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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류 기  별 논문 수1. 서  론 

2017년 국내 펌프 및 수차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계학

회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하였다. 펌프 분야에서 31편, 수차 분야에서 46편, 펌프

터빈 분야에서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총 92편의 논문이 

2017년도에 발표되었다. 

표 1은 펌프 및 수차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을 분류 기준별

로 나타낸 것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거의 2배에 

달하는 논문 수가 발표되었고, 펌프 분야에서는 펌프 성능향

상과 최적설계법, 수차 분야에서는 중‧대수력용 수차발전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펌프터빈 분야에서는 최근의 활발한 연구개발 추진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하여 5배의 발표 논문 수 증가가 있었다.

2. 펌프 분야 관련 연구

펌프 분야에서는 산업용 펌프의 고성능화 및 특수형 펌프

에 대한 성능향상과 최적설계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원심펌프
(1-7)

에 대해서는 펌프의 형상과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와 양흡입, 다단 원심펌프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사류펌프
(8,9)

에 대해서는 펌프성능의 최적설

계가 연구되었고, 축류펌프(10, 11)에 대해서는 펌프 요소의 

형상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터보펌프
(12)

와 단일채널펌프
(13,14)

 등의 특수펌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펌프의 주파수 제어

를 통한 에너지 절감
(15,16)

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펌프의 

산업용 적용
(17-19)

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고, 원자로

에 사용되고 있는 펌프 핵심부품에 대한 설계와 안전평가
(20,21)

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고, 펌프 흡수정에서 발생

하는 와류
(22,23)

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한편,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에서 구성된 “비속도 150∼
1200급 원심 및 사류펌프 설계기술 개발” 특별세션에서 발표

된 논문
(24-31)

에서는 설계, 해석, 최적화, 설계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수차 분야 관련 연구

수차 분야에서는 중 ‧ 대수력용 수차발전기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산화 관련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종류

의 수차에 대한 실용화 연구 및 모형수차의 성능시험에 관련

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프란시스수차에 대해서는 중‧대수력용 수차의 설계 및 유

동‧구조해석
(32-34)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특히 흡출

관에서 발생한 이상유동현상 제어
(35,36)

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모델수차의 성능시험 및 성능예측
(37-39)

에 대한 

연구와 퇴적물 침식의 영향
(40-42)

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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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브형 수차를 포함한 축류형 수차의 축소모델 및 실물수

차에 대한 설계, 해석
(43-46)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

며, 팰턴수차
(47-49)

, 횡류수차
(50,51)

, 용적식 수차
(52) 

등 다양한 

수차 형식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소수력발전
(53-55)

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결과도 발표되었고, 국내 물에너

지 개발 산업 추진 현황
(56)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하여 많은 발표가 진행되

었는데, “대용량 프란시스수차 연구개발” 특별세션
(57-62)

에서

는 모델 및 실물 수차와 발전기의 설계, 해석, 최적화 연구에 

대한 수행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중규모 수력플랜트 설

계 기술개발 평가” 특별세션
(63-67)

에서는 수차발전기 및 수력

플랜트 건설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
성능 대용량 벌브형 수차발전기 연구개발” 특별세션

(68-71)
에

서는 대용량 벌브터빈 및 발전기의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연

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수차 설계 및 성능평가” 특별세션
(72-75)

에서는 수력발전설비 모델시험설비 구축을 위한 수차의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서 발표가 있었다. “수력설비 시공기준 및 기술기준” 특별세

션
(76,77)

에서는 수력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및 수력 성능시험 

기술기준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4. 펌프터빈 분야 관련 연구

양수발전소 펌프터빈의 현대화와 운전성능 향상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최근에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며,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훨씬 증가한 발표 논문수를 보

이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된다.

대용량 프란시스형 펌프터빈
(78)

 및 축소모델
(79,80)

에 대한 

설계, 해석 연구 결과와 흡출관 캐비테이션 억제법
(81-82)

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발

표가 진행되었는데, “한수원 수력양수발전 연구개발” 특별세

션
(57-62)

에서는 신규사업 및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발표가 있

었으며, “수력양수 설비운영정비 기술” 특별세션
(57-62)

에서는 

수력양수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개

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

  

5. 결  론

2017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계학회 하

계 및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2017년 펌

프, 수차 그리고 펌프터빈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발표된 논문 수 및 내용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하여 거

의 2배에 달하는 논문 수가 발표되었고, 펌프 분야에서는 펌

프 성능향상과 최적설계법, 수차 분야에서는 중‧대수력용 수

차발전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펌프터빈 분야에서는 양수발전소 

설비의 현대화 및 성능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국산화

를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펌프, 수차 그리고 펌프터빈 분야에서는 국내 설계, 해석, 

제작 기술 역량의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제품개발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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