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9 63

1. 서  론 

2018년 국내 펌프 및 수차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계

학회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에 발표된 논문

을 조사하였다. 펌프 분야에서 26편, 수차 분야에서 52편, 

펌프터빈 분야에서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년도에 발표

된 92편에 비하여 19편이 늘어난 총 111편의 논문이 2018년

도에 발표되었다. 

표 1은 펌프 및 수차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을 분류 기준별

로 나타낸 것이며, 펌프 분야에서는 펌프 성능향상과 특수형 

펌프의 개발, 수차 분야에서는 중‧대수력용 수차발전기 현대

화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펌프터빈 분야에서는 양수발전 정

비기술과 펌프터빈 성능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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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류 기  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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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원심펌프, 양흡입 벌류터 펌

프, 부스터 펌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류펌프(8)에 

대해서는 수력학적 성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축류펌

프(9, 10)에 대해서는 가이드베인 및 임펠러 형상에 따른 펌프 

성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또한, 터보펌프(11)와 단일채널펌프(12,13) 등의 특수펌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용 원자로 일차

냉각계통 펌프의 설계(14)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재생형 

펌프(15), Spurt 펌프(16), 선박 디젤 엔진용 고압 연료분사 펌

프(17) 등 펌프의 산업계 적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었

고, 펌프의 현장시험과 공장 성능시험 간의 성능편차 발생 

원인(18)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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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논문(19∼26)에서는 설계, 해석, 최적화, 설계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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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학적 성

능 및 러너 설계(27∼29)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퇴적

물 침식 및 캐비테이션의 영향(30∼32)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

표되었다.

벌브형 수차를 비롯하여 수문 매입식 수차, 프로펠러수차 

등을 포함한 축류형 수차의 연구개발(33∼39)이 활발하게 수행

되었으며, 소수력용 수차(40∼42)와 팰턴수차(43)의 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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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성능시험에 관한 연구(44)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하여 많은 발표가 진행되

었는데, “대용량 수력발전” 특별세션(45∼50)에서는 모델 및 실

물 수차와 발전기의 설계, 해석, 최적화 연구에 대한 수행 내

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특별세션(51∼64) 및 “50MW급 프란시스 수차 러너 기술개발” 
특별세션(65∼69)서는 수력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및 운영, 수차

발전기 개발 및 운전, 러너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

었다. “수력 차압밸브 대체를 통한 전력생산 및 제어시스템 

개발” 특별세션(70∼73)에서는 지역난방 열수송관 내부 미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수차발전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고, “소수력 시공기준 공청회” 특별세션(74∼78)에

서는 수력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

4. 펌프터빈 분야 관련 연구

양수발전소 펌프터빈의 운영 및 정비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펌프터빈의 설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

며, 전년도에 비하여 발표 논문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흡입 펌프 수차(79) 및 펌프형 수차(80)의 설계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되었고, 펌프터빈의 흡출관에서 발생하는 선회강

도에 대한 억제법(81)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발

표가 진행되었는데, “한수원 양수발전” 특별세션(82∼93)에서는 

양수발전소 운영 및 정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발

표가 있었으며, “한수원 수력양수 정비기술” 특별세션(94∼102)

과 “한수원 수력양수 터빈기술” 특별세션(103∼106)에서는 수력

양수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양수발전용 펌프터빈 

이상 및 천이현상 대응 유동특성 예측기술개발” 특별세션(107

∼111)에서는 양수발전용 펌프터빈의 해석기법 정립, 천이영역 

성능곡선 예측,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펌프터빈 성능 및 내

부유동에 대한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다.

  

5. 결  론

2018년도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과 한국유체기계학회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2018년 

펌프, 수차 그리고 펌프터빈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발표된 논문 수의 증가 및 발표 내용의 수준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펌프 분야에서는 펌프 성능

향상과 최적설계법, 수차 분야에서는 중‧대수력용 수차발전

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펌프터빈 분야에서는 양수발전소 설비의 

운전과 점검에 따른 기술개발 및 대용량 펌프터빈의 설계 및 

해석을 위한 기초연구가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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