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고서

연구과제명 7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개발 및 30MW급 기본설계( 2 차년도 )

연 구 완 료(연 차) 보 고 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과제 유형
총연구참여자
예산현황

7MW

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개발 및
2013

. 1

기초/응용/개발
내부 :
19
명
총예산( 천 원 )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급 기본설계(2차년도)
.
2014 . 12 . ( 12 개월)
시행방법
자체/공동/수탁/위탁
외부(위촉연구원) :
1
명
총집행액(천원)
외부수행분(천원)

～

30MW

◦ 30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국산화 개발(기본 설계)
736,440

154,181

160,000

ㅇ 국내외 관련(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세부기술

업체명
Alstom

수차설계

- 발전제어시스템 개발

◦ 7MW 벌브형 수차발전기 실증테스트를 통한 성능 확인
- 테스트 베드(남강댐)를 통한 7MW 벌브형 수차 성능시험 및 실증

목 표
목표 대비
실적
(당해년도 기준)

ㅇ 수차발전 성능시험센터 구축
ㅇ 7MW 벌브형 수차 모델 성능시험 실시
ㅇ 실증 수차 적용을 위한 현장 조건 검토
ㅇ 기존 수차(남강댐)와 개발 수차의 성능
비교(출력, 효율, 회전수, 토크 등)

실적
ㅇ 수차발전 성능시험센터 구축
ㅇ 모델수차 제작 완료
ㅇ 모델수차 해외 성능시험 계약
ㅇ 모델수차 성능시험 교육 실시

실용화
기술지원
추진성과
논문발표
논문발표 6건 (국내 4건, 국제 2건)
(당해년도 기준) 지식재산권
기타
수력발전성능시험센터 언론홍보 (방송 2건, 신문 26건)
총금액
11,453
백만원
경제적
ㅇ 발전효울 증가로 인한 발전수익 증가는 연간 319백만원, 설비투자절감효과는
9,858백만원으로 추산됨
파급효과
주요

(향후5년)

ㅇ 2017년까지 세계 해양에너지 개발 전망은 200GW이며 그 중 10%가 조력이

수차시험

비고

Alstom

Voith
Andritz

Voith
Andritz

수차 설계 기술
및 유동해석 기술

Hitachi

Hitachi

LMH
MHyLab
IWHR
TURBOINŠTITUT
Ljubljana
Regensburg
University
Stuttgart
University

LMH
MHyLab
IWHR
TURBOINŠTITUT
Ljubljana
Regensburg
University
Stuttgart
University

- 수차 Mechanism, 유압시스템, 발전기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과제 요약

최고기술
보유기관

보유 기술 또는 특허

수차발전기 성능평가

ㅇ 국내외 관련(유사)기술과의 특징(수준)비교(정량적 비교)
기술분야

세부 항목

후보지 해양특성
평가 및 예측기술

현장조사 기술

에너지 집적,
추출, 변환 기술
발전시스템 기술
수차성능시험 기술

선진국 대비 인프라 수준
부족

시뮬레이션 기술
에너지 집적, 추출 기술
고효율 터빈 설계기술
발전시스템 관련 기술
해양에너지 관련 기술
수차성능시험 인프라
수차성능시험 전문인력

○
○

다소부족

○
○
○
○
○

동등

우월

보다우월

○

차지할 것으로 보임.

공동개발, 위탁 및 자문도입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별 담당부문
ㅇ수차발전기 실증 적용 및 성능시험, 시스템최적설계를 위한 자료
제공(K-water)
ㅇ수차발전기 개발 및 제작(현대중공업)
ㅇ수차 제작기술 개발 및 제작(성일 하이테크)

2. 연구필요성
ㅇ 2011년의 Black-out 사건으로 인해 전력 수급차질에 민감해짐.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으로 인한 전력생산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수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남.

ㅇ수배전, 제어장치, Lub, Sys 개발 및 제작(호현)

ㅇ 신재생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환경 영향이 적으나 불안정한 전력생산이 큰 문제가 됨.

ㅇ윤활시스템 개발 및 제작(한성기계)

ㅇ 조력발전은 비교적 출력이 일정한 신재생에너지로서 주목받게 됨.

ㅇCasing 구조물 개발 및 제작(오성기공)

ㅇ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개발

ㅇ선진사 수차 성능분석(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점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조력발전시스템 시장이 형
성되지 않아, 시스템 통합을 지향하는 기관의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상태임.
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 하고자

태

ㅇ 조력발전은 수력발전과 그 형 가 유사하여 우리나라가 제조기술의 우위를

쟁

점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

수차의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을 확보할 시에 시장 경 력의 확보가 가능하며,

나. 모델수차 제작

닌 사업으로 평가됨.
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개소로 인하여 주변국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임.
ㅇ 벌브형 수차발전기는 조력발전용 수차 중 대표적인 형식으로 조력발전 시스템 생산기술의
핵심사항임.
을 지

ㅇ 특히, 최

3. 주요연구 수행내용

가. 수력발전 성능시험 센터 구축
◦기존시설(소수력 성능평가 시험장치) 보완을 통한
수력발전 성능시험 센터 구축
◦여유부지 이용

◦실물대비 1:8.5 스케일 모델수차 제작
◦런너 직경 350mm
◦성능시험 시 계측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측정공 가공

◦유량계 교정시설 이용(교정부분)을 통한 비용절약

◦종축 및 횡축형 수차 시험이 가능한 시험 Rig
◦설비 고도화에 따란 관로 설계 및 설비 증축, 모델
수차 교체에 필요한 공간 확보
◦측정 볼확도 및 제어 용이성 검토
◦설비 제어 이중화
◦설비 자동화

◦수차 효율 95% 목표
◦해외 유수기관(IWHR) 성능시험

◦폐루프, 개루프(2), 교정, 역회전의 5개 운전모드
◦국내 수력 설비(양수발전 제외) 성능시험이 가능

다. 모델수차 해외 성능시험 및 교육

(최대 100MW급)
◦효율, 캐비테이션, 무구속, 추력, 압력맥동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 가능
◦IEC 60193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국제인정기관 추진
◦향후 모든 종류의 모델수차 시험이 가능하게끔
개선 예정
◦시험 Rig 확대 계획
(종축-횡축 모델수차 시험 Rig 분리)
◦성능시험 전문 인력 양성

◦중국 IWHR과 계약 체결(2013.7)
◦모델수차 제작(주관기관, 금성 E&C)
◦성능시험 일정 협의(1차) 및 성능시험 교육

라. 모델수차 개선

4.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파급효과
▪조력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한 관련기술의 확보는 해당 품목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기
반 확충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품목의 기술 수준 향상과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품목
의 경쟁력 향상과 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향후 기술의 완성도 및 건설 know-how의 축적으로 발전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차발
전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기술적

파급효과 및 시장경쟁력(정량적 산출근거 제시)
가. 산업적 파급효과
▪국내 조력발전 개발 가능양이 약 6,500MW, 전 세계 개발 가능양은 2025년까지 약 1~3TW
규모로 개발제품이 세계 경쟁력 확보시 세계시장 점유 가능
▪국내 조력발전 가능양인 6,500MW 조력발전소를 건설시 12,199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하며 전력생산 시 3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가 예상됨
(30MW 기당 제작비용 200억원 추정, 매출 10억당 14.7명 취업유발계수 적용)
▪조력발전시스템은 기계, 전기/전자, 제어 부문이 종합된 기술로서, 주요 품목인 런너, 위킷
게이트 등 수차 계통, 벌브 내에 설치되는 발전기 계통, 조속기, 발전기 제어 및 감시 계
통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조력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산화할 경우 대상 품목
의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품목의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에도 크

ㅇ 경제적

◦베어링 축과 벌브 외부케이싱 사이에 고압의 유압을 흘려보내 회전부가 부상하여 고정
부와 회전부의 마찰을 최소화 한 후 수차의 회전토크를 정확하게 측정
◦관련 기술 부족으로 sensitivity 개선 필요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파급효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약 11.5%
로 확대 예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목표량이 15GW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조력발
전 개발 가능양이 약 6,500MW임을 고려할 때 정부 목표 달성에 기여 가능
다.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에너지 수급 향상을 통한 생산성 기여
ㅇ 향후 실용화 계획
나. 사회적

◦중국 IWHR 현지에서 유압베어링 sensitivity 개선 시도
◦0.1mm 두께의 동판을 삽입하여 유압베어링 축방향 접촉 개선
◦반경방향 접촉에 대한 가능성 제기

가. 남강수력발전소 실증

나. 수차 성능평가 관련 수익사업
다. 30MW급 벌브형 수차발전기 설계기술 확보

5. 특별추진성과(없으면 항목 삭제 가능함)
◦수력기자재 성능시험 센터 개소식 개최(2013.11.28.)
◦정부부처, 유관기관, 중소기업 사장단 등 참석
- 정부부처 : 기재부, 국토부
- 유관기관 : 중진공, 에기평, 기계연
◦국내 재반입 후 수차 분해 및 재조립으로 유압베어링 sensitivity 개선

- 30여개 중소기업 사장단

◦IEC 60193 충족 필요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선작업 완료 후 2차 성능시험(2014년 1월 중)

◦수차, 펌프, 밸브 등 수력기자재 업체 교류

붙 임.

주요추진성과 상세내역

◎연합뉴스 : '수력발전 기자재 성능시험센터' 개소
기사입력 2013-11-28 15:47

(대전=연합뉴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K-water
연구원에서 '수력발전 기자재 성능시험센터' 개소식을 하고 신기술 개발 및 관
련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2013.11.28 << 한국수자원공사 >>
◎아시아경제 : “수공, 수력발전 기자재 성능시험센터 개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