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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소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수력발전소의 경우와 동일한 발전 원리를 통해 전
기를 생산하는데, 일반적인 수력발전소와는 달리 
전력 계통 내 잉여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
용하여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이동시
킨 후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상
부 저수지의 물을 하부로 흘러 보내 전력을 생산

Key Words: Pumped-Storage Plant(양수발전소), Water Turbine(수차), Runner(런너), Guide Vane(가이드 베인), 
Low Opening Operation(저개도율 운전), Ancillary Service(부수적 서비스), Cavitation(캐비테이션), 
Fatigue(피로), Finite Element Method(유한요소법) 

초록: 런너, 흡출관 등 양수발전소 수차 부속기기들에 캐비테이션 침식과 피로 균열 등의 손상 발생과 
관련하여 많은 정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양수발전소는 급전, 전력계통 안정 등과 같은 부수적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부수적 서비스는 가이드 베인을 작게 열고 운전하는 저개도율 운전을 반복적으
로 자주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저개도율 운전은 수차 부속기기의 손상을 가속시키는 것으로 경험적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수발전소의 가이드 베인 저개도율 운전이 수차의 캐비테이션과 피로
를 가속시키는 효과를 유한요소 유동/응력 해석 및 피로 해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을수록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과 수차 효율 저하 가능성이 증가하며, 런너 블
레이드 루트부에 최대 응력값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저개도율 운전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Several maintenance issues related to cavitation erosion and fatigue cracks in the water turbine 
subcomponents of pumped-storage plants, such as a runner and a draft tube, have been reported in the past. Generally, 
the pumped-storage plants provide ancillary services, such as black-start and system stabilization. The ancillary services 
are responsible for cyclic low opening operation of the guide vanes. It has been empirically established that this low 
opening operation further damages the water turbine subcomponents. In this study, the acceleration effect of the low 
opening operation on the cavitation erosion and fatigue of the water turbine is quantitatively assessed through finite 
element flow analysis,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and fatigu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it is identified 
that the cavitation potential increases and the turbine efficiency decreases with a decrease in the opening of the guide 
vane. Also, the low opening operation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fatigue even though it increases the maximum 
stress values at the runner blade ro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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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동년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된 몇몇 양수발전소 경우, 상당한 
경제적/인적 손해가 발생한 몇몇 손상사례들이 발
생된 바 있다.(1) 높은 효율과 빠른 응답 특성(2)에 
기인하여 국내 양수발전소의 경우, 기저 전력 부
하 제공 보다는 급전, 전력계통 안정 등과 같은 
부수적 서비스(ancillary service)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3) 이러한 부수적 서비스 제공시 수차에 공급
되는 물량을 제어하는 가이드 베인(GV : guide 
vane)을 적게 열고 반복적으로 운전하게 된다. 이
러한 반복적인 저개도율 운전은 캐비테이션
(cavitation)과 피로 손상을 유발하여 수차 효율 및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
다.(4, 5) 이러한 부수적 서비스는 개도율 100%의 정
상상태로 운전하는 기준 운전에 비하여 주요 설비
에 상당한 손상 가속효과를 유발하여 수력발전 설
비의 잔여 수명 및 장기적인 운전 정비 계획 비용, 
전기 생산 비용 산출 및 수명연장/현대화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경제성 있는 
운전 정비와 수명연장/현대화 계획 수립, 실제적인 
전기 생산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양수발전소의 핵
심 기기인 수차의 손상들을 가속화시키는 반복적
인 저개도율 운전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수발전 설비를 포함한 수력발전 설비의 손상 

또는 부수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들이 수행되어 왔다. 김종성 등은 수력발전소의 
수명연장/현대화 계획 수립 방법론을 개발 제시(6)

하였으며 양수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주기를 최적
화하는 연구(7)를 수행한바 있다. 또한, 김종성과 
김세나는 가이드 베인 저개도율 운전이 가이드 베
인의 마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8) Jones 등은 수력발전소의 주파주 조정 운전 
동안 가이드 베인, 조속기 및 수차 등 수력발전 
설비의 응답 특성을 평가하는 표준 방법을 개발하
였다.(9) Siwani는 계산 유체역학과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프란시스 수차(Francis turbine)에 대한 피
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캐비테이션 평가는 수행
하지 않았다.(10) Liu 등은 프란시스 수차의 캐비테
이션 난류 유동에 대한 전산 모사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피로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11)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부수적 서비
스 제공에 따른 수력발전 설비의 손상 가속효과를 
경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으나 손상 자체 정량적인 가속효과를 평가
하지는 못하였다.(4)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수차의 

캐비테이션과 피로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부수적 
서비스 제공시 수반되는 저개도율 운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유한요소 유
동해석 결과(8)를 이용한 유한요소 응력 해석 및 
피로 평가를 통해 부수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양
수발전소의 가이드 베인 저개도율 운전이 수차의 
캐비테이션과 피로를 가속시키는 효과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였다. 

2. 본 론 

2.1 유동해석  
본 절에서는 저개도율 운전에 따른 양수발전소 

수차 가이드 베인의 마모 가속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김종성과 김세나(8)가 기수행한 유
동해석 연구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가이드 베인 저개도율 운전이 수차의 캐비테이션
과 피로를 가속시키는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유한 
요소 응력해석시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양수발전 
설비 내 유체 압력 분포를 제시하였다.  
대상 발전소는 상업 운전 이후 30여년이 경과 
되어 일부 노화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총 시설 용
량 600MW(300 MW×2호기)의 국내 A 발전소 이
다.(12~14) 

Fig. 1은 기존 연구(8)에서 유동해석시 사용한 유
한요소 모델이다. 유한요소 특성은 3차원8절점 요
소를 사용하였고 요소 수는 691,158개이다.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Solidworks(15)을 사용하
였는데 Standard k-ε 난류모델을 채택하였고 가이
드 베인 개도율과 경계조건이 시간에 대해 일정한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가이드 베인 개도율에 따른 각 해석
조건 별 유동해석 경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유동 해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대상 발전

 

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the turbine for 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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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호기 수차에 대해 제작사인 Hitachi에서 2010
년 유량을 차압법에 의해 정밀 측정한 유동 속도
(13)와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는데, 상
대 차이 최대 9% 미만으로 잘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8) 

Fig. 2는 유동해석으로부터 도출된 각 해석 경
우 별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이드 베인의 
개도율이 낮아질수록 낮은 개도율에 따라 유동 
저항이 증가하여 스파이럴 케이싱 내 런너 블레
이드와 가이드 베인 근처에서 압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2 캐비테이션 평가 
수차에 캐비테이션이 발생시 소음과 진동의 원

인이 될 뿐만 아니라 런너 블레이드 등 수차 부속
기기의 침식을 일으키며 수차 효율을 저하 시킨다.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plant cavita-tion number) 
σ 를 도입하였다.(16) 

 
NPSE

E
σ =                              (1) 

2
( )

2
o o v

o ref
p v pNPSE g Z Z
ρ ρ

= + − + −         (2) 

 
여기서 NPSE는 양의 순 흡입 에너지(net positive 
suction energy), E는 유효 수두에 해당하는 비에너
지, po는 출구측 총 압력, ρ 는 유체밀도, g는 중력
가속도, Zo와 Zref는 각각 출구측 높이와 런너 설치 

중심 높이인데 Fig. 3에 제시되어 있다. vo는 출구
측 유속, pv는 유체의 증기압이다. 

Table 1과 2에 제시된 압력, 유효 수두와 유동해
석의 해석치인 유량을 식 (1)과 (2)에 대입하여 발
전소 캐피테이션 수를 계산한 결과를 Table 3에 제
시하고 있다. Table 3으로부터 가이드 베인 개도율 
감소시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Boundary conditions for flow analysis 

Case 
GV 

Opening 
(%) 

Effective 
Head (m) 

Inlet Total 
Pressure 

(kPa) 

Outlet 
Total 

Pressure 
(kPa) 

Runner 
Rotational 

Speed (rpm)

1 40.7 334.70 3645.43 361.96 292 

2 53.8 331.30 3624.83 371.08 297 

3 70.4 324.50 3574.72 392.07 299 
 

Table 2  Comparison the FEA flow rates with the 
experimental flow rates 

Case 
GV 

Opening 
(%) 

Experimental
Flow Rate 

(m3/s) 

FEA Flow 
Rate (m3/s) 

Relative 
Differences 

(%) 
1 40.7 - 84.400 - 
2 53.8 87.300 94.962 8.78 
3 70.4 107.260 101.265 5.59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f the each analysis case 
derived from finite element flow analysis 

 

Fig. 3 Some information related to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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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lant cavitation number for the each case 

Case GV Opening (%) Plant Cavitation Number σ

1 40.7 0.0959 
2 53.8 0.0963 
3 70.4 0.0969 

 

 

Fig. 4 Variation of turbine efficiency vs. the plant 
cavitation number 

 
Fig. 4는 대상 양수발전소의 설계 및 시운전 자
료에 제시된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와 대상 발전소 
수차 효율 η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13) 여
기서 η o는 최초 설치시 수차 효율이다.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임계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 값
인 약 0.0967 이하에서 수차 효율이 저하된다. 이
러한 의미는 임계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 값 이하
에서 수차 런너 지점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가 되
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여 수차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에 제시된 발전소 캐비테이
션 수 값들을 Fig. 4에 투영하여 고찰해 보면, 계
산된 모든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 값들은 임계값 
0.0967 근처이며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아질수
록 발전소 캐비테이션 수가 감소하므로 가이드 베
인 개도율이 작아질수록 수차 효율이 최초 설치 
효율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수차에 캐비테이
션이 좀더 많이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3 응력 해석 
Fig. 5는 응력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 이

다. 유한요소 특성은 3차원 Tetra 4절점 요소를 사
용하였고 요소 수는 339,103개이다. 응력 집중이 
예상되는 런너 블레이드와 가이드 베인 루트부는 
좀더 세밀하게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응력집중부
의 유한요소 크기는 유체 압력이 작용시 유한요소 

크기에 대한 최대 응력값의 민감도를 분석하여 응
력집중부의 유한요소 크기를 설정한 것이다. 
응력해석은 유동해석을 통해 얻어진 수차 내부 

부속기기 표면의 압력값과 런너의 원심력을 하중
조건으로 적용시켰다. 스파이럴 케이싱 중 사람이 
직접 드나들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을 제외하고 수
차 설비 대부분은 땅속에 매설되어 콘크리트에 쌓
여 있다. 따라서 흡출관 외면, 스파이럴 케이싱 외
면, 수차 축 중심 등의 변위를 Fig. 6에 제시된 것
과 같이 고정하였다.  

Table 4는 각 부속기기별 재질과 유한요소 응력
해석을 위해 사용한 재료물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 베인 개도율 변화에 따른 수차 런너의 
응력변화를 고찰해 보기 위해 Soildworks를 이용, 

 
(a) Turbine assembly 

 
(b) Details near runner roots 

Fig. 5  Finite element model of the turbine and guide 
vane for flow analysis 

 
Fig. 6 Constraint conditions for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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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탄성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7은 유체 압력만을 고려한 경우 각 해석 경
우별 런너의 Tresca 유효응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을수록 런너에 작용
하는 압력 증가(Fig. 2 참조)에 기인하여 최대 응력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런너 회전에 의한 원심력만을 고려한 
경우의 각 해석 경우별 런너의 Tresca 유효 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응력집중부로 예상 하였던 

런너 블레이드 루트부에서 두 하중의 경우 모두 
최대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체 압
력에 의한 응력이 원심력에 의한 응력 보다 크게 
작용하며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아질수록 최대 
Tresca 유효응력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9는 높은 응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런너 블레이드 루트부를 따른 선 A, B, C 및 D를 
제시하고 있다. Fig. 10은 각각의 가이드 베인 개도
율에서 런너 블레이트 루트부 상의 선들을 따른 

Table 4 Material properties for each sub-component

Sub-component Material (JIS)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prial Casing, 
Draft Tube G3101 SS41 200GPa 0.32 

Stay Vane G3106 SM50B 205GPa 0.29 
Guide Vane G5102 SCW49 200GPa 0.32 

Runner 13Cr-4Ni Alloy 
Steel  205GPa 0.29 

Main Shaft G3201 SF55A 200GPa 0.32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7 Tresca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of runner for 
the each case only under fluid pressure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8 Tresca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 of the runner 
for the each case only under runner rotation 

 

Fig. 9 Lines on runner roots for indicating the stress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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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유체 압력+원심력) Tresca 유효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이
드 베인 개도율에 무관하게 선 B 상에서 입구측
으로부터 237~247 mm 떨어진 지점 에서 최대 응
력값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가이드 베인 개도율 변화시 런너 블레
이드 루트부 상의 선 B에 따른 전체 Tresca 유효
응력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Fig. 11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을수록 최대 응
력값이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가이드 베인 개도율에 따른 최대 
Tresca 유효응력 값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5로부터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작아질수록 최대 
응력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도율이 작을수록 수
차 런너 블레이드 근처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2.4 피로 해석 
수력발전 설비에 대한 피로평가 절차가 제시된 
기술기준은 없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가장 보
수적인 평가로 알려져 있는 원전 설비에 적용되
는 ASME B&PV Code, Sec.III, NB-3200(17) 상의 피
로평가 절차를 이용하여 피로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해석 결과로부터 계산된 최대 Tresca 유효응
력 값을 2로 나누어서 계산된 교번(alternating) 
Tresca 유효응력이 Table 5에 각 해석 경우별로 
제시되고 있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0 Total Tresca effective stress distributions along 
the lines on runner blade roots for the each case

Table 5 Maximum Tresca effective stress and alternating
Tresca effective stress for the each case 

Case
GV 

Opening 
(%) 

Max.  
Tresca 

effective 
stress only 
under fluid 

pressure 
(MPa) 

Max.  
Tresca 

effective 
stress only 

under 
rotation 
(MPa) 

Max.  
total  

Tresca 
effective 

stress 
(MPa) 

Alternating 
Tresca 

effective 
stress 
(MPa) 

1 40.7 149.5 29.1 178.6 89.3 
2 53.8 141.4 30.1 171.5 85.8 
3 70.4 125.3 30.5 155.8 77.9 

 
 

Fig. 11 Variation of total Tresca effective stress distri-
butions along the line B on runner blade roots 
for the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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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sign fatigue S-N curve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Fig. 12는 ASME B&PV Code, Sec.III에 제시된 런
너 재질에 해당되는 오스테나이틱 스테인리스 강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설계 피로선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상의 선도 C는 (PL+Pb+Q)Range > 
188MPa인 모재, 열영향부와 용접부에 해당되는 
선도이며, 선도 B는 (PL+Pb+Q)Range>188MPa인 모재
와 (PL+Pb+Q)Range≤188MPa인 열영향부와 용접부에 
해당되는 선도이다. 또한, 선도 A는 (PL+Pb+Q)Range 

≤188MPa인 모재에 해당되는 선도이다. 여기서 
PL은 국부 일차 막응력을, Pb는 일차 굽힘응력을, 
Q는 이차응력을, 하첨자 Range는 범위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무한에 가까운 피로수
명(1011 cycles)에 해당하는 피로한도가 약 93 MPa
임을 알 수 있다. Table 5의 교번 응력을 Fig. 12의 
피로한도와 비교하면 계산된 교번 응력이 피로한
도 미만이므로 1회 운전시 누적 사용계수 CUF 
(cumulative usage factor)는 0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이드 베인 개도율 40.7~70.4 %의 범위 내에서는 
피로수명에 차이가 없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가
이드 베인 개도율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부수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양수발전소의 가이
드 베인 저개도율 운전이 수차의 캐비테이션과 피
로 손상을 가속시키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감소할수록 수차 런너 
블레이드와 가이드 베인 근처에서 압력이 
증가함. 

◦  가이드 베인 개도율이 감소할수록 수차 효율
이 최초 설치 효율보다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수차에 캐비테이션이 좀더 많이 발생할 것임. 

◦  가이드 베인 저개도율이 감소할수록 수차 런너 

블레이드 루트부의 최대 응력값을 증가시켜도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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