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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and CFD Analysis of

Casing of Blast Suppression Coolant Pump for Super

Precision Machinery

Sang Yu-Kim

Advisor : Prof. Kim Jae-Yeol Ph. D.

Department of Precision Mechan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 developments in IT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have increased the need for ultra-precision. Ultra-precision

machining is a machining method with the highest machining precision

that seeks the limit of machining precision to satisfy both shape and

surface illumination. In the 2000s, the precision of processing was around

1 nanometer, but from the perspective of cutting and processing, 0.3

nanometer, which is the gap between the lattices of atoms, can be seen

as the maximum. The need for ultra-precision machining has recently led

to applications that require technology to create fine structures on curved

surfaces.

Among the components of ultra-precise machine tools, the rol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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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pump is used to cool the workpiece, such as cutting and boring,

or to distribute and clean the cut chips.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and surface illumination of the workpiece. In the process of

discharging cutting oil using a coolant pump during machining in a

super-precision machine, air is in contact with the air, air is contained in

the process of circulating the cutting oil tank again, Cavitation occurs due

to the cutting oil contained in the pump, and as a result, the removal of

cut chips and cooling performance are reduced, resulting in a problem of

poor quality and surface conditioning of the workpiece. In addition, the air

contained in the cutting oil causes decay, causing odo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s a result, the removal and cooling performance of the cut chip

are reduced, resulting in the problem of the quality and surface

illumination of the workpiece.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machine

tool has been shut down for 30 minutes. It is not a direct solution to the

problem as the shutdown of the machine tool reduces productivity.

Currently, three types of turbulence model corrosion protection are applied

in the CFD analysis of the turret system such as the coolant pump. There

are k-epsilon Realizable, k-epsilon RNG, k-moga SST. The CFD analysis

is conducted using the turbulence model equation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pump and the pressure of the impeller in the pump,

and verify the air bubble suppression capability by comparing the existing

and improved coolant pumps.

The design of the six holes with a diameter of 8mm in pumping c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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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ump had the maximum increase rate

of discharge in the positive 10m, and increased by about 72.41%. In

additi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could be checked at the limit

of 11m of positive crystal to 12m.

CFD analysis has been verified with design verification of pump casing

improvement. In CFD analysis, k-epsilon Realizable, k-epsilon RNG, and

k-mega SST were analyzed using three turbulent models. As a result of

the pump performance test, when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mega SST turbulence model, the error rate was the lowest, and the

error rate was within 3.31%.

In the pump experiment for air bubble suppression, it was confirmed that

unlike the existing coolant pump for machine tools in the cutting oil

environment that contains air bubbles, the clean pump for improved

machine tools can suppress air bubbles and discharge transparent coolant.

In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trol the performance, positive

increase and bubble of the coolant pump for machine tool by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pump casing rather than improving the impeller

structure, an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pump performance test

result with CFD analysis showed that the k-omega SST turbulence model

was suitable for the CFD turbulence model of the turret system such as

the coolant pump by checking the error rate within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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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전기자동차의 발전으로 초정밀급 가공의 필요성이 증가하

였다. 초정밀가공은 형상정도와 표면조도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가공 정밀도의

한계를 추구하는 최고의 가공정밀도를 갖는 가공법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서는 1나노미터 전후의 가공정밀도를 보이고 있으나, 절삭가공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원자의 격자 간 간격인 0.3나노미터 까지가 최대한계라고 볼 수 있다. 초정밀급

가공의 필요성으로 최근 들어 곡면 상에 미세 구조를 생성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

는 응용분야가 발생하고 있다.

공작기계의 구성장치 중 쿨런트펌프는 공작기계의 절삭 보링 및 그라인딩 작업

시 가공물과 공구를 냉각시키고 절삭된 칩을 분산시키거나 세척하기 위한 절삭유

를 작업테이블 또는 가공 위치 등에 공급하여 가공물의 품질과 표면조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장치이다. 공작기계에서 가공물을 공작 시 쿨런트펌프를 이용하여

절삭유의 배출하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고, 다시 절삭유탱크로 순환하는 과정에

서 공기가 함유하게 되며, 쿨런트펌프 내에 함유된 절삭유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

여 쿨런트펌프의 토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절삭된 칩의 제거 감소 및 가공

물의 냉각이 감소하여 가공물의 품질저하 와 표면조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또한, 절삭유에 함유된 공기에 의해 절삭유 부패현상이 발생하여 악취 및 환

경오염에 원인이 된다. 그 결과 절삭된 칩의 제거 및 냉각성능이 감소하여 가공물

의 품질과 표면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책으로 30분 동안 공작기계를 가동 중지하여 해결하고 있다.

공작기계의 가동 중지로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어 직접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포억제가 가능한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를 설계

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주로 임펠러

입구각의 변경과 같이 임펠러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최적설계를 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쿨런트펌프 케이싱을 구조개선하여 기포억제가 가능한 쿨런트펌프를 설계

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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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런트펌프를 1차적 설계검증을 위해 CFD해석을 고려하고 있다. CFD해석은 최

근 설비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CFD해석은 실험를 대체할 수 있고 간

단히 빨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AE의 한 요소인 구조해석이 제품이 작

동 중에 파손될 것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는 것이라면, CAE의 또 다른 요소인 CFD

해석은 제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제품의 성능보다 작동여부와 내구성 등 제품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조

해석을 주로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제품의 효율과 성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CFD해석에 대한 연구 개발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실험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유동해석기술의 발전으로 CFD해석이 많

이 적용되고 있지만 쿨런트펌프와 같은 터보기계의 CFD해석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CFD해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CFD해석에 대한 신뢰성문제 해

결을 위해 현재 터보기계의 CFD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난류모델로 CFD해석

을 진행 후 쿨런트펌프를 시제작하여 쿨런트펌프 성능실험를 통해 실험값과 해석

값의 비교검증을 통해 CFD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터보

기계의 CFD해석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난류모델을 선정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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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포억제가 가능한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 설계 및 CFD

해석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 한다. 기존 쿨런트펌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설

계 요소들 중에는 임펠러형상, 흡입구 형상, 토출구 형상, 임펠러와 하우징의 간격

등이 있다. 임펠러 최적설계가 아닌 쿨런트펌프케이싱 구조개선을 통해 기포억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한다. 쿨런트펌프의 설계검증을 위해 CFD해석이 적용하는데,

CFD해석은 전산 코드를 이용하여 주어진 제한된 계에서 유체역학 지배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구역에 존재하는 유동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유

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정식은 나비에-스토크방정식인데, 아직 수학

적으로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가 없다. 여러 공학적인 가정을 덧붙여서 수치해석적

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CFD해석이다.

현재 쿨런트펌프와 같은 터보기계의 설계검증을 위한 CFD해석에서는 다음과 같

은 3가지의 난류모델방정식 k-epsilon Realizable, k-epsilon RNG, k-omega SST

이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쿨런트펌프의 설계검증을 위해 1차적으로 기존 쿨런트

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난류모델방정식 별 CFD해석

을 진행한다.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 CFD해석에 대한 신뢰성검증으로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를 시제작하여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성능

실험를 통해 실험결과와 CFD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여 CFD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각 난류모델 별 오차율을 확인하여 터보기계의 CFD해석에서 오차율이

가장 적은 난류모델을 선정하고, 기포억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기포억제가 가능성을 확인 한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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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제 1 절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는 침수형펌프 이다. 침수형펌프란 펌프의 일부분이 펌핑

될 절삭유에 잠기고, 모터부분은 잠기지 않는 펌프종류를 말한다. 침수형펌프는 탱

크나 용기의 상부에 설치된다. 용접용기계, 그라인딩기계, 냉각시스템, 머시닝센터

와 같은 시스템이나 세척기,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탱크나 용기가 있는 산업분야에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 기포억제가 가능한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에서 구조개선을 적용하는

펌프의 종류는 원심펌프이다. 원심펌프는 현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

고 있는 펌프 소요량의 약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펌프이

다. 원심펌프는 임펠러를 회전시켜 유체에 회전력을 주어 원심력의 작용으로 양수

하는 원심펌프로 일반적으로 임펠러 및 케이싱으로 구성되어있다.

임펠러 둘레에 안내깃의 유무에 따라 볼류트펌프, 터빈펌프로 나누어져 있으며,

볼류트펌프는 임펠러 둘레에 안내깃이 없이 케이싱이 있다. 볼류트펌프는 양정

15m이하의 낮은 양정에 사용되는 펌프이다. 터빈펌프는 임펠러와 케이싱 사이에

안내깃이 있는 펌프로서 디퓨저펌프 라고도 한다. 터빈펌프는 양정 20m 이상의 높

은 양정에 사용 되는 펌프이다. 단의 수에 따라 단단펌프와 다단펌프로 나누어지

며, 단단펌프는 임펠러가 1개만 있는 펌프로서 낮은 양정에 사용된다. 다단펌프는

1개의 축에 임펠러를 여러 개를 장치하여 순차적으로 압력을 증가시켜가는 펌프로

높은 양정에 사용된다. 흡입구의 수에 따라 편흡입펌프, 양흡입펌프로 나누어진다.

편흡입펌프는 흡입구가 한쪽에만 있는 펌프이다. 반면 양흡입펌프는 흡입구가 양쪽

에 있는 펌프로 토출량에 따라 소/대유량 구분되어 사용된다.



- 5 -

Fig. 2-1 Coolant pump flow chart for machine tools

Fig. 2-1은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흐름도이다. 공작기계로 가공작업시 절삭유

탱크에서 필터를 거쳐 쿨런트펌프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공작기계 가공 공구와

가공 소재로 토출하여 가공물의 냉각 및 가공칩을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작동순서

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절삭유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기포가 발생

하게 되어 모터의 부하를 주게 되어 쿨런트펌프의 수명과 내구성에 문제를 주게되

고 켜짐/꺼짐 회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전력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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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난류모델

유체역학에서 난류는 유체유동 중에서 무질서하고 비정상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난류유동에서는 확산이 낮고, 순환대류가 높으며 압력 및 속도가 시간 및 공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된다. 난류가 아닌 유동은 층류 또는 천이 영역 흐름이 있다. 난

류의 정확한 정의는 현재로서 없으며, 수학적으로는 점성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인

나비에-스토크방정식의 비정상해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0차 방정식 모델은 가장 간단한 V와 L 의 표현 방법으로 대수 계산 수준의 모델

링 방법이다. 이 가정은 V와 L 을 유동의 특성에 관한 대수 방정식을 구한다. 간

단한 유동 현상에 대해서는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모델의 기하형상이 복잡할 경

우에는 CFD해석 적용이 어렵다. 대수 모델을 이용한 난류의 접근은 적용이 간단하

다는 장점과 함께 경계층, 유동과 같이 간단한 전단유동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난류 현상이 결정되지 않고 상류의 유동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적인 유동장의 계산

문제에서는 V와 L 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

1차 방정식 모델은 와류점성을 고려함으로써 0차 방정식 모델을 발전하였다. 와동

점성은 국부적인 유동에 의존하지 않고 유동이 흘러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값이 계

산된다. 이 모델에서 V는 √k 를 통해 정의된다. 여기서 k는 유체 내 평균속도를

기준으로 변화하는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난류로 인한 단위 질량 당 운동에너

지이다. k의 수송방정식은 점성유동에 대한 지배방정식인 나비에-스토크 방정식에

서부터 유도되어 1차 방정식 형태의 단일 수송방정식으로 나타난다. 벽면에 가까운

벽근처영역의 유동에서는 대수적으로 L로 정의한다. 하지만 경계층두께 유동이나

변위두께 유동처럼 기하학적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L은 어느 한부분에만 한정되

는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 모델도 0차 방정식과 같은 난류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Spalart 와

Allmaras는 1차 모델에서 발전된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다양한 유동 현상에 대해

1차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난류모델을 개발하였고, 이 난류모델을 통해 난류 점

성 μτ 에 대한 단일 수송 방정식으로부터 난류점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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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정식 모델은 일반적으로 난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V와 L 을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한다. 이를 2차 방정식 모델이라고 하며, k

에 대한 수송 방정식과 길이척도 L을 결정하는 수송 방정식이 이용된다. CFD해석

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하학적 형상이나 어떠한 유동장에 상관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차 방정식 모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모델

은 k-epsilon 모델이다. epsilon 방정식은 작은 소용돌이가 난류 에너지를 소산시키

는 비율을 나타내는 방정식 이다. epsilon 방정식에 대한 수송 방정식을 계산한 뒤

길이척도 L이 계산된다.(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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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psilon Realizable

k-epsilon 모델은 2차 방정식 난류 모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오늘날까지 벽면 법칙과 연계하여 실무 수치해석에 가

장 많이 적용되는 난류모델이다. k-epsilon 모델은 혼합 거리 모델이 가지고 있는

난류 길이 척도의 임의의 입력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모델

은 두 개의 스칼라 값에 대하여 수송 방정식을 풀게 된다. k 방정식은 운동에너지

계산에 이용되며, epsilon 방정식을 통해 난류 운동 에너지의 소산율을 모델링 한

다.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의 이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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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정식에서 는 k-epsilon모델의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을 나타낸다. 는

k-epsilon모델의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 에너지 생성을 나타낸다. 은 k-epsilon

전체 소산율에 대한 압축성 난류의 변동 확장의 기여를 나타낸다. 과 는 상수

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프란틀수 이다. 와 는 사용자 정의 수 다. 이 난

류모델은 동종 전단 흐름 회전, 혼합면을 포함한 자유 흐름, 경계면에서 흐름을 포

함한 광범위한 흐름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증 되며, Realizable 난류 모델의 성능은

기존 standard 난류 모델 보다 우수하며, 축대칭의 확산 속도와 평면의 확산 속도

예측에 우수하다.(8),(9),(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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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psilon RNG

k-epsilon RNG 모델은 수학적 통계기법 RNG(Renomalization Group)에 근거 하

여 발생하는 난류를 나타낸 모델이다. k-epsilon standard 모델과 달리 이송방정식

에 몇 개의 항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의된 상수 값이 다르다.

k-epsilon RNG 난류모델의  에 대한 이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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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silon RNG 난류모델 유효점성계수는 다음과 같다.


 




(2-6)

여기서,  


  ≈ 

위의 식에서 적분함으로서 유효 레이놀즈수()에 따라 난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낮은 레이놀즈수 및 벽에서 발생하는 유체흐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높은 레이놀즈수에서는 k-epsilon RNG 난류모델에서는 이론에 따라 =0.0845 로

정의된다.

k-epsilon standard방정식에 추가되는 항으로 k-epsilon Standard 난류모델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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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식에      대입하여, (2-5)식을 다음과 같이 (2-8)식으

로 도출된다.



≡ 






(2-8)

변형률이 작은 영역( ≺ )에서는 R항은 양의 값이 되며 

≻ 가 된다. 변형

률이 작은 영역에서는 RNG 모델이나 k-epsilon Standard모델이나 비슷한 값을 갖

으며, 변형률이 큰 영역( ≻ )에서는 R항은 음의 값이 되며, 

≺ 가 된다.

k-epsilon Standard모델에 비해 을 증가시키며, 결국 를 감소시키고 유효 점성

계수를 감소시켜 k-epsilon RNG모델은 k-epsilon Standard모델에 비해 유효점성계

수가 보다 낮게 산출된다.(13),(14),(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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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mega SST

k-omega SST 난류모델은 유동장의 특성에 따라서 k-epsilon Standard 난류모델

과 k-omega Standard 난류모델 및 Johnson-King 모델을 결합한 모델이다. 이 난

류모델은 벽면 근처에서는 k-omega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벽함수 등이 필요 없이

경계조건만으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벽함수 이외에서는 k-epsilon

Standard 난류모델을 사용하여 경계값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뿐만 아

니라 역압력 구배가 지배적인 부분에서는 Johnson-King 모델의 전단응력 이송

(Shear Stress Transport)효과를 고려하고 있다.

벽면에 대한 적분을 통해 기술된 저 레이놀즈수 버전의 2차 방정식 난류모델이다.

k-omega SST모델은 k-omega 난류 모델리의 항으로 정의되며 k-omega 모델과

k-epsilon 모델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k-omega SST 모델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영역별 가중 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급변형유동(rapidly strained flow)에서 난

류 점성 증가에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k-omega SST 난류 모델은 영역에 따른

가중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벽면 근처에는 k-omega 난류 모델을

적용하고, 경계층 끝 단 근처에서는 k-epsilon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상수를 정의

합니다. 이를 통해 k-omega 난류 모델과 k-epsilon 모델을 상호 교체하며 영역에

적용한다.

k-omega SST 난류모델의  에 대한 이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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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9)에서 blending 함수식(2-11)의 값에 따라서 k-omega 난류 모델과

k-epsilon 난류모델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의 값이 0이 되면

k-epsilon 난류모델이며 의 값이 1이 되면 k-omega 난류모델이 적용된다.

전단응력이송모델에서 모델 상수 가  일 때, 다음과 같이 상수 값이 바뀐다.

 

 

 

 

 

 

 

 

 







그리고 와류점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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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2-15)

여기서 은 소용돌이의 절대상수 이다. 는 다음과 같다.

  tanh 



max





 


 (2-16)

k-omega SST 모델에서 는 다음과 정의할 수 있다.

  




(2-17)

원래의 k-omega 모델과 BSL 모델에서 두 공식은 동일하지만 와류점성 식(2-15)

에 의해 SST 모델은 식(2-10), 식(2-17)은 보정되지 않는다.(18),(19),(20),(21),(22)



- 14 -

제 3 장 쿨런트펌프 CFD해석

제 1 절 쿨런트펌프 CFD해석조건

Fig. 3-1, Fig. 3-2는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NSYS 내부 앱인 SpaceClaim으로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를 3D Modeling 한 그림이다. Fig. 3-2 개선

쿨런트펌프를 확인하면 쿨런트펌프의 구성요소인 케이싱 부품에 지름 8mm 의

Hole 6개를 설계하여 구조개선 하였다. 지름 8mm의 Hole은 쿨런트펌프 회전 시

발생하는 최대 압력값과 최소 압력값 차이를 줄여 캐비테이션현상을 억제하는 원

리로 설계되었다. 그 이외의 쿨런트펌프의 설계요소는 동일하며, 케이싱 구조개선

으로 쿨런트펌프성능과 기포억제가 가능여부를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NSYS

내부 앱인 FLUENT를 이용하여 쿨런트펌프성능지표인 쿨런트펌프토출량과 기포억

제 가능여부를 파악으로 임펠러의 압력변화 및 벡터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CFD해

석을 진행하였다.

Fig. 3-1 Existing Pump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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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Improvement Pump 3D modeling

Fig. 3-3, Fig. 3-4는 ANSYS프로그램의 내부 어플리케이션인 ANSYS

SPACECLAIM을 이용하여 기존 쿨런트펌프 유체층, 개선 쿨런트펌프 유체층을 3D

Modeling 진행 하였다. 쿨런트펌프의 케이싱에 지름 8mm Hole이 추가 설계되어 6

개의 토출구 유체층을 확인 할 수 있다. 쿨런트펌프와 같은 터보기계의 CFD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체층 3D Modeling 작업이 필요하다. 유체층 3D Modeling에

서는 두가지의 유체층을 분리하여야 한다. 회전하는 임펠러의 유체층과 회전하지

않는 쿨런트펌프 내 유체층을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CFD해석 원리는 임펠러

의 유체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차로 난류가 발생하여 시뮬레이션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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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xisting Pump Fluid 3D modeling

Fig. 3-4 Improvement Pump Fluid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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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수치해석 모델뿐만 아니라 계산을 위한 격자도 잘 고려

해야 한다. 유체역학은 연속체를 다루는데, 이것을 컴퓨터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이산화시켜야 한다. 쉽게 말해서 큰 공간을 잘게 잘라 셀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잘

게 잘린 공간이 연속적인 흐름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가능하게 공간을

나누어 든 것을 격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격자는 계산에 큰 영향을 준다. 격자를

많이 넣어 아주 잘게 쪼갠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으나, 계산할 격자

들이 많아져 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복잡한 부분은 격자를 조밀

하게 만들고 간단한 부분은 넓게 만들어 정확한 결과를 얻으면서도 계산이 빠르게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격자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이

좋은데, 이러한 부분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시뮬레이션을 할 때, 모델링에 따라

적절한 격자의 크기가 있어 이러한 부분도 잘 고려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CFD해석으로 해석격자를 생성하였다. Fig.

3-5, Fig. 3-6은 각각 임펠러 유체층 격자, 쿨런트펌프 유체층 격자 생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5, Fig. 3-6 격자를 보면 유동변화가 많은 임펠러 날개깃, 회전 유

체층과 비회전 유체층이 인접한 영역에 더 조밀하게 해석격자가 생성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Fig. 3-5 Pump Impeller Fluid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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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ump Fluid Mesh

쿨런트펌프의 CFD해석조건으로 쿨런트펌프 성능실험의 실험방법과 동일하게 해

석조건을 설정하였다. 쿨런트펌프 성능실험에서는 쿨런트펌프의 토출구의 압력이

1bar(=100,000Pa)를 가리킬 때, 양정 10m로 정의된다. 쿨런트펌프의 사용 유체는

비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하였고, 유체의 물성은 밀도 960kg/m³, 동점도 계수 12cSt

과 같다.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는 침수식 쿨런트펌프 구조이기 때문에

유입하는 유량의 조건은 0으로 입력하였다. 개선 쿨런트펌프의 유체층 Modeling을

나타낸 Fig. 3-4 에는 쿨런트펌프 케이싱에 Hole 추가로 기존 쿨런트펌프 유체층

Modeling을 나타낸 Fig. 3-3 과 달리 6개의 Hole 유체층이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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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유량조건과 마찬가지로 유입하는 유량의 조건을 0으로 입력하였다. 임펠러를

평면으로 확인 하였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3,450RPM의 속도로 회전 하는 조건과

쿨런트펌프의 토출구에 70,000Pa ∼ 120,000Pa 압력 값을 조건을 입력하였다. 양정

별로 나타나는 임펠러의 압력분포, 임펠러 벽면의 유동특성, 쿨런트펌프의 토출량

을 CFD해석에서 난류를 예측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k-epsilon Realizable 난

류모델, k-epsilon RNG 난류모델, k-omega SST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CFD해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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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난류모델별 해석결과

1. k-epsilon Realizable 해석결과

토출압력이 100,000Pa로 양정이 10m 일 때,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 방정

식을 적용하여 CFD해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3-7과 Fig. 3-8은 각각 기존 쿨

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를 나타낸다. 육안으로 기존 쿨

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지만 벡터들의 평균 유속을

확인하면 기존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평균유속은 10.31m/s 이고, 개선 쿨런트펌

프의 임펠러벽면 평균유속은 11.35m/s 로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유속이 1.04 m/s

증가하였다. 평균유속이 빨라지는 것으로 보아 케이싱 구조개선으로 평균유속이 빨

라지는 것으로 확인 되며, 쿨런트펌프의 성능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7 k-epsilon Realizable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

(Existi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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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k-epsilon Realizable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

(Improvement Pump)

Fig. 3-9, Fig. 3-10은 각각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 압력분

포를 나타낸다.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 중심의 압력이 기존 쿨런트펌프의 임펠

러 중심의 압력보다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임펠러가 받는 평균압력은 기존 쿨

런트펌프는 59,640Pa, 개선 쿨런트펌프는 64,790Pa 으로 평균압력 차이는 5,150Pa

이다.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압력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압력강하현상

이 줄어들어 캐비테이션현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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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k-epsilon Realizable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Existing Pump)

Fig. 3-10 k-epsilon Realizable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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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은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로 해석한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쿨런

트펌프의 쿨런트펌프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쿨런트펌프의 케이싱에 Hole을

설계하여 유동이 변화 되어 임펠러 날개와 임펠러 중심의 압력 차이가 줄어들어

기포가 억제되고, 양정 및 쿨런트펌프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ig. 3-11 k-epsilon Realizable Analysis Result Pump Performan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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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psilon RNG 해석결과

토출압력이 100,000Pa로 양정이 10m 일 때,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 방정

식을 적용하여 CFD해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3-12, Fig. 3-13은 각각 기존 쿨

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를 나타낸다. 개선 쿨런트펌프

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와 기존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를 비교하면 기

존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평균유속은 10.47m/s 이고, 개선쿨런트펌프의 임펠러

벽면 평균유속은 11.45m/s 로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유속이 0.98m/s 증가하였다.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 보다 평균유속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기존 쿨런트펌

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유속차가 0.06m/s 적게 해석되었다.

Fig. 3-12 k-epsilon RNG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

(Existi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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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k-epsilon RNG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

(Improvement Pump)

Fig. 3-14, Fig. 3-15는 각각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 압력분

포를 나타낸다. 임펠러의 평균압력은 기존 쿨런트펌프는 63,210Pa, 개선 쿨런트펌프

는 67,990Pa 이다. 평균압력차이는 4,780Pa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보다 평균

압력이 높게 해석되었으나,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압력차가

370Pa 적게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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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k-epsilon RNG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Existing Pump)

Fig. 3-15 k-epsilon RNG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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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은 k-epsilon RNG 난류모델로 해석한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

프의 쿨런트펌프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전 다른 난류모델의 해석결과와 마

찬가지로 개선 쿨런트펌프의 성능과 양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16 k-epsilon RNG Analysis Result Pump Performan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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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mega SST 해석결과

토출압력이 100,000Pa로 양정이 10m 일 때,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 방정

식을 적용하여 CFD해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 3-17, Fig. 3-18은 각각 기존 쿨

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를 나타낸다. 개선 쿨런트펌프

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와 기존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유동벡터를 비교하면 기

존 쿨런트펌프의 임펠러벽면 평균유속은 10.49m/s 이고,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

벽면 평균유속은 11.53m/s 로 개선쿨런트펌프의 평균유속이 1.04m/s 증가하였다.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 보다 평균유속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기존 쿨런트펌

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평균유속차가 1.04m/s로 동일하였다. k-epsilon RNG 난류

모델 보다 평균유속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평균 유속 차 또한 0.06m/s 높게 도출하

였다.

Fig. 3-17 k-omega SST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Existi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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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k-omega SST Analysis Result Impeller Fluid Vector

(Improvement Pump)

Fig. 3-19, Fig. 3-20은 각각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프의 임펠러 압력분

포를 나타낸다. 임펠러의 평균압력은 기존 쿨런트펌프는 63,890Pa, 개선 쿨런트펌프

는 71,040Pa이다. 평균압력 차이는 7,150Pa로 k-epsilon Realizalbe 난류모델 보다

2,000Pa, k-epsilon RNG 난류모델보다 2,370Pa 높게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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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k-omega SST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Existing Pump)

Fig. 3-20 k-omega SST Analysis Result Impeller Pressure

(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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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은 k-omega SST 난류모델로 해석한 기존 쿨런트펌프와 개선 쿨런트펌

프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전 다른 난류모델의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개

선 쿨런트펌프의 성능과 양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1 k-omega SST Analysis Result Pump Performan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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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는 각 난류모델별 해석결과로 얻은 기존 쿨런트펌프의 성능을 비교한 그

래프이다. Fig. 3-23은 각 난류모델별 해석결과로 얻은 개선 쿨런트펌프의 성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존 쿨런트펌프의 모델링이 개선 쿨런트펌프의 모델링보다 단

순하여 각 난류모델의 해석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22 Analysis Result Pump Performance Graph(Existing Pump)

Fig. 3-23 Analysis Result Pump Performance Graph(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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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쿨런트펌프 신뢰성검증

제 1 절 쿨런트펌프 성능실험

1. 실험장치 구성

쿨런트펌프 CFD해석결과의 신뢰성검증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CFD해석

조건과 같이 쿨런트펌프 성능실험와 기포억제실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쿨런트펌프 성능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전수가 3450RPM인 쿨런트

펌프와 비수용성 절삭유(12cSt)가 채워진 아크릴 박스에 배관에 연결된 밸브의 개

폐로 압력을 70,000 ∼ 120,000 Pa의 압력을 조절하여 압력에 해당하는 양정 과 유

량계에 나타난 토출량을 기록하여 기록된 양정과 토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CFD해석으로 얻은 쿨런트펌프 성능곡선과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두 번째로, 기포억제의 효과를 실험으로 확인하기 위해 Fig. 4-1 실험장치 구성에

서 불투명 고무 배관, 압력계, 밸브 대신에 투명한 아크릴 배관을 연결하였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포를 함유 시킨 비수용성 절삭유환경에서 쿨런트펌프를 작

동 시켜 투명한 아크릴 배관에 나타나는 절삭유의 투명정도를 확인하여 개선 쿨런

트펌프의 기포억제효과를 확인한다.

Fig. 4-1 Composition of Pump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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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첫 번째 실험으로 쿨런트펌프 성능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압력의 70,000 ~

120,000 Pa 의 압력에서 토출량은 아래 성능그래프를 나타낸 Fig. 4-2와 같다. 기

존 쿨런트펌프의 쿨런트펌프 성능실험결과 최대양정은 11m 이며, 개선 쿨런트펌프

의 쿨런트펌프 성능실험결과 최대양정은 12m 까지 상승하였다. 양정이 상승할수록

기존 쿨런트펌프 대비 개선 쿨런트펌프의 토출량 상승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양정 10m에서 기존 쿨런트펌프 대비 개선 쿨런트펌프의 토출량 상승률은

최대 증가율로 약 72.41% 증가하였다. CFD해석과 유사하게 쿨런트펌프 성능그래

프의 확인되었다.

Fig. 4-2 Pump Performance Graph(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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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로 기포억제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를 진행하였다. 실험결과는 다

음과 같다. Fig. 4-3 기존 쿨런트펌프의 실험결과이고, Fig. 4-4 개선 쿨런트펌프의

실험결과이다. Fig. 4-3 기존 쿨런트펌프의 실험결과를 확인하면 절삭유 탱크에 보

이는 절삭유 색과 아크릴배관에 보이는 절삭유의 색이 같다. 그와 반대로 Fig. 4-4

개선 쿨런트펌프의 실험결과를 확인하면 절삭유 탱크에 보이는 절삭유 색과 달리

아크릴배관에 보이는 절삭유의 색은 투명하게 배출하여 기포가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CFD해석에서 파악한 임펠러의 압력을 통해 기포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가지의 실험결과 쿨런트펌프케

이싱 구조 개선으로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양정, 성능 증가시켰고, 기

포억제가 가능하였다.

Fig. 4-3 Experimental results (Existing Pump)

Fig. 4-4 Experimental Results (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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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CFD해석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고찰

1. k-epsilon Realizable 해석결과 비교 분석

Fig. 4-5는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방정식을 적용하여 CFD해석한 결과와

쿨런트펌프 성능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확인하면 양정이 증가

될 수록 CFD해석결과와 쿨런트펌프 성능실험결과의 오차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5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k-epsilon Realiz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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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psilon RNG 해석결과 비교 분석

Fig. 4-6은 k-epsilon RNG 난류모델방정식을 이용하여 CFD해석한 결과값과 쿨

런트펌프성능실험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을 이용

한 해석결과보다 오차율이 적은 해석결과가 도출 하였고, 이전 k-epsilon

Realizable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정이 증가할수록 CFD해석결과와 쿨런트펌프성

능실험결과의 오차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6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k-epsilon 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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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mega SST 해석결과 비교분석

Fig. 4-7은 k-omega SST 난류모델방정식을 이용하여 CFD해석한 결과값과 쿨런

트펌프성능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k-epsilon Realizable 난류모델이나

k-epsilon RNG 난류모델을 이용한 CFD해석결과보다 오차율이 가장 적은 해석결

과가 도출 하였다.

Fig. 4-7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k-omega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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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은 기존 쿨런트펌프의 성능곡선을 각 난류모델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기존 쿨런트펌프의 해석결과 k-omega SST로 해석 시 오차율은

1.9%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8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Existing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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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는 개선 쿨런트펌프의 성능곡선을 각 난류모델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개선 쿨런트펌프의 해석결과 오차율은 3.31%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교적 단순한 모델링인 기존 쿨런트펌프는 개선 쿨런트펌프의 해석결

과 오차율 보다 1.41% 낮은 정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9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Improvemen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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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초정밀급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기포억제를 위한 쿨런트펌프 케이

싱 설계, CFD해석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난류모델방정식 선정 및 CFD해석 신

뢰성검증에 대한 실험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쿨런트펌프 케이싱에 지름 8mm의 Hole 6개를 설계한 결과 쿨런트펌프의 성능

이 양정 10m에서 토출량은 최대 증가율을 가지며, 약 72.41% 증가하였다. 또한, 양

정 11m의 한계에서 12m까지 높이는 성능개선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 개선 된 쿨런트펌프의 설계검증으로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NSYS 내부 앱인

FLUENT를 이용하여 CFD해석으로 검증하였다. k-epsilon Realizable, k-epsilon

RNG, k-omega SST 이 3가지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는데, 쿨런트

펌프 성능실험결과 k-omega SST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가

장 오차율이 적었으며, 3.31% 이내의 오차율을 가졌다.

3. 기포억제확인을 위한 쿨런트펌프 실험에서 기포가 함유되어 있는 절삭유환경에

서 기존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와 달리 개선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는 기포를 억

제하여 투명한 절삭유를 배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전 쿨런트펌프의 성능개선 방법인 임펠러 구조개선이 아닌 쿨

런트펌프 케이싱의 구조개선으로 공작기계용 쿨런트펌프의 성능, 양정 증가 및 기

포억제가 가능하였고, 쿨런트펌프 성능실험 결과와 CFD해석을 비교분석한 결과 단

순한 모델링일수록 해석오차율은 줄어들며, k-omega SST 난류모델은 쿨런트펌프

와 같은 터보기계의 설계검증으로 CFD해석을 진행 시 난류모델에 적합하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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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동안 철없는 아들을 위해 고생하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0년 08월 김 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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