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20 , 2 , pp. 107 119(2021.02) ISSN 1598-6721(Pr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Vol. 20, No. 2, pp. 107~119(2021.02) ISSN 2288-0771(Online)

����������������������������������������������������������������������������������������������������������������

https://doi.org/10.14775/ksmpe.2021.20.02.107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3.0 License
(CC BY-NC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추세 비 

조한 국내 재생에 지 발  비율을 해결하기 해 

2030년까지 재생에 지 발  비율을 20%로 증가

전산유체역학 해석에 반한 20kW  도립형 횡류수차의 

제작 및 성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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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oss-flow turbine is one of the most famous and widely used hydraulic power systems for a long time. 

The cross-flow turbine is especially popular in many countries and remote regions where off-grided because of 

its many benefits such as low cost, high efficiency at low head, simple structure, and easy maintenance. 

However, most modern turbines, including the cross-flow turbine, are unsuitable for the ultra-low head situation, 

known as less than 3m water head or zero head with over 0.5m/s flow velocity. In this study, we demonstrated 

a 20kW class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s performance. First, we reevaluated our previous studies and 

introduced how to design the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 Secondly, we fabricated the 20kW class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 for the performance test. And then, we designed a testbed and installed the 

turbine system in the demonstration facility. In the end, we compare the demonstration with its previous CFD 

results. The comparing result shows that both CFD and real model fitted on guide vane angle at 10 degrees. At 

the demonstration, we achieved 42% turbine efficiency at runner speed 125 RPM.

Key Words : Performance Demonstration 성능실( ),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 Cross-flow 

Turbine 횡류수차( ), Micro Hydro Power 초소수력( ), Ultra-low Head 초저낙차( )

#  Corresponding Author : jwlee@kangwon.ac.kr

   Tel: +82-33-250-6377, Fax: +82-33-259-5548

## Corresponding Author : hojinha@kangwon.ac.kr

   Tel: +82-33-250-6310, Fax: +82-33-259-5548

These authors are co-corresponding authors

- 107 -



함상우, 최지웅, 정창호, 김태윤, 최상인, 진근 , 이정완, 하호진 :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20 , 2

����������������������������������������������������������������������������������������������������������������

Table 1 Trends in power generation[5]

(Unit : GWh)

2017 2018 2019

Hydro 6,995 7,270 6,247

Steam 237,332 237,498 220,918

Combined Cycle 99,619 116,836 110,289

Internal
Combustion 513 528 579

Nuclear 148,427 133,505 145,910

Group 36,194 47,033 46,058

New &
Renewable 24,145 27,177 30,526

Others 1,367

Public Utility 553,530 570,647 563,040

Non-utility
in common use 22,882 22,760 22,261

Total 576,412 593,407 585,301

시키는 ‘재생에 지 3020 이행계획 안 ( )’을 발표 하

다 해당 계획의 수립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직. 

 연도 즉 . 2016년의 한민국 발  상황을 보면 

기  총발 량 561TWh  7.24%에 해당하는 약 

만이40TWh 신재생에 지로 충당되었으며 수력

발 의 경우 총 2.8TWh를 생산하여 체 신재생

에 지 발 량을 기 으로 따졌을 때 약 7% 기, 

 총발 량을 기 으로 따질 경우, 1.2% 만을 수

력발 을 통해 수 하 음을 알 수 있다.[1~5]

‘재생에 지 3020 이행계획 안 ( )’의 발표로부터 3

년이 지난 재 한국 력공사가 , 2020년 5월 발표

한 ‘제89호(2019년 한국 력통계) ’에서 밝힌 발

력량 추이와 발 설비 추이에 해 년부터 2017

년 구간으로 정리하면 발 력량 추이는 2019

과 같이 발 설비 추이는Table 1 ,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발 설비 추이에서 신재생. , 

에 지 부분을 보면 2017년 9,187MW에서 2019년 

14,250MW로 5063MW 약 , 55% 증가하 고 발 , 

력량 추이에서는 2017년 24,145GWh에서 2019년 

30,526GWh로 6,381GWh, 약 2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난 3년간 신재생에 지 설비와 발

량 증가비를 구하면 발 량이 설비량 증가분의 

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Table 2 Trends in generating facilities[5]

(Unit : MW)

2017 2018 2019

Hydro 6,489 6,490 6,508

Steam 38,265 38,358 38,101

Combined Cycle 32,416 31,224 32,846

Internal
Combustion 339 339 341

Nuclear 22,529 21,850 23,250

Group 7,682 9,208 9,191

New &
Renewable 9,187 11,623 14,250

Others 852

Public Utility 116,908 119,092 125,338

Non-utility
in common use

3,941 4,004 3,754

Total 120,848 123,096 129,092

Table 3 Annual amount of precipitation from 2017 

to 2019[6]

(Unit : mm)

2017 2018 2019 3yrs.
avg.

Year 967.8 1386.9 1171.9 1175.5

Compare with
last 10 yrs.(%) 76.6 109.7 92.7 93.0

Compare with
avg. yr.(%) 74.0 106.1 89.6 89.9

Last 10 years(2010~2019) 1264.2

Average year(1981~2010) 1307.7

기존 발  체계 비 신재생에 지가 지구 환경 

 기후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 량과 

그 효율이 크게 변화함을 보여 다.[5]

이에 반해 같은 자료에서 수력발 의 경우를 

보면 년 2017 6,489MW 던 발 설비가 2019년에

는 6,508MW로 19MW, 약 0.3% 증가했고 발 , 

력량 추이의 경우 2017년 6,995GWh에서 6,247 

GWh로 748GWh 약 , 10% 감소했다 이는  . Table 3

에 나타나듯 해당 3년간 연 강수량 한 최근 10

년 평균  평년 강우량 비 약 10% 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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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력발 의 경우 선행 . 

연구에서 확인했던 기타 신재생에 지 비 높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 는 기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변수에 하여 극단  강수

량 변화를 제외하면 발 량 변화가 은 매우 강

건한 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 6]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수력발  설비가 증

가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에 지공단에서 격년제로 

발간하는 신 재생에 지백서 를 통해 유추해 ‘ ’⦁

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 

었던 2016년 의 국내 수계별 수력 잠재량‘ ’

을 재론하면 이론  잠재량의 경우 43Mtoe/년에 

달하지만, 시 에서 실 으로 활용 가능한 에

지의 양인 시장 잠재량은 그 1/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4Mtoe/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 

경향은 2018년  백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이론  잠재 설비용량은 , 로28GW , 발 량은 

246TWh/년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시장 잠재량은 , 

2.5GW의 설비용량과 8.7TWh/년으로 부분의 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선행 연구에서 논하 듯 수력  에서 개발 

가능한 부분의 수자원이 개발 완료되어 미개발 

수자원의 경우 수력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인 반

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소수력 개발이 미진해 , 

추가 인 수력발  설비 확충이 한계에 착했음

을 시사한다.[3, 4, 7~9]

따라서 앞선 두 번의 선행 연구를 통해 낙차 3m

미만인 물의 유동 는 낙차가 0m이며 유속이 

0.5m/s 이상으로 정의된 낙차 상황에서의 수

력발  상황을 확인하 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인 토목공사 없이 설치, 발 할 수 있는 도립형 

횡류수차의 개념을 제시하 다 이때 도립형 횡류. 

수차의 설계는 Goodarz Mehr외 3인이 제시한 

통  횡류수차의 설계 방법론을 바탕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의 경우 다른 여러 기존 연구와 자료

를 참조하여 Fig. 1 (a)와 같은 도립형 횡류수차의 

산유체역학 해석용 모델을 완성하 다 최  해. 

석은 수차 러 의 회 수, 입수구에서의 인가 유

량 그리고 Guide 의vane 개폐 각도에 변화를 주어 

총 720개 해석 이스를 상정한 후 노즐에 한, 

(a) CAD model for CFD analysis[3, 4]

(b) Basic design model for demonstration[3, 4]

(c) Side view of turbine detail design

Fig. 1 Development process of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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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선행하여 Guide vane 조작이 필요한 경우

로 상되는 384개 이스에 하여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도립형 횡류수차의 기본 특성을 확인하

으며 추가 으로 블 이드 개수 변화  로터 

내외경비 변화에 따른 성능 해석을 통해 수차의 

효율 변화를 확인하고 수차 러 의 기 인 최

화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설치 조건에서 . 

통  횡류수차와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비교

를 한 기 인 연구를 진행했다.[3, 4, 10, 11]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선행 연구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통  횡류수차와 도립형 횡류수차를 

비교하기 한 동일 설치 조건을 좀 더 명확히 정

의하고 동일 설치 조건에서 횡류수차의 설치 차이

에 따른 특성을 재평가한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 

에서 간단히 그 제작에 해 언 했던 도립형 횡

류수차 성능 실증 모델의 연구 개발  제작 과, 

정을 정리하고 시험 설비에 설치 그 성능을 실증,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 획득한 도립형 . 

횡류수차의 산유체역학 해석 결과와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실증 결과를 상호 비교해 지 까지의 

연구에 해 총평함으로서 후속 연구의 목표를 설

정한다.

2. 연 방법

2.1 전산유체역학 해석 조건 및 경계 조

건의 설정

선행 연구에서 해석하고 본 연구에서 추가로 

비교 평가할 모든 해석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 , 

시한 도립형 횡류수차 제작까지의 설계 과정에 기

본이 된 기본 설계 모델은 SolidWorks (Dassault 

Systémes, Vélizy Villacoublay, France)를 이용하여 

작업했으며 산유체역학 해석은 TCFD (CFD 

Support, Praha, Czech Republic)를 이용해 실시했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해석의 이스는 선. 

행 연구에 이스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 으며 

기본 으로 정상상태 비압축 유동으로 Table 4와 

같다.[3, 4]

Table 4 Major setting for CFD analysis[3, 4]

Time

management

Steady

state

Numerical

order
First

Point iteration
500 to

1500
Compressible None

Turbulence

model

kOmega

SST

Number of

components
3

Reference

pressure (atm)
1

Background

mesh size(m)
0.02

Reference

temperature(K)
293.15

Outlet

pressure (Pa)
0

Max global cell 10000000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9.81

Max local cell 10000000
Cavitation

risk
None

Table 5 Boundary condition for CFD analysis

Part name
Number

of Co.
Subdomain Major Setting

Nozzle 1
Inlet Inlet, Velocity

Wall Wall, no-slip

Runner 2

Rotor
Rotate

Wall, no-slip

Wall left

Wall, no-slip
Wall right

Wall front

Wall rear

Housing 3
Wall Wall, No-slip

Opening Opening

Interface 1 to 2 Interface, Mixing plane

Interface 2 to 3 Interface, Mixing plane

선행 연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해석용 모델의 

경계 조건 설정은 Table 5와 같으며 기본 으로 3

개 Component와 2개 Interface로 나 어 설정했다. 

이때 노즐과 하우징은 Stationary component로 러, 

는 Rotating component로 지정 러 의 , subdo- 

main인 로터에 회 수를 지정하여 해석했다 이때 . 

각 component 간 경계면인 노즐의 출수구이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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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hree different installation type cross-flow turbine for performance comparison[4]

의 입수구 러 의 출수구이자 하우징의 입수구, 

에 해당하는 Interface는 Mixing plane으로 설정했

다.

2.2 설치 상황에 따른 횡류수차 성능 해

석 결과 재평가

첫 번째 이스는 성능 비교의 기 을 삼기 

한 해석으로서 통  횡류수차를 일반 인 수력

발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단순화시켜 가

정하 으며 이를 개념도로 표 하면 Fig. 2의 

Type A와 같다 두 번째 이스는 선행 연구와 . 

본 연구에서 상정한 낙차 상황에서 토목공사

가 불가능하거나 최소화되어야 하는 지형에 통

 횡류수차를 설치한 경우로서 그 개념도는 Fig. 

2의 Type B와 같다 마지막으로 . Fig. 2의 Type C

는 Type B와 동일 조건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도

립형 횡류수차를 설치한 경우이다.[4]

이때 모든 경우의 산유체역학 해석의 세 은 

2.1 에서 상술한 값을 기본으로 통일했으나 유량

의 경우 Type A와 Type C는 낙차에 해당하는 

2.5m 수심이 만들 수 있는 유속 7.0m/s에 수차의 

입수구 면  0.29m2을 곱해 환산한 체  유량 

2m3/s를 인가 해석을 진행하 으며 , Type B의 경

우 본 연구에서 제작한 수차의 하우징 높이 그리

고 수차의 출수구와 바닥면 간의 거리 확보를 

해 손실되는 낙차를 고려하여 1m3/s의 유량을 인

가했다 력 방향은 도립형 횡류수차인 . Type C의 

경우 해석용 모델의 Solidworks상 좌표계 기 으

로 보았을 때 Z축에 9.81m/s– 2를 인가했으며 Type 

A와 Type B의 경우에는 력의 방향이 반 여야 

하므로 동일 모델에 Z축 기  방향으로 9.81m/s2

를 인가해 보정 했다.

2.3 20kW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계 및 

제작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실증에 사용할 실수차 

모델 역시 SolidWorks를 이용해 기본 설계를 실시

했으며 상세 설계  제작은 문 제작사인 3dmd

와의 업을 통해 진행했다.

개념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해석용 모델을 실

증용 수차의 기본 설계 모델로 환하는 과정에 

발생한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disc

의 추가이다 해석용 모델의 로터 조립체의 경우 . 

Fig. 3 (a)에서 볼 수 있듯 해석의 용이성을 해 

러  양단에 치한 End disc와 End disc 사이에 

치 블 이드의 강성을 보강해주는 , Intermediate 

disc를 생략했는데 반해 기본 설계 모델의 로터 , 

조립체의 경우 Fig. 3 (b)에 보이듯 End disc를 추

가했을 뿐 아니라 실증 도  손을 비해 9개의 

Intermediate disc를 추가했다 두 번째로 가공 상의 . 

한계로 인해 제작이 불가하거나 제작상 경제성 문

제가 있는 형상에 한 수정이 이루어졌다.[12, 13]

상세 설계는 기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수차

의 Guide vane  연결부를 추가하 으며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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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tor assembly without disc for CFD

(b) Rotor assembly with disc for basic design[4]

Fig. 3 Comparing runner assembly design for CFD 

and demonstration model 

설계와 마찬가지로 제작 업체와의 추가 인 설계

검토를 실시 가공방식  조립성 문제를 일으킬 , 

것으로 단되는 일부 형상이나 치수 가공 방식 , 

등이 수정되었다 이때 가장 주요한 수정사항은 . 

실증 설비의 용량이 부족해 실수차의 정격발  구

간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상된 실증 비 결

과를 반 하여 기본 설계 러 의 축방향으로 반

을 인 1/2 축소 설계 다 모든 방향으로 수차 . 

를 상사하지 않고 러 의 축방향으로만 수차의 길

이를 인 것은 횡류수차의 특성상 해당 방향으로 

축소할 경우 다른 형상의 변경 없이 수차의 용량을

Fig. 4 Bird’s-eye view of performance demonstration 

facility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용량 축소 외 상세 . 

설계의 주목표는 횡류수차의 가장 큰 특징인 

과 용 만으로 제작 가능한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었다.

2.4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치

도립형 횡류수차의 실증을 해 유량 는 유

속 입수구 압력 낙차 러 의 회 수를 측정할 , , , 

수 있는 실증 설비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조건에 , 

만족하는 국내 실증 설비는 표 으로 한국수자

원공사가 운 하는 수차 성능시험 설비가 있다. 

그러나 해당 설비의 경우 출수구가 개방되어있는 

횡류수차의 시험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수력발  업체  자체 으로 수력발 기를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자체 실험 설비를 보유한 업체를 

수배하 고 최종 으로 성이앤씨의 시험 설비를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실증에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충남 논산에 치한 해당 설비는 최. 

 낙차 약 10m 체  유량 기  , 5.4m3/s까지 측

정 가능해 정격 낙차 약 3m 정격 유량 , 2m3/s로 

상되는 20kW  도립형 횡류수차의 실증에 선택

되었으며 해당 실증 설비의 조감도는 Fig. 4과 같

.[14, 15]

실증 장치들을 통합할 테스트 베드는 Fig. 5에 

나타낸 개념도와 같이 단일 임 상에 도립형 

횡류수차와 발 기인 PMSG를 설치하고 실증 설 , 

비의 출수구인 원형 이 와 수차의 사각 입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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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of performance demonstration test 

bed

를 연결해  어 터 수차의 출수구에서 나오는 , 

배출수를 회수할 스크린으로 구성 계획하 다 이. 

때 기본 으로 어 터는 입수구인 원형면과 출수

구인 사각면의 면 이 같거나 불가할 경우 어, 

터의 입수구 면 이 출수구단보다 클 것을 권장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경 , 600mm 원형 이 를 

이용해 약 0.283m2의 입수구 면 을 확보, 10kW

로 상사 된 도립형 횡류수차의 입수구 면  

0.134m2에 만족하도록 하 다 실증 설비의 출수. 

구를 600mm로 원형 이 로 설정한 것은 본 설

비에서 선택 가능한 한단계 작은 사이즈의 원형 

이  직경이 400mm로 그 단면  0.126m2에 불

과해 400mm 원형 이 로 어 터 입수구를 구

성할 경우 미소한 차이나마 어 터 출수구 비 

입수구의 면 이 작아져 이미 수차가 정격 유량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 인가 

유량의 감소를 방지하기 해서 다 이때 . PMSG

의 정격 회 수는 200RPM이 으며 선행 연구를 

통해 수차의 정격 회 수은 약 100 ~ 125RPM으

로 측됬으므로 수차와 PMSG 간 증속비는 1:2로 

결정했다.

2.5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실

수차의 성능 실증은 정격 출력 는 측정 가능, 

한 최  출력을 목표로 하 으며 유량 압력 낙, , , 

Table 6 PMSG output power, rotational speed chart

Output power(kW) Rotational speed(RPM)

0.00 0.0

0.35 25.0

1.39 50.0

3.12 75.0

5.50 100.0

8.50 125.0

12.10 150.0

16.25 175.0

20.89 200.0

22.40 250

차는 상술한 설비의 측정 방식을 유용하 다 수. 

차의 회 수의 경우 먼  PMSG를 제어하는 PCS

에서 측정된 PMSG의 출력을 획득한 후, PMSG의

성능 인증 때 획득한 발 기 회 수에 따른 출력

을 선형 보간을 통해 PMSG의 회 수로 환산하

고 최종 으로 PMSG의 회 수를 증속비로 나눠 

수차의 회 수를 역산하 다 러 의 회 수를 구. 

하기 해 사용된 PMSG의 출력 회 수 값들은 , 

과Table 6 같다 .

실증의 측정  인증은 하이드로랩을 통해 실

시하 으며 측정값들의 환산은 다음 식들을 이용

하 다.

수차 효율(%)

  


×  (1)

수동력(kW)

   (2)

유효낙차(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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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때 식(3)의 우변 각 항은 아래와 같다.



 
입출구 정압차 : (m)



 
입출구 동압차 : (m)

  측정 고차 : (m)

축동력(kW)

  


×  (4)

실증의 목표가 선행 연구의 모든 해석 지 의 

재 이 아니었던 주요한 이유는 도립형 횡류수차

의 첫 실증이었으므로 수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바

로 정해진 유량의 값을 실증하지 않고 가능한 최

 유량부터 진 으로 최고 유량 까지 도달, 

수차가 격한 충격이나 과도한 하 으로 인해 

손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 다.

3. 연  결과

3.1 설치 상황에 따른 횡류수차 성능 해

석 결과

수차의 설치 방식에 따른 성능 해석  그 결

과는 Table 7과 같으며 Type A는 낙차 2.45m에서 

80.67%, Type B 낙차 1.41m에서 27.36%, Type C

는 낙차 3.67m에서 60.23%의 효율을 측하

다.[4]

3.2 20kW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계 및 

제작 결과

연구 방법에서 상술한 과정을 통해 최종 으로 

완성된 수차의 모습은 Fig. 6과 같으며 제작  

용  편의성과 수차의 구조  강성을 증가시키기 

해 기본 설계에서 생략되었던 하우징의 보강 구

조물이 추가되었다 한 방청을 고려하여 주 재. , 

질은 SUS304로 선정하 다.[4]

Table 7 Result of three different cross-flow turbine  

        installation type[4]

Turbine type Type A Type B Type C

No. of blades 32 32 31

Flow rate(m3/s) 2.00 1.00 2.00

Rotor RPM 100 100 125

Head(m) 2.45 1.41 3.67

Eff.(%) 80.67 27.36 60.23

Fig. 6 Half scale prototype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 for performance demonstration[4]

Fig. 7 Installation of half scale prototype inverted-

      type cross-flow turbine for performance de-

      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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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치 결과

수차의 설치는 Fig. 4에서 계획했던 설치안을 

바탕으로 실증 설비를 보유 인 성이앤씨와의 

의를 통해 제작 설치하 으며 최종 설치 모습, 

은 Fig. 7과 같다 최  계획에서 설치를 상정하. 

던 배출수를 회수를 한 스크린은 필요성이 감소

하여 수차 출수구에 간이형으로 축소 설치했다.

3.4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실  결과

수차의 성능 실증은 수차의 용량을 반으로 

감소시켰음에도 설비의 용량이 수차의 정격 유량

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Guide vane을 약 10

도 정도 폐쇄시킨 후 총 45회에 걸쳐 측정을 실시

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든 값들은 . 

연구 방법에서 상술한 방식으로 기록하 으며 유

량의 경우 수차의 용량이 선행 연구의 해석 조건 

비 반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여 환산하 다.

실증 결과 유량의 경우 0.52m3/s부터 1.45m3/s에 

걸쳐 측정되었으며 효율은 , 25.71%부터 59.17%의 

범 에 분포했다 이때 최고 효율인 . 17번째 실증

의 경우 결과 분석에서 논할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 오측정으로 추정되며 유의미한 실증 값 , 

에서 획득한 최  효율은 첫 번째 실증 값인 

93.79 RPM에서 1.40 m3/s의 유량을 이용해 달성한 

50.98%로 확인되었다 이 값들을 선행 연구에서 . 

구했던 Guide vane의 각도 별 RPM에 따른 효율 

곡선을 그린 결과 , Guide vane이 10도 폐쇄된 

그래 에 겹쳐 실증 값들을 으로 표 하면 Fig. 

8과 같은 새로운 그래 를 그릴 수 있다 이때 그. 

래 에 찍 있는 실증 값들은 상술하 듯 정격 구

간 는 최  출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실증

하 기 때문에 다양한 유량과 RPM에 걸쳐 분포

하게 되었으므로 선행 연구에서 해석에 사용한 각 

유량의 간값을 기 으로 구성한 유량 구간에 따

라 분류하 다.

Fig. 8 Comparison CFD analysis result with performance demonstr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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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inverted-type cross-flow turbine performance demonstration

Test No. Net head(m) Turbine rotational speed(RPM) Volume flow rate(m3/s) Turbine Efficiency(%)

1 5.10 93.79 1.40 50.98

2 5.59 93.33 1.32 49.02

3 5.71 94.72 1.29 50.07

4 5.39 89.63 1.30 48.98

5 5.60 28.60 0.65 25.71

6 4.52 48.48 0.92 36.57

7 5.03 81.31 1.20 50.83

8 5.29 78.07 1.25 43.84

9 5.44 84.08 1.28 45.71

10 5.40 88.25 1.28 48.85

11 3.53 46.63 0.72 56.94

12 4.49 66.98 0.92 57.56

13 5.09 79.92 1.16 50.80

14 5.37 86.86 1.25 49.26

15 5.52 91.02 1.28 49.70

16 5.45 87.78 1.32 46.61

17 3.54 47.10 0.70 59.17

18 4.52 67.44 0.92 57.70

19 5.13 80.39 1.16 50.76

20 5.40 87.32 1.25 49.31

21 5.55 90.10 1.30 47.86

22 5.41 85.93 1.32 45.67

23 3.03 43.86 0.78 55.56

24 3.94 64.20 1.00 57.47

25 4.68 81.31 1.32 49.42

26 4.98 88.71 1.42 47.91

27 5.19 94.26 1.45 48.58

28 5.13 92.87 1.45 48.28

29 2.08 26.75 0.58 42.58

30 3.06 44.32 0.84 52.01

31 3.95 63.74 1.12 50.74

32 4.69 81.31 1.39 46.86

33 5.01 89.17 1.42 47.92

34 5.21 95.18 1.45 48.96

35 5.17 94.72 1.45 49.05

36 3.41 33.23 0.52 46.18

37 4.74 49.41 0.71 46.59

38 5.55 61.89 0.91 42.63

39 6.02 69.29 0.98 42.17

40 6.26 72.53 1.03 41.06

41 6.36 73.91 1.05 40.74

42 6.29 72.53 1.06 39.65

43 5.42 58.66 0.96 38.38

44 4.96 51.72 0.92 36.62

45 4.61 46.63 0.87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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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4.1 설치 상황에 따른 횡류수차 성능 해

석 및 비 에 대한 분석

선행 연구에서 도립형 횡류수차 설계의 기 으

로 사용했던 통  횡류수차의 정격 해석을 실시

한 Type A의 경우 2m3/s의 정격 유량에서 2.45m

의 낙차를 갖고 80.67%의 효율을 달성 통  횡, 

류수차에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방법론을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수한 성능을 확인했

다.

도립형 횡류수차가 목표로 하는 낙차 상황

에서의 소하천 개 수로 등 기존 시설이나 , , 

지형에 수력발 을 한 토목공사를 배제하고 설

치하는 상황에서 Type A와 동일한 스펙의 수차 

설치 설치한 경우인 Type B는 유효 낙차가 1.41m

로 나타나 낙차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차

의 노즐 입수구를 기 으로 계산된 낙차로서 연구

방법에서 상술하 듯 수차 자체 하우징과 출수구

와 바닥면 간 거리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낙차를 

합치게 되면 실제 설치 지역의 수심은 약 3.3m로

서 낙차의 기 인 3m를 벗어나게 된다 한. , 

이때 Type B의 효율은 본 해석의 기 이라 할 수 

있는 Type A 비 33.9% 감소한 27.36%로 나타났

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결과를 재평가함으로서 . 

통  횡류수차는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낙차 

상황에서 낙차와 효율 모두 미달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주제인 Type C 도립형 횡류수차의 , 

경우 3.67m의 정격 낙차를 보여 Type A 비 낙

차가 약 49.8% 증가했지만 목표했던 낙차의  , 

상한선인 3m를 기 으로 보면 약 22.33%에 해당

하는 0.67m를 과했다 정격 효율의 경우를 비교. 

해보면 60.23%가 나와 Type A 비 74.66%의 효

율을 갖고 Type B과 비교한다면 약 2.2배 높은 효

율을 가짐을 확인하 다 낙차의 경우 손실량을 . 

고려하여도 Type B가 더 우수하지만 그 차이가 

약 0.3m에 불과하고 수차의 발  효율에서 도립

형 횡류수차가 두배 이상 압도 으로 우수했음을 

볼 때 결론 으로 도립형 횡류수차에 한 연구, 

가 기이므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정격 낙차

를 감소시킨다면 낙차 구간에서의 정격발 이 

가능할 것이다.

4.2 20kW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설계  제작한 도립형 횡류수

차의 경우 첫 번째 실물 수차라는 특성으로 인해 , 

가공  조립 용이성과 야외 상황  실증 도  

손 등을 방지하기 해 의도 으로 높은 안  

계수를 책정했다 이러한 설계 목표로 인하여 제. 

작 운반 설치  리 등에서 많은 장 이 있었, , 

지만 후술할 수차의 설치 실증에서 일부 문제가 ,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 연구에. 

서 진행한 실증에 한 사례 연구뿐 아니라 추가

인 실증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실수차에서 발생한 표 인 문제로는 러 에 

추가된 Intermediate disc의 개수가 과도하게 책정

되어 러 를 통과하는 유동을 방해 러 의 효율, 

을 떨어뜨리고 러 의 하 이 필요 이상으로 증

가 수차의 기동 토크와 정격에 이르는 시간을 증, 

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 . 

결과를 반 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용 수차를 

개량 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4.3 도립형 횡류수차의 설치에 대한 분석

수차 설치의 경우 그 과정 자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 설비

가 횡류수차 용 실증 설비가 아닌 다목  실증 

설비 던 특성상 설치 방법 결정  설치 작업에

서 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다.

4.4 도립형 횡류수차의 성능 실 에 대한 

분석

성능 실증 값과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산유

체역학 해석 값을 비교한 결과 큰 틀에서 해석 , 

결과 근처에 실증 값들이 분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실증 횟수 비 상당한 양인 . 10회 

이상의 실증에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유량 , 900 

kg/s 이하 이스 총 9개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사한 결과는 2개에 불과하 다 유량 . 900kg/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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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100kg/s 구간의 경우 총 11개 실증 이스  

5개의 이스가 해석 결과에 근 했으며, 3개 

이스가 후술할 이유로 용인 가능한 범  내에 근

사했다 유량 . 1100kg/s 이상의 구간에서는 부분

의 실증 값들이 해석 결과 근처에 집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부분의 에러가 유량 구간에서 발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술한 러 의 무

게 문제로 인하여 유량 구간에서 기동 토크나 

러 의 성으로 인해 회 수 정확히 측정되지 않

았고 와 실증 설비의 용량 한계로 인해 수차가 정

격 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없어 수차가 일정한 

회 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감속을 하는 형태의 

실증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 

선행 연구의 해석에 사용된 모델이 실물 수차 제

작을 한 상세 형상이 추가되지 않은 개념설계 

모델이었고 도립형 횡류수차의 개략  작동 특성

을 확인하기 해 3D 모델치고 거친 Mesh를 정상

상태 유동으로 해석한 결과 음을 감안하면 나머

지 측정값들과 선행 연구 결과가 갖는 오차 범

가 일반 으로 알려진 횡류수차의 실증과 해석 간

의 최  오차인 10% 내에서 측정군을 이루었으므

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실물 수차의 형상을 

용하고 더 조 한 Mesh를 용한 산유체역학 

해석을 통해 본 연구의 실증을 재 상기 문제들, 

을 개선하는 후속 연구가 필수 임을 확인하

다.[16, 17]

4.5 선행 및 본 연 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로 제시되었던 

실물 수차의 성능 실증을 실시했고 Guide vane의 

형상 개선을 이루어졌다.[3, 4]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네 가지 한계를 확인하

는데 먼 선행 연구에 사용되었던 실물 수차, 

에 용 불가능한 Guide vane의 형상을 개선했으

나 최신 횡류수차의 Guide vane과는 형상에 차이

가 있어 효율에 어떤 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못

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도 . Guide vane의 추가

인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수차 설계에서 과도한 안  계수가 

용되어 수차의 기동에 많은 에 지가 필요하게 

되었고 실증에 악 향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선된 설계를 용해 시

험 설비 용량에 최 한 근 한 수차의 기동 토크

를 확보 좀 더 정확한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 .

세 번째로 실증 설비가 20kW  횡류수차의 실

험에 여러 가지 부 합한 이 존재했는데 그 에

서도 수차의 크기를 상사 시켰음에도 설비의 용량

이 부족했던 문제가 가장 주요했다 따라서 향후 .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 인 실증이 가능하다면 정

격 는 최고 효율 이 아닌 선행 연구의 특정 해

석 조건  재  가능한 모든 결과값 실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증 자체가 정격 는 최고 효율

을 찾는데 집 했기 때문에 상술한 설비 용량 

부족을 확인한 후 선행 연구에서 획득했던 다양, 

한 결과값들을 확인할 비가 부족했다 따라서 . 

추가 실증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실험 시나리오

를 비함으로서 최  목표했던 해석 지 의 재  

실패시 선행 연구의 다른 해석 구간을 재 할 

비를 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도립형 횡류수차가 낙차 

상황에서 통  횡류수차 비 우수한 성능을 가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앞서 서론에서 짚. 

어 보았던 유휴 수자원을 개척해 수력 발 량을 

증가시키는데 도립형 횡류수차의 연구가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도립형 . , 

횡류수차의 실증을 실시함으로서 산유체역학 해

석 결과와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한 범  내에서 일

치함을 확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의 방

향을 확인 설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 . 

구와 연 한 연구 개발사업의 목표 던 , 40% 이

상의 효율을 실증을 통해 달성하 다.

후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MOTIE)와 한국에

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

- 118 -



함상우, 최지웅, 정창호, 김태윤, 최상인, 진근 , 이정완, 하호진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 20 , 2
�������������������������������������������������������������������������������������������������������������

제입니다.(No. 20173030069040)”

 “본 연구는 2019년도 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 [S2780999]”

REFERENCES

1.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2017) http://www.motie.go.kr/(accessed 21, Dec., 

2018).

2. “Energy generation capacity,”(2018) http://kosis.kr 

(accessed 28, Dec., 2018).

3. Ham, S. W., Ha, H. J. and Lee, J. W., 

“Computational Analysis of Inverted-type Cross- 

flow Turbine for Optimum Operation at Ultra-low 

head Conditi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Vol. 18, No. 4, 

pp. 76-86, 2019.

4. Ham, S. W., "Computational Analysis of 

Inverted-type Cross- flow Turbine for Optimum 

Operation at Ultra-low head Condition," A 

Thesis for a master of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9.

5. KEPCO, 2019 Statics of Electric Power in 

KOREA Vol. 89, KEPCO, pp. 5-6, 2020.

6. “Annual amount of precipitation from 2010 to 

2019,”(2020) https://data.kma.go.kr/(accessed 27, 

Jul., 2020).

7.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2016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p. 465, 2016.

8.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2018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p. 97, 2018.

9.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2018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pp. 159-162, 2018.

10. Agarwal, A., "ULTRA-LOW HEAD TECH- 

NOLOGIES FOR MICRO HYDRO POWER 

GENERATION: SCOPE AND COMPARIS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dropw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CHPSD-15, pp. 239 –

247, 2015.

11. Zhou, D. and Deng, Z. D., “Ultra-low-head 

hydroelectric technology: A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78, pp. 

23-30, 2017.

12. Nakarmi, K., Arter, A., Widmer, R. and 

Eisenring, M., “Harnessing Water Power on a 

Small Sacle Volume3 Cross Flow Turbine 

Design and Equipment Engineering,” SKAT, pp. 

19-29, 1993.

13. Mtalo, F., Wakati, R., Towo, A., Makhanu, S. 

K., Munyaneza, O. and Abate, B., “Design and 

Fabrication of Cross Flow Turbine,” NBCBN- 

SEC, p. 7, 2010.

14. “Facility status,”(2020) https://kwater.or.kr/(acces- 

sed 19, Aug., 2020).

15.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2016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MOTIE and 

Korea Energy Agency, p. 477, 2016.

16. Adhikari, R. C. and Wood, D. H., “A new 

design methodology for high efficiency crossflow 

hydro turbines,”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ol. 41, pp. 139-148, 2017.

17. Andrade, J. D., Curiel, C., Kenyery, F 

Aguuillón, O., Vásquez, A. and Asuaje, M., 

“Numerical Investigation of the Internal Flow in 

a Banki Turbine,” International Journal of 

Rotating Machinery, Vol. 2011, pp. 1-12, 2011.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