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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펌프 재제조에 의한 환경개선 효과 분석 

 

1. 개요 

“재제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2005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제조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제조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8,516억 원으로 51.6조 원의 

시장규모인 미국, 40.3조 원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20%를 차지(한국에너지공단, 2010)하는 펌프는 고장발생 또는 

노후로 인한 사용 불가상태일 경우 단순수리 또는 폐기하는 것이 전반적이며, 에너지 및 

자원절감,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상대적 높은 펌프의 재제조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로 인한 자원 및 에너지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에코(주)에서는 산업용 펌프 재제조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실제로 수행된 

산업용 펌프 재제조에 의한 에너지 효율 개선효과, 온실가스 저감효과, 자원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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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재제조의 필요성 

1960년대 가정용 펌프와 농∙공업용 펌프 등의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펌프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반 제조업과 경공업, 중화학 공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산업용 

펌프의 시장이 꾸준히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용 액체펌프의 생산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달한다(통계청, 2016). 

.  

     그림 1. 산업용 액체펌프 연도별 생산액 추이 

펌프의 경우 전과정비용(Life cycle cost)의 95%가 운영비이고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전기사용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효율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한국에너지공단, 

2010). 또한 펌프는 사용 연한에 따라 효율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펌프의 효율 

관리는 공정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펌프 ‘재제조’란 사용된 펌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펌프를 다시 제조하는 과정이며, 펌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것을 교체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수리’와는 다른 개념의 단어이다. 

재제조 공정에서 펌프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작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단순한 수리나 

교체 이상의 공정을 포함하고 있는 펌프 재제조는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펌프의 재제조를 통하여 현재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펌프의 수명연장과 펌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단순 수리와 재제조의 범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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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제조의 정의 

 

3. 펌프 재제조 수행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용량 산업용 원심형 볼류트 펌프 재제조 

기술개발’의 연구를 통하여 실제 철강 제조업체에서 사용되었던 노후된 산업용 펌프를 

대상펌프로 선정하여 재제조를 수행하였다. 

3.1 재제조 대상 노후 펌프 사양 

표 1. 재제조 대상 노후 펌프 사양 

항목 내용 

펌프 형식 Horizontal Double Suction Pump 

펌프 구경 흡입경 500mm/토출경 400mm 

유량 2,190㎥/h (36.5㎥/min) 

양정 42m 

전동기 고압3상 유도전동기 

동력 410kW 

회전수 1,185rpm 

제작년도 2007년 

3.2 펌프효율 복원 분석결과 

효율저하원인, 수명단축 원인을 분석하고, 구축된 펌프 재제조 공정 절차에 따라 개발된 

펌프 재제조 단위기술을 통하여 노후 펌프를 재제조 함에 따라 효율과 수명이 98~100%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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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순 수리와 재제조 효율 및 수명 복원율 비교 

항목 단순 수리 재제조 

효율 복원율(%) 신품대비 70% 미만 신품 대비 98-100% 

수명 연장 부품 마모시점까지 연장 신품과 동등한 수명 

제품 교체 교체 필요 교체 불필요 

3.3 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 분석결과 

펌프 재제조를 통하여 펌프 효율은 약 10% 이상 증가하며, 소요동력은 61kW 감소하였다. 

펌프의 연가동시간은 2080시간(주40시간, 52주 근로기준) 전기사용비용을 100원으로 가정할 

경우 펌프 재제조에 따른 운영비용 절감액은 약 13백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3. 펌프 재제조에 따른 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효과 

구분 
유량 

(m3/h) 

양정 

(m) 

효율 

(%) 

동력 

(kW) 

연가동시간 

(hr/yr) 

전력소비량 

(kWh) 

운영비용 

(원/년) 

노후 

펌프(a) 
2,190 42 69.06 410 2,080 852,800 84,280,000 

재제조 

펌프(b) 
2,190 42 79.23 349 2,080 725,920 72,592,000 

차이(b-a) - - +10.17 -61 - -126,880 -12,688,000 

3.4 온실가스 저감 분석결과 

펌프 재제조를 통한 펌프 효율 개선 시 펌프 한 대당 약 60tCO2/yr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으며, 재제조에 따른 개선성능을 전국 양∙배수장에 분포된 노후 양흡입펌프 

1,368대를 대상으로 한 효과 산정 결과, 연간 16,916MWh의 전력 절감 및 7,900tCO2 저감, 

17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3.5 자원순환 분석결과 

펌프 재제조의 경우 펌프 중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케이싱을 재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베어링하우징, 패킹그랜드 등 내구성이 높은 부품은 재제조를 통해 

교체되지 않고 기존 부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중량 대비 87%의 

부품을 재사용하며 최대 92.4%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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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펌프 재제조시 재사용 가능 부품 

부품명 소재 중량(kg) 중량비(%) 재사용 여부 

케이싱 구상흑연주철 1,080.0 81.7 ◎ 

임펠러 스테인레스스틸 76.0 5.7 X 

샤프트 CrMo강 71.0 5.4 △ 

베어링하우징 회주철 62.6 4.7 ◎ 

웨어링 스테인레스스틸 9.6 0.7 X 

베어링커버 회주철 8.4 0.6 X 

슬리브 스테인레스스틸 6.0 0.5 X 

패킹그랜드 회주철 4.6 0.3 ◎ 

기타 - 2.8 0.2 ◎ 

란턴링 압연강재 0.5 0.04 ◎ 

베어링 - 0.3 0.02 X 

패킹 - 0.2 0.02 X 

합계 1,322.0 100.0  

(◎: 재사용 가능, △: 경우에 따라 재사용, X: 재사용 불가) 

 

4. 결론 및 제언 

최근 자원효율성과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자원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제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재제조 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의 재제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수준이며, 재제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50개로 국한되어 있는 재제조 대상품목을 좀 더 폭넓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표준이 개발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대내외적 홍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펌프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제조를 통한 여러 방면에서의 

효과가 다분하기 때문에 펌프 재제조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에코㈜ 에서는 재활용, 재제조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수의 정책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