의 운항 중에도 유압장치 관련 추가적인 유지

보수비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형 케미컬 

탱커선의 경우 전동기 구동형 카고 펌프에 대한 검토 및 실적이 많지 않아 

처음 적용하는 조선소들은 초기 적용을 우려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점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적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중소형 탱커선과 FPSO선박에 적용된 실제사례를  

인용하여 견적업무 및 설계시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 질 수 있도록 전동

기 구동 카고 펌프에 대한 설계 자료를 새로 개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며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설계 적용관련 국내외 연구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지만 국내 일부 조선소 및 해외 일부 조선소에서 설계 적용

한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향후 선박설계에 쉽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개발하고자 연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펌프에 대한 기본이론의 이해를 통하여 탱커선에 적용되어 지거나 적용되

어질 수 있는 카고 펌프의 종류를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된 사례를 분석  

연구하였다. 국내조선소에서 많이 건조되는 두 가지 선형 즉, 핸디사이즈 

탱커(45K)와 파나막스 탱커(75K)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카고 펌프 설계 및 

생산 그리고 전체 비용이 선형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과 차이가   

있는지 본인의 설계경험과 선진 펌프회사의 실제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탱커선의 초기 기본설계에서 생산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선소 관련부서

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적용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연구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였다.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운전의 필수 요소인 인버터 채용으로 원활한 화물

하역이 가능 하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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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설계 사례를 통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와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고비중 고점도 액체의 운전에 대한 이

론적 계산을 통하여 전동기 구동 펌프운전의 장점을 비교 연구하였고 FPSO 

실적선에 적용된 설계사례를 인용하여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에 대한 실제

적용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향후 카고 펌프 설계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한다.

1.2 연구 내용 

 검토 선박으로는 소형선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45K와 75K를 선정하였고 

초기비용은 구매비용과 설치비용으로 나누어지며 구매비용은 조선소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의 총 구매비용을 말한다. 가격은 시장상황이나 업체 간  

경쟁과 관련이 있지만 조사시점에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와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가격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같은 시스템이라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번 가격 조정한 실제 계약가 기준을 사용   

하였다.

 설계기준 및 관련 자료는 핀란드 델타마린(Delta Marin)사에서 만든 자료

집의 일부를 참조하였고 기타 비교선형관련 자료는 국내조선소 실적자료 

그리고 펌프회사의 견적 및 설계 자료를 직. 간접으로 참조하였다. [1] 

생산비 및 운전비에 대해서는 조선소와 델타마린사의 자료를 비교하여   

선형대비 비례 값으로 얻어진 일부자료는 가정되었음을 첨언한다. 그리고 

FPSO 설계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호선에 적용된 것으로 일부 제한적이

긴 하지만  향후 설계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검토한 호선은 2010년 건조된 토탈(TOTAL) FPSO 와 2011년  건조 중

인 노르웨이 회사의 FPSO 건조시 적용되었던 자료를 연구 분석하였고 전동

기 구동 카고 펌프 회사와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신조선 선박건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자료는 실제 설계 적용된 자료들로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실무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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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내용 중 일부는 본인의 설계실무 경험과 여러 조선

소의 실제 적용사례를 수정 보완하여 좀 더 개발된 연구 자료로 만들어졌

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펌프의 일반이론 및 펌프의 종류를 정리 

요약하였고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카고 펌프의 종류에 대하여 선박

의 종류별 실적선 설계적용 사례를 예로 들어 실제 펌프설계 적용에 있어  

이해가 쉽도록 하였고 추가로 LNG펌프와 해수펌프 그리고 엔진구동 소화  

펌프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예로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45K 케미컬탱커와 75K 파나막스 탱커에 적용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와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실제 설계적용 사례에서 자재비와 

설치비 그리고 운전비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정량적인 수치 비교를  

통하여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고, 고비중 고점도 

액체이송에 대하여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운전이 유압모터 구동보다 같

은 전력량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전되는지 정량적인 계산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실제 FPSO 선박에 적용된 펌프설계 사례를 알아보고 설치방법을 포함하여 

운전자 측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우수성을 직접 연구 검토하여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4장에서는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제성과 적용방안을 예로 들어 분석  

정리 하였고 제5장에서는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장점을 총 정리하여  

설계의 방향과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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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펌프이론 및 종류

2.1 펌프 이론  

 기체 또는 액체상태의 유체를 흡입하여 다른 쪽으로 어내거나 송출하도

록 만든 기계로 낮은 곳의 액체를 끌어올려서 높은 곳 또는 압력이 있는 

용기에 보내는 장치를 펌프라 말하며 기본용어는 다음과 같다. 

 수두(양정,head,m): 펌프가 물을 끌어 올리거나 내보낼 때의 높이

 흡입수두(suction  head, Hs): 펌프의 중심에서 수면아래까지의 수직거리

 토출수두(delivery head, Hd):펌프의 중심에서 위 수면까지의 수직거리

 전 수두(total head,H): 흡입수두와 토출수두의 합

 유량(Q) :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펌프 및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기본

적인 요소로서 배관경 및 양정산출은 물론 유량에 따라 펌프의 대수 및  

형식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단위는 m3/h 를 사용한다.

 펌프가 흡입할 수 있는 물의높이는 표준대기압에서 이론적으로 10.33 m 

이나(토리첼리진공- Torricellian vacuum) 관내의 저항(손실수두)이나   

유체증기압 등으로 실제 5-7 m가 가능한데 이것이 펌프의 원리이다.[14]

Fig.2.1 Pump head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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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양정의 기본의미는 토출양정과 흡입양정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실양정 Ha (actual head)은 양수 장치에서 펌프를 중심으로 흡입액면으로 

부터 송출액면까지 수직높이를 실양정이라 한다. 흡입 실양정은 펌프의  

중심선으로부터 흡입액면까지 수직높이 Hs (actual suction head)를 말하

고 송출 실양정은  펌프 중심선으로부터 송출액면까지의 수직높이를 송출 

실양정 Hd (actual discharge head)이라 한다. 즉, Ha = Hs + Hd를 말한

다. [14] 

Fig.2.2 Pump head – actual head 

 계기양정 Hm (manometric head)은 단순히 펌프가 유체를 이동시킨 결과만 

이야기한 것이며, 실제로 유체가 흡입관과 송출관 속을 흐르기 때문에   

마찰저항을 이겨낼 만한 동력을 펌프가 부담해야 하고, 또한 송출관으로부

터 수조에 방출하여 손실에 상당하는 잔류속도 수두도 펌프가 감당해야 할 

동력이 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 것이 펌프를 중심으로 가능한 가까운  

위치의 흡입관측에 진공계기, 송출관 측에 압력계기를 부착하여 각 계기의 

결과 값으로 양정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기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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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양정 Ht (total head)은 실양정에 토출관계의 손실수두 그리고 흡입관

계의 손실수두에 잔류 속도수두를 합한 수두를 말하여 아래식과 같다.

Ht = Ha + Hfd +Hfs + ho

Ha : 실양정

Hfd : 토출관계의 손실수두

Hfs : 흡입관계 손실수두

ho : 잔류 속도수두 (V2/2g)

 펌프의 효율은 제작사로부터 직접효율을 조사하고 가급적 높은 효율의  

펌프가 설계되도록 하고, 운전 빈도가 큰 운영 전양정 점에서 효율이 최고

효율점이 되도록 펌프를 선정하고, 전체 운전범위에서 높은 효율로 운전되

도록 결정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전효율 (pump efficiency, )은 펌프가 액체에 대하여 행하는 이론동력

을 수동력(WHP; water horse power),실제 토출량을 Q(m3/h),양정을 H(m),

액체의 비중량을 (kgf/m
3)라 하면, 수동력(WHP)은

  ×
 ××

    ×
××

  

 실제 펌프를 운전하는 데에는 수동력보다 펌프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손실만큼 더 큰 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축동력(SHP;shaft horse power)또는  

제동마력 (BHP; break horse power)이라 한다. 따라서 전효율은 

 


××
××  

 체적효율(volumetric efficiency,)은 이론적 토출량 Qth 실제 토출량을 

Q라 하면, 체적효율은

 




  
 




ql 은 펌프 출구로부터 입구로의 역류, 수 부로부터 외부로의 누설 등에 

의한 토출량의 감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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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계 효율(manometric efficiency,)은 펌프가 발생하는 이론적   

양정을 Hth 라 하면   
  이다.

 수력효율(hydraulic efficiency,)은 수동력대 펌프마력의 비 즉,수동력

/펌프마력으로 펌프가 이론적으로 행하는 일은 Qth (m3/min)를 Hth (m)까지 

올리는 것이며 이것을 펌프마력 (PHP,pump horse power)라 한다.

 ×
 ××       


  

 기계효율(mechanical efficiency,)은 펌프마력과 축동력 비를 말하며, 

 





 



Pl 은 펌프내 기계손실 동력을 의미한다.

 펌프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토출량, 비교회전도, 회전수가 있고, 

토출량은 필요유량의 10 ~ 20%의 여유로 선정하여야 한다. 비교 회전도는 

한 회전차의 모양이 상사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바꾸어 단위 송출량에

서 단위양정을 내게 할 때 그 회전차에 주어져야 할 회전속도를 비교 회전

도(specific speed)라 한다. 결정된 유량과 양정조건하에서 최적특성의  

펌프임펠러를 설정하기 위해 비속도를 계산한다.

 


  회전수 min   

 회전수는 전동기의 극수와 함께 결정되며, 회전수가 정해지면 전양정과  

유량이 앞에서 결정되었으므로 비속도가 정해져 펌프의 특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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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은 제작사로부터 직접효율을 조사하고 가급적 높은 효율의 펌프가   

설계되도록 하고, 운전 빈도가 큰 운영 전양정 점에서의 효율이 최고 효율

점이 되도록 펌프를 선정하고, 전체 운전범위에서 높은 효율로 운전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소요 동력은 축동력을 계산해서 펌프가 운전되는 설계 

전 양정부터 최소 전양정 내에서 최대량을 산출해야 한다. 

 펌프운전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대책에는 공동현상(cavitation)이 있고  

이는 물의 관 유동에서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증기압보다 낮을 때 증기가 물과 분리되어 기포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펌프의 흡수면 사이의 수직거리가 부적당하게 너무  

길 때 그리고 펌프의 회전차 회전이 너무 빨라 물이 과속이나 유량증가 때 

회전차 내에서 발생한다. 방지법으로는 펌프의 흡입영정을 짧게, 압축펌프

를 사용하거나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리고 펌프의 회전

수를 낮추어 흡입 비속도를 적게 한다. 양 흡입펌프 사용이나 2대 이상의 

펌프 사용 그리고 손실수두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수격현상(water hammer)은 관속을 충만하게 흐르는 액체속도의 급격한   

변화 시 심한 압력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진동과 소음을 동반한다.

방지책으로는, 관내 유속을 낮게(관의 직경을 크게),급격한 유속방지를  

위해 플라이휠(flywheel)설치 그리고 조압수조(surge tank)설치나, 밸브의 

위치를 송출구 가까이에 설치한다.

 맥동현상(surging) 펌프 운전 시 규칙적으로 운동,양정,토출량이 변화하

는 현상으로 송출압력과 송출유량의 주기적인 변동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다. 발생 원인으로 펌프 양정곡선이 산고 곡선이고 산고 상승부에서 운전 

시, 배관 중에 물탱크나 공기탱크가 있을 때, 유량조절 밸브가 탱크 뒤쪽

에 있을 때 발생한다. 방지법으로는 펌프내의 양수량 증가, 임펠러의 회전

수를 변화하거나, 회전차 내를 통과하는 유량이 항상 일정유량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송출관내의 잔류공기 제거하고 관로의 단면적, 유속,  

저장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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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펌프의 종류  

 펌프의 종류에는 크게 터보형 펌프, 용적형 펌프 그리고 특수형 펌프가  

있고, 터보형 펌프에는 그림 2.3과 같이 임펠러를 케이싱 내에서 회전시켜 

액체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펌프로 원심펌프, 사류펌프 그리고 축류펌프가 

있다.[14]

        centrifugal          mixed flow         axial flow pump 

Fig.2.3 Turbo type pump

 원심펌프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액체에 압력 및 속도에너지를 주는 

펌프를 말하며 토출량과 토출압력이 맥동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일정량을 

얻을 수 있고 사용범위가 넓다.

 안내 깃 유무에 따라 그림 2.4와 같이 볼류트 펌프와 터빈펌프가 있으며, 

볼류트 펌프는 회전차 바깥둘레에 안내깃이 없고 바깥둘레에 바로 접하여 

와류실이 있는 펌프로 일반적으로 임펠러 1단이 발생하는 양정이 낮은 것

에 사용한다. 그리고 터빈펌프는 임펠러 바깥둘레에 안내깃을 가지고 있는 

펌프로 일반적으로 양정이 높은 곳에 사용한다.[14]

Fig.2.4 Volute pump and turbin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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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방식에 따른 분류에는 그림 2.5와 같이 편흡입 펌프는 임펠러의 한쪽

에서만 흡입하고 양흡입 펌프는 회전차의 양쪽으로 흡입하고 흡입양정에 

비해 요구되는 송출유량이 비교적 적은 펌프는 단흡입 임펠러를 사용하고, 

송출유량이 많은 펌프는 양흡입 임펠러를 사용한다.[14]

Fig.2.5 Single suction & double suction pump

 
 단 수에 따른 분류에서 단단(single stage) 펌프는 1개의 임펠러를 갖는 

펌프이고 다단(multi stage) 펌프는 그림 2.6과 같이 펌프 한대에 여러  

개의 임펠러를 같은 축에 배치하여 1단에서 나온 액체를 2단에서 그리고 

그 다음 단으로 계속 연결되는 펌프, 즉 펌프의 요구 양정이 작은 경우는 

한 개의 임펠러로 요구 양정을 얻을 수 있으나 요구 양정이 커짐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임펠러를 사용하여 단수를 증가시켜 요구 양정을 얻을 수 있

고 심지어 20단에 이르는 것도 있다.[14]

Fig.2.6 Double stag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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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 Multi stage pump 

 
 펌프 축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그림 2.8과 같이 횡축펌프는 펌프축이 수평

이고 대부분 횡축펌프를 사용하고, 종축펌프는 펌프축이 수직이고 선박에

서는 설치장소 제약으로 인하여 표준으로 적용한다. 일부 FPSO선에 미국 

석유기구기준(API)펌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종축펌프 모델이 없을 경우  

부득이 횡축펌프를 사용한다. 횡축펌프는 펌프효율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종축펌프에 비하여 유리하다.[14]

Fig.2.8 Horizontal and vertical pump 

 사류펌프(mixed flow pump)는 원심펌프와 축류펌프의 중간 형태를 갖고 

있고 원주 속도 및 상대속도로 가압하는 펌프로 그림 2.9, 그림 2.10과 같

고 축류펌프와 구조가 거의 같거나 임펠러 모양은 물이 축과 경사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있으며 저양정 대유량에 사용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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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9 Sectional drawing of mixed flow pump 

Fig.2.10 Impeller and water flow-mixed flow pump  

 축류펌프는 유량이 대단히 크고 양정이 낮은(10 m이하) 경우, 비교회전도

(ns)가 1000 (m3/min,m,rpm)이상의 경우에 적합한 터보식 펌프이며, ns의 

증가에 따라 회전차 내의 유동방향은 반경류형 으로부터 사류형, 축류형으

로 이행하는데 축류펌프는 유동의 방향이 회전차의 입구와 출구에서 축  

방향으로 진행한다. 축류펌프는 그림 2.11과같이 깃의 양력에 의하여 유체

에 속도에너지 및 압력에너지를 부여하여 유체는 회전차 내를 축 방향으로 

유입하고 유출된다.

 축류펌프의 특징으로는 비교회전도가 크므로 저 양정에서도 회전수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원동기와 직결할 수 있고,유량이 큰데 비하여 형태가 

작아 설치면적과 기초공사 등에 이점이 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펌프내의 유로에 단면변화가 적으므로 유체손실이 적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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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1 Detail drawing of axial flow pump 

Fig.2.12 Picture of horizontal axial flow pump  

 용적형 펌프에는 왕복운동에 의하여 실린더 내를 진공으로 만들고 이   

진공으로 흡입된 유체에 압력을 주어서  토출시키는 왕복식 펌프와 피스톤

의 역할을 회전자가 대신하여 유체를 일정량 토출할 수 있게끔 하는 회전

식 펌프가 있다.

 왕복식 펌프(reciprocating pump)는 흡입밸브와 송출밸브를 장치한 실린

더 내에서 피스톤 또는 플랜져를 왕복 운동시켜 송수하는 펌프로 소용량. 

고양정 펌프로 사용된다. 그러나 왕복운동에서 생기는 송수압의 변동이  

심하므로 토출량의 변화가 있으며 수량조절이 어렵다. 구조상으로 볼 때 

저속운전에 유리하고 피스톤 펌프, 버킷펌프, 플랜져 펌프로 분류한다.  

왕복펌프의 송출유량은 피스톤 또는 플랜저의 위치에 따라서 변동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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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유량 및 송출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실을 설치한

다.[14]

Fig.2.13 Detail drawing of reciprocating pump

 회전식 펌프(rotary pump)는 피스톤의 역할을 회전자가 대신하여 유체를 

일정량 토출할 수 있는 펌프로 용적형 펌프의 한 예로 아래와 같은 종류의 

펌프가 있다.

 기어펌프는 그림 2.14처럼 케이싱 속에 구동기어가 종동기어를 구동시키

면서 서로 맞물고 회전하면 펌핑작용이 일어나 액체를 흡입축에서 송출축

으로 어내는 펌프로 저수두 대용량에 적합하다.[14]   

Fig.2.14 Detail of gea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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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치차 펌프는 그림 2.15처럼 외치 평기어가 케이싱 내에서 맞물리는   

구조의 펌프로 케이싱 안에서 서로 맞물려 회전하는 2개의 기어사이로   

흡입된 액체는 기어의 맞물림에 의해 압출되어 송출축으로 운송하는 저속

운전용 펌프이다.[14]

Fig.2.15 Detail of parallel gear pump

 헬리컬치차 펌프는 그림 2.16처럼 평기어 펌프에 비하여 이의 맞물림이  

좋아 정숙한 운전이 되며 고속운전이 가능하며 기름, 물 등 액체를 이송하

는 데에도 이용한다.[14] 

Fig.2.16 Detail of helical gear pump 

 슬라이딩 베인 펌프는 그림 2.17처럼 원통형 케이싱, 원주형 회전자

(rotor) 및 회전자  원주면에 가공된 흠이 있는 평판형 날개(vane)로 구성

되고 회전자가 회전하면 회전자의 원주면에 가공된 홈의 내부에 있는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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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심력에 의하여 케이싱의 내면에 착하여 회전한다. 

회전자가 반회전할 동안 케이싱, 회전자, 베인및 양측 면에 의하여 폐 

된 공간이 커지면서 흡입구로부터 유체를 흡입하고, 다음 반회전 동안은 

공간이 작아지면서 흡입한 유체를 송출구로 어낸다. 이 펌프의 장점으로

는  

 토출압력에 맥동이 적고 베인이 마모하여도 압력이 저하되지 않는다.

 용량에 비하여 형상이 작아 구성부품수가 적고 또한 그들의 모양이 단

순함으로 고장이 적고 보수가 용이하다.[14]

Fig.2.17 Detail of sliding vane pump

 
 나사펌프는 나사모양의 회전자를 케이싱 속에서 회전시켜 케이싱과 나사

사이에 갇힌 유체를 축방향으로 이송하는 펌프로 나사봉수에 따라 모노,   

큄비, 이모펌프가 있고 고속운전의  비교적 큰 유량에 적합한 펌프이다.

 모노펌프는 그림 2.18처럼 하나의 축에 나사를 가공하고 이것에 끼워진   

원통 내에서 축을 회전시키는 펌프이다.[14]

Fig.2.18 Detail of mon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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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큄비펌프는 그림 2.19처럼 두개의 나사봉에 맞물려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서 한쪽 나사 골 안의 액체를 나사산으로 어내는 방식을  

말하고 동체중앙에 액체의 입구가 있고 액은 좌우로 갈라져서 봉의 양끝으

로 가며 여기에서 양 나사봉의 물림에 들어가 나사봉의 회전과 함께 다시 

중앙에 모여 반대쪽으로 나간다.[14] 

Fig.2.19 Detail of quimby pump 

 이모펌프는 가장 대표적인 나사펌프로 평행 3축형 나사펌프로 그림 2.20 

처럼 주나사와 이것에 물리는 2개의 종나사가 대칭적으로 조합되어있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함으로서 나사골 안에 있는 액을 어낸다. 주나사

와 종나사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으며, 종나사는 송출 측에 발생한 액체

압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주나사에서 종나사로의 힘의 전달은 이루어지

지 않는다. 선박에서는 연료유, 윤활유 이송용 펌프에 널리 사용된다.[14]

Fig.2.20 Detail of IM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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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 펌프에는 마찰펌프, 분사펌프 그리고 기포펌프가 있고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마찰펌프(frictional pump)는 와류펌프(vortex pump) 또는 제작 회사명

을 따서 웨스코(Wesco)펌프라고도 하며, 그림 2.21처럼 회전원판의 원주에  

깃의 역할을 하는 다수의 홈이 새겨져있는 회전차와 케이싱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깃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원심력에 의하여 와류를 만들어 그 에너지

에 의하여 액을 송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홈이 헝클어져 마찰을 일으킴

으로서 액체에 선회작용을 일으키고 따라서 액체가 흐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펌프는 1개의 소형로터로서 우수한 여러 단의 

원심펌프에 필적하는 양정을 낼 수 있으므로 소용량, 높은 양정에 널리  

사용된다.[14] 

Fig.2.21 Detail of frictional pump 

 분사펌프(jet pump)는 그림 2.22처럼 노즐을 통하여 유체를 분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진공압을 이용하여 유체를 흡인, 이송하는 장치의 펌프로 

장점은 운동부분이 없어 고장의 우려가 적고, 형태가 작아서 설치공간이 

작아도 되고, 흙탕물, 오수 등을 이송하는 데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 

하지만 펌프효율이 10-20 % 정도 낮은 것이 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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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펌프는 일반적인 액체 수송용 펌프로서의 역할보다는 폐용기 내부

의 진공을 유지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선박에서는  

비상소화 펌프와 같은 곳에 공기가차서 펌핑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되는 

펌프로 입구측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로 사용된다. 

[14] 

Fig.2.22 Detail of jet pump  

 진공펌프는 타원형 단면을 갖는 케이싱 내에 회전차를 회전시켜 적당량의 

물을 순환할 때 발생하는 진공작용을 이용하여 기체의 흡입과 배출을 행하

는 펌프의 프라이밍이나 화학 공업 등의 배기. 진공발생 및 가스압송에  

이용된다.

 기포펌프(air lift pump)는 그림 2.23처럼 압축공기를 공기관을 통하여  

양정관 속으로 혼입시키면 양정관 속은 물보다 가벼운 기체, 액체의 혼합

체로 되어 부력의 원리에 따라 관외의 물에 의하여 양정관 입구의 물을 

어 올린다. 이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여 물속에 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고장 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이 장점으로 물을 이송하는 도중에 물

속에 공기를 다량 용해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펌프의 효율이 

낮은 것(15-30 %)이 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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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처리 장치에서 오수이동용 펌프로 또는 어류양식장에서 물 순환용  

펌프로 사용 가능하다.[14] 

 공기압축기축동력
수동력




Fig.2.23 Detail of air lif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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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카고 펌프

2.3.1 펌프룸 카고 펌프 (pump room cargo pump)

  대용량, 고수두가 요구되는 대형유조선 (VLCC) 과 탱커선의 경우 전형적

인 펌프룸 방식이 주로 사용하고 원심펌프의 구동원은 스팀터빈이나 전동

기를 주로 사용한다. 별도의 펌프 룸에 펌프를 그리고 기관실에 드라이브

인 전동기나 터빈을 긴축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축펌프 외에 효율에서 유리한 횡축펌프도 소형   

유조선에 변속운전이 가능한 인버터드라이브나 투 스피드 운전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림 2.24는 전형적인 펌프룸 펌프의 구조와 펌프룸에 설치되는 펌프관련 

배관 개통을 보여주고 있다. 카고 펌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공기/가스 

세퍼레이터(air gas separator)시스템을 그림 2.25처럼 적용하면 원활한 

카고 펌프 운전이 가능하다. 원리는 카고 펌프 주입구에 공기양이 많아지

면 진공펌프의 작동으로 펌프 주입구의 공기를 추출해 물로 채워주는 효과

로 인해 펌프 흡입효율을 개선하여 자동 스트리핑 방식이라 한다.

[14][16] 

 
Fig.2.24 Conventional cargo pump schematic & pump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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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5 Cargo auto stripping system  

                     
 그림 2.26은 전형적인 카고 펌프의 배관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고 두 종류

의 카고를 하역할 수 있는 구조로서 펌프 수에 따라 카고 종류를 다르게 

할 수 있어 소형 탱커선에서 대형유조선까지 적용가능하다. 링 메인 카고 

시스템으로 되어있지만 전형적인 케미컬 카고 운전의 경우 펌프 수에 따른  

 카고 수만큼 별도 하역할 수도 있다.[14]

Fig.2.26 Ring main cargo pumping system diagram 



- 23 -

 카고 펌프는 펌프룸에 설치하고 터빈은 기관실에 그림 2.27과같이 설치되

며 별도의 긴축으로 연결되고 데크 관통부분은 완전한 폐가 되어야    

한다. 회사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완전한 폐는 설계의 기본으로 적용된

다. 샤프트 연결방식은 왼쪽은 고정형 데크 스터핑박스 (deck stuffing 

box)를 사용하는 신코 (shinko)와 현대펌프 그리고 오른쪽은 유니버설조인

트인 카단 (cardan)샤프트를 사용한 햄워디 방식이 있다. 카단 샤프트방식

의 장점은 설치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16][19][20]

 Fig.2.27 Cargo pump and turbine fabrication 
              
 그림 2.28은 일부 소형 탱커 선에 적용하는 수평형 카고 펌프로 펌프룸   

구조가 일자형으로 단순하며 설치가 쉽고 효율이 좋아 적용이 증대되고 있

다. 투 스피드나 인버터구동 전동기로 운전하면 대형 탱커 선에도 스팀터

빈방식과 같은 운전이 가능하여 일부 펌프회사에서 향후 프로젝트에 적용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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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8 Cargo pump and motor fabrication-horizontal 

 카고 펌프의 구동원에는 스팀터빈 또는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를 카고  

펌프룸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 방폭형 전동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엔진룸에 설치된 전동기로 카고 펌프를 구동

하는 경우 카고 펌프룸은 위험구역의 가연성가스가 기관실로 역류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데크 스터핑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2.29와 같이 스터핑박스는 가연성가스가 엔진룸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치하는 장치로 오일바스(oil bath)형과 미케니컬 실등 다양한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 비용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오일바스 타입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14] 

Fig.2.29 Stuffing box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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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CC의 경우 대용량 카고 펌프 용량은 4,000~5,000 m3/h 그리고 수두는 

120~180 m가 요구되고  필요 동력은 1,300 kW~2,500 kW 정도로 대부분   

스팀터빈을 사용한다. 그림 2.30처럼 스팀터빈의 경우 감속기어와 같은  

안전 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형탱커선인 경우 용량이 VLCC에 비해 작

으므로 펌프룸 펌프를 사용할 경우 전동기 구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활한 카고 펌프 운전을 위하여 변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인버터드라이브를 

채용하거나 투 스피드 펌프운전이 고려되기도 한다. [14] 

Fig. 2.30 Cargo pump drive (steam turbine & electric motor)

Fig.2.31 Cargo pump drive(steam turbin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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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am reciprocating -Naniwa)         (screw type-DDL) 

 그림 2.31은 전형적인 스팀터빈 도면으로 감속기어가 안전설비로 붙어있

다. 스팀터빈은 기관실의 안전구역에 설치되고 보일러 용량은 카고 펌프  

운전이 고려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19]    

 카고 펌프룸 구성장비에는 카고 펌프 외 발라스트 펌프, 탱크 크리닝   

펌프, 스트리핑 펌프가 같이 설치된다. 발라스트 펌프는 카고 펌프보다  

용량이 작고 VLCC의 경우 펌프용량은 2,000~3,000 m3/h X 30~40 m 정도가 

일반적이다.

 발라스트 펌프의 경우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

해야 하므로 2대 이상을 설치하고 그 중 한 대는 전동기로 구동한다. 발라

스트 펌프 용량은 선박의 크기와 카고 펌프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최근  

적용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가 설치되면 장치 내 손실수두 고려하여 

15-20 m의 수두가 증가되어야 한다. 

 스트리핑 펌프의 경우 그림 2.32와 같이 스팀구동방식과 전동기 구동방식

이 있지만 스팀터빈구동 카고 펌프가 적용되면 스팀구동방식을 고려한다.

전동기구동의 경우 스트리핑 펌프가 기어방식으로 스트리핑 하는 동안   

베어링 주위에 열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6]

   
  Fig.2.32 Stripping Pump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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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펌프룸 내 장비의 종류와 작동관련 개념은 그림 2.33과 같고 시스템

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컴퓨터제어시스템(SAMS)에 의해서 운전가능하다. 

예전에는 카고 펌프 공급회사에서 밸브 리모트 컨트롤,레벨 게이징 그리고  

알람모니터링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공급하였지만 한국조선소의 경우 별도

구매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조선과 소형조선소의 경우 카고 

펌프 회사에서 관련시스템도 카고 시스템과 같이 공급을 의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16] 

Fig.2.33 Cargo pump control - schematic 

 카고 펌프 시험 및 검사관련 선박용 기자재의 모든 시험과 검사는 해당  

기자재의 제조공장에서 검사원 입회하에 승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펌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승인도면(approval drawing)

 케이싱 재료 테스트; 재질의 특성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샤프트 재질(shaft material) 테스트; 축동력 100 kW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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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프트 비파괴검사와 수압테스트;설계압력의 1.5배 이상 압력으로 시행

단, 설계압력이 불분명할 경우 안전 방출밸브의 설정압력으로 그리고 

금수성 화물에 사용되는 펌프의 경우 검사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압시험대신 공압 시험으로 실시가능하고 이때 시험압력은 설계압력

의 1.1배 이상으로 한다.

 카고 펌프 및 터빈테스트; 펌프공장이 형식 승인이 된 경우 펌프 성능 

시험과 알람/트립 테스트만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장비 납품 전 

별도 성능테스트가 필요하면 그림 2.34와 같이 추가비용으로 터빈 제작

공장에서 실제펌프와 연결하여 테스트한다.

 비파괴 시험; 펌프회사의 자체시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

로 비파괴시험(NDT) 결과를 요구한다.[14] 

Fig.2.34 Shop test facility diagram

 그림 2.35와 같이 화재/폭발의 3요소에는 가연성 물질, 산소 그리고 발화 

원을 말하며 방폭의 3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3요소간의 반응을 억제하

면 구현가능하다. 탱커선의 펌프 룸에서 가연성물질과 발화 원을 제거할 

수 있고 발화원 제어를 위한 다양한 요건이 SOLAS등에 규제되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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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5 Explosion proof curve 

 카고 펌프 룸 내 대표적인 발화원으로 정전기, 전기스파크 그리고 고온부

가 있다. 고온부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감시설비 설치는 SOLAS 법규 Reg. 

Ⅱ-2/4.5.10.1.1에 있고, 고온부의 온도가 가연성가스의 자연발화 온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온상승 원인으로 베어링 부위 

위치이탈이나 장치 결함에 의한 고온부 그리고 공회전이나 공기의 축척에 

의한 펌프케이싱 온도상승이 원인이다.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그림2.36과 같고 SOLAS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즉, 스터핑박스,  

샤프트베어링, 펌프베어링, 펌프케이싱이고 발라스트 펌프 케이싱의 경우 

감지기 설치의 생략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온도감시설비의 설정 값으로 통상적으로 60-85 ℃ 평상시 운전온도에서 

+10~20 % 정도의 온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 온도감지기는 고정식이어야 하며, 접착제등을 이용하여 표면에 부착하

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도조절장치의 설치는 그림 2.37과 그림 2.38

과 같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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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6 Temp. control system  

Fig.2.37 Example of temp. control device 

Fig.2.38 Temp. monitoring system – gaug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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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펌프 룸 통풍설비는 SOLAS규정 Reg.Ⅱ-2/4.5.4에 의하면 가연성가스

가 카고 펌프 룸 내부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20회 이상 

환기를 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요구하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환기 횟수가 

30회,45회 등이 요구된다. 카고 펌프 룸의 형상을 고려하여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닥트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림 2.39는 한 예를 보여준다. 

[14] 

Fig.2.39 Ventilation of cargo pump room

 가스탐지 장치는 카고 펌프룸 내부에 축적 또는 체류하는 가연성가스의 

농도를 감시하기위한 설비로 카고 펌프의 케이싱, 실링 등의 손상으로   

인해 가연성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카고 펌프 룸 내부의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폭발 한계의 10 %이하 값 이상

이 되면 경보가 발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SOLAS 규정 Reg. Ⅱ-2/ 

4/5/10.1.3에 명시된 샘플링부분은 환기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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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과같이 가스탐지장치는 카고 통제구역(CCR)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4] 

Fig.2.40 Gas monitoring system in pump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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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압모터 구동 펌프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hydraulic motor driven cargo pump)에는 소형 

탱커 시장의 80-90%정도 시장점유율을 갖는 프라모(FRAMO)펌프로 잠수형 

유압모터를 사용하고 유압모터가 펌프 임펠러에 바로 연결되어있어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electric motor driven cargo pump)보다 구조적으로 안정

된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림 2.41과 2.42는 유압

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일반배치도와 유압관 연결에 사용된 배관구성품의 

예를 보여준다.[14][15]

Fig.2.41 Cargo pumping system – schematic 

Fig.2.42 Hydraulic fittings for hyd. carg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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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모터 구동펌프의 장점으로 갑판기계나 선수추진기 등을 펌프용 유압

장치와 겸용으로 연결 가능하여 별도의 유압구동 장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다. 그림 2.43은 소형 탱커 선에 적용된 카고 펌프와 유압구동관련 장비들

의 연결 상태를 그림2.44는 미케니컬 실의 상세 및 펌프성능 테스트 준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15][21]

Fig.2.43 Hydraulic cargo pumping systems 

Fig.2.44 Detail of mechanical seal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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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핵심구성품의 하나로 유압모터, 미케니컬 실,  

임펠러, 파이프스택, 데크 커버 그리고 역회전방지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각 카고 탱크 갑판위에 설치된 데크 트렁크 위에 거치되는 형태

로 설치된다. 그림 2.45와 같이 유압파이프(입,출구배관)가 서포터 파이프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카고는 토출파이프를 통해 토출된다. 가이드파이프 

부분은 3종류의 동심축관으로 형성되어 중앙부관은 고압의 유압관이며, 외

축에는 구동류의 환류관,그 외부에는 화물과 구동유압을 완전히 차단하고 

구동유 또는 화물유의 누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코퍼댐 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15][19][21]

Fig.2.45 Hydraulic cargo pump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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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발생 장치인 유압전원함은 유압펌프, 전동기/디젤엔진, 쿨러와 컨트

롤밸브 및 각종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카고 펌프 구동용 유압모터에 

고압의 작동 유를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소형 파워팩은 전동기로 구성되

고, 중대형용은 디젤엔진과 전동기가 함께 사용된다. 소형 파워팩은 모터

의 설치방법에 따라 그림 2.46,그림 2.47과같이 수평형과 수직형이 있다. 

[19][21]

Fig.2.46  2 D/E + 2 electric motor driven type(45K PC) 

Fig.2.47  3 electric motor driven type(20K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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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유탱크는 유압모터 구동펌프의 운전을 위한 전동기외에 부족한 전력

의 보강을 위해 엔진에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엔진 구동을 위한 

그림 2.48과 같은 엔진연료유 탱크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보통 선체탱크

로 반영한다. 엔진은 유압펌프 회사에서 별도 스키드유닛 형으로 공급하지

만 설치장소와 연료유 탱크는 분명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에 비해 큰 비용  

손실 중의 하나이다.[15][21]

 
Fig.2.48  Fuel tank design for engines

 유압동력장치에서 전동기와 엔진은 기관실에 설치하지만 유압펌프 등은 

많은 소음을 유발하므로 그림 2.49와같이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 유압동력  

장치 실을 준비해야한다. 이는 특별히 소음절감을 위한 방음설비와 통풍  

장치의 추가 설계로 많은 추가 자재비와 설치비가 소요되고 조선소나 운전

자의 측면에서는 좋은 설계는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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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9 Hydraulic powerpack room design

 카고 운전구역(CCR)에 설치되는 컨트롤 판넬은 유압전원함 및 카고 펌프

를 원격으로 운전/제어하기위해 사용되며 유압제어,전기/유압제어 그리고  

컴퓨터 제어방식이 있고, 전기/유압제어  방식은 그림 2.50과 같이 주조정

장치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받아 해당 카고 펌프의 유량조절 밸브를 제어함

으로써 펌프의 운전을 제어할 수 있다. 토출유량의 조절은 원격제어 판넬 

및 해당 펌프의 데크 카버 위에 부착된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원하는 운전 

조작이 가능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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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50 Cargo pump control concept for hyd.motor driven 

 카고 히팅을 위해 데크 히터가 카고 데크에 설치되며 카고를 하역하기 전  

정해진 온도까지 가열한다. 그림 2.51과 같이 데크 히터는 튜브패턴을   

개선한 쉘 & 플레이트 타입을 적용하여 빠른 유속에서도 고효율의 열전달

을 유지하게 되고, 특수하게 설계된 베플(baffle)배열은 히팅 표면을 청결

하게 유지시키고 진동발생을 줄여준다. 또한 지그재그 패턴의 튜브는 카고

를 각 튜브의 열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혼합시켜 준다. 기존 수평형 쉘엔 

튜브 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소형이고 열효율이 높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히팅 코일이 필요 없다.

 수직 형으로 설치장소가 좁고 스테인리스스틸(SUS316)로 제작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수평형 쉘엔튜브형도 사용에는 문제는 없지만 수직형에

비하여 설치장소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써멀오일(thermal oil)히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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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수평형 쉘엔튜브형의 장점이다. [21][22]

Fig.2.51 Deck heater - plate type heat exchanger

 
 카고하역은 카고 펌프 운전에서 그림 2.52와 같이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는 로컬 및 원격제어 판넬에서 운전할 수 있으며 카고의 점도, 비중 

등 배관상의 압력손실에 의한 전력소비량은 유압계통의 유량조절장치로  

자동 조절된다. 

 카고스트리핑은 카고 하역 작업 후 탱크 내부에 잔류되어진 카고를 더  

이상 펌핑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펌프의 운전속도(rpm)를 줄인 후   

압축공기나 질소 등으로 압력을 가하여 스트리핑 라인을 통하여 그림 2.52

처럼 배출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펌프임펠러는 역류방지 밸브 역할을 한다.

펌프 퍼징과 기름누출 확인은 화물의 하역 전 또는 종료 후 반드시 펌프의 

재킷 부위를 퍼징 시켜 카고 오일 및 유압유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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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harge        Stripping       Purging & leakage check 
Fig.2.52 Cargo pump operation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 운전은 그림 2.53과 같이 최적의 운전은 펌프 

최대 사용연한과 소음감소를 위해 필연적이다. 즉, 그림 2.53 곡선에서  

처럼 유압 감소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수적 운전이 꼭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유량조절장치는 일정한 유량(최대 유량)에서 최대속도   

펌프결합과 저속도에서 많은 펌프 결합을 유도하며 최적의 펌프 운전을  

제공한다. 즉 50 % 이내의 유압공급으로 최대 2배의 카고 펌프를 운전할 

수 있어 카고 히팅을 위한 순환운전이 가능하다.[15][21]

Fig.2.53 Cargo pump oper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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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유 구동펌프의 경우 유압유 온도가 그림 2.54와 같이 20-60 ℃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만 20 ℃ 이하에서는 50 %이하의 유압이내에서만 

제한적 운전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하나의 유압전원장치는 유압유 히팅을 

위한 모드로 운전되어야하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함을 알 수 있다.특히 

5 ℃이하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운전만 가능하여 카고 펌프 운전이 불가할 

수도 있어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 공급회사에 정상적인 카고 펌프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선주의 경우 

러시아 해역을 운항하는 탱커선인경우 거의 100 %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를 적용한다.[15][21] 

Fig.2.54 Hydraulic oil operation temperature 

(Hydraulic oil viscosity ISO VG46 acc. to ISO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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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전동기 구동 펌프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electric motor driven cargo pump)의 구동은   

전동기로 갑판상부에 방폭형으로  설치되고 인버터구동으로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변속운전이 가능하여 케미컬탱커에 사

용이 증가되고 있다. 유압구동 카고 펌프의 최대 단점은 극저온 상태에서 

운전이 불가하여 러시아지역에서 운항되는 탱커선인 경우 거의 모두 전동

기 구동 카고 펌프를 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LPG선박이나 LNG선박인   

경우 100%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를 적용하고 있어 설치 및 사용에 전혀 

문제가없지만 소형탱커선의 경우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림 2.55는 케미컬 탱커선에 적용되는 카고 펌프, 슬롭 펌프, 발라스트 

펌프 그리고 추가되는 유압모터 구동 이동용 카고 펌프의 개략도와 인버터

스위치보드를 보여준다. [30][31] 

Fig.2.55  Cargo Pumping system–cargo,slop and ballas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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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구동 카고펌프 운전은 그림 2.56처럼 유압모터 구동 카고펌프와 

유사하게 샤프트 실은 코퍼뎀으로 상하 미케니컬실로 구성되어있고 상부실

은 오일윤활유로 채워져 있고, 하부실은 임펠러까지 연결되어 있어 카고와  

접해있는 구역으로 질소나 공기 퍼징으로 코퍼댐 내의 막힘이나 카고 유출

을 확인할 수 있다. 퍼징은 카고 탱크에 카고 주입 전 반드시 실시해야하

고, 하역 후에도 반드시 실시하여 원유유출을 확인한다. 정상 펌프 운전에

서 하루 0.12 L의 카고, 미케니컬 샤프트실의 소량유출은 보통이며 허용  

기준 이내이다.[30][31]

Fig.2.56 Cargo purg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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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 스트리핑은 카고 하역 후 펌프 스택에 있는 카고 잔류를 하역하는 

방식으로 펌프수두로부터 스트리핑 라인이 데크 상부로 연결되어있고 그림 

2.57과 같이 카고 방출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운전하는 상태의 하부실링으

로 임펠러가 액체 벽을 형성한다. 상부에서 7 bar정도의 공기나 질소를  

공급하여 그 압력으로 펌프 스택 내부의 잔류를 카고 스트리핑 라인을   

통해 슬롭 탱크로 카고를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추천속도는 최대운전 속도

의 70~80 % 이고 스트리핑 결과는 펌프수두와 화물의 비중 그리고 점도와 

관련이 있고 경험에 의한 운전요령이 필요하다.[31]

Fig.2.57 Cargo stripp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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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워디 DL펌프는 소용량 펌프로 개발되었지만 마플렉스(marflex,MDP)나 

코사카(kosaka,CVS)펌프의 경우 최대 2,000 m3/h까지 같은 모델을 사용하

고 있다. 소용량 펌프인 슬롭 펌프 그리고 소형 화학운반선의 카고 펌프로  

사용가능하다. 그림 2.58과 같이 펌프의 형상은 유압모터 구동 펌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갑판위에 방폭형 전동기가 있고 

장축으로 직접 탱크 아래 부분에 있는 임펠러와 연결된 것이 다른 점이다. 

모터축의경우 오일윤활방식으로 축과 외곽배관사이에 윤환유로 채워져   

있고 아래 부분인 임펠러부의 코퍼댐을 통해 오일유출을 펌프운전 전후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펌프 축은 최대 6m의 길이로  

연결가능하고 샤프트와 카고 배출관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어 모래 등이   

포함된 FPSO선박의 프로세스펌프나 소형 카고 펌프로 사용가능하다. 

[30][31]

Fig.2.58 Deepwell pump - D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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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타입별 용량은 그림 2.59와 같고 400 m3/h이하의 용량에 적합하다.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마플렉스나 일본 코사카 펌프의 경우 대용량까지  

같은 설계를 적용하고 있고, 햄워디의 경우 대용량의 카고 펌프는 배출구

를 두 개의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한 개의 대형 관으로 설계한 CKL펌프가 

있다. 일반적으로 8 m이상의 샤프트길이의 경우 중간 서포터를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문제없도록 한다. 그림 2.60은 마플렉스 카고 펌프의 성능곡선

을 보여주고 있다.[30][31][32]

Fig.2.59 Deepwell pump – DL type capacity 

Fig.2.60 Deepwell pump – MDP type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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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L 펌프의 기본디자인은 DL형 카고 펌프와 유사하고 차이점은 대용량의 

카고를 배출하므로 카고 배출구 형상을 그림 2.61와같이 두 개의 라인에서 

한 개의 라인으로 합쳐진 구조로 대용량의 카고 펌프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500 m3/h 이상 카고 펌프에 적용되고 FPSO 선박의 카고 펌프로 많이 사용

된다. 

모터축은 DL형 펌프와 같이 오일윤활방식으로 축과 외곽배관 사이에 윤환

유로 채워져 있고 아래 부분인 임펠러부의 코퍼댐을 통해 오일유출을 펌프 

운전 전. 후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 CKL펌프는 햄워디 모델로 

마플렉스나 코사카 펌프의 경우 하나의 배출구로 되어있지만 용량별 샤프

트 설계 등을 보완하여 큰 용량에도 하나의 형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30][31]

Fig.2.61 Deepwell pump-CKL for chemical tanker & FPSO   

 DW펌프는 그림 2.62와 같이 샤프트 윤활이 별도로 되어있는 DL,CKL 펌프

와 달리 샤프트윤활은 펌프 임펠러로부터 전달되는 카고로 윤활 되어 보통  

클린 카고에 적합하다. FPSO의 프로세스펌프로도 적용가능하고 별도의   

히팅 코일을 펌프주위에 적용하면 몰텐설퍼(molten sulphur) 카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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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펌프이다. 이 펌프의 변형으로 FPSO선박의 해수공급용 펌프인 

케이죤(caisson)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뒤에 소개되는 LPG 펌프와도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펌프실린더는 다단으로 설계변경 가능하고 운전

은 60 Hz기준에서 1750 rpm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별도의 장치 없이도 최대 

2000 rpm까지 운전이 가능하여 투 스피드 운전효과가 있어 펌프 운전측면

에서 유리하다. 

DW형 카고 펌프인 경우 인버터구동 적용된 펌프운전은 고려되지 않지만  

펌프 가격은 DL,CKL형 펌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케이죤형 해수공급용 

펌프는 다단 임펠러적용으로 2,600 m3/h의 용량까지 가능하다. [30][31]

 
Fig.2.62 Deepwell pump - DW type

 DW펌프 변형으로 그림 2.63과 같이 서로 다른 카고 탱크로부터 흡입 가능

하도록 한 다흡입 DW펌프가 있고 에어이젝터(air driven ejector)방식으로 

카고 스트리핑을 할 수 있어 잔류기준도 만족하도록 되어있다. 또 하나는 

180 ℃고온의 몰텐설퍼 카고 펌프로 파이프 스택에 스팀이나 써멀오일   

히팅 재킷을 배열하여 몰텐설퍼 카고 하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30][31]



- 50 -

                  multi-suction         Molten sulphur

Fig.2.63 DW pump-multi suction pump & molten sulphur

 DWG 펌프는 LPG/에틸렌 그리고 에틸린과 케미컬의 혼합 카고 등에 사용되

며 거의 모든 LPG 화물에 적용가능하다. DW 펌프와 같이 샤프트 윤활은  

펌프 임펠러로부터 전달되는 카고로 윤활 되는 방식으로 클린 카고에 적합

하다. 그림 2.64와 2.66같이 파이프스택은 1.4 m가 표준이고 1.4 m마다  

하나의 베어링이 설치되며 18 m까지는 중간 서포터가 필요 없는 구조이다. 

그림 2.65 처럼 데크 트렁크 부분에는 모터스툴, 압력식 더블 미케니컬 실

이 준비되어 있고 보통 실부분의 압력이 탱크압력보다 높게 되어있다.   

실링 오일 압력이 떨어지면 미케니컬 실의 리크가 우려되어 점검이 필요하

다. 일부 실링오일보충으로 임시 운전이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 미케니

컬 실 교체를 하여야 한다. 그림 2.64와같이 LPG선의 경우 하역 터미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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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압력증가를 위해 두 개의 부스터펌프를 적용하는 것이 LPG 펌프의 일반

적 특장이다. 모든 LPG펌프의 경우 샤프트연결이 나사연결로 되어 반회전

장치가 반드시 설치된다. 최근에는 소형 LNG선박에 DWG펌프의 재질을 스테

인리스로 일부 설계 변경하여 LNG카고 펌프로 사용한 예가 있어 대형 LNG

펌프로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30][31]

Fig.2.64 DWG cargo & booster pump for LPG carrier

Fig.2.65 DWG pump shaft se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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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6 DWG pump-pipe stack with radially split house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테스트는 ISO 9906 Grade2에 따른 표준테스트로  

이는 펌프수두부분 제작 후 용량, 총 수두, 요구 전력 그리고 펌프효율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추가테스트 항목으로 스트링 테스트(string 

test)가 있고 이는 FPSO등 해양프로젝트와 같이 장축인 경우 펌프모델별 

추가 비용으로 테스트를 고려할 수 있고 그림 2.67과같이 소음/진동,NPSHa 

그리고 흡입수두 확인이 가능하다. 일부 펌프제작회사의 경우 해수면 아래

로 펌프를 가라앉혀 테스트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는 테스트 타워에 비해 

제한된 테스트만 가능하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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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67 Deepwell pump-string test facility &test tower 

 
 인버터 구동 스위치보드는 유도전동기 속도제어 방식의 대표적 방법으로 

전압제어방식과 주파수 전환방식이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속도를   

정 하게 제어하려면 전압과  주파수변환이 필요하다. 인버터는 직류전력

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직류로부터 원하는 크기의 전압과 주파

수를 갖는 교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는 물론이고  

효율제어, 역률제어가 가능하며 예비전원, 컴퓨터용의 무정전 전원, 직류

송전 등에 응용되고 있다. 인버터는 엄 하게 말하면 직류전력을 교류전력

으로 변환하는 장치지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전원이 교류이므로   

교류전원으로부터 직류를 얻는 장치까지를 인버터계통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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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는 과거에는 변속운전이 불가하였지만 최근에는  

인버터채용으로 인한 변속운전이 가능하여 일부 소형선 및 극저온 운전을 

요하는 탱커선의 경우 운항실적이 많아 유압식 펌프에 비하여 설치유지비

등에서 경제적이어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2.68는 6대의 카고 펌프를  

인버터 구동하는 전기계통도이고 매트릭스 인버터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의 인버터는 6대중 3대의 카고 펌프를 100 % 부하에서 어느 펌프라도 운전

할 수 있어 손쉬운 운전이 보장된다. 카고 히팅은 히팅 순환모드에서 50 %

이하 운전으로 전체 카고 펌프 운전이 가능하여 카고오일 히팅도 유압모터 

구동 펌프와 같은 운전이 가능하다.[30][31]

Fig.2.68 Deepwell pump–inline diagram VSD 

 그림 2.69와같이 카고 펌프는 직접운전(DOL)하고 인버터구동 부스터 펌프

를 추가하여 카고 하역에 필요한 압력을 터미널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다.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부스터펌프에만 인버터 적용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수두를 얻을 수 있다. 최근 CO2운반선에 펌프수두 증가

목적으로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보통 LPG선의 경우 부스터펌프는 단순 

압력증가용으로 인버터 구동이 필요하지 않다.[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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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9 Deepwell pump–booster pump with VSD

 전형적인 인버터 공급업체인 핀란드 바콘사의 용량별 모델은 그림 2.70과 

같고, 수랭식의 인버터를 기준으로 하였다. 공랭식보다 수랭식이 효율은 

좋지만 쿨링 워터 공급을 위해 펌프나 배관장치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조선소의 경우 기관실에 유압전원함 대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인버터

를 기관실에 설치하므로 냉각 효율 등을 우려해 수랭식을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호하고 있다. 그림 2.71은 수랭식 인버터의 냉각장치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에는 청수냉각 방식이 외부에는 해수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31][33]

  
Fig.2.70 Frequency converter - produc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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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1  Liquid cooling unit,PI circuit

 수랭식인버터는 공랭식인버터보다 효율, 크기 측면에서 그림 2.72, 그림

2.73과 같이 유리하고 소음측면에서도 25 %정도 유리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버터가 MSBD에 내장되어 설치되므로 설치공간에 통풍설비

만 재대로 준비되면 공랭식도 사용에 전혀 문제없고 소음도 일정 기준이하

로 적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랭식의 경우 인버터 설치위치에  

제한이 없어 일반탱커선의 유압구동장치 설치위치에 인버터 캐비닛을 설치

할 수 있어 설계변경이 적고 기관실의 수랭식 냉각방식을 인버터 캐비닛에  

같이 적용할 수 있어 한국조선소의 경우 소형 탱커선에서 수랭식을 선호하

고 있다.[33]

Fig.2.72 Liquid cooled is compact & less powe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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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3 Liquid cooled is compact & less noise 

 인버터선정기준은 전고주파 왜곡(THD)이 있고 일반 선급에서는 8 %이내를 

요구하지만 DNV의 경우 5 %기준을 요구한다. 그림 2.74와 2.75와같이 인버

터회사에서 필터적용,AFE(active front end)등의 설계적용으로 THD를 만족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 치를 얻고 있다.[33] 

Fig.2.74  THD(Total harmonic distortio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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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5 THD –filter and AFE design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운전은 그림 2.76과같이 직접구동방식인 DOL  

방식은 단속운전만 가능하고 그림 2.77과 같은 인버터적용에 의한 변속  

운전방식은 유압펌프와 같은 효과의 펌프운전이 가능하여 유압펌프에 뒤지

지 않는 운전으로 카고 히팅 때에도 카고 순환모드의 데크 히터를 사용하

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31]

Fig.2.76  Full lift pump-DOL start (sing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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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77  Full lift pump-multi drive (variable speed)

 그림 2.78은 직접구동과 인버터구동의 조합방식으로 부스터펌프에만 변속 

운전 적용하여 화물하역 터미널에 필요한 압력조절 및 원활한 운전이 가능

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비용 측면에서 인버터 수량 감소와 카고 펌프 압력

조절로 장비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31]

  
Fig.2.78  Lift pump/ DOL start + Booster Pumps/multi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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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LNG 펌프

 LNG의 하역을 담당하는 극저온 카고 펌프는 하역 설비의 심장부에 해당하

는 중요한 장비로서 -163℃의 극저온 LNG를 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고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극저온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 

극저온 카고 펌프는 잠수식 원심직립형 펌프구조를 가지고 있다. 펌프   

내부에는 전동기와 임펠러가 동일한 축에 일체화되어 극저온 액체인 LNG가 

전동기 내부를 통하여 흐른다. 운전 중 극저온 액체는 탱크 바닥부에서   

흡입되고 펌프 출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극저온 액체에 의해 베어링 및  

모터가 냉각된다. 따라서 극저온 카고 펌프는 저온영역에서 취성이 적고 

연성과 강성을 유지할 수  소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림 2.79는 전향적

인 니키소(Nikkiso) LNG펌프의 원리와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건조되

고 있는 재기화 LNG 선박의 경우 부스터 LNG펌프로도 사용되고 있다.[24]

Fig.2.79  L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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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유가로 인한 LNG수요증가, 중동가스전 개발가속화, 심해지역 유전

개발 활성화는 세계 LNGC 시장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극저

온 카고 펌프 시장은 일본의 에바라(evara),신코(shinko) 그리고 니키소가  

독점하고 있고 국내로 전량 수입되고 있다. LNGC 선박의 카고 펌프는 2개

가 한 개의 카고 탱크에 설치되고 하나는 보조로 사용된다. 그림 2.80은 

니키소 LNG펌프의 내부구조를 보여주고 있다.[24]

Fig.2.80 LNG Pump detail   

 그림 2.81는 신코 LNG펌프의 성능곡선으로 다단의 임펠러적용으로 높은  

수두를 얻을 수 있어 사용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LNG펌프의 경우 

실제 LNG카고로 시험운전을 요구하여 별도의 테스트 설비가 필요하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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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는 일본 니키소사의 테스트설비 전경으로 미국의 사막지역에 위치하고 

있다.[20][24]

Fig.2.81 Structure of cryogenic pump  

Fig.2.82 Test facility of cryogenic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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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해수공급 펌프

 FPSO선박의 바깥부에 케이죤형의 배관에 그림2.84와같이 해수 공급펌프를 

설치하여 상부구조물에 냉각수나 소화용 해수를 공급할 경우 사용이 가능

하다. 이는 펌프설치구역의 감소로 소화펌프로의 사용도 가능하고 많은  

사용이 기대된다. 펌프의 외부 케이죤 부분은 조선소에서 별도로 제작하며 

내부에는 그림 2.83과 같은 펌프가 서포터, 가이드 링과 함께 설치된다. 

 흡입부에 필터를 설치하여 이물질 흡입을 방지할 수 있다. 햄워디 펌프의 

경우 최근 대형 FPSO선박에 3,000 m3/h이상의 펌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대용량 펌프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31]

Fig.2.83  Sea water list pump & performance curve 

Fig.2.84 Caisson pump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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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비상 소화펌프

  선박의 화재나 기관실 블랙아웃상태에서 최소한의 소화용수 및 FPSO의 

상부구조물에 냉각수 공급을 위하여 비상엔진구동 비상소화펌프가 의무화 

되어있고 이는 NFPA 20 이나 선급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일부 선박의 경우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충분하면 전동기구동 소화펌프로 사용도 인정될 수 

있다.그림 2.85는 전형적인 엔진구동 소화펌프의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다.

 리프트 펌프는 해수흡입부가 너무 낮은 위치에 있으면  흡입이 불가할 수 

있어 유압모터 구동 리프트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 펌핑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한다.[17]

Fig.2.85 Engine driven fire pump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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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성능곡선은 리프트펌프와 부스터펌프의 성능곡선의 합이 동시구동 

시 얻을 수 있는 펌프의 총 수두로 그림 2.86의 성능곡선으로부터 운전가

능 유량과 수두를 구할 수 있다. 이론수두에서 관 마찰 손실 위치수두를  

고려하여 실제 얻을 수 있는 수두산정이 가능하다.[17]

Fig.2.86 Pump combined performance curve

 
 콘테이너형 소화펌프는 그림 2.87과같이 컨테이너 내부에 엔진, 펌프포함 

통풍설비까지 관련 장비를 모두 설치한 콘테이너형은 바로 필요 구역에 탑

재할 수 있어 선형변경이나 설치공간이 협소할 경우 가격상승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이 기대된다. 개조선인 경우 콘테이너형이 설치비 측면

에서 유리하여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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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8은 엔진 및 펌프등 관련 장비가 설치된 상태로 제품 인도전 공장

시운전(FAT)을 실시한 후 납품한다.[17]

Fig.2.87 Engine driven fire pump containerize

Fig.2.88 Typical of engine driven fire pump s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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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죤 소화펌프에는 그림 2.89와 같이 엔진에 직접 앵글기어로 연결한 

펌프와 비상발전기의 전원에 직접 연결한 전동기나 유압모터 구동펌프가 

있다. 그림 2.90은 앵글기어방식의 소화펌프의 자세한 구조를 보여준다. 

[17][18]

      via 90 gear         elec. motor & hyd motor driven

     
Fig.2.89 Engine driven deepwell fire pump 

Fig.2.90 Engine driven deepwell fire pump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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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카고 펌프 선박적용

3.1 45K 와 75K 탱커선 적용

 카고 펌프 선정에 미치는 기술적 요인으로 선박설계, 운항적 측면, 구조

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다. 

선박설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에너지소모량, 공간설계, 그리고 시스템무게

가 있으며, 운항적 측면에서 소음, 운전, 비상펌프, 스트리핑, 예비펌프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이 있고, 구조적 측면에는 펌프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품, 오탁물(contamination)의 가능성이 있고 환경적 측면도 카고 펌프   

선정의 중요 요소의 하나이다. 

3.1.1 펌프설계

 일반유조선의 경우 펌프 룸에서 원유를 하역터미널로 직접 이송하는 방식

이 일반적이지만, 펌프 룸 없는 중소형탱커선(45K,75K)인 경우 각각의   

카고 탱크 내에 설치된 유압모터 구동형 카고 펌프 원유이송 방식과 전동

기 구동형 카고 펌프 원유이송 방식으로 모두 카고 펌프가 탱크 속에 위치

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압모터 구동형 펌프는 전동기나 자체 엔진으로 구동되는 유압전원함에 

의하여 구동되고 유압전원함은 화물탱크에서 떨어져있는 기관실에 위치하

며, 펌프 구동용 유압을 250 bar이상으로 가압하여 압력관을 통해 공급되

며 탱크 아래 부분의 0.5 m에서 2.0 m에 위치한 유압 모터에 공급된 후  

저압관을 통하여 10bar 정도의 유압으로 다시 유압전원함으로 돌아온다. 

상대적으로 전동기 구동형 카고 펌프는 인버터로 조절되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고, 전력공급은 화물구역에서 떨어져 있는 기관실 구역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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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은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탱크구조와 카고 데크에 설치된   

전동기와 화물유 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림 3.2는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

의 탱크 내 그리고 데크 상부의 배관 연결 상태를 보여준다. 

[1][14] [15][31]

  
Fig.3.1 Electric deepwell pump installation 

Fig.3.2 Hydraulic submersible cargo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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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A (45K) Vessel B (75K)

Dead weight 46,260 ton 75,300 ton

LOA 183.0 m 228.0 m

Breadth 32.20 m 32.24 m

Depth to main deck 18.00 m 20.80 m

Design draft 12.20 m 14.00 m

Number of cargo tanks 12 tanks 12 tanks

Cargo tank capacity 51,200 m3 86,300 m3

Service speed 14.7 knots 14.5 knots

Intended cargo
Oil   prod., IMO III 

Chemical Tanker

Oil prod., IMO III 

Chemical Tanker

 Vessel A (45K) Vessel B (75K)

Capacity of cargo pump 600 m3/h 900 m3/h

Total  simultaneous capacity 3,600 m3/h 5,400 m3/h

Minimum unloading time 11.2 hours 12.5 hours

 검토대상 선박의 제원 및 특성으로 소형선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화학 

운반선 45K와 75K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국내조선소에서 많이 건조되는   

선형으로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표 3.1에 주요 제원을 보인 것처럼 펌프 

룸 없는 선형으로 모두 독립펌프 적용이 가능하다. [1][25]

Table 3.1 Main characteristics of vessels 

 모든 제원 및 성능은 한국조선소 실적선자료,조선연감(Ships Significant) 

2005-2010에 실려 있는 자료는 한국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건조하는   

표준 선형의 실적자료를 조사결과에 인용하였다. 원유운송 방식관련 비교

는 표 3.2 와 표 3.3은 전형적인 표준선형의 원유운송방식으로 펌프용량의 

변화만 있고 서로 유사한 특징이 있다. [1][25]

Table 3.2 Dimensioning criteria of cargo handl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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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45K) Vessel B(74K)

Cargo pumps 12 pcs 12 pcs 12 pcs 12 pcs

Cargo pumps

e-motors/hyd-motors
12 pcs 12 pcs 12 pcs 12 pcs

Power control of cargo 

pumps

6 F/Cs 

&SWBD

hyd. power 

packs

6 F/Cs 

& SWBD

hyd. power 

packs

Power transmission of 

cargo pumps
cabling

hyd. 

piping
cabling

hyd.

 piping

Table 3.3 Main items of cargo pumping system 

 카고 펌프 선택은 선형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일부 경하중량이나 트림에 

미미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으나 배의 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의 비교는 의미가 없다. 

 원유운송에 요구되는 전력소모량은 유압식 펌프의 경우 0.48 kWh/m3 이

고,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0.41 kWh/m3로 전력요구량과 최대소모량의 비를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3.3은 유압모터 구동펌프와 전동기 구동펌프

의 전력 손실 단계및 구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보다 전력량이 19.7 %정도 개선된 것으로 같은   

전력량으로 더 많은 화물하역이 가능하다.[1][31]

  Fig.3.3 Different part of the two cargo hand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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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A (45K) Vessel B(75K)

At sea at full power 6 359 h 6 359 h

Closing port, maneuvering   221 h   221 h

Loading cargo   656 h   656 h

Unloading cargo 1 324 h 1 324 h

Off-hire   120 h   120 h

Total annual hours 8 760 h 8 760 h

 Vessel (45K) Vessel (75K)

Diesel-electrical propulsion, 

approx.

7 466 

 

12 240 

 

Hotel & other consumers, approx   430    430 

Cargo handling systems-hydraulic 

vers.
1 432  2 730 

Cargo handling system-electric 

vers.
1 152  2 480 

 전력요구량의 경우 표 3.4처럼 유압식에 비해 전동기 구동형 펌프의 경우 

전력요구량이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유압식펌프에서 준비된 전력량이  

설계변경 없이 전동기 구동형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같은 디젤엔진  

추진방식에서 더 많은 화물하역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1]

Table 3.4  Power requirements for generator power (kW)

 운전조건은 표 3.5에 열거된 항목은 예측된 연간 운항화물 펌프의 운항시

간을 참고용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정확한 조사와 적용된 실제상황에   

따라 다른 자료가 얻어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제한하였고, 같은 운전이  

고려되었다.[1][25]

Table 3.5  Annual hours in different operating mode  

 카고 펌프 선정에 미치는 기술적 요인으로 선박설계, 운항적 측면, 구조

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고, 선박설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에너지

소모량, 공간설계, 그리고 시스템무게가 있으며, 운항적 측면에는 소음, 

운전, 비상펌프, 스트리핑, 예비펌프 그리고 유지보수 등이 있고, 구조적 

측면에는 펌프시스템의 다양한 구성품, 오탁물의 가능성이 있고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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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A(45K) Vessel B(75K)

Powerpack room 73.0 m2 105.0 m2

HFO storage tank 2.2 m2 3.8 m2

Hyd.oil waste tank 2.5 m2 3.2 m2

Hydraulic version Approx 80 m2 Approx 120 m2

Converter room 40 m2 60 m2

 
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Hydraulic piping  5 630    250  7 350    270

Designated space 23 900  7 740 26 900  8 740

Cabling    250 12 180     280 14 180

Pumping 49 710 58 010 58 710 65 010

Total 79 480 75 080 93 250 88 200

측면도 카고 펌프 선정의 중요요소의 하나이다. 유압모터 구동식 펌프의 

경우 다음 세 구역이 추가되어 일반적으로 배 이상의 더 큰 설치공간이  

필요하다. 표 3.6은 갑판높이 2800 mm를 기준으로 유압식과 전동기 구동식  

카고 펌프의 설치를 위한 격실을 비교한 것으로 전동기 구동방식이 설치  

공간에서 많은 이득이 예상된다.[1]

Table 3.6  Space requirement  

 

 주요 구성요소의 무게는 산출가능하고 유압식의 경우에 발전기에서 유압

전원함까지 전선작업이 필요하고 같은 식으로 전동기 구동의 경우에 비상

용 유압펌프로 인하여 유압관이 필요하다. 계략적인 무게 검토결과는 표 

3.7과 같다.[1]

Table 3.7  Weight comparison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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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Hydraulic piping 138 534 20 225 185 000 23 225

Building of 

designated spaces
59 922 13 029 73 800 15 029

Installation of 

pumps
33 308 5 866 39 308 6 966

Cabling 2 020 162 647 2 220 172 647

Total installation 

cost
233 785 201 768 300 328 217 867

Purchasing cost 2 750 000 1 687 010 3 850 000 2 350 000

Total initial cost 3 358 881 1 990 545 4 150 328 2 567 867

Capex -1 368 336 -1 582 461

3.1.2 경제성 분석 

 초기비용은 구매비용과 설치비용으로 나누어지며 구매비용은 조선소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의 총구매비용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관련 장비비용 일체를 

포함하지만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표 3.8 가격은 시장상황이나 업체 

간 경쟁과 관련이 있지만 조사시점에 유압식 펌프와 전동기 구동 펌프의 

가격을 근거로 사용하였다. 같은 시스템이라도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번 가격조정이나 실제 계약가 기준을 사용하였다.[1]

Table 3.8  Initial cost (USD) 

 운전비용은 카고 펌프 운전과 직접 관련 있는 연료유, 윤활유 그리고   

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고, 비용 산정은 에너지소모량 그리고 운전과 관련  

있는 연료나 윤활유의 소모량과 관련이 있다. 유지비는 평균적 장비유지비

와  부품비용 등이 있다.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20,000 시간의 최대 펌프

운전 후에나 소모부품 교체가 필요함은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유압

모터 구동 펌프와 비교해 보면 표 3.9와같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예상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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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Fuel oil cost 85 851 71 231 108 851 80 231

Lubricating oil cost 2 096 1 739 2 596 1 839

Maintenance cost 6 747 5 598 8 747 7 598

Total power 

production
94 694 78 569 120 194 89 668

Lub/hyd oil cost 10 069 470 13 069 670

Spare part cost 91 188 42 110 121 188 52 110

Total pumping 

system
101 257 42 580 134 257 52 780

Opex -58 677 -81 477

 
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Annual capital cost 318 298 182 191 418 300 242 191

Annual operating 

cost
195 951 121 149 265 000 151 849

Total annual cost 514 249 303 340 683 300 394 040

Total economy -210 909 -289 260

Table 3.9  Annual operating cost (USD) 

 총 경제성은 초기비용 8 %이자 차입기준에서 20 년 동안 배의 경제적   

운항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운항비를 더하여 총 연간비용을 산출하였고   

유압식의 경우 전기식에 비해 표 3.10과같이 초기비용과 운항비가 모두 더 

비쌈을 알 수 있었다.[1]

Table 3.10  Total economy as annual cost(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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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K와 75K 탱커선에서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와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의 적용결과는 아래와 같고, 향후 적용되는 선박에서 설계, 설치 그리고  

운전의 측면에서 많은 이익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검토와 적용이 기대된다.

 자재비와 설치비등을 고려한 경제성 측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45K 탱커선에서 14억 원, 75K 탱커선의 경우 16억 원 경제적 이익

이 있었고 조선소 입장에서 생산비 관련 추가효과 및 선주사 입장에서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추가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는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운전에 비해 45K

는 11 %, 75K는 17 %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어 운항비 측면에서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설치 공간 측면에서 유압전원함과 엔진이 있는 유압모터 구동형이 더 

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하며 45K 핸디형 탱커선의 경우 40 m2 정도, 75K  

탱커선의 경우 60 m2 의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설치 공간 측면

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유압구동형의 

경우 현재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하면 할수록 여전

히 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이 불가함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두 가지 운전방식은 모두 개별적 운전 그리고 독립적으로 무단 운전이 

가능하고, 모든 연관된 화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하역이 가능하여 두  

방식 모두 카고 히팅을 위한 순환운전 방식에 차이가 없음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유압구동 펌프의 경우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고 향후 요구되는 강화된 

친환경 요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친환경적 운전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20,000시간의 최대 펌프운전 후에나 부품 교체가 

필요함을 볼 때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유압 구동형 카고 펌프와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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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비중 고점도 액체구동 적용 

3.2.1 펌프 설계

 고비중 고점도 액체구동 펌프효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는 것으

로 전기모터 구동형의 경우 최대 전력량 범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펌프운전

이 가능함을 이론 및 실적선 계산 적용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실제로 설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고점도 고비중 액체펌프는 특정의 공식

으로 계산될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그림3.4 ANSI/HI 1.1-1.5, 1995 표준

으로 얻어지는 수정인자와 물 기준 기본 펌프곡선으로 계산이 가능하

다.[2]

 Fig.3.4 Standard ANSI/HI 1.1-1.5,1994 from Hydraulic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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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곡선에서 50-200 mm까지는 일반적인 일단펌프로 테스트된 임펠러 설계

에 사용되지만, 혼합유 펌프와 축류 펌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가정의 성능곡선은 충분한 NPSHA와 뉴턴 유량의 경우에 적용되며   

기호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Q  = 물 기준 펌프 유량 [m3/h] H = 물 기준 펌프 수두 [mlc]

η = 물 기준 펌프 효율        

Qvis=고점도 유체의 토출 유량 [m3/h]

Hvis=고점도 유체의 총수두[mlc] ηvis = 고점도 유체펌프 효율

Pvis=고동도 유체 펌프 총 출력 kQ    = 유량 보정 계수

kH  =  총수두 보정 계수 kη   = 펌프효율 보정 계수 

 물 기준 펌프특성 곡선이 있다면 고농도 펌프출력은 다음 공식이 사용  

된다.  

   Qvis=kQxQ    (1)

   Hvis=kHxH          (2) 

   ηvis=kηxη       (3)         ×

 × ×


 점도에 따른 용량과 수두예측은 그림 3.4로부터 유량 Qvis는 아래 축에서 

구할 수 있다. HI (Hydraulic Institute)에서 유량은 22 m3/h이상에서만 

가능하고, 위로 올린 후 대각에서 총 수두 Hvis를 구한다. 단, 다단펌프 총  

수두는 단수별 수두와 같다. 그 후 수평으로 요구 점도를 그리고 수직으로 

보정 성능곡선을 볼 수 있다. 공식 [1]과[2]를 사용해서 물 기준 펌프의 

계략적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수두 보정계수는 1.0x Qopt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 기준 유량과 수두를 계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용량100 m3/h, 토출압력 30 mlc, 점도 100 mm2/s @100 cSt., 비중= 

0.9인 펌프 선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보정계수들은 

  kQ = 0.986 kH = 0.935 at 1.0xQopt

  kη = 0.70 Q  = 100/0.986 = 101.5 m3/h

  H  = 30/0.935 = 32.1 mlc

상기 요소들 기준으로 물 기준 최적 펌프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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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xQ 0.8xQ 1.0xQ 1.2xQ

Water Capacity 132 176 221 264

Water Head 90 85 75 60

Water Efficiency 0.55 0.65 0.69 0.61

Viscosity(cSt) 800 800 800 800

kQ 0.86 0.86 0.86 0.86

kH 0.91 0.89 0.85 0.82

kη 0.46 0.46 0.46 0.46

Qvis =m3/h 114 151 190 227

Hvis =mlc 82 76 64 49

ηvis 0.25 0.30 0.32 0.28

SG 1 1 1 1

Pvis =kW 100.1 104.3 104.0 108.4

 선정된 펌프의 효율이 0.81이면, 점도가 있는 액체 펌프효율(ηvis)과 전

력 소모량(Pvis)은   ηvis = kη x η = 0.70 x 0.81 = 0.567, 

 ×
××

 ≅

 알려진 성능곡선으로부터 최적의 용량을 구한다(1.0 x Qopt). 이 용량곡선

으로부터 0.6xQopt, 0.8xQopt, 그리고 1.2xQopt가 결정된다. 보정곡선의 성능

곡선에서 용량 1.0x Qopt 그리고 수직으로 이용량의 다단 펌프의 토출압력

으로 가고, 다시 수평으로 가서 요구된 점도와 kQ, kH 그리고 kη 는 수직

으로 구한다. 모두 4개의 용량에 대한 보정계수를 읽고, 보정계수의 각  

토출압력에 각 보정계수의 각 효율을 곱한다. 이런 점들이 요구 점도를  

가진 액체의 펌프성능곡선으로 사용된다. 차단압력은 대개 같은 수두의  

액체로 가정되고, 전력곡선은 공식[4]와 보정계수를 이용한 계산으로 결정

된다. 참고로 표 3.11과 그림 3.5는 점도 800 cSt 액체를 펌프 운전하는 

DL125C 펌프곡선의 사용되는 예를 보여준다.[2]

Table 3.11  Viscosity Calculation, DL125c,800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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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 Pumping of liquids with high viscosity 

3.2.2 운전성능 분석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운전의 장점은 같은 전력량으로 비중이나 점도가 

변하더라도 100% 변동운전이 가능하지만 유압구동 펌프의 경우 운전이   

제한적임을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였고 적용펌프와 운전조건

은 아래와 같다. 

기본펌프: 500 m3/h x 130 mlc, SG 0.8,viscosity 1cSt.

펌프효율: 75% ,  최대운전속도: 2800 rpm.

적용 화물유; 몰라시스(molasses)카고, 비중(SG) 1.45, 점도 2500 cSt 

 속도공식으로 유량(Q),수두(H) 그리고 소비전력 (P)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n1/n2=(Q1/Q2), (H1/H2)
2, (P1/P2)

3

인버터구동 전동기 구동펌프 운전은 최대속도까지의 다양한 토크에서 일정

한 전력소모로 운전되고, 최저운전에서는 적은 토크와 적은 전자기 잡음이 

만들어 진다. 유압모터 구동 펌프운전은 하강속도아래 일정토크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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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의 변하며 운전된다. 

 전기모터 구동 펌프운전에서 소비 전력과 토크의 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디자인 매개변수에서 소비전력(Consumption, P)는; 

500m3/h x 130mlc x SG 0.8/367(constant) x 0.75(%) =189kW

디자인 매개변수에서 토크(Torque); 

189kW / 2800rpm x 9550(constant) = 645 Nm

 속도공식으로부터 속도계산은 (SG1.45, 1 cSt인 경우)

    =   

펌프의 용량과 소비 전력은 다음과 같다.

Q = 2296 / 2800 x 500 m3/h = 410 m3/h

H = (2296/2800)2 x 130 mlc = 87.5 mlc

P=410 m3/h x H87.5 x SG 1.45/367(constant) x 0.75(%) = 189 kW

토크(Torque, M)=189 kW / 2296rpm x 9550 (const.)= 786 Nm

 점도 cSt 2500에서 보정 요소는, KQ=0.65 ,  KH=0.81, Kη=0.2

2,296rpm이상 속도를 유지한다면, 

P=Q410 m3/hx0.65xH87.5x0.81xSG1.45/367x0.75 x0.2=498 KW이지만 189kW를 

가지고 있어 운전속도는 아래와 같이 줄여야 한다.

     = 1662 rpm

감소 RPM과 곡선으로부터 새로운 보정 요인은, KQ=0.625 , KH=0.725, 

Kη=0.18 이며 다음과 같은 용량과 소비 전력을 구한다.

Q = 1662 / 2296 x 410 m3/h x 0.625 = 173 m3/h

H = (1662 / 2296)2x87.5mlcx0.725 = 33.5 mlc

Torque (M) = 189 kW/ 1662 rpm x 9550 (constant) = 1086 Nm

P = 173 m3/hx33.5mlcx1.45/367x0.75x0.18 =17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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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모터 구동 펌프 운전에서 소비 전력과 토크 계산은 아래와 같으며 

설계 매개변수에서 소비전력(Consumption P);

500 m3/hx130mlcxSG0.8/367(constant)x0.75(%) =189 kW

설계 매개변수에서 토크

189 kW / 2800 rpm x 9550 (constant), Torque= 645 Nm

속도공식으로부터 (SG1.45,1cSt)

    = 2800rpm x   = 2080rpm

 펌프 용량과 소비 전력은

Q = 2080 / 2800 x 500 m3/h = 347 m3/h

H = (2080 / 2800)2 x 130mlc = 72 mlc

P=347 m3/hxH72xSG1.45/367(constant)x0.75(%)=132 kW

Torque (M) =132 kW / 2080 rpm x 9550 (constant) = 606 Nm

 점도, 2500 cSt에서의 보정계수는, KQ=0.65 , KH=0.81 , Kη=0.2

2080rpm의 운전속도가 유지되는 경우,

P=Q347 m3/hx0.65xH72x0.81xSG1.45/367x 0.75x0.2 = 346 kW

토크 M = 346 KW / 2080 x 9550 = 1588Nm이지만,

132 kW만 가능하므로 운전속도는 아래와 같은 감속운전을 하여야 하며,

    =1286rpm

곡선에서 감속운전에 따른 보정계수, KQ=0.6 , KH=0.64, Kη=0.16 

펌프 용량과 소비 전력, 

Q = 1286 / 2080 x 347 m3/hx0.6 = 129 m3/h

H = (1286 / 2080)2x72mlcx0.64 = 18 mlc

P = 129 m3/hx18mlcx1.45/367x0.75x0.16 = 76 KW

Torque(M) = 86.5 kW/1373 rpm x 9550 (constant) = 57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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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m3/h

Head

mlc

Power

KW
Torque

Speed

rpm

설계기준 500 130 189 645 2800

전기모터 구동펌프 

(고SG,1 cSt)
410 87.5 170 786 2296

유압모터 구동펌프 

(고SG,1 cSt)
347 72 132  606* 2080

전기모터 구동펌프 

(고SG, 2500 cSt.
173 33 170 1086 1662

유압모터 구동펌프 

(고SG,2500 cSt
129 18 76   570* 1286

 이상에서와 같이 고비중과 고점도 액체를 이송할 경우 전동기 구동 인버

터구동  변환기의 장점은 유량과 토출 압은 비중과 점도에 비례하여 기준  

전력 범위 내 완벽한 운전이 가능하다. 즉, 유압모터 구동펌프의 경우는 

위 계산에서처럼 46 %만 사용가능하지만 속도를 증가하면, 유압 펌프 압력

은 비례하여 증가된다. 시스템압력이 268 bar이고, 회전속도가 1286 rpm

(유압구동펌프)에서 1662 rpm(전동기 구동펌프)로 증가할 경우 압력증가는 

1086 Nm/ 606 Nm x 268 bar=480 bar로 같은 양의 운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의 증가로 효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산결과는 표 3.12의 비교표와 같은 설계기준에서 전동기 구동펌프가  

유압모터 구동펌프대비 46 %정도 효율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2]

Table 3.12  High viscosity liquid pump operation 

 설계 적용결과 고비중과 고점도 액체를 이송할 경우 전동기 구동펌프의 

장점은 유량과 토출 압은 비중과 점도에 비례하여 기준 전력 범위 내 완벽

한 운전이 가능하나, 유압모터 구동펌프의 경우는 상기 연구에서와 같이 

46 %만 사용가능하다. 즉, 유압모터 구동펌프의 경우 같은 유량과 펌프  

압력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의 증가로 효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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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PSO 적용

3.3.1 펌프 설계 

 유압모터 구동펌프에서처럼 전동기 구동펌프도 FPSO선박에 적용할 경우 

주갑판위에서 펌프샤프트, 유압모터, 전동기 등의 수리를 위해 샤프트   

길이를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3 m의 샤프트 적용할 경우 6 m 샤프트를 100 

%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나 일부 중형 FPSO선박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부재로 인하여 2.5 m이내까지 요구될 수 있어 초기 견적단계에서 예측은 

상당히 중요하다. 길이 감소로 인한 샤프트 수량의 증가는 예산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예측은 설계비와 자재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림 3.6은 샤프트 길이 3.0 m 기준을 2.5 m로 데크 상부에서 

펌프의 수리및 보수를 위해 변경 적용하였다. 일반 케미컬탱커선인 경우 

데크 상부에 구조물이 없어 보통 6 m를 표준으로 한다.[34]

Fig.3.6 Detail drawing of cargo pump-C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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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종류에 따라 카고 펌프 샤프트 길이가 정해져있는 DW 펌프인 경우 

LPG 펌프와 같이 샤프트 길이가 1.4 m로 정해져 있어 FPSO선박 적용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림 3.7은 파즈플로 FPSO의 프로세스 펌프에 적용되었던  

펌프의 한 예로  배관스텍의 경우 1516 mm을 적용하였다.[35]

 
Fig.3.7 Detail drawing of cargo pump-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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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은 선체구조에 따른 실제 카고 펌프가 부재와의 간섭에 따른 축

의 거리를 조절한 예를 보여준다. 실제 마킹된 부분은 부재와의 간섭으로  

길이를 조절한 사례이고 펌프의 임펠러 부분의 수리를 위해 선외로 이동하

는 경로를 검토한 사례이다.[34]

Fig.3.8 Detail drawing of cargo pump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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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는 실적선 파즈플로 FPSO에 적용되었던 프로세스펌프의 실제   

설치도면으로 펌프 축의 정확한 결정 및 데크 트렁크 설계에 적용된 사례

이며 정확한 모델링으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35]

Fig.3.9 Detail drawing of process pump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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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배관 및 전기계통 

 그림 3.10은 카고 펌프, 발라스트 펌프, 슬롭 펌프 그리고 스키밍 펌프의  

배관계통을 나타낸 도면으로 펌프의 운전 및 하역시 화물유 흐름과 펌프의 

운전형식을 보여준다.카고펌프,슬롭펌프,스키밍펌프는 변속운전이 가능하

도록 인버터 채용한 MSBD에서 운전되고 발라스트 펌프는 해수만 운전하므

로 직접구동방식(DOL)으로 소프트스타터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발라스트 펌프의 경우 펌프 운전효율을 위해 셀프 프리이밍 방식을 

적용하여 항상 원활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34]

Fig.3.10 P&ID of various pump for FPSO 

 카고히팅은 데크히터에 적용한 써멀오일 히팅을 적용하여 카고 펌프는   

순환모드 적용으로 동시 12개 카고 펌프 운전이 5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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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은 전기모터 구동펌프의 배관계통도로 유압모터 구동펌프와   

달리 유압관이 필요 없고 관련 인스루먼트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다.[36]

Fig.3.11 P&ID cargo pump for F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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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구동을 위한 인버터의 수량은 최대용량의 동시구동 펌프수와 같고 

그림 3.12와 같이 MCC1과 MCC2에서 6대의 카고 펌프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다. 그리고 슬롭 펌프와 스키밍 펌프의 경우 동시 두 개의 펌프구동이 

가능하고 발라스트 펌프의 경우 두 개의 펌프구동을 위해 소프트스타터  

스위치보드를 적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은 11 kV에서 690 V 

변환을 위한 T/R(transformer)의 전기 계통도를 보여주고 있다. H/V(high 

voltage)보다 M/V(medium voltage)모터 사용을 목적으로 보통 T/R은 카고 

펌프 회사에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림 3.14-17는 카고 펌프의 스위치보드까지 연결을 보여준 예로 매트  

릭스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매트릭스 인버터시스템은 여섯 대의 카고   

펌프 중 최대 용량운전이 3대까지 어느 펌프 조합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34]

Fig.3.12 Electric single line diagram 



- 91 -

* 2x100% transformer 적용

Fig.3.13 Transformer wiring diagram 

* 매트릭스 인버터구동 펌프

Fig.3.14 Single line diagram _matrix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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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스트 펌프 소프트스타터(saft starter)

Fig.3.15 Single line diagram _ballast pump with soft starter 

*3개의 인버터 적용한 MSBD 

Fig.3.16 Main switchboard with 3 frequency co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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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머(T/R) 캐비닛

Fig.3.17 Transformer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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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은 공기냉각방식의 MSBD룸의 배치를 보여준 것으로 기존의 MSBD 

룸에 펌프 컨트롤용 스위치보드의 배치를 보여준다. 이는 유압식 카고   

펌프에 비하여 유압전원함의 구역이 다른 장비 설치구역으로 활용 가능하

여 전동기 구동펌프의 장점 중 하나이다. MSBD룸은 기존 공기공급 장치의 

큰 변화가 필요 없어 설계 변경은 거의 없었다.[34]

Fig.3.18 FPSO switchboard room layout- air coole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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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8은 FPSO의 유압전원함실과 카고 펌프 구동용 MSBD가 설치된   

스위치보드룸을 보여주고 있고 전동기 구동펌프의 경우 유압전원함실 관련 

연료 탱크 등의 삭제로 공간측면에서 전동기 구동의 장점을 알 수 있었

다.[37]

 Fig.3.19 FPSO switchboard room & hyd.power pack room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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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펌프 운전

 펌프 운전은 그림 3.20과같이 최적의 운전범위 그리고 허용운전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펌프마다 이런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미리   

운전을 예상 할 수 있다. 허용 운전 범위외 운전은 가급적 피해야 펌프에 

무리가 없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34][35] 

Fig.3.20 Detail of pump performance curve_ DW pump

 그림 3.21에서 최대 펌프수명과 최대효율 펌프운전을 위하여 최적의 운전

범위에서의 운전은 필연적이고, 펌프출구의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1분이상

의 운전은 피해야 펌프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범위외의  

운전도 반드시 피하여야 한다. 즉, 펌프운전 전 코퍼댐의 누수상태를 점검

하고 오일필링 타입인 경우 운항레벨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펌프 운전속도를 최고운전속도의 50%정도까지 올리고 카고 하역 밸브를  

천천히 열어주어 배관라인의 급격한 압력상승을 방지하며 운전한다. 요구 

압력이 얻어지면 밸브를 최대로 열어 최대 운전속도까지 운전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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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 Cargo pump operation range curve

 압력계측은 비중이 0.78 tons/m3 (SG=0.78)인 카고 펌프 최대속도의 90 %

로 운전되고 펌프의 용량은 100 % 속도에서 1100 m3/h x 120 mlc이다.

계기 압이 6.9 bars 이라면 이는 카고의 S.G를 고려하여 Pg를 구한다.

 Pg=6.9 bars x 10.2/0.78 mlc/bars = 90.2 mlc이고,

계이지가 데크상부 1.5 m에 위치하면  Hgauge 는 1.5 mlc

카고 레벨이 데크상부 7.5 m에 위치한다면 Hu 는 7.5 mlc

즉 총수두는(total head)는 H = Pg + Hgauge + Hu = 99.2 mlc이며 83 %의 

수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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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에서 펌프의 H-Q곡선으로부터 총수두 H=99.2 mlc에서 수평으로  

연결하면 실제 속도 90 %에서는 유량의 78 %인 470 m3/h를 구할 수 있다.

Fig.3.22 Reading on Q-H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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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펌프설치 

 펌프 돔과 서포터 설치는 그림 3.24와같이 카고 펌프를 탱크에 설치하기 

전에 모든 가이드 링은 돔 플랜지와 배열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펌프회사

에서  공급한 배열확인용 더미플랜지를 사용하여 배열 및 편차를 확인하는

데 레이저 빔이 사용된다. 카고 펌프 설치 전 펌프 섬프 웰 그리고 중간 

서포터 그리고 돔플랜지와 배열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34]

Fig.3.23 Cargo pump installation procedure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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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전 레이저 빔의 전원장치는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켜고 레이

저 빛의 배열이 일치하고 그림 3.24와 같이 레이저빔은 90도 3번 회전하여  

모든 착점이 100 mm이내에 있으면 배열이 허용치내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

지 않으면 데크 돔 플랜지 위치를 조정하여 허용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한다.[34]

Fig.3.24 Cargo pump installation procedure –laser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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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헤드 더미는 그림 3.25와 같이 나무판으로 된 ∅의   

원판은 모조 펌프헤드로 섬프 웰 중앙에 놓고 펌프헤드 더미와 중심의 차 

C를 마크한다. 배의 중앙에 펌프헤드 더미가 위치해야 보다 쉽게 중심을 

맞출 수 있다.CKL 200과 250의 경우 C값이 90 mm이내이면 허용범위를 만족

한 것으로 인정된다. [34]

Fig.3.25 Alignment of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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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플랜지 부착은 그림 3.26과같이 4개의 M16볼트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이저 빔을 부착한다. 그리고 섬프 웰에 배열시트를 부착한다. 

[34]

Fig.3.26 Laser & pump alignmen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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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 플랜지 용접 및 평형도 측정은 돔 플랜지 센터라인이 오프셋 주위 20 

mm이내에 위치하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고 그렇지 않으면 돔 플랜지를  

조절하여 오프셋 주위 20 mm이내가 될 때까지 조절한다. 허용오차 이내   

일 때 돔 플랜지를 용접할 수 있다. 용접하는 동안 배열을 확인하며 돔 플

랜지 용접을 진행하고 배열 플랜지를 그림 3.27과같이 이동하며 돔 플랜지

의 평형 도를 측정한다.[34]

Fig.3.27 Mark laser point & dome pla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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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판의 정확도와 허용오차는 펌프의 길이에 따라 그림 3.28과같이  

설치 전 펌프 업체와 반드시 체크하여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열

이 허용오차 이내이면 이제 가이드플레이트 부재의 최종용접을 진행한

다.[34]

Fig.3.28 Alignment of allowance & guide plate support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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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탑재 전 돔 개스킷은 돔 플랜지에 놓고 모터는 없는 상태로 펌프를  

그림 3.29와같이 탑재한다. 펌프를 크레인으로 들어 돔 플랜지 위에 펌프

를 위치하고 돔 플랜지 그리고 탱크내부에 설치된 중간 가이드 링을 통해 

펌프를 주의 깊게 내린다.[34]

Fig.3.29 Mounting of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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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 탑재 시 모터는 그림 3.30과같이 스플릿커플링(split coupling)을  

연결 후 오일탱크와 퍼징용 오일탱크를 설치한다. 설치도면에 따라 모터  

샤프트에 커플링허브를 맞추며 펌프에 모터를 연결한다.[34]

Fig.3.30 Mounting of electric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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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설치 후 스플릿커플링 조립 후 오일탱크와 퍼징용 오일탱크를 설치한 

후 오일을 그림 3.31과같이 채워준다. 오일은 보통 조선소에서 공급하고 

펌프가 설치될 때 규격에 맞는 오일은 미리 준비해 둔다.[34]

Fig.3.31 Mounting of motor-oil filling  



- 108 -

 펌프헤드의 수리를 위한 선외이동 경로는 그림 3.32과같이 검토하여 이동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유압모터 구동과 마찬가지로 이동용 삼각대

나 인양용 장치의 용량에 반영하여야 하고, 탱크하부에는 리프팅러그를  

반영하여 펌프헤드 이동 가능여부를 검토한다.[34]

Fig.3.32 Pump lifting –pump hea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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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Hydraulic piping 138 534 20 225 185 000 23 225

Building of 

designated spaces
59 922 13 029 73 800 15 029

Installation of 

pumps
33 308 5 866 39 308 6 966

Cabling 2 020 162 647 2 220 172 647

Total installation 

cost
233 785 201 768 300 328 217 867

Purchasing cost 2 750 000 1 687 010 3 850 000 2 350 000

Total initial cost 3 358 881 1 990 545 4 150 328 2 567 867

Capex -1 368 336 -1 582 461

제 4 장  경제성 분석 

4.1 경제성 

 제3장에서와 같이 45K와 75K 선박설계 적용결과 초기비용 즉 자재비와 

설치비, 운전비용등 총경제성 측면에서 표 4.1과같이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보다 경제적이고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에

서 월등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초기비용에는 구매비용과 설치비용이 

있지만 구매비용은  조선소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의 총 구매비용을 말하며 

관련 장비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의 경우 45K의 경우 14억 원, 75K의 경우 16억 원 경제적 이익이 있고   

조선소와 선주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생산비 관련 추가 효과 및 장비운용 

및 보수 측면에서 추가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Table 4.1  Initial cost (USD) 

 운전비용은 카고 펌프 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료유, 윤활유 그리고 

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고, 비용 산정은 에너지소모량 그리고 운전과 관련  

있는 연료나 윤활유의 소모량과 관련이 있고 유지비는 평균 장비유지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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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Fuel oil cost 85 851 71 231 108 851 80 231

Lubricating oil cost 2 096 1 739 2 596 1 839

Maintenance cost 6 747 5 598 8 747 7 598

Total power 

production
94 694 78 569 120 194 89 668

Lub/hyd oil cost 10 069 470 13 069 670

Spare part cost 91 188 42 110 121 188 52 110

Total pumping 

system
101 257 42 580 134 257 52 780

Opex -58 677 -81 477

 
Vessel A(45K) Vessel B(75K)

Hyd. Elec. Hyd. Elec.

Annual capital cost 318 298 182 191 418 300 242 191

Annual operating 

cost
195 951 121 149 265 000 151 849

Total annual cost 514 249 303 340 683 300 394 040

Total economy -210 909 -289 260

예비부품비 등이 있고,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연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운전비용이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1] 

Table 4.2  Annual operating cost (USD) 

 총 경제성은 초기비용 8 %이자 차입기준에서 20년 동안 배의 경제적 운항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운항비를 더하여 총 연간비용을 산출하였고 전동기 

구동펌프가 유압모터 구동 펌프대비 초기비용과 운항비가 모두 경제적임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10년 정도 운항하면 초기비용 모두를 회수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Table 4.3  Total economy as annual cost(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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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m3/h

Head

mlc

Power

KW
Torque

Speed

rpm

설계기준 500 130 189 645 2800

전동기 구동펌프  

(고SG,1 cSt)
410 87.5 170 786 2296

유압모터 구동펌프 

(고SG,1 cSt)
347 72 132 606* 2080

전동기 구동펌프 

(고SG, 2500 cSt.)
173 33 170 1086 1662

유압모터 구동펌프 

(고SG,2500 cSt)
129 18 76 570* 1286

4.2 적용방안  

 고비중과 고점도 액체를 이송할 경우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장점은 

유량과 토출 압은 비중과 점도에 비례하여 기준전력 범위 내 완벽한 운전

이 가능하나, 유압모터 구동 펌프의 경우는 46 %만 사용가능하여 같은 양

의 유량과 수두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의 증가로 효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을 표 4.4 계산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전동기 구동 펌프의 경우 전동

기 속도 조절로 허용 전력량 내에서 최대효율 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

다. [2]  

Table 4.4 High viscosity liquid pump operation  

 진동문제와 변속운전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장축의 샤프트 사용은 진동

의 우려가 있으나 실적 호선에서 검증된 LPG펌프의 성능과 테스트 타워에

서 ISO 9906 Grade 1 조건으로 실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테스트 할 수 있

어 실제 적용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할  경우 모델 별 

하나의 펌프를 실제 테스트 하는 것으로서 실제 선박에 설치 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FPSO선박의 경우 이런 종류의 테스트가   

요구되어진다.

 펌프 운전의 경우 그림 4.1과같이 유압모터 구동 펌프에서 최대 장점으로 

여겨지는 속도 조절이 유압유 조절로 가능했지만 전동기 구동의 경우 인버

터 적용으로 변속운전이 가능하여 유압모터 구동 펌프 못지않은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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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motor driven pump hydraulic motor driven pump

가능함을 인버터 적용 전동기구동 펌프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펌프 룸 펌프의 경우 노르웨이 북해에서 운항되는 셔틀탱커

의 경우 카고 펌프에  인버터 적용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스팀터빈 

대용으로 사용이 증대되는 것도 인버터 적용의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15][35]

  

Fig.4.1 Elec.& hyd. motor driven cargo pump operation curve 

  카고 펌프 SWBD룸 공랭식 적용은 펌프 운전관련 인버터의 수랭식 설계가 

효율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었지만, 기관실에 별도 구역을 만들어 일반적인 

통풍설비를 준비하면 공랭식도 아무 문제없이 설계적용 가능함을 선주사의 

확인과 실제 적용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통풍설비 설계 기준 온도가 

기관실의 설계조건인 45 ℃이내이면 공랭식 적용이 가능하고 소음기준도 

75 dB 이내로 설계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림 4.2처럼 별도 공기순환용 닥트  

반영도 이상적이지만 기존의 운전구역 설계기준처럼 기관실용 통풍설비에

서 흡입공기와 배출공기 닥트를 설계반영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공랭식인버터 설계적용이 FPSO선박에서 표준화로 적용된 것처럼  

일반 탱커선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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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 Air cooled converter room 

 공랭식인버터 설계적용의 경우 선주사의 운항 중 문제없음을 그림 4.3의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일반 소형 탱커선의 경우 기관실내 별도 독립

된 구역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랭식을 적극 권장한다. 격실설치에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인버터 비용의 감소와 선원의 운전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장점이 예상된다. 공랭식은 소음이 우려되지만 인버터   

공급회사의 노력으로 많이 보완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장비운전 소음기준 75 dB 이내를 만족하고 있어 소음관련 전혀 문제

없음을 알 수 있었다.[31]

Fig.4.3 Air cooled converter application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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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로 알아본 바와 같이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는 일부 극저온에서 

운항하는 탱커선 그리고 거의 100 % 적용되는 LPG선박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화학제품운반선과 FPSO 적용에는 

선주나 조선소의 실적이나 경험이 많지 않아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가격경쟁력 그리

고 선주들의 확대되는 실적과 조선소에서의 생산비등 비용 절감효과 경험, 

선주사의 운항비와 유지비 절감효과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향후 적용되

는 선박에 설계 적용하는 경우 운전측면에서 많은 추가이익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적용이 고려되어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압모터 

구동보다 더 경제적이며 운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재비와 설치비등을 고려한 경제성 측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45K 탱커선에서 14억 원, 75K 탱커선의 경우 16억 원 경제적 이익

이 있었고 조선소 입장에서 생산비 관련 추가효과 및 선주사 입장에서 

장비운용 및 유지보수비 측면에서 추가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는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운전에 비해 45K

는 11 %, 75K는 17 %의 연료 절감효과가 있어 운항비 측면에서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유압구동형의 

경우 현재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을 하면 할수록 여전

히 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이 불가함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 115 -

 진동문제와 변속운전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장축의 샤프트 사용은   

진동의 우려가 있으나 실적 호선에서 검증된 LPG펌프의 성능과 테스트 

타워에서 ISO 9906 Grade 1 조건으로 실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테스트 

할 수 있어 실제 적용시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할  

경우 모델 별 하나의 펌프를 실제 테스트 하는 것으로서 실제 선박에 

설치 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FPSO선박의 경우 일반

적으로 이런 종류의 테스트가 요구되어진다.

 두 가지 운전방식은 모두 개별적 운전 그리고 독립적으로 무단 운전이 

가능하고, 모든 연관된 화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하역이 가능하여 두  

방식 모두 카고 히팅을 위한 순환운전 방식에 차이가 없음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유압구동 펌프의 경우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었고 향후 요구되는 강화된 

친환경 요건에서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친환경적 운전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전동기 구동형의 경우 20,000 시간의 최대 펌프운전 후에나 부품 교체

가 필요함을 볼 때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유압 구동형 카고 펌프

와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고비중과 고점도 액체를 이송하는 경우에 대하여 전동기 구동 펌프에 

있어 인버터 구동의 장점은 유량과 토출 압은 비중과 점도에 비례하여 

기준 전력범위에서 전동기 속도조절만으로도 완벽한 운전이 가능하나, 

유압모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46 %만 사용가능하여 전동기 구동펌프

가 훨씬 유리함을 3장 표 3.12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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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유 구동펌프의 경우 유압유의 온도가 20-60 ℃에서 정상적인 운전 

가능하지만 20 ℃이하에서는 50 %이하의 유압펌프 성능이내에서 제한적

인 운전이 필수적이고 반드시 하나의 유압전원함은 유압유 히팅을 위한 

모드로 운전되어야 하기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함을 알 수 있었고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의 경우 저온 운전에 효과적임을 실적선 적용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가 적은이유는 선주사의   

편향된 사고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조선소의 적극적이지 못한 영업환경도 

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한 번 경험이 있는 조선소의 경우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사용에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있지만 경험이 없는 조선소

의 경우 너무 보수적으로 비용을 검토하다보니 큰 영업적 이익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웠으나 본 연구 논문을 통하여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

의 적극적인 설계적용이 기대된다. 본 연구논문에서 조선소의 입장과 두 

가지 방식의 카고 펌프 공급 회사의 입장에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은 

연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선박설계에  

전동기 구동 카고 펌프가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

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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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생활과 회사 생활을 할 때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병문 

박사님 그리고 김경배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의 옛 직장 동료 선후배님들에게

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콘 한국지사 이재규 전지사장은 인버

터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더욱 완벽한 논문이 될 수 있었

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수치화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본인의 경험을 일체화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인   

들이 마찬가지지만 본의의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양보나 이해

를 얻어내기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쟁점에 대하여는  

의견의 일치가 안 된 점은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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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직장인 햄워디에서 펌프관련 업무를 할 때 영원한 멘토였던 스타인  

토사거 님 (Mr. Stein Thorsager) 그리고 한스 호예르 옌슨 님 (Mr. Hans 

Hoeyer Jennsen)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인 핸릭 와이즈 님 (Mr. Henrik 

Weiss), 그리고 테레 뵤네묘 님 (Mr. Terje Bjornemo)에게 깊은 감사의 말

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Mange Takk (= many thanks in Norwegian).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항상 말없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 말없이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 아내 은미  

그리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 소영, 정운에게도 감사의 말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정성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꼭   

하고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항상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조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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