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프(pump)

1. 펌프의 분류
펌프는 그 사이에 흐르는 유체의 작동원리에 따라 대별하면 터보(turbo)형, 용적형, 특수형으
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펌프

터보형 원심식 볼류트(volute) 펌프

터빈(turbine) or 디퓨져(diffuser) 펌프

사류식 사류펌프

축류식 축류 펌프

용적형

(容積形)

왕복식

회전식

피스톤 펌프(piston pump)

플런저 펌프(plunger pump)

기어펌프 (gear pump)

베인 펌프 (vane pump)

특수형

(特殊形)

재생 (friction pump)

분사펌프(jet pump)

기포 (air lift pump)

수격 (hydraulic ram pump)

2. 펌프의 종류

1)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 와권펌프)
  물이 충만된 와형실에서 익차(Impeller)를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하여 물은 외주로 유출하
고 와형실에 모여서 토출관으로 압축하는 형식으로 볼류트 펌프와 터빈펌프가 있다.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의 비교]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
안내깃(guide vane)이 없다. 안내깃(guide vane)이 있다.

주로 저양정 (최근 고양정으로도 사용) 고양정

2) 축류펌프
프로펠러(propeller) 형 익차(동익)의 회전에 의해 물은 흡입, 송출 되는데 관로에 고정된 정
익(靜翼, 안내익)은 익차(動翼, 회전차)에서 나온 물을 축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변화시켜 송출한다.
축류 펌프는 토출량이 크고 저양정인 경우(98kpa이하)에 적합하다.

[그림] 축류펌프

3) 왕복 펌프(reciprocating pump)
용적식 펌프에 속하는 것으로 피스톤(piston) 또는 플런저(plunger)의 왕복운동에 의하여 
액체를 흡입, 송출하는 펌프이다.



[그림] 왕복식 펌프

4) 회전(回轉)펌프
회전펌프(rotary pump)는 왕복펌프와 같이 용적식 펌프에 속한다. 회전자의 형상에 의해 베
인(vane)펌프와 기어(gear) 펌프로 나눈다.

3. 펌프의 상사(相似) 법칙
원심펌프와 축류폄프등의 터보형은 상사율(相似率)이 존재한다.

원심펌프나 축류펌프의 상사법칙은 임의의 임펠러를 형상과 운전 상태를 상사하게 유지하면서 
회전수의 변화 (→) 와 임펠러의 크기 (직경, →)에 따라 유량(Q)[ ]과 양정
(H)[] 그리고 소요동력( )라 하면, 2개의 펌프 사이에는 다음과과 같은 상사율이 성립
한다.

① 유량 (Q) :    ×

× 






② 양정 (H) :    × 

 × 




③ 축동력( ) :    × 

 × 




위의 식에서 충동력은 회전수비() 의 3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펌프의 부
하변동 즉, 유량과 양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인버터를 적용하여 전동기의 회전수를 변화 
시키므로써 소요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비속도(比速度, specific speed) : 
① 임의의 임펠러를 형상과 운전상태를 상사하게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바꾸어 단위 토출량
[ ] 단위 양정 1[m]를 내게 할 때, 그 회전차에 주어져야 할 회전수를 말한다.

  ⋅ 
                양흡입 펌프 : Q/2

                             다단 펌프 : H / 단수
N : 회전수  

Q : 토출량[ ]
H : 전양정[m]

[그림] 비속도와 익근차 형상과의 관계

② 비속도는 회전차의 형상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③ 비속도는 펌프의 특성을 나타내거나 최적 회전수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5. 펌프의 소요동력
1) 전양정, 실양정, 압력
펌프의 능력은 수량과 양정으로 나타내고 양정은 수두(water head)라고도 하며 단위는[m] 또
는 [mAq] 이다.

① 실양정() : 흡입수면으로부터 토출수면까지의 펌프의 흡상 높이차
② 전양정(H) : 실양정() + 손실수두( ) + 속도수두( )



수두(양정)과 압력과의 관계식

p =   p : 압력[kPa]                : 밀도[kg/]
                g : 중력 가속도 9.8[m/]  H : 전양정[m]

전양정(H) 는 출구측 압력계() 와 흡입측 연성계 또는 진공계의 지시값( )의 차와 같
다.
    

- 손실수두   : 흡입배관 및 토출배관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마찰손실 + 기기 및 기타저항)
- 속도수두   : 배관흡입구 및 토출구에서 발생하는 압력손실
               (속도수두는 펌프의 경우 다른 항에 비하여 적어 생략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보충설명]

2) 펌프의 소요동력

  

  

                 여기서

                             : 수동력[Kw]
                             : 축동력[Kw]
                           Q : 송수량 [ ]
                            : 펌프 효율

6. 펌프의 특성곡선
원심식 및 축류식 펌프의 운전특성을 나타낸 그림을 특성곡선이라한다. 이것은 펌프의 회전수
를 일정하게 하고, 유량[ ]을 변화시키는 경우의 전양정H[m] 펌프의 축동력 L[kw], 효
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펌프 특성 곡선의 예

① 펌프의 운전점
 배관계에서는 손실수두는 유량의 2승에 비례하므로 관로의 저항곡선을 펌프의 특성 곡선상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2차 곡선으로 표시된다. 그래서 양정곡선과 저항곡선의 교점이 펌프의 
윤점점이 된다.

② 연합운전 특성
 ㉠ 직렬운전
 같은 용량의 펌프(송풍기)를 2대 직렬운전 한 경우
 합성 특성곡선은 동일 유량에 대하여 대수배한 특성으로 된다.

 ㉡ 병렬운전
 같은 용량의 펌프(송풍기)를 2대 병렬 운전한 경우
 합성 특성곡선은 동일 양정에 대하여 대수배한 특성곡선이 된다.



[그림] 동일성능의 펌프(송풍기)의 연합운전 합성특성 곡선

7. NPSH(유효 흡입양정)
1)  (Available Net Positive Suction Head) : 이용할 수 있는 유효흡입 양정)

① 펌프에 관계없이 설치조건 (흡입측배관 또는 계통) 에 의하여 결정되는 값
② 펌프 흡입 중심까지 유입되는 액체에 주어지는 압력에서 해당 액체 온도에 상당하는 포
화 증기압을 뺀 값

  


±  




 



  : 흡입 수면에 작용하는 대기압[Pa]
 : 사용온도에서의 액체의 밀도 [kg/]
g : 중력가속도 [m/]
  : 흡입수면에서 펌프 중심까지의 높이차[m]
  : 사용온도에서의 액체의 증기압 [Pa]

2)   [Required Net Positive Suction Head : 필요로 하는 유효흡입 양정]

① 펌프 자체의 고유성능으로 펌프가 케비테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흡입을 위해 필요한 수두

②  와 의 관계
   ≥  1.3 X 



8. 펌프의 여러 가지 현상

(1) 공동현상(Cavitation)
배관계에 액체가 흐르고 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액체의 압력이 해당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국부적으로 비등 현상이 일어나고 액체 속에 용해되어 있는 기
체가 분리되어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1) 공동현상의 발생원인
① 펌프의 흡입수두가 클 때
② 펌프의 마찰 손실이 클 때
③ 펌프의 임펠러 속도가 클 때
④ 관내의 수온이 높을 때
⑤ 관내의 물의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⑥ 흡입관의 구경이 작을 때
⑦ 흡입 거리가 길 때

2) 공동현상 발생시 문제점
① 소음과 진동발생
② 관부식
③ 임펠러의 손상
④ 펌프의 성능저하
⑤ 살수밀도 저하
⑥ 양정곡선과 효율곡선의 저하
⑦ 깃에 대한 침식(erosion)

3)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NPSHav > NPSHre)
 ① NPSHa 높이는 방법(NPSHa ＝ Ha－Hv ± Hs－HL)
  ㉠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는 대로 낮추어 흡입 양정을 짧게 한다.

  ㉡ 흡입관의 손실 수두를 작게 한다.    ⋅

⋅
  

    ∙ 배관 길이를 짧게 한다.
    ∙ 관경을 크게 한다.
    ∙ 속도를 낮춘다.
  ㉢ 수온을 낮춘다.

② NPSHr 낮추는 방법 





  

 


 







  ㉠ 펌프의 회전수를 낮추어 흡입 비속도를 적게 한다.
  ㉡ 펌프의 유량을 줄이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 펌프의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 수직 회전축 펌프를 사용
  ㉤ 임펠러를 수중에 잠기게 한다.
  ㉥ 펌프를 2대 이상 병렬로 설치한다.

13. 수격작용(Water Hammering)

(1) 수격현상이란
  ① 펌프의 운전 중 정전 등으로 펌프가 급히 정지하는 경우 관내의 물이 역류하여 역지변

이 막힘을 배관내의 유체의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하여 고압발생, 음향과 진동
을 수반하는 현상이다.

  ② 뉴턴의 제1법칙(관성의 법칙)과 관련

(2) 수격현상 발생원인
① 펌프의 기동
② 펌프의 Failure로 인한 급정지
③ 밸브의 급 개폐
④ 터빈의 출력변화

(3) 수격현상 발생 시 문제점
① 헤드에서의 살수 밀도 저하
② 배관 파손
③ 고압발생(운동에너지 압력에너지)
④ 배관의 진동 충격을 발생

① 부압 방지법
  ㉠ 관내 유속을 낮게 한다. → 관성력을 작게 한다.
  ㉡ 펌프에 플라이휠(Fly Wheel) 부착 → 급격한 속도변화 감소
  ㉢ 공기밸브 설치 → 공기조를 설치하여 부압은 물론 이상 압력 상승 방지
  ㉣ 조압수조(Surge Tank) 설치 → 물을 보급하여 압력강화 방지와 압력상승 흡수
  ㉤ 에어챔버(Air Chamber) 설치 → 부압 발생시 에너지 방출, 양압 발생시 압력 에너지

를 흡수하여 압력 급상승 ․ 급강하 방지
  ㉥ 자동 수압 조절밸브 설치 → NFPA 기준에서는 모든 소방기기의 개폐 조작은 최소 5



초 이상 소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압력상승 방지법：릴리프 밸브나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설치
③ 수격압력 흡수장치：Water Hammering 방지기 설치.
  ㉠ 플라이휠(Fly Wheel)：펌프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펌프축에 설치하

는 장치이다.
  ㉡ 조압수조(Surge Tank)：배관내에 적정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일종의 물탱

크를 말한다.
  ㉢ 에어챔버(Air Chamber)：공기가 들어 있는 칸으로서 ‘공기실’이라고도 부른다.

14. 서징현상(＝맥동현상, Surging)
(1) 서징현상이란

[그림] 송풍기의 특성 곡선(다익형의 경우)

① 펌프(or 송풍기)가 운전중에 일정주기로 송출압력과 유량이 변하는 현상.
② 서징현상은 압력, 유량 변동으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하여 장시간 계속되면 유체 관로
를 연결하는 기계나 장치 등의 파손을 초래한다.

(2) 서징현상 발생원인(조건)
① 펌프의 H－Q곡선이 산형곡선(우상향부가 존재)이고, 산형부에서 운전할 때
② 배관중에 수조나 공기조가 있을 때
③ 유량조절 밸브가 탱크의 뒤쪽에 있을 때

(3) 서징현상의 문제점
① 헤드에서의 살수밀도 저하
② 한번 발생하면 그 변동 주기는 일정하고, 운전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됨
③ 흡입 및 토출 배관의 주기적인 진동과 소음을 수반한다.



명칭 토출압력

송풍기 팬(fan) 9.8[kPa] (1000mm ) 미만
블로워(Blower) 9.8∼98[kPa] (1∼10m )

압    축    기 98[kPa] (10m )이상

(4) 펌프의 서징 현상의 방지대책
① 펌프의 H－Q곡선이 우하향 구배를 갖는 펌프를 선정한다.
② By－pass 배관을 사용하여 운전점이 서징 범위를 벗어나도록 운전
③ 유량조절 밸브를 펌프 토출축 직후에 설치
④ 배관중에 수조 또는 기체 상태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배관
⑤ 회전차나 안내깃의 형상 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5) 송풍기에서 서징 현상의 방지 대책
① 방풍：비경제적이나, 풍량을 줄이지 않고 토출축 밸브를 열어 대기에 방출
② By－pass：방출 Valve를 열어 송풍기 흡입측으로 By－pass시킨
③ 흡입조임
  ㉠ 흡입 Damper를 조임
  ㉡ Vane을 조임
④ 동익, 정익을 조절하는 법(축류식) 

송풍기
공기조화 설비의 냉, 난방 및 환기를 위해 공기 반송계에 사용되는 설비로 공기에 에너지를 
주어서 압력 및 속도를 높혀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곳으로 송출하는 기계로 토출압력
이나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송풍기의 종류와 분류
(1) 토출 압력에 따른 분류



(2) 형식에 따른 분류

터보형

원심식 다익형 (sirocco type)

방사형 (radial type)

터보팬 (turbo fan)

축류식 propeller type

tubular type

vane type

특수식  : 횡류형

(3) 특징
 1) 다익형 (sirocco fan)

① 깃의 정사각이 90°보다 크다.
② 다수(32∼64매)의 전곡익(Forward Curved blade)을 갖고 있다
③ 일정 풍량에 대하여 소형으로 공기조화용 및 일반 환기용으로 사용된다.
④ 효율이 낮고, 고압용에 부적당하고 소음이 크다.

2) 터보팬 (turbo fan)



① 깃의 경사각이 90°보다 작다.
② 8∼24매 정도의 후곡익(backward curved blade)을 갖고 있다.
③ 효율이 좋고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④ 성(省)에너지 공조용, 일반공조용, 일반환기 배연용, 보일러의 압입, 흡입 송풍기용

3) 방사형(Radial fan)

① 깃의 경사각이 90° 이다,(회전축에 수직)
② 6∼12매의 방사형 날개(fadial blade)를 갖고 있다.
③ 효율은 다익fan과 터보fan의 중간 정도이다.
④ 설계나 제작이 간단하다.
⑤ 용도 : 부식성기체나 고온 더스트(dust)가 포함된 기체수송, 화력 발전소의 미분탄 수송 
등

4) 익형(Air foil fan)

① 날개의 단면형상이 항공기 날개모양이다.
② 풍량이 설계점 이상으로 증가해도 축동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Limit load 특성)
③ 값이 비싸나 효율이 좋고 소음이 작다.
④ 용도 : 성(省)에너지용, 고속덕트 공조용



5) 리미트 로드 팬(Limit loaded fan)

① 깃의 형상이 S자형(전곡 후곡형)
② 설계점 이상으로 풍량이 증가하여도 축도역이 증가하지 않는다. (Limit load 특성)
③ 용도 : 성(省)에너지용.

6. 축류형

① 축의 반견방향에 수매의 날개가 부착되어 날개 사이에 기체가 통과할 때 날개 표면에서 
  양력의 작용으로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는 형식이다.
② 터보식에 비하여 고속회전에 적합하다.
③ 일정 풍량에 대하여 소형이다,(소형으로 대 풍량에 적합)
④ 효율이 높고 관로저항이 증감하여도 풍량의 변화가 적다.
⑤ 소음이 크고, 날개의 오염 및 부식에 의하여 효율저하가 크다.
⑥ 용도 : 보일러의 압입 및 흡입 송풍기, 공장의 배풍, 송풍 및 냉각용, 냉각탑이나 공냉식 
         열교환기의 통풍용
         propeller : 환기용, 소형냉각탑, 유니트 히터, 저압, 대풍량
         tubolar : 국소통풍, 대형냉각탑, 중압, 대풍량
         vane : 국소통풍, 터널(tunnel)환기, 일반공조(특별), 고압, 저풍량

(4) 송풍기의 크기
   원심식 

   송풍기 번호 :  (#) = 
회전차지름 



   축류식

   송풍기 번호 :  (#) = 
회전차지름 

(5) 송풍기의 압력
1) 송풍기 전압() = 공기 반송계의 전압손실
   송풍기 토출구와 흡입구의 전압의 차, 즉 송풍기에 가해지는 전압의 증기량이다.

      
                여기서  : 송풍기의 입구측 전압[Pa]
                        : 송풍기 출구측 전압[Pa]

2) 송풍기 전압( ) 
  송풍기 전압( )는 전압()로부터 송풍기 출구측 동압()을 제한 값이다.

     

 여기서 송풍기 토출측 동압  



[Pa]

         : 공기의 밀도 (표준 대기압 에서는 1.2[kg/]
         : 송풍기 출구 풍속[m/s]

(6) 송풍기 동력
1) 공기동력 [kw]
   = ⋅     

2) 축동력  [kw]

    



⋅

3) 전동기 출력 

   
  

  여기서 
  Q : 풍량[]
   : 송풍기 전압[Pa]
     : 송풍기 정압[Pa]
    : 전압효율
     : 전동효율



     : 여유율 0.1∼0.2  (다익형 이외) : 0.05∼0.1

(7) 송풍기 상사법칙

① 유량 (Q) :    ×

× 




② 전압 () :    × 

 × 




③ 축동력( ) :    × 

 × 




                        여기서 첨자1은 처음 상태
                               첨자2는 변경 후의 상태

[그림] 송풍기 풍량변화율에 따른 송풍기 동력비율의 변화

- 동력절감률(에너지 절약)이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
회전수 제어(가변속 제어) > 가변 pitch제어 > 흡입베인제어 > 흡입댐퍼제어 > 토출댐퍼제어
※ 회전수 제어 : 송풍기 풍량제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 비율이 가장 높다.
※ 제어방식의 결정은 풍량조정범위, 동력절감률, 설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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