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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ude oil pump system is the equipment for transporting crude oil and it consists of 3 major components, a 
motor and an impeller which discharge underground crude oil, a pipestack that transmits the cooling oil and power, 
and a cooling oil unit & junction box that provides cooling oil and electric power. When considering the system 
characteristics that it has to be installed at a depth of deeper than 100 m, a design technology for the efficient control 
of the heat occurring at a conductor and motor is necessary and it is the essential factor for ensuring system durability. 

In this paper, therefore, cooling oil flow has been calculated to satisfy the limit value of the system temperature by 
analyzing heat flow considering the related losses such as loss of conductor, contact resistor loss at the conductor 
connection, and operation loss of motor. And the operation temperature has been set up based on the temperature of 
crude oil and the heat of motor and conductor. Also, a design for cooling of crude oil pump system has been proposed 
by calculating the operation pressure loss and selecting the capacity of a cooling oil pump and a heat exchanger. 

 

기호설명 1. 서 론 
 

R : 통전저항[Ω] 원유펌프시스템은 석유비축기지의 지하 저장고

에 저장된 원유를 지상으로 이송하는데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원유펌프시스템은 원유를 토

출하는 임펠러와 이를 회전시키기 위한 전동기로 

구성된 바텀플레이트(bottom plate), 전동기의 전력 

및 냉각오일 이송을 담당하는 3개의 컨덕터파이프

(conductor pipe)가 통합되어 파이프스택(pipe stack)
으로 구성된 미들 플레이트(middle plate), 콘덕터

파이프와 전동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냉각

시켜 주는 냉각오일장치 및 전원공급을 하기 위한 

정션박스(junction box)로 구성된 탑플레이트(top 
plate)로 이루어지며, Fig. 1과 같다. 

ρ : 비저항[μΩ-m] 

η : empirical coefficient 

Q : 통전손실[W] 

I : 통전전류[A] 

Rcontact : 접촉저항[Ω] 

H : hardness[Nmm-2] 

F : contact force[N] 

Fig 1에서 시스템 상부의 냉각오일장치로부터 
공급되는 냉각오일의 순환은 Fig 2와 같이 컨덕터

파이프 외부덕트(단면 B)를 통과한 후 전동기를 
거쳐 다시 콘덕터파이프의 내부홀(단면 C)를 통하

여 상부측의 냉각오일장치로 순환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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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열원인 전동기와 콘덕터파이프에서 발
생한 열은 순환되는 냉각오일과 전동기 및 파이프

스택의 외부(Fig. 2의 단면 A)로 흐르는 원유에 의
해서 외부로 배출되어진다. 이러한 원유펌프시스

템에서는 전동기의 권선온도가 제한치인 9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냉각오일 유량이 선정되어야 
하고, 열교환기의 용량도 순환하는 냉각오일의 최
대온도가 60℃를 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내부의 압력손실에 적합한 냉각오일

장치의 펌프용량이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각오일 유량에 따른 
전동기부 및 콘덕터파이프부의 유동 및 열전달 해
석을 통한 온도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전동기 내부

와 파이프스택으로 이루어진 배관부분의 압력손실

을 산출하였다. 

Fig. 1 Crude Oil Pump System 2. 원유펌프용 전동기 

2.1 전산해석 모델 
전산해석은 상용 툴(tool)인 Fluent 6.1을 사용하

였으며 정상상태(Steady State), 비압축성(Incompress 
ible)의 점성(Viscous) 유동으로 가정하고 유동 및 

열전달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압력장을 계산하

기 위해서 SIMPLE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전동

기의 회전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회전체에 

Fluent의 MRF (Moving Reference Frame) 방법을 적
용한 모델링과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원유펌

프용 전동기의 1/10 분할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Pipe Stack 

 
또한, 컨덕터파이프 외부로부터 전동기에 인입

된 냉각오일은 Fig. 3에서와 같이 축 내부홀을 통
하여 전동기의 공극(air-gap)을 거쳐 콘덕터파이프 
내부홀로 인출된다. 

 

Fig. 4 3-D Modeling of Motor Part  

 

2.2 열전달 해석 
시스템 내부에 공급되는 냉각오일인 터보오일

(Turb oil)은 특성상 온도에 따른 점성도의 변화가 
급격하여 Fig. 5와 같이 온도별 점성계수의 값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Fig 3 Circulation of Cooling Oil in Motor  

   
 

2

2018



2.3 유동 해석 

 

Fig. 7은 전동기 내부에 공급되어지는 냉각오일 
유량을 180LPM기준(원유온도 35℃)으로, 내 외부

에서의 유동을 속도 벡터로 나타낸 결과이며, Fig. 
8은 이에 따른 전동기 내부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파이프스택에서 전동기 축내부 홀로 유입된 

냉각오일은 1,772rpm으로 회전하는 축을 따라 하

부측까지 이송되며, 반경방향의 회전력에 의해 전

동기의 하부측 내부로 유입된다. 전동기 내부로 

인입된 냉각 오일은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에어

갭을 통해서 전동기 상부측으로 이송된다. Fig. 5 Oil Viscosities with Various Temperatures 
  
전동기 외부에 흐르는 원유온도가 15℃와 35℃ 

조건일때, 전동기부에 공급되는 냉각오일유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 유량별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결과는 Table 1, 2와 같다. 해석결과 전동

기코일부의 온도제한치 90℃를 만족하는 유량은 
180LPM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냉각오일 상
승치는 각각 17K와 18K로 계산되었다. 

  
Fig. 7 Velocity Vector Distribution of Oil Filled Electric 

Motor (Crude Oil Temp. 35℃)  
Table 1 Motor Temperatures with Various Cooling Oil 

Flow Rate(Crude Oil Temp. 15℃) 
 

유량 유속 
(oil inlet) 

온도 (℃) 
오일 
inlet 

오일 
outlet 

오일온도 
상승 

Coil 
온도 

180LPM 6.09 m/s 41 58 17K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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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tor Temperatures with Various Cooling Oil 

Flow Rate (Crude Oil Temp. 35℃) 

유량 유속 
(oil inlet) 

온도 (℃) 
오일 
inlet 

오일 
outlet 

오일온도 
상승 

Coil 
온도 

140LPM 4.74 m/s 41 65 24K 93 
160LPM 5.4 m/s 41 62 21K 92 
180LPM 6.09 m/s 41 59 18K 89 
200LPM 6.78 m/s 41 58 17K 88 

  
Fig. 6은 180LPM(원유온도 35℃)에서의 열전달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동기 고정자 코일

부의 최고온도는 89℃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 
오일온도의 입구부와 출구부와의 온도차는 18K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Contour 
(Crude Oil Temp. 35℃) 

    
Fig. 8 Pressure Distribution of Oil Filled Electric Motor 

(Crude Oil Temp. 35℃) 
 

Table 3은 180LPM에서의 전동기의 냉각오일 입

출구단에서 압력손실을 정리한 것이다. 전동기 내

부의 압력손실은 파이프스택의 길이에 비하여 현

저하게 짧아 상대적으로 압력손실이 적게 나타 나

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Table 3 Pressure Drop between Motor Inlet and Outlet 

유량 
유속 

(oil inlet) 
원유온도 

(℃) 
압력강하 

(Pa) 

180LPM 6.09 m/s 
15 95,075 

35 93,389 

3. 원유펌프용 파이프스택 

3.1 파이프스택 발열량 분석 
    파이프스택은 Fig. 2에 나타낸것과 컨덕터파이프

와 파이프피스, 그사이에 절연물로 구성되어 있으

며, 6m의 파이프스택이 16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컨덕터파이프는 전원이 공급되는 동시에 전동기

에서 온도상승된 냉각오일이 탑플레이트로 수송되

는 역할을 한다. 컨덕터파이프 전체에서 통전손실

2019



이 발생하며, 컨덕터와 컨덕터 연결부위에 접촉저

항에 의한 접촉손실이 발생한다. 
  Fig. 9는 파이프스택의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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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ay-out of the Piping System 

 
  컨덕터파이프의 통전손실은 통전저항과 통전전

류로부터 식(1)과 같이 구하며, 컨덕터파이프간의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식(2)와 같이 계산된

다. 
 
   AlR /ρ=  

     ……………………………  (1) RIQ 2=
 
  여기서, R은 통전저항[Ω], ρ는 비저항[μΩ-m], l
은 컨덕터 길이[m], A는 컨덕터파이프 단면적[m2], 
Q는 통전손실[W], I 는 통전전류[A]를 나타낸다.  
 

   
F
HRcontact 4

ηπ
=  

    ………………………  (2) contactcontact RIQ 2=
 
여기서, Rcontact은 접촉저항[Ω], η는 empirical 

coefficient, H는 hardness[Nmm-2], F는 contact 
force[N]를 나타낸다.  

 
3.2 파이프스택 열전달해석 

  파이프스택에서의 열전달은 크게 2개의 파트에

서 발생한다. 먼저 전동기로 유입되는 오일은 
Fig.2의 덕트부(단면 B)와 원유사이의 열교환에 의
한 온도강하가 발생하며, 열전달 수치해석을 통하

여 그 값을 예측하였다.  Fig. 10은 원유온도가 
35℃일 경우, 180 LPM으로 유입되는 냉각오일의 
온도강하를 나타낸 것으로 오일유입 덕트의 전체 
길이를 4단계로 나누었으며, 최초 1단부터 4단 까
지의 온도강하는 약 17K임을 확인하였다. 해석결

과로부터 원유와 냉각오일간의 열교환이 비교적 
잘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10 Oil Temperature Drop with Various Pipe Stage 

       
  한편, 컨덕터파이프에서는 통전손실 및 접촉저

항손실에 의한 발열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전
동기로부터 유출된 냉각오일이 탑플레이트로 이동

하는 가운데 온도상승을 초래한다. 
  Fig. 11은 컨덕터파이프의 통전 및 접촉저항 손
실을 고려한 열전달 해석의 결과로 컨덕터가 연결

되는 접촉부의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접촉부

에서 국부적으로 hot spot이 발생함이 확인되었으

나, 전체 파이프의 길이에 비하여 극히 작은 국부

발열이며, 파이프내를 흐르는 냉각오일의 영향으

로 그 온도상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Temperature Contour on Conductor Contact Face 

 
3.3 파이프스택 압력손실 해석 

  냉각오일의 순환펌프 선정을 위해서는 파이프스

택의 정확한 압력손실값을 계산하여야 하며, 본 
시스템에서는 상부측에서 공급되는 오일의 유량이 
전동기측의 열전달 해석을 통하여 온도제한치를 
만족하는 180LPM에서의 압력손실 해석을 수행하

였다. 
  Fig. 12는 원유의 온도가 15℃및 35℃일 때, 컨
덕터파이프 덕트부를 흐르는 냉각오일의 파이프스

택 길이에 따른 압력손실 값을 나타낸 것으로, 원

2020



유의 온도가 15℃인 경우가  35℃인 경우에 비하

여 압력손실이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15℃인 
원유내를 흐르는 냉각오일의 온도가 35℃인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오일의 점도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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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ipe Duct Pressure Drop with Various Pipe Stage 

 
3.4 파이프스택 해석결과  

  원유온도에 따른 원유펌프시스템의 안정적 운전

을 위해서 파이프스택의 냉각오일 온도상승/강하 
및 압력손실값을 산출하였으며, Table 4에 그 결과

를 정리하였다. 
  

Table 4 Analysis Result of Pressure and Temperature 
Drop on Middle plate    

냉각오

일유량 
(LPM) 

원유온

도 
(℃) 

파이프 덕트부 컨덕터 파이프부

온도 
강하 

압력 
손실 

온도 
상승 

압력 
손실 

180 
35 17 K 5.4 bar 1 K 6.4bar
15 29.3 K 6.6 bar 1 K 7.2bar

 
3.5 부차적 손실 

시스템내부의 부차적손실에는 Fig. 13과 같이 냉

각오일공급장치와 파이프스택, 파이프스택과 전동

기사이의 축소관과 확대관 효과에 따른 압력손실

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확대관 및 축

소관에 대한 수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단면형상에 

따른 손실값을 계산하여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

다. 

 

     
(a) 냉각오일공급장치부    (b) 전동기부 

Fig. 13 Minor Loss Parts in Crude Oil Pump System 
 

Table 5 Minor Loss between Pipe Stack and Motor, 
Cooling Oil Unit 

구분 종류 압력손실

냉각오일공급장치

+ 파이프스택 

확대관(콘덕트파이프) 0.12bar 
축소관(덕트) 0.15bar 

전동기 

+ 파이프스택 

확대관(덕트) 0.14bar 
축소관(콘덕트파이프) 0.11bar 

전체 0.52bar 
 

4. 해석결과 검토 

1) 전동기에서 필요한 냉각오일의 공급유량은 
180LPM의 냉각오일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전동

기 코일의 온도가 90℃이하일 경우의 유량을 의미

한다. 
2) 원유펌프시스템에서 냉각오일의 온도상승은 

Table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원
유온도 35℃에서 2K의 열교환량이 필요하며, 원

유온도 15℃ 기준에서는 별도의 열교환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Heat balance of Cooling Oil System 
원유

온도 
(℃) 

온도상승 온도강하 
필요 

열교환량전동기 
컨덕터 
파이프 

파이프 덕트 

35 18K 1K 17K 2K 

15 18K 1K 29.3K 필요없음

 
3) 원유펌프시스템 전체에서 걸리는 압력손실은 

전동기, 파이프스택에서의 손실과 단면변화에 따

른 부차적손실을 고려할 경우 Table 7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냉각오일의 폄프는 사용압력

이 16bar이상, 유량 180LPM이상의 펌프선정이 필

요하다. 

 
Table 7 Heat balance of Cooling Oil System 

원유

온도 
(℃) 

압력강하 
부차적 손실 

전체 
압력 
손실 전동기 

파이프

스택 

35 0.93bar 10.8bar 0.52bar 12.25bar

15 0.95bar 13.8bar 0.52bar 15.27bar

 

5. 결 론 

원유펌프시스템을 전동기와 파이프스택으로 구

분하여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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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동기 권선온도는 외부의 원유온도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동기의 
권선온도를 제한치 이내로 온도저감하기 위해서 
내부 냉각오일 유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동기 
외부의 열전달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이 중요하다. 
2) 파이프스택 내부의 콘덕터 손실이 냉각오일

의 온도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전동기 내
부손실과 파이프스택 외부의 원유온도가 냉각오일

의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3) 원유펌프시스템 전체의 압력손실은 주로 파
이프스택부에서 이루어지며, 전동기부에서의 압력

손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용

되어진, 냉각오일은 온도에 따른 점성도의 변화률

이 급격하여 냉각 오일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압력

손실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해석기술은 향후 원유펌프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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