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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침식 방지를 위한 횡류수차의 CFD 해석 및 모델 

실험에 관한 연구

김 민 성

기계공학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Abstract

지형이 험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의 수력발전 개발은 퇴적물 침식으로 인한 수차

의 손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퇴적물에 인해 발생하는 수차의 침식

과 마모는 성능 저하 및 수명 단축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전기 생산에 어려움

이 있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향상된 경도의 횡류수차의 

러너 블레이드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재질을 선정하여 Rotating Disc 

Apparatus(RDA) 실험을 통해 퇴적물에 의한 마모도를 비교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재질의 러너 블레이드 수명을 예측하였다.

또한, 5kW 횡류수차를 설계하여 CFD 및 Fluid Structure Interaction(FSI) 기법

으로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5kW 횡류수차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목표인 20kW 횡류수차를 설계하여 

CFD 해석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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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5kW 러너 블레이드의 한 개 무게는 약 250g이며 약 40%인 100g이 손실되는 시

점이 러너 블레이드의 교체 시점으로써 RDA 실험을 통하여 100g이 손실되는 시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러너 블레이드 손실 시점이 SUS304는 약 2.9개월, Cr27은 약 

7.7개월로 러너 블레이드의 수명이 SUS304보다 약 3배, Ni-Cr27은 약 11.5개월로 

약 4배 더 긴 수명을 가진다.

2. 20kW 러너 블레이드의 한 개 무게는 약 625g이며 약 30%인 187.5g이 손실되는 

시점이 러너 블레이드의 교체 시점이다. 그리고 고려된 재질 중 부식에 취약한 재

질을 배제하면 부식과 침식 방지에 적합한 재질은 SUS630과 WC-SUS630이다. 그 결

과 러너 블레이드 손실 시점이 SUS304 약 3개월, SUS630은 약 8개월로 러너 블레이

드의 수명이 SUS304보다 약 2.9배 긴 수명을 가진다. 그리고 WC-SUS304는 약 5.8개

월, WC-SUS630은 약 10개월로 블레이드 수명이 WC-SUS304보다 약 1.7배 더 긴 수명

을 가진다.

3. 5kW 횡류수차의 CFD 해석 결과 유량 0.1㎥/s에서 터빈효율은 71.5%, 실험 결

과는 69.5%로 목표 효율인 70%에 근접하였고, 출력은 각각 6.62kW, 5.92kW로 목표 

출력인 5kW 이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서의 효율 오차는 약 4%, 출력 오차는 약 10%, 평균오차는 약 7%이다.

4. 20kW 횡류수차는 CFD 해석 결과 유량 0.3㎥/s에서 터빈효율은 77.6%, 실험 결

과는 75.19%로 목표 효율인 72%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출력은 각각 31.17kW, 

33.29kW로 목표 출력인 20kW 이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FD 해석 결

과와 실험 결과의 효율 오차는 약 6.8%, 출력 오차는 약 3.2%, 평균오차는 약 5%이

다.

5. 러너 블레이드의 퇴적물 침식 방지를 위해서는 Cr27, Ni-Cr27, SUS630, 

WC-SUS630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퇴적물에 의한 침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실증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Sediment erosion 퇴적물 침식, Cross-flow turbine 횡류수

차, Rotating disc apparatus 회전 원판 장치,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유체 역학, Small hydro power 소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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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hydropower development in hilly terrains or countries, the damage 

to the turbine due to sediment erosions is becoming a big problem. The 

turbine erosion and wear caused by these sediments lead to performance 

degradation and shortened life span, ultimately resulting in an economic loss 

due to the difficulty in producing electricity.

In this study, various materials were selected and tes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nner blades of a cross-flow turbine with improved 

hardness and the wear rates of sediments were compared by the Rotating Disc 

Apparatus (RDA) test. Based on these results, prediction was made on the life 

of runner blades of each material.

Also, analysis was conducted though CFD and Fluid Structure Interaction 

(FSI) techniques by designing a 5kW cross-flow turbine.  Based on these 

results, a  performance experiment was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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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on the bassis of the data of the 5kW cross-flow turbine, a 

20kW cross flow turbine was designed and  CFD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se results, another performance experiment was also conduct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weight of single runner blade of the 5kW cross-flow turbine is about 

250g. The point at which 100g of loss, about 40%, occurred was the 

replacement point of the runner blade. The point at which 100g was lost was 

calculated through the RDA experiment. As a result, the runner blade loss 

time point was about 2.9 months for SUS304 and about 7.7 months for Cr27.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life of the runner blade will be about 3 times 

higher than that of SUS304. And the runner blade loss time point was about 

11.5 months for Ni-Cr27. Thus, it is also predicted that Ni-Cr27 have about 

four times longer life.

 2. Single runner blade of the 20kW cross-flow turbine weighs about 625g. 

The point at which 187.5g is lost, about 30%, is the replacement point of the 

runner blade. Except for the materials vulnerable to corrosion resistant out 

of the materials considered, the materials suitable for corrosion and erosion 

prevention turned out SUS630 and WC-SUS630. As a result, thew loss point of 

the runner blade was about 3 months for SUS304 and about 8 months for SUS630. 

This suggests that the life of runner blade has a life of about 2.7 times 

longer than SUS304. And WC-SUS304 was about 5.8 months and WC-SUS630 was 

about 10 months. Thus, it is have  that the life of the blade life is about 

1.7 times longer than WC-SUS304. 

 3. CFD analysis results of the 5kW cross-flow turbine showed that the 

turbine efficiency at a flow rate of 0.1m3/s was 71.5%.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found 69.5%, which is close to the target efficiency of 70%. The 

outputs were  6.62kW and 5.92kW, respectively, more than 5kW as the target 

output. In addition, the efficiency error between the CFD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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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about 6.8% and the output error between the 

two results was about 10% Thus, the mean error turned out about 7%.

 4. CFD analysis results of the 20kW cross-flow turbine showed that the 

turbine efficiency at a flow rate of 0.3m3/s was 77.6%.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e same conditions were found 75.19%, which is close to the 

target efficiency of 72%. The outputs were 31.17kW and 33.29kW, respectively, 

more than 5kW as the target output. In addition, the efficiency error between 

the CFD analysis result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about 6.8% and the 

output error between the two results was about 3.2% Thus, the mean error 

turned out about 5%. 

5. It is judged that Cr27, Ni-Cr27, SUS630 and WC-SUS630 should be selected 

to prevent sediment erosions of runner blades.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 erosion caused by sediments, further studies such as 

empirical studies are needed by installing runner blades in the areas where 

these problems occur a lot. 

KEY WORDS: Sediment erosion 퇴적물 침식, Cross-flow turbine 횡류수

차, Rotating disc apparatus 회전 원판 장치,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 유체 역학, Small hydro power 소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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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급격한 기후 변화가 생기

고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온난화, 쓰나미, 잦은 지진 등의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세계 에너

지 사용은 석유가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석탄이 28.9%, 

천연가스가 21.4%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 여전히 화석에너지인 석유와 석탄

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심각성을 느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총회에 

참석한 111개국 중 84개국이 의정서에 찬성하여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가 되었다. (Ren21 secretariat(Ren21), 2016; 한국에너지공단(KEA), 

2016; 김준호, 2014)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가치가 급부상하였고 각 국가에서 새로운 성장 동

력원으로써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종류로 수력, 풍력, 태양광발전, 태양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력 발전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승엽 등, 

2008; 최영도, 임재익 & 이영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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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수력발전의 정의

수력발전은 중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써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의 위

치 에너지인 낙차와 이런 낙차로 인해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차를 

회전 시켜 회전력을 발생시켜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03)

소수력발전은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수력발전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소수력

발전은 규모가 작고 시스템이 비교적 단순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형 에너지 시

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시설용량이 10,000kW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수력, 그 이하이면 소수력으로 구분하였지만, 2005년에 개정된 신

규 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수력설비용량 기준

을 삭제하여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양수를 

제외한 모든 수력설비를 일원화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수력은 설비 용량이 3,000kW 미만인 발전을 소수력발전

이라고 정의한다. 소수력발전의 장점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청

정에너지이며 Table 1.1에 나타내었다. 또한 소수력발전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발전이 쉽고 비교적 주변 환경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설치가 가

능하고 기술이 잘 알려지고 확립되었기 때문에 계획, 설계 및 건설 기간을 빠

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수력발전의 시스템 구성을 Fig. 1.1에 나타내었

다. 그리고 소수력발전은 출력규모와 사용시설물의 이용에 의해 분류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Table 1.2와 Table 1.3으로 나타냈다. (KISTI, 2003; 이승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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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ydropower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1)

Table 1.1 CO2 emissions per 1kWh (KISTEP, 2011)

구 분 1kWh당 CO2 배출량[g-CO2/kWh]

석탄화력 975.2

석유화력 742.1

LNG화력 607.6

LNG 518.8

원자력 28.4

태양광 53.4

풍 력 29.5

지 열 15.0

수 력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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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lassification by output power (KISTEP, 2011)

규 모 설비용량 기준

대수력 (large hydropower) 100,000kW 이상

중수력 (medium hydropower) 10,000kW ~ 100,000kW

소수력 (small hydropower) 1,000kW ~ 10,000kW

미니수력 (mini hydropower) 100kW ~ 1,000kW

마이크로수력 (micro hydropower) 5kW ~ 100kW

피코수력 (pico hydropower) 5kW 이하

Table 1.3 Classification by use of facility (KISTEP, 2011)

분류 종류 특 징

하
천
의
 이
용

댐식

(storage type)

- 댐을 건설하여 수위를 높여 낙차를 얻어 발전하는 

방식.

- 발전소를 댐 근처에 건설, 경사가 완만하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 적합한 방식.

- 댐 → 취수구 → 수압관로 → 발전소 → 방수로 

→  방수구 순의 물의 순환 방식.

수로식

(run of river 

type)

- 자연 그대로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 취수구 → 침사지 → 수로 → 상수조 → 수압관 

→  발전소 → 방수로 → 방수로 순의 물의 순환 방

식. 

- 강우량과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음. 

댐 수로식

(dam and 

conduit type)

- 댐식과 수로식을 합한 방식.

- 댐으로 얻은 낙차와 경사를 함께 이용하는 방식.

- 하천의 형태가 오메가(Ω)형인 지점에 발전소의 건

설이 적합. 

- 댐 → 취수구 → 터널수로 → 수조 → 수압관로 

→ 발전소 →방수로 → 방수구 순의 물의 순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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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orage development type(top), run of river development type(middle), 

dam and conduit development type(bottom)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KEB),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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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able 1.3에 나타낸 방식들은 하천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들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천을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다른 것을 이용하는 방식

이 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식들이며 자세한 내

용은 Table 1.4에 나타내었다.

Table 1.4 Differen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usage method (KISTEP, 2011)

분 류 종 류

기존 시설물의 

이용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이용

상수도의 수도관로 이용

농업용 수로 및 저수지의 농업용수의 이용

농업용 보의 이용

다목적댐의 여수로와 조정지의 이용

양수발전소의 하부댐 이용

(2) 수차의 종류 및 특징

소수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수차이다. 소수력발전은 설치장소의 특

성에 따라 어떤 수차로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발전소의 경제성의 차이가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수차는 충동형과 반동형으로 구분된다. 충동형 수차는 물의 낙

차를 이용하는 형식이고, 반동형 수차는 풍부한 유량에 적합한 형태이다. 충동

형 수차의 예로는 펠톤 수차, 횡류 수차를 예로 들 수 있고, 반동수차의 경우에

는 프란시스 및 프로펠러 수차를 예로 들 수 있다. 소수력발전에서 사용되어지

는 수차의 종류 및 특징을 Table 1.5와 Fig. 1.3으로 나타냈다. (이승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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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ydro turbine (KISTI, 2003)

수차의 종류 특징

수
 차

충
 동
 형
 수
 차

펠톤(pelton) 수차
- 수차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음.

횡류(cross-flow) 수차

- 물이 수차의 일부 방향에서만 

공급되며, 운동에너지만을 이용.

튜고(turgo) 수차

오스버그(ossverger) 수차

반
 동
 형
 수
 차

프란시스(francis) 수차

- 수차가 물에 완전히 잠김.프
 로
 펠
 러
 수
 차

카플란(kaplan) 수차

튜브라(tubular) 수차

-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모두 

이용.

벌브(bulb) 수차

림(rim) 수차

Fig. 1.3 Types of hydro turbine (KISTE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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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횡류 수차

본 연구에서는 Table 1.5에 나타내었던 수차의 종류 중에서 충동형 수차인 

횡류수차를 이용하였다. Fig.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횡류수차는 여러 다른 

수차들에 비해서 형식이 비교적 단순한편에 속한다. 이러한 횡류수차는 원통형

의 러너와 1개 또는 2개의 가이드 베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케이싱이 있어 케

이싱을 벗기면 간단하게 내부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리적으로 추력을 

받지 않고, 축추력 베어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베어링 구조가 간단하여 

윤활유장치 및 급수장치가 필요치 않으며, 전동 서보모터를 설치하면 유압장치

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용이한 수차이다. 또한 다른 수차

들보다 단기간에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낙차와 유량변화에 따라 폭넓은 대응

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횡류수차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Michell 또

는 Banki 수차라 불린다. (서상호, 2014) 

Fig. 1.4 Concept of cross-flow turbine (서상호, 2014)

횡류수차의 주요 부품은 러너 블레이드, 케이싱, 가이드 베인, 샤프트이다. 러

너는 유체의 흐름으로 인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회전체이다. 이러한 러너는 Fig 

1.5와 같이 러너 블레이드를 고정할 디스크를 설계된 형태의 지그에 원판을 올

려 절단 가공을 하여 디스크를 만들고 러너 블레이드를 개수만큼 제작하여 디

스크에 러너를 끼워 용접함으로써 러너를 제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이싱은 

수차의 외부적인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유입관에서 유입되는 물을 흡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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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주는 부분을 일컫는다. 케이싱은 주로 일반 강판을 사용

하여 형상을 용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횡류수차의 케이싱은 일정한 형식

이 없고 회사마다 각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은 유체

가 밖으로 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하며 이러한 것은 주로 충동형 수차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이드 베인은 유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러너 상부에 설치하며 러너의 폭을 1/2 또는 1/3, 2/3으로 분할하여 2매로 

하고 각각의 가이드 베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부하로 인한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2매의 가이드 베인 방식으로 할 경

우 부분 부하 시 효율 저하가 더욱 작아지고 동시에 운전범위도 15% 유량 정

도까지 이상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가이드 베인의 작동으로 인한 효율 그래프

를 Fig 1.7과 같이 나타내었다. (서상호, 2014)

     

Fig. 1.5 Runner blade(up left), runner disc(up right) and manufactured 

runner(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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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ross-flow casing(left) and guide vane(right)

Fig. 1.7 Efficiency curve according to guide vane operation (서상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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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1)국외

친환경 에너지개발이 환경에 대해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효과의 높은 기대

치로 가장 안정적인 기발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소수력 개발의 투자를 더욱 확

대하고 있다. 교토 의정서로 인한 범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이 세계적인 관

심이 되고 있으며 이런 소수력발전은 계획, 설계 및 건설기간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대체엔지인 한 분야로써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가장 쉽게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해

외에서는 발전용량이 뛰어난 수력개발지점이 없기 때문에 미활용 된 자원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설비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청정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범위에서 마이크로급(100kW이하) 및 피코급(5kW이하) 소수력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2015년에 승인된 신규 수력발전 용량은 28GW로 추정되고, 세계 총 용량은 

약 1,064GW에 도달하였다. 중국, 브라질,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 노르웨이 

순으로 수력발전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수력발전

의 용량과 발전량은 세계 총 설비용량의 63%를 차지하였다. 지속적은 기술개발

을 통해 수력발전은 발전효율이 3%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water, 2012)

(2) 국내

국내의 소수력발전의 기술개발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에서 에너지 개발

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추진되었다. 1974년에 ‘소수력 개발 입지 및 자원조사

연구’와 그 후 1년 뒤인 1975년에는 ‘시범 소수력발전소의 연구조사 설계’

가 수행되어졌다. 1978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소수력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

조되어 1982년 ‘소수력발전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장려하고, 이와 병행하여 소수력 개발에 수반되는 기술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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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K-water, 2012)

1987년부터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해 정부주도로 소수력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여 자원조사, 수차개발, 운용기술 등의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실증 연구를 추진하였지만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소수력 분야 지원 내역은 총 

14개 과제에 71억원을 지원하였고 1년에 1~2개 과제로써 신재생에너지분야 전

체 예산(12,007억원)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K-water, 2012)

1.3 연구목적

지형이 험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의 수력발전 개발은 퇴적물 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이러한 지역 또는 국가의 시내 

또는 강에는 높은 경도의 퇴적물이 약 60 ~ 80%정도 포함 되어져있다. 그래서 

퇴적물이 가득한 물에서 작동하는 수차의 부품에 대한 퇴적물 침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차의 침식과 성능 저하 및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계의 작동과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손실

에 이르게 한다. (KEB, 2013; Park,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재질보다 향상된 경

도의 횡류수차 러너 블레이드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재질을 선정하고, 

Neopane et al. (2012)와 Thapa et al. (2015), Chitrakar et al. (2016)에서 사용하

였던 장치인 Rotating Disc Apparatus(RDA) 장치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퇴적물

에 의한 마모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5kW 횡류수차의 설계된 러너 블레이드를 

FSI 기법을 통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CFD 해석과 성능을 측

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5kW 횡류수차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목

표인 20kW 횡류수차를 설계하여 CFD 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그 해석결과를 바

탕으로 횡류수차의 발전용량 및 효율이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실험 

장치를 제작하여 성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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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횡류수차 이론

횡류수차는 노즐과 터빈 러너의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러너는 두개의 원

판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노즐은 그 단면적이 직사각형으로서 터빈의 전 폭

에 대하여 제트를 방출하고 터빈의 원주 접선방향에 대하여 의 각도로 들

어간다. 제트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며 넓으나 그렇게 깊지는 않다. 물은 터빈의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날개에 충돌을 한다. Fig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블레이

드를 거쳐서 흘러간 다음 블레이드를 따라서 내부의 테두리 사이의 빈 공간을 

통과한 테두리의 안쪽에 있는 블레이드로 들어가서 바깥쪽 테두리로 방출된다. 

따라서 터빈은 내부 제트터빈이며 흐름은 기본적으로 반경방향이기 때문에 터

빈의 직경은 물의 충격량과는 관련이 없으며 요구되는 터빈의 폭은 물 수량과

는 관계없이 결정될 수 있다. (임재익, 2008)

2.1 터빈을 통과하는 제트의 경로

 제트의 중심이 Fig. 2.1에서와 같이 러너의 점에 대하여 원주에 대한 접선

방향으로 의 각도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터빈으로 들어가기 전의 물의 속

도는 다음과 같이 된다.

   




                                                      (2.1)

입구에서의 물의 상대속도 은 만일 이점에서 터빈의 원주 속도인 을 알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은 상대속도 과 원주 속도 과의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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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된다. 최대효율을 위해서 블레이드의 각도는 과 같아야 된다. 만일 

가 블레이드를 나다낸다면 출구에서의 상대속도 ′은 이점에서의 터빈의 

원주 속도와 함께 ʹ을 형성한다. 블레이드에 대하여 출구에서의 물의 절대 속

도인 ′은 ′, ʹ과 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대속도와 터

빈의 속도 사이의 각도는 이점에서 ′이 된다. 블레이드 를 따라 흐르는 

동안의 물의 궤적이 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물이 블레이드를 떠나는 실제의 장

소도 결정된다. 절대속도 ′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테두리로 다시 물이 

들어가는 점인 점도 결정될 수 있다. 이점에서의 ′은 ′이 되고 점으로

부터 점까지의 블레이드 를 흐르는 물의 절대궤적은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 ′′   이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블레이드의 대

응하는 값이다. 모든 제트가 이와 같은 경로를 따를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물의 

일부입자의 경로는 터빈의 안을 교차하기 때문이다. 

Fig. 2.1  Path of water through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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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율

제동마력은 식 (2.2)와 같은 방정식이 사용된다.

  cos cos                                   (2.2)

식 (2.3) 부분은 Fig. 2.2와 같은 모든 속도삼각형을 그려서 얻을 수 있다. 

cos  cos                                                  (2.3)

Fig. 2.1에서 낙차 에 의한 물의 속도증가를 무시하면 이것들은 대개 값이 

매우 작아서 식 (2.4)와 같다.

                                                        (2.4)

이때에 는 단위 값보다 작은 경험계수이며 약 0.98이다. Fig. 2.2의 속도선도

로부터 식 (2.5)를 얻을 수 있다.

  cos   cos                                         (2.5)

식 (2.3), (2.4), (2.5)를 동력식인 식 (2.2)에 대입하면 식 (2.6)과 같다.

  cos   × cosco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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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에 의하여 입력되는 이론동력은 식 (2.7)과 같다.

    
                                          (2.7)

효율 는 입력동력과 출력동력의 비로 식 (2.8)과 같이 구해진다.

    coscos × cos                      (2.8)

이때에  그러면 효율 는 식 (2.9)와 같다.

    × cos                             (2.9)

효율과 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식을 미분하여 0의 

값을 가지게 하면 식 (2.10)과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다.

  cos                                               (2.10)

그리고 최대효율은 식 (2.11)과 같다.

max  


  co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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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를 보면   

cos일 때 의 방향이 반경방향이 되지 않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흐름이 반경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식 (2.12)와 같다.

   cos                                         (2.12)

이때에 와 는 상수이며, 노즐에서의 마찰이나 블레이드에서 마찰에 의한 

수두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이다. 최대기계효율을 얻기 위하여 입구각도 은 

가능한 작아야 하며 에 대하여 의 각도를 얻을 수 있다. 이 값에 대하여 

cos  cos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식 (2.11)에  그리고 을 대입하면 최대효율은 87.8%가 된다. 

노즐의 효율은 계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손실을 피하

기 위하여 큰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의 바깥쪽과 안쪽을 치는 물 때문에 수력손실이 발생한다. 안쪽원주에서

의 손실은 작다. Fig. 2.3에서 원래의 제트두께 는 1.90으로 증가하고, 이것은 

모든 에너지의 약 72%가 바깥으로 부터의 블레이드를 치는 물에 의해서 주어

지고 28%가 안쪽의 원주를 치기 전에 물에 남게 된다. 블레이드 수가 정확하

고, 이것들이 아주 얇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곡선으로 되어있으면 계수 

의 높은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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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Velocity diagram

Fig. 2.3 Blade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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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구성 요소

2.3.1 블레이드 각도

블레이드 각도 은 Fig. 2.1과 Fig. 2.2에서의   과 로부터 결정 될 

수 있다. 만약   


cos라면  tan이다.  로 가정하면 

 ′ or 이다.

안쪽의 원주상의 블레이드와 안쪽의 원주의 점선방향과의 각도인 는 Fig. 

2.6과 같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내부속도 선도를 그리고 

두 날개를 합치도록 이동을 해서 점이 점에 일치하도록 하면 접선방향이 일

치한다. 안쪽의 절대 출구속도와 출구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 ′이기 때문에 속도선도가 일치하고 ′과 ′이 같은 방향으로 된다.  

점에서의 입구에서의 충격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 가된다. 즉, 블

레이드의 안쪽 선단은 반경방향이 되어야한다. 점과 점 사이 즉, 내부원주의 

출구와 입구에서의 표고차이 때문에 ′은 만일 이두지점간의 손실이 없다고 

한다면 ′과는 약간 다르게 되고 식 (2.13)과 같다.

′   ′ 


                                              (2.13)

Fig. 2.7 (a)에서 ′ 로 가정하면 ′은 블레이드 각도와 일치하지 않을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는 보다 커져야한다. 그러나 ′과 ′의 차이는 보통 가 작기 때문에 이 

값도 작게 되고 는 모든 경우에서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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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반경방향, 테두리, 폭

 Fig. 2.3에서 블레이드의 두께를 무시하면 들어가는 제트의 두께()는 상대

속도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계측되며 블레이드 간격()으로 주어지고 식 (2.14)

와 같다.

                                                         (2.14)

′ 로 가정하면 안쪽의 출구 블레이드 간격은 식 (2.15)과 같이 구해진

다.

                                                          (2.15)

테두리 폭()이 작아지면 블레이드간의 간격은 제트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테두리 폭이 증가하면 가 감소하고 따라서 는 식 (2.16)과 같다.

  ′                                                       (2.16)

테두리 폭은 이 한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 충돌하는 

물의 양은 매우 작아서 잘 흐를 수 없으며 역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테두리 폭이 이 한계점보다 낮아지면 제트가 블레이드 사이의 간격으로부

터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Fig. 2.3에서 테두리 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심력에 결정 받는 속도성분 ′
를 알 필요가 있고, 식 (2.17)과 식 (2.1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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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

′        sin

′                                                          (2.18)

 
라고 가정하여 식 (2.17)에 식 (2.18)을 대입하면 정리하면 식 (2.19) 

과 같다.

    
   

sin                                   (2.19)

터빈의 이상속도   


cos이라고 한다면 식 (2.20)과 같다.

  cos                                               (2.20)

 ,  로 가정하면 Fig. 2.6에서의 중심각 는 식 (2.17)로부터 

결정되어 식 (2.21)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2.21)

Fig. 2.6에서 터빈의 안쪽에 대해서의 제트의 두께()는 식 (2.22)과 같이 계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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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cos                                   (2.22)

Fig. 2.6에서 안쪽 제트가 터빈을 관통하여 흐를 때의 안쪽 모서리와 터빈 축

과의 거리()는 식 (2.23)과 같고,  일 때 식 (2.24)와 같다.

  sin  ′                                   (2.23)

                                             (2.24) 

같은 방법으로 내부 원주가 제트의 바깥쪽 모서리 사이의 거리인 는 식 

(2.25)과 같다.

                                           (2.25)

축이 터빈을 관통하여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유일한 제한점은 가 

된다. 대게의 경우  에서 이다. 그러면   or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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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축방향 터빈 폭

터빈 직경은 식 (2.26)과 같다.

  




cos                                        (2.26)

 여기에서 은 터빈의 직경이고 블레이드 각도는 , 일 때 식 

(2.27)와 같다.

  




                                               (2.27)

노즐에서의 제트의 두께()는 두 가지 조건의 절충에 의해서 결정된다. 터빈

의 물이 들어가고 빠지는 것에 의한 손실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의 값은 

큰 것이 유리하다. 제트의 바깥쪽 궤적의 각도가 =16°와 크게 달라짐으로서 

이 가 커지게 되면 손실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큰 값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터빈 폭 은 식 (2.28)와 같다.

  









                                       (2.28)

는 각각 0.075와 0.10 일 때 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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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블레이드 곡률

 Fig. 2.7에서 블레이드의 커브는 두 개의 수직선이 교차하는 점에 놓여있는 

중심점으로부터의 원호로 그려질 수 있으며, 하나의 수직선은 에서의 상대속

도 의 방향으로 나머지 하나는 에서의 교차점인 안쪽 원주로부터 접선 방

향이다. 

삼각형 와 로부터, 는 공통이다. 그래서 식 (2.29)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2.29)에 식 (2.30)을 대입하여 식 (2.31)을 구할 수 있다.

                                 (2.29)

 
 

                                        (2.30)

   
   

 cos                                        (2.32)

   라 가정하면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3.5 중심각

Fig. 2.7의 삼각형에서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여 식 (2.33)과 같이 나타

낼 수 있고, 정리하면 식 (2.34)와 같다.

  sin  


sin 


   

 sin


cos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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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


  cossin                                           (2.34)

   라 가정하면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2.4 Composite velocity diagram

               (a)                                  (b)

Fig. 2.5 Veloc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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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Path of jet inside wheel

β1=

ρ
δ
2 δ

r1

r2

β1β1=

ρ
δ
2
δ
2 δ

r1

r2

β1

Fig. 2.7 Curvature of blades



- 27 -

제 3 장 RDA(Rotating Disc Apparatus) 실험

3.1 RDA(Rotating Disc Apparatus)

 RDA란 Rotating Disc Apparatus의 약자로 수차의 러너 블레이드를 모스경도 

7의 석영과 같은 다양한 퇴적물이 포함된 물에 대한 러너 블레이드의 침식 및 

부식 등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테스트하기 위하여 고안한 실험 장치이다. 이 

실험 장치는 모터와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회전하는 디스크의 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경도의 퇴적물이 포함 되어 있는 물에 대한 러너 

블레이드의 침식 및 마모 등의 개선에 최적화된 실험 장치이다. (Neopane, et 

al., 2012)

3.2 RDA 실험

3.2.1 러너 블레이드 재질 선정 및 코팅기술

3.2.1.1 러너 블레이드 재질 선정

물에 포함된 퇴적물 및 이물질에 의하여 침식 및 파손되는 블레이드의 유지

보수 비용과 잦은 교체 주기로 인한 짧은 블레이드의 수명 등을 보완하기 위하

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러너 블레이드 재질을 선정하였다. 

(1) 5kW RDA 러너 블레이드

5kW RDA 러너 블레이드 재질은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질보다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가지는 재질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선택되어진 블레이드

는 Cr27이며 이 재질은 많은 크롬의 함유로 강의 조직이 치밀해지고 높은 탄소 

함유로 인해 치밀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형성하여 높은 내마모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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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r27 재질의 블레이드의 경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러너 블레이드 표

면에 코팅을 입혔다. 또한 러너 블레이드 표면 코팅은 내마모성이 높고 마찰계

수가 적은 코팅을 사용해야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 가능한 코팅으로 내식성이

나 내마모성 등 기능용으로 적용되는 경도 HV500이상을 만족하는 니켈 코팅을 

사용하였다. 아래의 Table 3.1은 기존에 사용되어지는 블레이드와 연구 블레이

드의 경도와 예상 수명주기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1 5kW RDA runner blade comparison analysis

재질
경도

(HRC)

수명주기

(예상)

코팅 

재질

표면경도

(HV)

코팅에 의한 수명연장 기간

(예상)

SUS304 23~38 2~3개월 - - -

Cr27 58 5~6개월 니켈 500 약 2개월

그리고 5kW RDA 실험에서 선택되어진 재질인 Cr27을 다른 재질과 비교한 

자료를 Table 3.2로 나타내었다. 5kW RDA 실험에 선택되어진 러너 블레이드의 

재질은 높은 경도로 인한 높은 내마모성을 가졌고 표면 코팅 및 열처리에 용이

하며 가격이 저렴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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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mparison of ingredients by material

재질

성분(%)

C Si Mn P S Cr Mo Ni Cu

Cr27 2 ~ 3 0.08 0.08 - -
23 ~ 

28
- - -

SUS410L

(SUS420)

0.03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11.00 

~ 

13.50

- - -

SUS440C

0.95 

~ 

1.20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16.00 

~ 

18.00

0.75

이하

0.60

이하
-

SUS630
0.07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15.00 

~ 

17.50

-

3.00 

~ 

5.00

3.00 

~ 

5.00

SCM435

0.32 

~ 

0.39

0.15 

~ 

0.35

0.55 

~ 0.9

0.030

이하

0.030

이하

0.85 

~ 

1.25

0.15 

~ 

0.35

- -

STD11
1.4 ~ 

1.6

0.04

이하

0.06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11.00 

~ 

13.00

0.8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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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kW RDA 러너 블레이드

20kW RDA 실험에 사용되어진 러너 블레이드의 재질은 5kW RDA 실험에 사

용되어진 Cr27 재질의 러너 블레이드보다 높은 경도를 가지는 재질을 선택하지

는 않았지만 다양한 재질의 블레이드로 실험하여 비교 및 분석에 초점을 두었

다. 그리고 러너 블레이드의 수명연장과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블레이드 

표면에 5kW RDA 실험 당시의 표면 코팅보다 더 높은 경도의 코팅을 적용하였

다. 이 코팅은 경도 HV 1,000이상을 만족하는 텅스텐카바이드 코팅을 선정하여 

블레이드 표면에 적용하였다. 아래의 Table 3.3은 기존 블레이드 재질과 20kW 

RDA 실험에 사용되어진 블레이드의 경도와 예상 수면 주기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Table 3.3 20kW RDA runner blade comparison analysis

재질
경도

(HRC)

수명주기

(예상)

코팅 

재질

표면경도

(HV)

코팅에 의한 수명연장 

기간(예상)

SUS304 23 ~ 38 2~3개월

텅스텐카

바이드
1,000 약 2개월

SUS440C

55 6개월 이상

SUS630

SCM440

STD11

20kW RDA 실험에서는 5kW RDA 실험과는 다르게 다양한 재질 후보를 선정

하였다. 선정한 러너 블레이드 재질로는 SUS440C, SUS630, SCM440, STD11로 

기존 재질인 SUS304를 포함한 총 5가지 재질이다. 아래의 Table 3.4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러너 블레이드의 재질인 SUS304와 후보로 채택되어진 재질들의 

성분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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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mparison of ingredients by material 

재질
성분(%)

C Si Mn P S Cr Mo Ni Cu

SUS304
0.08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0.045

이하

0.030

이하

18.00 

~ 

20.00

-
8.00 ~ 

10.50
-

SUS440C
0.07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15.00 

~ 

17.50

-
3.00 ~ 

5.00

15.00 

~ 

17.50

SUS630
0.95 ~ 

1.20

1.00

이하

1.0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16.00 

~ 

18.00

0.75

이하

0.60

이하
-

SCM440
0.37 ~ 

0.44

0.15 ~ 

0.35

0.55 ~ 

0.90

0.030

이하

0.030

이하

0.85 ~ 

1.25

0.15 ~ 

0.35
- -

STD11
1.4 ~ 

1.6

0.04

이하

0.06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11.00 

~ 

13.00

0.8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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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재질별 특징

(1) 크로뮴강(Cr)

크로뮴을 함유한 강으로 탄소(C)가 많은 경우에는 크로뮴(Cr)은 대게 탄소(C)

와 결합해서 탄화크로뮴이 되고, 이것은 다시 다른 원소와 작용해서 복탄화물

로 된다. 그 결과 강의 조직은 극히 미세하여 연신율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고, 

인장력과 탄성을 높인다. 또한 크로뮴(Cr)은 강의 깊은 담금질을 가능하게 하고 

내모마성을 크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구강에는 크로뮴(Cr)을 첨가한다. 또한 

크로뮴(Cr)은 내식성 및 내열성을 증가시키고, 용도에 따라 크로뮴(Cr)의 함유량

이 달라진다. 하지만 크로뮴(Cr)의 함량이 높을수록 가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SUS304

스테인레스 강의 주성분으로 크롬(Cr)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강(steel)의 표

면에 매우 얇은 층의 산화크롬이 형성되고, 이 얇은 피막은 금속기지내로 침입

하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부동태 피막으로서 작용하여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을 

갖는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18Cr에 니켈을 8% 첨가한 후 약 1,10

0℃까지 가열한다. 그 후 급냉하면 상온에서는 가질 수 없는 오스테나이트 조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비자성의 특성을 가진다. SUS304의 장점은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하며 저온강도 및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단점으로는 염기성 

분위기에서 부식이 일어나며 열처리로 경화되지 않고 소착에 약한 면을 보인

다.

(3) SUS440C

니켈(Ni) 성분이 들어가는 300계열의 스테인레스 강에서 니켈(Ni) 성분을 줄여 

경제적으로 만든 400계열의 스테인레스 강으로서 440C는 스테인레스 강 중 최

고 경도를 가진다. 탄소(C)는 강재의 경도를 높이는 원소이고 많이 사용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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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강, 용접구조강의 탄소량이 0.2% 수준인데 반해 SU440는 1.0% 수준의 탄

소량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저 탄소(C)인 경우 질긴 성질인 인성이 뛰어나고 고 

탄소(C)인 경우 내마모성이 뛰어난 성질을 가지며 자성의 특성을 가진다. 

SUS440C의 장점은 고온에서의 산화가 적고 염기성 분위기에서의 저항성이 크

며 내식성 및 내열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단점으로서는 SUS304보다 내식성 

및 인성이 낮다.

(4) SUS630

크롬-니켈(Cr-Ni)계 스테인레스 강으로 저 탄소(C)의 마르텐사이트에 구리(Cu)

의 풍부한 화합물을 석출시켜 강도(SUS304의 2배)를 높인 동시에 내식성도 

SUS304에 가까운 석출경화형 스테인레스 강이다. 강도, 연성 및 내식성이 300

계와 마르텐사이트계의 중간값을 가지며 자성이 없으나 열처리경화 후에는 자

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SUS630의 장점은 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열처리 경

화 후에는 높은 경도와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5) SCM440

합금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롬-몰리브덴(Cr-Mo) 강으로 탄소강에서 

얻을 수 없는 특수하고 훌륭한 성질의 강을 얻기 위해서 탄소 이외의 합금 원

소를 첨가한 강으로 크롬(Cr)과 몰리브덴(Mo)을 첨가한 강이다. 이 재질은 탄소 

함유량이 0.40%로 뒤에서 두 번째까지 숫자는 탄소의 함유량을 나타낸다. 압연

이나 단조로 성형하여 퀜칭과 템퍼링 열처리를 사용한다. 장점은 절삭 가공, 열

처리성과 고주파 표면경화 성질 및 인장강도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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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TD11

주로 냉간금형에 쓰이는 합금공구강재로 고 탄소(C), 고 크롬(Cr)이 함유되어 

있으며 몰리브덴(Mo), 바나듐(V)을 첨가함에 따라 담금질 성능이 양호하게 된

다. 그리고 고온 불림(500 ~ 530℃)에도 HRC58 이상의 경도가 얻어진다. 많은 

크롬(Cr) 함유로 조직이 치밀해지고 고 탄소(C)는 치밀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형성하므로 높은 내마모성을 나타낸다. 장점은 우수한 기계 가공성과 매우 높

은 내마모성을 가지며 열처리 시 치수 변형이 최저로 일어난다. 그리고 높은 

압축 강도와 열처리와 질화처리에 의해 높은 경도를 얻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크롬(Cr) 함량이 많아 피삭성이 ST재료의 1/2 수준이며 가격이 비싸고 열처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용접 시 일반 용접은 불가능하여 특수 

용접으로만 용접이 가능하다.

3.2.1.3 코팅 기술

본 연구에서는 RDA 실험에 사용되어진 러너 블레이드를 기존에 사용되고 있

는 재질보다 더 높은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위하여 러너 블레이드 표면에 코팅

을 하였다. 코팅은 금속 및 플라스틱 등의 표면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다른 

물질을 얇은 층으로 피복하는 것으로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층을 입히

는 것을 말한다. 코팅의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도금(코팅)은 전기도금이다. 이러한 도금의 공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만 일반적으로는 탈수 → 연마 → 탈지 → 화학적 침지처리 → 전기도금 → 후

처리 → 건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코팅의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와 같고 도금의 두께단위는 미크론(micron)을 사용한

다. 즉, 1mm를 1,000등분한 한 개의 눈금을 1µ으로 표기한다. 또한 코팅은 목

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의 Table 3.5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코팅

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Table 3.6에 금속 코팅 종류에 대한 설

명과 장점 및 단점을 나타내었다. (하이플럭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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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urpose of coating

방식

원재료의 내식성 부족을 보완을 위하여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금속을 입히는 것으로 얇은 

철판에 주석을 입히는 것이다.

표면경화

마모에 견딜 수 있도록 원래의 소재보다 높은 경도를 

가지는 금속을 얇은 층으로 붙이는 것으로 

크로뮴도금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표면의 미화

귀금속 또는 색채가 아름다운 금속합금을 얇은 층으로 

만들어 물건의 표면에 붙여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장신구의 금도금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표면의 평활화, 빛 

등의 반사율 개선

반사율이 높다든지 또는 매우 평활하고 광택이 좋은 

금속의 얇은 층을 분이는 것이다. 후에 표면연마 또는 

광택유지를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여 한층 더 그 특성을 

향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열기구에서 열의 반사경의 

크로뮴도금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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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Explanation of the kind of metal coating (하이플럭스, 2014)

도금의 

종류
설명 장점 단점

전기도금

- 전해 용액 중에서 제품

을 음극으로서 통전하여 

표면에 금속을 코팅하는 

방식.

- 가격이 저렴하고 

코팅의 종류가 풍부

함.

- 복잡한 형상에는 

크게 적합하지 않음.

- 비교적 금액이 낮고 적

절한 코팅이 부여 가능.

- 다양한 금속 질감 

부여 가능.

- 도금의 균일성이 

부족함.

무전해 

도금

- 용액 중의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제품 표면에 금속

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플

라스틱 코팅의 기초로써 

필요함. 

- 전착성이 균일함.

 - 소재에 따라 복잡

한 사전처리가 필요

함.

- 금속부터 비금속까지 

금속 코팅 범위가 넓고, 

정밀도도 높음.

- 비금속에 도금이 

가능함.

- 폐수처리가 어려

움.

진공도금

- 용기 안을 진공으로 만

들어 금속과 산화물 등을 

가스화 혹은 이온화해 물

건 표면에 증착시키는 방

식.

- 대부분의 금속 및 

비금속에 가능.

- 전기 도금보다 고

온으로 작업함으로 

인해 비용이 높음.
- 진공증착과 스퍼터링, 

아이온 플레이팅, 아이온 

질화, 아이온 주입 등 방

법이 있고, 특히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의 기술임.

- 장식성이 뛰어난 

초 경질피막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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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도금

- 아연과 주석,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용해액에 제

품을 넣고, 각각의 금속

을 부착시키는 방식.

- 면적 및 모양이 큰 

중량물 등에 적합한 

방식. - 높은 고온에서의 

작업이며 도금의 종

류가 제한됨.- 대형 구조물과 건축자

재, 가드레일, 가로등, 전

신주 부품 등에 많이 이

용됨.

- 코팅에 따라 수십

년의 방식성을 가지

는 것도 가능.

양극산화

- 전기질 수용액의 전기 

분해를 함으로써 금속 표

면에 내식성 산화 피막이 

생성되는 방식.

- 부식 및 마멸 저항

성을 증가시키고 프

라이머나 접착제와 

잘 부탁됨.

- 2차 가공이 힘들

며 알루미늄 외에는 

두꺼운 산화 피막을 

생성하지 못함.- 주로 알루미늄의 방식

(防蝕)에 사용됨.

도장

- 정전도장, 전착도장, 분

체도장 등이 있고,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채로운 색채화가 가장 

용이한 기술임.

- 금속으로 하는 공

업 재료의 최종 마무

리 가공으로서도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 

처리 방법이 간편함.

- 일반적으로 표면 

경도가 낮음.

- 휘발형의 도료의 

사용으로 공해의 문

제가 있음.

표면 

경화

- 철강 대한 침탄과 질화

처리, 고주파 담금질이 

대표적임.

- 단순한 형상의 플

라스틱 성형 품 등에

서는 메탈릭화가 용

이함. - 소재와 밀착성이 

어렵고 피막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보호

하는 피막이 필요함.

- 최근에는 황화 처리를 

시작하고, Al, Cr, Ti, W

등의 금속과 그 탄화물을 

소재 표면에서 확산 침투

시키는 수법이 개발되고 

있음.

- 임의의 색의 스탬

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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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kW RDA 러너 블레이드에 적용된 코팅 기술

5kW RDA의 러너 블레이드에 사용된 코팅은 무전해 니켈 코팅 방식으로 작

업하였다. 이 코팅에서 니켈을 사용한 이유는 철, 황동에 대해 직접적인 밀착과 

내식성, 내마모성이 좋고 경도가 HV 450 ~ 550까지 가능하고 열처리가 가능하

여 열처리를 하면 더 높은 경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무전해 코팅은 용액 중의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제품 표면에 코팅을 하는 것으

로 금속부터 비금속까지 코팅의 가능 범위가 넓고 코팅 후 정밀도가 극히 높기 

때문에 기능을 중시하는 공업적 용도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코팅의 장점은 

전착성이 균일하고 부도체 소재에도 양호한 밀착성을 가진 코팅이 가능하며 금

속, 비금속 모두 코팅이 가능하다. (성주창, 2000)

(2) 20kW RDA 러너 블레이드에 적용된 코팅 기술

20kW RDA의 러너 블레이드에 사용된 코팅은 텅스텐카바이드 코팅으로 텅스

텐카바이드는 탄소와 질화크롬 섞은 소재이며 PVD방식의 스퍼터링 공정으로 

작업하였다. 이 코팅에서 질화크롬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화크롬이 높은 경도와 

내부식성 및 인성을 가졌으며 탄소는 소착마모를 방지하고 낮은 마찰계수로 표

면피로와 마찰산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PVD 방식(Physical vapor deposition)은 드라이 플레이팅으로도 불리며 진공 

중에 금속을 기화시켜 기화된 금속 원자가 산화하지 않은 채, 방해물 없이 피

도금물에 도금 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는 진공 증착, 스퍼터링, 이온 플레이

팅으로 분류된다. (성주창, 2000)

스퍼터링 공정(Sputtering Process)은 진공 코팅의 한 종류로써 진공조 안에서 

소재를 가열하여 표면에 에칭(etching) 후 음전압을 가하여 아르곤 가스를 이온

화 시킨다. 아르곤 양이온을 코팅원료에 충동시켜 기화된 입자들이 코팅 층을 

형성하며 제품에 증착되는 방식으로 무결점과 균질의 코팅이 가능하며 저온으

로 블레이드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이플럭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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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목적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블레이드의 재질은 퇴적물이 포함된 물에 의해 

침식 및 파손이 잦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블레이드는 짧은 수명으

로 인한 빠른 교체주기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발전량 

감소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블레이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재질들 중에 마모 

상태와 부식의 상태가 가장 적은 최적의 재질을 선정하기 위하여 RDA(Rotating 

Disc Apparatus) 실험 장치를 통하여 블레이드 재질의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3.2.3 RDA 실험 장치 설계

3.2.3.1 5kW RDA 실험 장치

 퇴적물이 포함된 물에 의해 침식 및 부식, 파손 등이 잦아 수명 주기가 낮

은 러너 블레이드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실험 장치이다. 이 실험 장치는 

Neopane et al. (2012)와 Thapa et al. (2015), Chitrakar et al. (2016)에서 사용했

던 장치를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래에 있는 Fig. 3.1과 같이 실험 장

치를 제작하였으며 이 실험 장치에 대한 세부명칭은 Table 3.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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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5kW RDA 3D modeling(up) and experimental device(down)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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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Detailed description of 5kW RDA experiment device

세부 명칭 설     명

Motor 실험용 RDA를 구동시키기 위한 2.1kW 삼상 모터

V-belt drive 모터와 Shaft를 연결하는 고무벨트

Shaft 블레이드 회전판을 회전시키기 위한 축

Housing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원기둥 모양의 실험장치 통

Cover 퇴적물 샘플 및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판

Base Frame 모터 및 하우징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

Water In 하우징 안에 물을 공급하는 관

Sand In 퇴적물 샘플을 공급하는 관 

Pressure gage 실험을 하는 동안 하우징 안의 압력을 확인

Thermometer 실험을 하는 동안 하우징 안의 온도를 확인

Water & Sand out 실험이 다 끝난 후 물과 퇴적물을 빼 내는 관

Disk Shaft와 연결이 되어 회전하는 회전 판

Blade 회전판에 부착되는 실험용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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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20kW RDA 실험 장치

5kW RDA 실험 장치를 보완한 모델로써 실험 시 발생하는 열을 낮추기 위해

서 냉각부의 상부에는 Water-In을 하부에는 Water-Out을 만들어 수정하여 물

을 순환형식으로 설계하여 냉각 효율을 높이고 실험 종료 후 냉각수를 완전히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실험 후 회전판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 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블레이드 고정 나사가 돌출되지 않게 하였으며 실험 시 모

래가 잘 회전하고 골고루 분산 될 수 있도록 모래 걸림 바를 최적 설계하여 적

용하였다. 그리고 회전축을 통하여 물 및 모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중 씰을 

적용하였고 하우징 커버 부분에 RDA 실험 장치의 작동 시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창을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터에서 발생하는 누전전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트롤러 함을 실험 장치에서 분리하였다. 마

지막으로 실험 시 발생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지지부를 설계하여 적용하였

다. 20kW RDA 실험 장치는 아래에 있는 Fig. 3.2와 Fig. 3.3과 같이 제품을 제

작하였으며 실험 장치에 대한 세부명칭은 Table 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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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20kW RDA 3D modeling(up) and experiment device(down)

Fig. 3.3 Detail of RDA device i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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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Detailed description of 20kW RDA experiment device

세부 명칭 설   명

Blade 디스크에 부착되는 실험용 블레이드

Disk 샤프트와 연결 되어 회전하는 회전판

Housing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한 원기둥 모양의 실험장치 통

Shaft 블레이드와 디스크를 회전시키기 위한 축

Housing Cover 퇴적물 샘플 및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판

Water-In 하우징 안에 물을 공급하는 관

Sand-In 퇴적물을 공급하는 관

Water & Sand-Out 물과 퇴적물을 빼 내는 관

Thermometer 온도계를 장착하는 곳

Pressure gauge 압력게이지를 장착하는 곳

Motor 실험용 RDA를 구동시키기 위한 2.1kW 삼상 모터

V-belt drive 모터와 샤프트를 연결하는 고무벨트

Base Frame 모터 및 하우징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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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RDA 실험 장치 실험 방법

3.2.4.1 구동 스펙

RDA 실험 장치의 구동 조건은 아래의 Table 3.9와 같이 모터의 회전 속도는 

1,440RPM이며 디스크의 회전 속도는 720RPM으로 디스크와 모터의 회전 속도

의 비는 1:2이다. 디스크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 실험에 쓰

일 디스크의 지름은 5kW RDA 실험은 350mm, 20kW RDA 실험은 365mm이고 

테스트에 사용된 물의 양은 9.17L이고 케이스 당 퇴적물이 포함된 모래는 1kg

을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6)

Table 3.9 RDA experiment drive specifications (Park, et al., 2016)

모터의 회전 속도 1440 RPM

디스크의 회전 속도 720 RPM (풀리비 1 : 2)

디스크의 회전 방향 시계 방향

디스크 지름 350mm(5kW), 365mm(20kW)

테스트에 사용된 물의 양 9.17L

테스트에 사용된 모래의 양 케이스 당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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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구동 시간 및 실험 방법

동작시간은 케이스 당 100분으로 하며 실험 장치 내부온도는 최고 60도를 넘

지 않도록 냉각수를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험에 사

용되어지는 블레이드를 디스크에 부착한 후 디스크를 샤프트와 연결하고 하우

징 커버로 실험 공간을 닫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농도의 물과 퇴적물이 포함된 

모래를 채우고, 모든 흡입구가 닫힘 여부와 벨트의 상태 및 컨트롤러 전원 연

결 상태를 확인한다. 컨트롤러를 조작하여 실험 장치를 가동시킨 후 회전 속도

를 서서히 증가 시켜 실험 속도에 도달시킨 후 회전속도가 고정되도록 유지키

시며 온도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100분의 실험 시간이 끝나면 RDA 

실험 장치의 작동을 정시키고 Water & Sand-out으로 물과 모래를 빼고 하우징 

커버를 분리한 후 샤프로부터 디스크를 제거한다. 실험에 사용한 블레이드를 

디스크에서 제거 한 후 이물질이 남지 않게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그리고 실

험에 사용한 블레이드를 완전히 건조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고 블레이드의 침식 

및 손실정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을 반복하여 테스트를 한다.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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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DA 실험 결과

3.3.1 5kW RDA 실험 장치 실험 결과

수차에 사용되는 블레이드를 테스트하기 위해 모스경도 7의 석영과 같은 다

양한 퇴적물이 함유 되어 있는 모래로 RDA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러너 블레이드는 경도 강화를 위해 표면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러너 블레이드

의 침식을 줄이고 수명 연장 및 침식에 의한 수차의 효율 감소를 줄였다. 실험

을 통한 비교 분석된 결과 값을 아래 Table 3.10에 나타내었다.

Table 3.10 5kW RDA runner blade hardness measurement result

재질 재질경도 값(HRC) 코팅 후 표면경도 값(HV)

SUS304 85~86(HRB) -

Cr27 58 ~ 60 562

기존의 재질인 SUS304와 Cr27, Ni-Cr27을 RDA 실험 장치를 통하여 케이스 

당 100분으로 하여 총 6번씩 실험을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Table 3.11은 재

질별 시험 횟수에 따른 무게 측정과 실험 전, 후의 무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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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Blade mass measurement and mass difference due to erosion and 

wear (Park, et al., 2016)

실험 

전(g)

1차 

실험(g)

2차 

실험(g)

3차 

실험(g)

4차 

실험(g)

5차 

실험(g)

6차 

실험(g)

무게 

차이(g)

SUS304 198.75 198.67 198.58 198.51 198.44 198.37 198.29 0.46

Cr27 185.70 185.67 185.63 185.61 185.57 185.55 185.52 0.18

Ni-Cr27 195.94 195.92 195.89 195.88 195.85 195.83 195.81 0.13

또한, RDA 실험을 통하여 나온 결과 값을 기준으로 5kW 수차 러너 블레이

드의 마모도를 계산하였다. 5kW 수차의 러너 블레이드 한 개의 무게는 250g이

며 침식 및 부식 등으로 인해 러너 블레이드의 무게가 40%인 100g이 감소하는 

시점을 일수로 계산하였으며 식 (3.1)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Table 3.12에 나

타내었다.

손실시점 분 가동 시 평균 무게 감소량×

×

  시간×분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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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Measured mass of blade due to erosion and wear

100분 가동 시 감소무게(g) 40% 손실 시점(일)

SUS304 -0.08 86.8

Cr27 -0.03 231.48

Ni-Cr27 -0.02 347.22

Table 3.12에서 확인되어지는 것과 같이 블레이드가 40%인 100g이 손실되는 

시점은 SUS304는 86.8일(≒2.9개월), Cr27은 234.48일(≒7.7개월), Ni-Cr27은 

347.22일(≒11.5개월)에 블레이드의 교체시점이 산출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SUS304보다 Cr27은 약 3배, Ni-Cr27은 약 4배 높은 수명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무게는 1/100g 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저울로 측정을 하였

지만 실제 값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RDA 실험에 사용되어진 

블레이드를 Table 3.13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3.13 5kW RDA experiment blade (Park, et al., 2016)

실험 전
1차 실험 

(100분)

3차 실험 

(300분)

6차 실험 

(600분)

SUS304

Cr27

Ni-C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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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0kW RDA 실험 장치 실험 결과

20kW RDA 실험에서는 5kW RDA 실험에서 연구한 Cr27 재질보다 더 높은 

경도의 재질에 대한 연구보다는 다양한 재질을 선정하여 기존 재질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5kW RDA 실험과는 다르게 코팅 후 각 재질의 표면경

도 값을 HV 1,000이상으로 하여 5kW RDA 실험 때의 코팅 표면경도 HV 500보

다 더 높게 목표 값을 설정하여 러너 블레이드의 퇴적물에 대한 침식 및 마모 

방지에 대한 대응력을 더 높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Table 3.14는 각 

재질의 코팅 전, 후의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3.14 20kW RDA runner blade hardness measurement result

재질 재질경도 값(HRC) 코팅 후 표면경도 값(HV)

SUS304 74 HRB (HRC 표기불가) 1,140

SUS440C 44 1,104

SUS630 62 1,057

SCM440 60 1,085

STD11 56 1,166

기존의 재질인 SUS304와 선정되어진 러너 블레이드의 재질과 코팅한 재질을 

RDA 실험 장치에서 케이스 당 100분으로 하여 총 6번씩 실험을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Table 3.15는 재질별 시험 횟수에 따른 무게 측정과 실험 전, 후의 

무게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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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Blade mass measurement and mass difference due to erosion and 

wear

실험 

전(g)

1차 

실험(g)

2차 

실험(g)

3차 

실험(g)

4차 

실험(g)

5차 

실험(g)

6차 

실험(g)

무게 

차이(g)

SUS304 203.126 202.997 202.821 202.670 202.513 202.363 202.208 0.918

WC-SUS

304
201.954 201.877 201.804 201.729 201.658 201.579 201.504 0.45

SUS440C 198.024 197.923 197.826 197.735 197.641 197.534 197.430 0.594

WC-SUS

440C
198.050 197.986 197.918 197.856 197.798 197.738 197.684 0.366

SUS630 197.959 197.901 197.847 197.797 197.741 197.693 197.641 0.318

WC-SUS

630
201.131 201.083 201.034 200.993 200.948 200.910 200.873 0.258

SCM440 192.750 192.716 192.672 192.636 192.596 192.554 192.516 0.232

WC-SC

M440
193.894 193.853 193.818 193.777 193.740 193.709 193.678 0.216

STD11 192.795 192.758 192.721 192.681 192.643 192.607 192.573 0.222

WC-STD

11
192.289 192.249 192.214 192.184 192.146 192.118 192.08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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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DA 실험을 통하여 나온 결과 값을 기준으로 20kW 수차 러너 블레이

드의 마모도를 계산하였다. 20kW 수차의 러너 블레이드 한 개의 무게는 625g

이며 침식 및 부식 등으로 인해 러너 블레이드의 무게가 30%인 187.5g이 감소

하는 시점을 일수로 계산하였으며 식 (3.2)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을 Table 3.16

에 나타내었고 Fig. 3.4와 같이 그래프로 표기하였다.

손실시점 분 가동 시 평균 무게 감소량×

×

  시간×분분
                   (3.2)

Table 3.16 30% weight loss point of blade

100분 가동 시 평균 감소무게(g) 30% 손실 시점(일)

SUS304 -0.153 85.103

WC-SUS304 -0.075 173.611

SUS440C -0.099 131.524

WC-SUS440C -0.061 213.456

SUS630 -0.053 245.676

WC-SUS630 -0.043 302.81

SCM440 -0.039 333.868

WC-SCM440 -0.036 361.69

STD11 -0.037 351.914

WC-STD11 -0.034 38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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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30% weight loss point of blade

Table 3.16에서 확인되어지는 것과 같이 블레이드가 30%인 187.5g이 마모되

는 시점이 교체 시점이며 SCM440, WC-SCM440, STD11, WC-STD11이 가장 긴 

수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위의 네 가지 재질은 부식에 매우 취

약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재질을 제외한 나머지 재질 중에서 30% 

손실 시점이 가장 늦은 재질은 SUS630과 WC-SUS630이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30% 손실되는 시점은 SUS304는 85.103일(≒2.8개월), SUS630은 245.676일(≒8.2

개월), WC-SUS304는 173.611일(≒5.8개월), WC-SUS630은 302.81일(≒10.1개월)

의 값이 산출되어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SUS630은 SUS304보다 약 2.9배, 

WC-SUS630은 WC-SUS630보다 약 1.7배 높은 수명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무게는 1/1000g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저울로 측정 하였지만 실제 값

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RDA 실험에 사용되어진 블레이드를 

Table 3.17과 같이 나타내었다.



- 54 -

Table 3.17 The pre-experiment blade(left) and the post-experiment blade used 

in the RDA experiment(right)

실험 전 실험 후 (600분)

SUS304

WC-SUS304

SUS440C

WC-SUS440C

SUS630

WC-SUS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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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440

WC-SCM440

STD11

WC-ST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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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5kW 횡류수차의 수차해석 및 실험

4.1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4.1.1 계산격자

계산격자의 생성은 적용 난류모델의 특성에 따라 원활한 수렴 및 신뢰성 있

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y+, 경계층 격자 밀집도, 격자 형태, Aspect Ratio 등

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계산격자의 확보가 CFD에

서 첫 번째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kW 횡류수차 모델에 대하여 러너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회전

영역과 챔버를 포함하는 비회전 영역으로 격자계를 분할하였다. 전체 격자를 

Tetrahedral mesh와 Hexahedral mesh를 이용하여 Unstructured Hybrid 격자계

로 구성하였고, 전체 계산 격자수는 약 5,000,000 노드로 구성하였으며, 계산격

자 생성을 위해 ICEM-CFD 13.0을 이용하였다. 수차의 3차원 형상과 격자 생성 

그림을 Fig 4.1에 나타내었다.

   

Fig. 4.1  3D modeling(left) and the generated mesh(right) of 5kW 
cross-flow turbine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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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경계조건

아래의 Fig. 4.2에서 나타내어진 바와 같이 모든 계산은 정상상태의 이상류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계산 수행에 사용된 난류모델로서는 SST 모델을 적용하

였다. 계산을 위한 경계조건으로서는 입구영역에는 질량유량조건, 출구영역에는 

대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조건을 부여하였다. 회전부와 정지부 사이의 경계면 처

리를 위하여 interface 조건으로 frozen rotor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계산의 안

정화를 위하여 입구 및 출구에 충분한 여유 길이를 확보하였다. 먼저, 러너부의 

회전수를 정격 회전수인 642rev/min에서 유량을 0.06 ~ 0.1㎥/s로 변화시켜 계

산을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16)

Fig. 4.2 Boundary conditions for CFD analysis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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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FSI 해석 및 결과

5kW 횡류 수차 내에 설치된 러너 블레이드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유동-구조 연성해석인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기법을 적용하

였다. 우선, 5kW 횡류 수차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만일 구조해석 시 항복강도 보다 높은 응력이 발생한다

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의 구조적 변경 및 변경된 형상에 대한 유동해

석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유동-구조 연성 해석은 유동해석 결과의 압력데이터

를 구조해석의 하중으로 적용하게 되며, 본 해석에서는 ANSYS 13.0의 

MFX(Multi-field solver - external code)기능을 이용하여 단방향 FSI 해석을 수

행하였다. 단방향 FSI 해석에서 평가되는 최대응력과 각 물성 데이터의 항복 강

도를 기준으로 블레이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아래의 Fig. 4.3는 구조해석을 위한 러너 블레이드의 3차원 형상과 구조해석

을 위한 격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횡류 수차는 각 러너 블레이드마다 받

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러너 블레이드들에 대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격

자는 Quad 형태를 적용하였으며, 응력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블레이

드 전체에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여 약 1,100,000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Fig. 4.3 The three-dimensional shape of cross-flow turbine(left) and 
mesh calculation for structural analysi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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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을 위해서 사용된 재료는 일반 스테인레스 강을 적용하였으며, 

Table 4.1에 재료의 상세 물성치를 표시하였다. 정격 유량인 0.1㎥/s일 때, 유동

해석 결과에서 얻은 러너 블레이드 표면 압력을 구조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블레이드의 옆면은 고정된 조건으로 설정하고 러너의 회전수인 

642rev/min을 구조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4.4에서는 유동해석에 대

한 결과를 구조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러너 블레이드 표면에 맵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4.5에서는 구조해석을 위해 부여한 경계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1  Material property

Material Stainless steel

Density 7750 kg/㎥

Tensile yield strength 207 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07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58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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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he surface pressure of the runner blade from flow analysis  

Fig. 4.5 Boundary conditions of runner blade for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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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응력(equivalent stress)은 3차원의 응력 상태를 단축 응력 상태에서 상당

시킨 응력이다. 이 값이 단축항복응력에 이르렀을 때 항복이 일어나며, 이 값은 

모델의 항복을 검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응력이 벡터로서 크기와 방

향을 가진다면 등가응력은 스칼라로써의 크기만 가지고 있다. 복잡한 3차원 모

델에서는 주응력으로 항복이나 파단을 판단하기 위한 힘이므로 등가응력을 가

지고 크기만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von-Mises 응력이라고 하며 식 (4.1)과 같

다.

 






  
    

    
 







                               (4.1)

Fig. 4.4와 Fig. 4.5에서는 러너 블레이드의 등가응력 분포 및 블레이드의 변

위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 등가 응력은 79.1MPa로 Fig. 4.6에서 보이는 노즐 출

구부의 끝단에 위치하는 러너 블레이드의 옆면 trailing edge 부분에서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스테인레스 강의 항복응력은 207Mpa이며, 본 해

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의 항복응력보다 높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8에서 보이듯이 최대 변위는 노즐 출구부의 끝단에 위치하는 러너 

블레이드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 변위는 약 0.076mm이다. 그래서 이 변위와 

등가응력에 의해 유동 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블레이드

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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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s for the runner blades

Fig. 4.7 Total deformation distributions for the runner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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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 장치

4.2.1 설계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전 환경과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생산되는 발전

량과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펌프모터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 

유량에 따른 수차의 발전량과 효율을 확인하고 각 센서를 통하여 유량, 압력, 

토크, 회전수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Fig. 4.8a, Fig. 

4.8b는 5kW 횡류수차 성능 실험 장치의 도면을 나타내었고, Table 4.2는 성능 

실험 장치 명칭을 나타내었다. 

Fig. 4.8a 5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drawing



- 64 -

Fig. 4.8b 5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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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5k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name explanation

번호 세부 명칭  설     명

① 메인 탱크 5kW급 수차실험을 위하여 물을 저장해 놓는 장소 

② 탱크 덮개 실험이 끝난 후 물을 빼고 탱크 내부 청소를 위해 제작

③ 모터
메인 탱크에서 펌프를 통하여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

(18kW 모터)

④ 펌프 모터를 구동시켜 메인탱크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역할

⑤ 유량계
유효 낙차에 의한 발전용량(5kW)대비 유량 값을 확인하는 장

치 

⑥ 수차 수차가 회전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

⑦ 서브 탱크
수차가 회전 된 후 유체가 메인 탱크로 이동 전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탱크

⑧
서브 탱크 

유체 배출구

실험이 끝난 후 서브탱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

용

⑨ 배전반 외함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및 각종 데이터 값을 확인 할 수 있

는 장치로써 유량계, 토크메터, 압력센서, RPM센서의 인디게

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발전용량 과부하를 막기 위해 파우더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적정 발전용량을 유도한다.  

⑩
토크메터/ 

RPM 센서
수차에 의해 생산되는 발전량을 계산하기위해 사용하는 장치 

⑪
파우더 

브레이크
과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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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실험 방법 

Fig. 4.8a와 Fig. 4.8b의 설계 도면을 토대로 5kW 횡류수차의 성능 실험 장치

를 Fig. 4.9과 같이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장치 구동 사양을 아래

의 Table 4.3에 나타내었다. 5kW 횡류수차 성능 실험 장치의 작동유체는 수돗

물을 사용하였다. 펌프에 의해 끌어올려진 물은 배관을 통해 수차로 보내지고, 

수차를 거쳐 나온 물은 다시 물탱크로 되돌아가는 순환식 구조로 설계하여 제

작하였다. 그리고 유량확인을 위해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하고, 유체가 배관을 따

라 흐를 때 압력확인을 위해 총 5곳에 압력계를 설치하였고, 수차의 전력 및 

효율을 구하기 위하여 토크메터 및 RPM 센서 값을 인디게이터를 통하여 확인

한 후 계산하고, 파우더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수차의 과 회전을 방지하였다.

5kW 수차 성능 실험장치의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 박스 및 실험 

데이터 로깅을 위한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인버터를 이용하여 펌프를 구동시

킨다. 그리고 공기 배출구의 밸브를 열어 파이프라인 내부의 공기를 배출시키

고, 파이프라인 내부에 물이 가득차고 공기 배출구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밸브를 잠근다. 압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압력 센서와 연결될 튜브에 물을 

주입하여 튜브 내부의 공기를 모두 제거하고 센서와 연결하고, 수차가 무부하 

상태에서 구동되기 시작하면 펌프의 인버터 및 파우더 브레이크의 전압조절기

를 이용하여 회전수, 유량, 낙차 등을 실험 케이스에 맞춰준다. 회전수, 유량, 

낙차 등이 실험 케이스에 맞춰지면 데이터 로깅을 위한 컴퓨터로 각 센서들의 

데이터를 일정 시간동안 저장한다. 그리고 실험을 완료한 후에는 펌프의 구동

을 중지시키고, 컨트롤 박스 및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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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5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Table 4.3 5kW experimental device drive specification

장치 명 사 양

모터 18.5kW / 3상 380V, 4P

펌프 흡입구경/토출구경 (150-200)

인버터 18.5kW(25HP)/ 팬, 펌프 전용

토크메터 / RPM 센서 50Kgf-m / 6,000 RPM

파우더 브레이크 400Nm(토크)

압력센서 0~35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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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5kW 횡류수차 성능실험 장치의 실험 결과와 CFD 해석 결과를 통하여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효율 및 발전량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Fig. 4.10과 Table 4.4에 나타내었다. 

유량이 0.1㎥/s 일 때 출력은 6.62kW, 5.92kW로 설계 목표치인 5kW에 만족하

며 효율은 71.5%와 69.5%로 CFD 해석 결과에서는 설계 목표치인 70%에 만족

하였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설계 목표치에 0.5% 차이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하

지만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효율은 평균적으로 약 4%, 출력은 약 10%

의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계적 손실에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손실이라 함은 각각의 모든 부품들이 가지는 

고유의 오차, 측정센서 고유의 오차 등과 수차의 축을 직결연결 하지 않고 중

간에 토크메터 및 RPM 센서의 축을 연결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계적 손실

이 발생하였다.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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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Output power(up) and efficiency curves(down) by flow rate 
change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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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FD and performance comparison chart according to flow 
rate change (Park, et al., 2016)

CFD Experment

Q(㎥/s) P(kW) η(%) Q(㎥/s) P(kW) η(%)

0.06 1.34 49.6 0.06 1.27 50.5

0.07 2.40 62.1 0.07 2.16 60.5

0.08 3.59 68.6 0.08 3.08 63.8

0.09 5.09 71.9 0.09 4.53 68.1

0.10 6.62 71.5 0.10 5.92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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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20kW 횡류수차의 수치해석 및 실험

5.1 계산격자 및 경계조건

5.1.1 계산격자

본 연구에서는 20kW 수차의 실험을 수행하기 이전에 내부유동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CFD에 의한 해석을 선행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5.1은 횡류수차

의 3차원 형상과 CFD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격자를 나타내었다. 이 수차의 정

격유량과 낙차는 각각 0.3㎥/s에 20m이며, 러너의 회전수는 550rev/min, 가이드 

베인의 각도는 6°로 설계하였다. 설계되어진 횡류수차의 CFD 해석을 수행을 

위해 ICEM-CFD를 이용하여 전체 격자를 Tetrahedral mesh와 Hexahedral mesh

로 구성된 Unstructured Hybrid 격자를 생성하였고, 계산 격자수는 약 5,400,000 

노드로 구성하였다.

  

Fig. 5.1 3D modeling(left) and the generated mesh(right) of 20kW cross-flow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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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계 조건

Fig. 5.2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모든 계산은 정상상태의 이상류 계산을 수행하

였으며, 계산 수행에 사용된 난류모델은 SST 모델을 적용하였다. 계산을 위한 

경계조건은 입구영역은 질량유량조건, 출구영역에는 대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조

건을 부여하였다. 회전부와 정지부 사이의 경계면 처리를 위하여 interface 조

건으로 frozen rotor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러너부의 회전수를 정격 회전

수인 550rev/min에서 유량을 0.24 ~ 0.45㎥/s로 변화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Fig. 5.2 Boundary conditions for CF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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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실험장치

5.2.1 설계목적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전 환경과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생산되는 발전

량과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펌프모터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유량을 조절하 

유량에 따른 수차의 발전량과 효율을 확인하고 각 센서를 통하여 유량, 압력, 

토크, 회전수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Fig. 5.3a, Fig. 

5.3b, Fig 5.4는 20kW 횡류수차 성능 실험 장치의 도면과 그 도면을 3D로 나타

내었고, Table 5.1은 성능 실험 장치 명칭을 나타내었다.

Fig. 5.3a 20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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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b 20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drawing

Fig. 5.4 20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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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20kW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designation explanation

번호 세부 명칭  설     명

① 메인 탱크 20kW급 수차실험을 위하여 물을 저장해 놓는 장소 

② 탱크 덮개 실험이 끝난 후 물을 빼고 탱크 내부 청소를 위해 제작

③ 모터 펌프를 동장시키기 위한 구동부

④ 펌프 모터를 구동시켜 메인탱크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역할

⑤ 유량계
유효 낙차에 의한 발전용량 대비 유량 값을 확인하는 장

치 

⑥ 수차 수차가 회전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

⑦ 서브 탱크
수차가 회전 된 후 유체가 메인 탱크로 이동 전 임시적

으로 저장하는 탱크

⑧
서브 탱크 유체 

배출구

실험이 끝난 후 서브탱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

해 사용

⑨ 컨트롤러부

모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및 각종 데이터 값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로써 유량계, 토크메터, 압력센서, RPM센서

의 인디게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발전용량 과부하를 막기 

위해 파우더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적정 발전용량을 유도

한다.  

⑩
토크메터/ RPM 

센서

수차에 의해 생산되는 발전량을 계산하기위해 사용하는 

장치 

⑪ 파우더 브레이크 과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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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실험 방법

설계 도면을 토대로 20kW 성능 실험 장치를 아래 Fig 5.5와 같이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장치 구동 사양을 아래의 Table 5.2에 나타내었다. 

20kW 성능 실험 장치의 작동유체는 상수도물을 사용하였다. 펌프에 의해 끌어

올려진 물은 배관을 통해 수차로 보내지고, 수차를 거쳐 나온 물은 다시 물탱

크로 되돌아가는 순환식 구조로 유량의 꼬임 방지를 위해 정류관을 설치하고 

유량계를 통해 유량을 측정했다. 유체가 배관을 따라 흐를 때 압력확인을 위해 

총 5곳에 압력계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차의 전력 및 효율을 구하기 위하여 

각 센서의 출력 값을 인디게이터를 통하여 확인한 후 계산하고, 파우더 브레이

크를 제어하여 수차의 과 회전을 방지하였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 박스 및 실험 데이터 로깅을 위한 컴퓨터

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펌프를 구동하고 공기 배출구의 밸브를 

열어 파이프라인 내부의 공기를 배출시킨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내부에 물이 

가득차고 공기 배출구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밸브를 잠그고, 압력을 정확

히 측정하기 위해 압력 센서와 연결될 튜브에 물을 주입하여 튜브 내부의 공기

를 모두 제거한 후 센서와 연결한다. 수차가 무부하 상태에서 구동되기 시작하

면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회전수, 유량, 낙차 등을 실험 케이스에 맞추고, 실험 

케이스의 조건에 회전수, 유량 낙차 등이 맞춰지면 각 센서들의 데이터 값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완료한 후에는 펌프의 구동을 서서히 중지시키고 

전원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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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20kW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experiment device 

Table 5.2 20kW experiment device drive specification

장치 명 사 양

모터 55kW / 3상 380V, 4P

펌프 55kW(75HP) 흡입/토출구경 (250-250)

컨트롤러 55kW (75HP)

토크메터 / RPM 센서 980Nm (100Kgf-m) / 20,000 RPM

파우더 브레이크 1300Nm (650Nm 2대)

압력센서 0~35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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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결과

20kW 횡류수차 성능실험 장치의 실험 결과와 CFD 해석 결과를 통하여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효율 및 발전량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Fig. 5.6과 Table 5.3로 나타내었다. 20kW 횡

류수차 실험의 목표치였던 출력 20kW와 터빈효율 72%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

한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효율 오차는 약 6.8%이고, 출력 오차는 약 

3.2%의 오차를 가지며 평균 오차는 약 5%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오차는 기계적 손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손실이라 함은 각각의 모든 부품들이 가지는 고유의 오차, 측정센서 고

유의 오차 등과 수차의 축을 직결연결 하지 않고 중간에 토크메터 및 RPM 센

서의 축을 연결함으로써 추가적인 기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므로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오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 오차 

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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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Output power(up) and efficiency curves(down) by flow r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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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CFD and performance comparison chart according to flow 
rate change

CFD Experiment

Q(㎥/s) P(kW) η(%) Q(㎥/s) P(kW) η(%)

0.24 16.34 69.9 0.24 17.35 72.56

0.27 23.38 75.2 0.27 22.19 72.12

0.3 31.17 77.6 0.3 33.29 75.19

0.33 40.64 79.1 0.33 41.94 76.81

0.36 50.88 79.7 0.36

진동으로 인한 실험 

불가

0.39 62.58 79.9 0.39

0.42 75.49 79.7 0.42

0.45 89.89 79.2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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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러너 블레이드의 경도 향상을 위해 RDA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재질의 마모도를 비교하였고, 각 재질의 러너 블레이드 수명을 예측하였다. 그

리고 5kW와 20kW 횡류수차를 설계하여 CFD 해석 및 성능 실험을 하였으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5kW 횡류수차의 단일 러너 블레이드의 무게는 약 250g이며, 약 40%인 

100g이 손실되는 시점이 러너 블레이드의 교체 시점으로써 RDA 실험을 통하여 

100g이 손실되는 시점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러너 블레이드 손실 시점이 

SUS304는 약 2.9개월, Cr27은 약 7.7개월로 러너 블레이드의 수명이 SUS304보

다 약 3배, Ni-Cr27은 약 11.5개월로 약 4배 더 긴 수명을 가진다.

2. 20kW 횡류수차의 단일 러너 블레이드의 무게는 약 625g이며, 약 30%인 

187.5g이 손실되는 시점이 러너 블레이드의 교체 시점이다. 고려된 재질 중 부

식에 취약한 재질을 제외하면 부식과 침식 방지에 적합한 재질은 SUS630과 

WC-SUS630이다. 그 결과, 러너 블레이드 손실 시점이 SUS304는 약 3개월, 

SUS630은 약 8개월로 러너 블레이드의 수명이 SUS304보다 약 2.9배 긴 수명을 

가진다. 그리고 WC-SUS304는 약 5.8개월, WC-SUS630은 약 10개월로 블레이드 

수명이 WC-SUS304보다 약 1.7배 더 긴 수명을 가진다.

3. 5kW 횡류수차의 CFD 해석 결과 유량 0.1㎥/s에서 터빈효율은 71.5%, 실험 

결과는 69.5%로 설계 효율인 70%에 근접하였고, 출력은 각각 6.62kW, 5.92kW

로 설계 출력인 5kW 이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FD 해석 결과

와 실험 결과에서의 효율 오차는 약 4%, 출력 오차는 약 10%, 평균오차는 약 

7%이다.

4. 20kW 횡류수차는 CFD 해석 결과 유량 0.3㎥/s에서 터빈효율은 77.6%, 실

험 결과는 75.19%로 설계 효율인 72%에 부합하였다. 그리고 출력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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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kW, 33.29kW로 설계 출력인 20kW 이상으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CF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효율 오차는 약 6.8%, 출력 오차는 약 3.2%, 

평균오차는 약 5%이다.

5. 러너 블레이드의 퇴적물 침식 방지를 위해서는 Cr27, Ni-Cr27, SUS630, 

WC-SUS630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퇴적물에 의한 침식 정

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실증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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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더 깊은 학업을 이어갈 호성이와 현수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석사과정으로 3년 동안 유동정보연구실에 있으면

서 많은 가르침과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고 어느 자리에 있든 정직하고 올바른 공학자가 되도록 더욱 정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준 나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동생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까지 이

끌어준 아버지에게 한 번 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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