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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 유체 음속, m/s

 : 실험 계수, W/m
2

 : 캐비테이션 음압, Pa

 : 임펠러 누적 손상비

 : Young 계수, Pa

 : 임펠러 침식률, m/s

 : 임펠러 두께, m

 : 고주파 통과 유체음압 RMS, Pa

 : 배경 소음의 RMS, Pa

 : 임펠러 블레이드 수

 : 허용 침식 깊이와 임펠러 두께 비

 : 운전 조건의 지속 시간, hr

 : 유체 밀도, kg/m
3

 : 인장 강도, Pa

 : 재질 인자

 : 부식 인자

1. 서 론

원심 펌프의 캐비테이션은 펌프의 성능을 저하

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

져 왔다 지금까지 캐비테이션 관련 연구는 매우.

많이 수행되어 왔는데 이중에는 캐비테이션 발생

시 임펠러의 기대 수명 평가와 관련된 연구도 일

부 포함되어 있다.(1~3)

최근 들어 기기를 온라인으로 감시하고 운전

조건의 변화를 감시하여 기기의 잔존 유효 수명

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4,5) 그러나 아직까지 캐비테이션 발생시 실시

간으로 임펠러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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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심펌프의 캐비테이션 침식에 대한 예측진단 기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했다 펌프의 침식 상태: .

를 추정하기 위해 캐비테이션 소음을 측정하여 손상률을 계산하고 누적 손상은 특정 운전 상태에 따라

추정한 손상과 Miner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펌프 임펠러의 잔존 유효 수명은 미래의 운전 조건.

을 가정한 누적 손상 예측치에 따라 계산하고 예측 불확도는 몬테카를로 모의를 통해 얻었다 예측 및.

시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개발된 방법이 캐비테이션 침식 상태와 잔존 유효 수명을 예측하는 데 적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a prognostic technique for cavitation erosion that is applicable to centrifugal pumps is

devised. To estimate the erosion states of pumps, damage rates are calculated based on cavitation noise

measurements. The accumulated damage is predicted by using Miner's rule and the estimated damage undergone

when coping with particular operating conditions. The remaining useful life (RUL) of the pump impellers is

estimated according to the accumulated damage prediction and based on the assumption of future operating

conditions. A Monte Carlo simulation is applied to obtain a prognostic uncertainty. The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nd the test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developed method can be applied to predict cavitation erosion

states and RUL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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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거의 없었으며 일부 연구에서 예측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5)

원심 펌프의 캐비테이션 발생과 강도를 실시간

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Gluich
(1),(2)은 캐비테이션 소음과 임펠러 침식과의

상관관계를 상세히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직접.

참여한 초기 EPRI 연구 결과(2)로부터 유체의 물

성치 등을 포함하도록 상관 관계식을 확장한 바

있다.(1)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캐비테

이션 발생에 따른 임펠러의 침식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는 펌프의 건전성을 감시 진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

의 장점을 이용하여 임펠러 침식에 따른 잔존 유

효 수명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고찰하였다.

본 론2.

실험 방법2.1

유동 실험 장치2.1.1

Fig. 1은 본 연구의 임펠러 침식 실험을 위해 사

용된 순환식 유동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1.5m
3 용량의 압력 조절 탱크로부터 배출된 물은

펌프 흡입구로 유입되고 유량 조절 밸브와 유량계

를 거쳐 다시 탱크로 순환되는 구조로 실험 장치

가 제작되었다 원심 펌프의 입구 압력은 압력 조.

절 탱크에 진공펌프와 압축기를 연결하여 게이지

압력으로 최대 10kgf/cm
2에서 최소 -1kgf/cm

2 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펠러 침식 실험을 위.

해 사용된 원심펌프는 토출량이 0.66m
3
/min이고 전

양정이 47.35m인 11kW, 1,760rpm의 수평 단단형

볼류트 펌프로서 임펠러 블레이드 수는 6개이다.

캐비테이션에 의한 임펠러의 침식률을 효과적으

로 평가하거나 캐비테이션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캐비테이션에 의한 기포 붕괴시 나타나는

캐비테이션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Fig. 2와 같이 펌프 입구에 Piezoelectric

Quartz 형식의 압력 센서인 PCB사의 111A26 모델

을 설치하여 캐비테이션 소음을 측정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압력센서의 비선형성은 2.0% F.S.이하이

고 측정범위는 최대 500 psi(3,448 kPa)이었다.

Fig. 1 Cavitation flow loop

Fig. 2 Installation position of a pressure sensor

압력 섭동 신호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4496

A/D 보드를 이용하여 180kS/s의 샘플링율로 추출

하였다.

2.1.2 임펠러 침식 시편

캐비테이션에 의한 임펠러의 침식 상태는 침식

이 발생하는 부위를 확인하고 침식 두께를 측정

하거나 질량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정량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먼저 캐비테이션에 의해 임펠러.

침식이 발생하는 위치를 알기 위해 페인트 침식

실험과 예비 전산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6,7)

그 결과 임펠러 침식 발생할 수 있는 위치는 블

레이드의 입구 측(Suction Side) 선단 부근으로 나

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Fig. 3과 4와 같이 임펠러

침식에 따른 질량 손실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임펠

러와 침식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임펠러는.

블레이드로부터 침식 시편을 용이하게 탈 부착할

수 있도록 당초 펌프 제작사 효성 에바라 로부터( )

공급된 임펠러를 역설계한 것이다 침식 시편은.

실험 시간 단축을 위해 비교적 강도가 작은 알루

미늄 1100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블레이드의 곡률

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3조각으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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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펠러는 일반적으로 페라이트 또는 오스

테나이트 계열의 강철이 사용된다 이 재질들은.

캐비테이션에 대한 저항 정도가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알루미늄 1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따.

라서 실제 임펠러 재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

할 경우 알루미늄 1100과 동일한 침식 상태를 얻

는 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작은 볼트를 이용하

여 Front Shroud와 Rear Shroud의 결합하도록 임

펠러가 제작되었다 특정 캐비테이션 조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실험을 수행한 후 Shroud를 분해

하여 블레이드에 부착된 알루미늄 시편의 질량

손실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모 시편은 직경

2mm의 미세 볼트로 체결되나 시편의 두께가 얇

아 볼트의 머리가 돌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돌.

출된 볼트 머리와 더불어 시편 부착으로 인한 기

하학적 불연속성은 블레이드 주위의 난류 강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임펠러 침식 예측 방법은 유동의 결과로

나타난 캐비테이션 기포 붕괴로 발생하는 소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캐비테이션 예측 결과는 유동

의 영향도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Fig. 3 Impeller for cavitation erosion tests

Fig. 4 Specimen for cavitation erosion test

캐비2.2 테이션 소음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때 캐비테이션 소음은

기포 수 기포 체적 붕괴 압력에 따라 증가하므, ,

로 캐비테이션 소음이 크면 임펠러의 침식률도

증가한다.(1) 그러므로 캐비테이션에 의한 임펠러

의 성능저하를 가속화하여 예측진단의 타당성을

신속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션 소음의 수

준이 비교적 큰 운전 조건에서 임펠러 침식 실험

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임펠러 침식 실험에 앞서 일정한 유량 조

건에서 펌프 입구 압력을 변화시켜 가며 캐비테

이션 소음을 측정하였다.

Fig. 5는 유량이 500lpm(=0.5m3/min)일 때 압력

섭동 신호를 샘플링 한 후 1kHz로 고주파 통과

필터링하고 한 점당 10초 동안 평균하여 계산한

RMS값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고주파 통과 필.

터를 사용해도 제거되지 않은 일부 유동 및 기계

적 소음의 제거를 위해 식 (1)과 같이 배경 소음

을 제거하였다.(1)

   (1)

그림에서 보면 펌프 흡입 압력이 감소함에 따

라 캐비테이션 기포의 발생으로 인해 캐비테이션

소음이 배경 소음보다 커지게 되는 음향 캐비테

이션 개시점이 약 NPSH=35m에서 나타난다.

NPSH(Net Positive Suction Head)를 더욱 감소시키

면 캐비테이션 소음은 최대점까지 급격히 증가하

고 최대점 이후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캐

비테이션 기포의 증가와 펌프 입구측에서 압력

Fig. 5 Cavitation noise and dynamic head at a
flowrate of 0.5m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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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와 더불어 분리된 공기의 유입으로 소음의

일부가 2상 유체에 흡수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ig. 5를 참조로

캐비테이션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NPSH에서 임펠러 침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임2.3 펠러 침식 예측진단

캐비테이션에 의한 펌프의 침식은 펌프 재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캐비테이션 저항보다 큰 강도

의 캐비테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3)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피로에 의한 손

상 과정과 유사하게 재질의 강도가 약해지는

Incubation 기간을 거쳐 식별 가능한 손상이 발생

되기 시작한다 이후 캐비테이션에 의한 재질의.

손실은 캐비테이션 발생 시간과 캐비테이션 소음

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지게 된다.

캐비테이션 소음을 통해 임펠러의 침식률을 추

정하는 방법은 흡입면 캐비테이션뿐만 아니라

Cloud 캐비테이션과 압력면 캐비테이션 구별 없

이 침식률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변수나 Cavity Length 등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

다 캐비테이션 소음을 이용한 침식률은 아래 실.

험식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1)

 





 
 



(2)

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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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캐비테이션에 의한 임펠러 침식이 허용 침식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임펠러의 수명이

라고 가정하면 Miner의 법칙에 따라 임펠러의 누

적 손상비 D를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누적 손상과 잔존 유효 수명과의 관계를 선형적

으로 가정하면 임펠러의 잔존 유효 수명을 용이

하게 예측할 수 있다.(1)

 


(3)

예측진단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측진단 결과와 더불어 예측 불확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불확도 분석 방법에는 대상 수식을 불확도.

항으로 유도하고 불확도 전파 이론을 통해 수식

에 대한 총불확도를 계산하는 해석적인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를 통해 불확도를 산출하는 방법

이 있다 해석적인 방법의 경우 불확도에 대한.

수식을 Taylor Series로 확장해야 하므로 복잡한

비선형 방정식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불확도 유도

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고차항의 생략으로 오

차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임펠러 침식에 대한 예측진단의 불확도 계

산에 몬테카를로 모의를 시도하였다.

몬테카를로 모의를 통해 불확도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예측진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측정 모델,

파라미터 재질 및 기하학적 정보를 분류하고 각,

파라미터에 적절한 확률 분포를 할당해야 한다.

식 (2)를 이용하여 임펠러 침식을 예측 진단할 때

불확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캐비테

이션에 대한 재료의 저항 정도 공기의 함유량, ,

측정된 캐비테이션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캐비테이션에 대한 저항 정도는 운전 시간에 따

라 변하며 재료의 인장 강도, Vikers Hardness 등

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9)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과 관련된 불확도는 측정 센서의 불확

도 전자기 소음 유체 매질의 소음 특성 측정, , ,

위치 고주파 필터링 차단 주파수 등에 의한 불,

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저항 정도와 관련 있는 임펠러 재질 물성치에 대

한 불확도로서 참조문헌 (2)를 근거로 20%의 정

규 분포 불확도를 가정하였고 공기의 유입을 고

려하여 밀도와 음속과 같은 유체의 물성치에는

각각 5%의 균일분포를 갖는 불확도를 고려했다.

캐비테이션 소음 측정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

이 주는 인자는 센서 불확도 측정 위치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센서 사양서와 실.

험 결과를 토대로 캐비테이션 소음측정과 관련된

불확도로서 10%의 정규분포를 갖는 불확도를 가

정하였다. Fig. 6은 NPSH=13.6m일 때 몬테카를

로 불확도 모의를 통해 얻은 임펠러 침식률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식 (2)는 Ferrite와 Austenite계열의 임펠러에 실

험을 통해 얻은 것이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적.

은 에너지의 펌프를 이용하여 캐비테이션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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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경우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임펠러를 단,

시간에 침식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알루미늄 1100의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임펠러 침식 예측진단의 적절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의 침식률과 SS316강과

같은 재료의 침식률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캐.

비테이션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기존 연

구 결과(8,9)의 알루미늄 침식률과 SS316강의 침식

률의 비는 질량 손실을 기준으로 10.2~100까지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and specimen metal loss

Operating
time(hr)

NPSH
(m)

Inspection
time for

mass loss(hr)

Mean mass
loss(g)

0~30 7.2 30 0

30~174 13.6 174 0.0143

174~252 13.6 252 0.0228

Fig. 6 Erosion rate distribution at NPSH=13.6m

Fig. 7 Cumulative mass loss of specimens versus
operating time

다양하고 침식률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안정

화될 때까지 계속 변화하므로 첫 번째 질량 손실

측정값과 식 (2)를 통해 계산한 질량 손실을 비교

하여 비례 계수를 계산하였다.

Fig. 7은 각 블레이드에 부착된 알루미늄 시편의

질량 감소 붉은색 원 과 시편들의 평균 질량 감소 파( ) (

란색 선 를 운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Table 1

은 특정 운전 시간 동안에 유지된NPSH 특정 운전,

조건 시간 후 확인한 평균 질량 손실을 나타낸 것이

다 시험전 시편의 질량은 첫 번째가 평균. 0.36g 두

번째 조각이 1.10g 세 번째 조각이 1.076g이었다.

일반적으로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 현상은 초기

에 금속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Incubation 기간 후에

나타나는데 Fig. 7과 Table 1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

서도 초기 약 30hr까지는 시편의 질량 손실이 나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캐비테이션 침식 실험 후 임펠러의 표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침식 상태로부터 일.

정한 영역에서 캐비테이션에 의한 Cavity가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 국부적인침식이 불연속

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11은 캐비테이션 발생시 임펠러 침식 예

측진단을 수행한 결과이다 여기서. 252hr 이후의

운전 조건은 NPSH가 13.6m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였다 또한 식. , (2)의 임펠러 손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임펠러 침식 깊이가 임펠러 두께의 2%가

되면 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에서 각각의 Failure Line은 불확도를 고려한 신뢰

영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림에서 고장 확률.

에 따라 고장 시점이 250~1,100hr 정도로 넓게 나

(a) Before test

(b) After 252hr

Fig. 8 Eroded surface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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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ion of erosion rate

Fig. 10 Prediction of accumulated damage ratio

Fig. 11 Prediction of remaining useful life

타나는데 이는 실제 캐비테이션에 의한 임펠러

침식 실험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2배 이상의

랜덤한 분포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 252hr 지난 후 확인된

질량 손실을 바탕으로 계산한 누적 손상과 식 (2)

와 (3)을 통해 예측한 누적 손상이 거의 동일하다

는 점으로 보아 식 (2)와 (3)을 통한 예측진단 방

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과 11의 불확도 라인은 정비 주기에 대

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매우 중요한 기

기인 경우 보통 1% Failure 라인을 기준으로 정비

주기 및 예비품 확보시기를 결정하고 고장 후 사

후 정비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 기기의 경우는

99% Failure 라인을 기준으로 정비 주기를 결정하

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심 펌프에서 캐비테이션 발생

시 침식에 의한 임펠러의 잔존 유효 수명을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페인트 침식 실험과 전산 유동 해석 결과를

토대로 블레이드 침식 실험을 위한 임펠러와 알

루미늄 1100 재질의 침식 시편을 제작하고 입구

압력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캐비테이션에 따른 임

펠러 침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임펠러의 침식률이 캐비테이션 소음에 비

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압력 센서로 측정된

캐비테이션 소음으로부터 임펠러의 침식률을 계

산하였다.

(3) Miner의 법칙을 이용하여 누적 손상을 구

하고 누적 손상과 잔존 유효 수명과의 관계를 선

형적으로 가정하여 임펠러에 대한 잔존 유효 수

명을 예측하였다.

(4) 예측진단에 있어 필수적인 불확도 계산을

위해 몬테카를로 모의를 수행하고 불확도 계산시

재질 및 유체 물성치와 소음 측정 불확도를 고려

하였다.

(5) 실험 시작 후 252hr 경과된 시점의 시편 질

량 손실량을 토대로 평가한 누적 손상과 캐비테

이션 소음 측정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누적 손상

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적

절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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