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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esign factors in a pump station on the pressure variations which are the main cause of
water hammering has been investigated by numerical simulations. As design factors, the flow rate, Young‘s modulus,
diameter, thickness,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line are conside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sure variations
and the design factors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essure variation increases sensitively with the flow
rate and Young‘s modulus, and increases gradually with the thickness and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 whereas it
decreases with the pipe diameter. The wavelength of the pressure wave becomes longer for a smaller Young‘s modulus,
a smaller pipe thickness and a bigger pipe diameter. These relationships are nondimensionalized, and logarithmic
curve-fitted functions are proposed by regression analysis. Most effective factors on the nondimensional pressure vari-
ation is Young‘s modulus. Flow rate, roughness coefficient, relative thickness and pipe diameters are the next impac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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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 : 압력전파속도 [m/s]

C : Hazen-Williams 방정식의 조도계수 [-]

D : 관의 직경 [mm] 

E : 관의 종탄성계수 [Pa]

f : Darcy의 관의 마찰계수 [-]

g : 중력 가속도 [m/s2]

H : 정수두 [m]

K : 물의 체적탄성계수 [Pa] 

Q : 유량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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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시간 [s]

V : 유속 [m/s]

그리스 문자

 : 관의 두께 [mm]

P : 압력변동 [kgf/m
2]

 : 점성계수 [N·s/m2]

 : 유체 밀도 [kg/m3]

1. 서 론

사람에게 물을 공급하는 기술은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물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는 먼 거리나 높은 위치까지 수송할 수 있는 기술과 관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안전하게 압송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1]. 특히 물을 공급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기는 펌프 설비이기 때문에, 펌프

및 부대설비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펌프의 기능을 잃으면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사고사례를 통해 펌프시스템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인 수격작용으로 인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수격작용은 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의한 급작스런 정지, 밸브의 갑작스런 개·폐 등에 의하여 관내에 흐

르던 유체가 급작스런 속도변화를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관내 압력에 큰 변화가 발생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발생한 압력파는 관을 따라 전파되면서 관로 및 장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최근에 설계 시

와 현장에서 시공 전에 정확한 설계인자를 입력하여 컴퓨터 전산해석을 통해 사전에 위험가능요소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4-6].

지금까지의 수격현상에 대한 수치해석은 크게 배관계통, 수차발전계통, 가압펌프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배관계통에서는 밸브 급폐쇄에 따라 압력이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하여 관로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고, 심

해지면 파손까지 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계시 수치해석을 통해 밸브 개폐시간 조절, 소음 및 진

동 감쇠 설비 설치, 배관지지대 설계로 배관계통에서 수격현상을 완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7]. 수차발

전계통에서는 수차발전기가 긴급 정지될 때 수압관의 압력상승으로 구동부의 손상과 시설물 파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있었으며[8], 설비의 안정성과 시설물의 보호에 기여

하였다. 가압펌프 계통에서는 펌프장에서 시작하여 유체가 송수되는 목표 지점까지 압송하는 조건으로 수

치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수격완화설비를 선정하여 안정된 운영을 목표로 하였다

[9]. 이와 같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수치해석적 결과와 실제 현장에 시험한 결과가 잘 일치되는 것이 확

인되었고, 수치해석 방법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가압펌프 계통 수격현상은 수치해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설계인자들에 따라 수치해석 결과가 달라지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수격완화설비도 달라진다. 수격완화설비 중 하나인 에어챔버의 경우 설계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인자들인 폴리트로픽지수, 유량계수, 압력전파속도, 오리피스 직경에 대한 영향을 현장 시험을

통해 고찰한 사례가 있었다[9-10]. 그러나 가압펌프 계통 수격현상에 대한 수치해석적 접근은 지금까지 유

량과 조도계수에 따른 영향이 주로 고찰되었으며[11-12], 다른 설계인자들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참고할 수 있는 문헌 데이터 부족으로 수치해석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수치해석 경험자의 노하우에 의존해왔다. 수격해석에 입력되는 주요 설계인자들

은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직경, 관의 두께, 조도계수 등이 사용되는데, 수격현상에 있어 설계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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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관계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설계인자들이 수격현상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식이 도출된다면 설계 단계와 시설물 운영에 좋은 정보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격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압펌프계통에서의 여러 설계인자가 압송관로 압

력변동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격해석 S/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직경, 관의 두께, 조도계수 등의 설계인자가 최대-최소 압력변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최대압력 및 최소압력이 발생하는 지점과 압력파의 진폭 및 주기가 수격압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설계인자들을 무차원화 하여 무차원 계수와 압력변동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방법

2.1 지배방정식 

수격작용의 해석을 위한 기본방정식은 일반적인 유동 해석과 마찬가지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관 내부 압력 p(x, t)과 유속V(x, t)이 관을 따른 거리 x와 시간 t의 함수로 주어진다.

압력은 수두 H(x, t)로 변경하고 중력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관 기울기가 일 때,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

식을 각각 1차원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2)

 (3)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이고, a는 압력파의 전파속도, f는 관의 마찰계수, K는 유체의 체적탄성계수, 는

유체의 밀도, E는 관의 종탄성계수, D는 관의 직경,  는 관의 두께이다.

2.2 수치해석 모델 및 방법 

수치해석을 위해서 상용 S/W인 Surge 프로그램[6],[13]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미국 Civil Engineering

Software Center에서 개발한 유체의 과도현상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로설계 또는 임의의 배관망 시

스템의 구성과 경계조건에 대해서 유체 과도현상이 발생할 경우, 펌프 및 배관계 각 지점에서의 유량과 압

력변동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관망 및 펌프에서 펌프의 기동 및 정지, 밸브의 급폐쇄, 경계조건의 압력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유체 과도현상[14]을 해석할 수 있어 수격현상 해석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된

다. Surge 프로그램은 관내의 유동을 1차원 비정상 유동으로 가정할 때 편미분으로 표시된 식(1-2)의 지배

방정식을 특성곡선법(Method of Characteristics)을 사용하여 유한차분방정식으로 변화시킨다. 경계조건으로

는 펌프, 밸브, 수조 등이 관로 중에 연결되어 관계식들을 구성하고, 초기조건으로 펌프-관로계의 정상상

태 변수 값을 구한 후 수치해석의 안정성이 만족되도록 시간증분 Δt와 관 분할간격 Δx를 정하여 수치계산

을 수행한다. 자세한 수치해석 알고리즘은 참고문헌[9~10],[12],[15]에 잘 기술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수격

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방지시스템에 대한 연구[10], 펌프시스템에서의 수격해석에 관한 연구[11], 관로계통

및 가압펌프장 수격에 따른 최적 안정성 확보방안[16], 에어챔버 설치에 따른 펌프관로계의 수격현상[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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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많은 연구에 활용되어 S/W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수치해석 모델은 Fig. 1의 여수 삼일 가압펌프장을 기본 모델(basic model)로 설정하였다. 펌프장에서 배

수지까지의 관로길이는 약 2.2 km이고, 관경은 400 mm이며, 재질은 DCIP관이다. 송수량은 하루 5,400톤으

로 설정하여 가압장에서 배수지까지 펌프-관로계에 대한 수격현상을 수치해석 하였다. 이 유량을 압송시

키기 위해서는 가압펌프장에서 한 대당 Q = 12.5 l/s의 유량을 가진 펌프가 총 5대 운전된다. Fig. 2는 삼일

가압펌프장의 모델을 Surge 프로그램에 입력한 각 노드점(node point)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펌프에서 배

수지에 이르는 각 위치에서 관로의 수직 높이를 표시한다. 총 35개의 노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 데

이터는 펌프에 가까운 J-2 노드점부터 배수지 직전인 J-34 노드점까지 추출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Table 1에서는 실제 삼일 가압펌프장에 적용된 설계인자의 값을 나타내는 기본조건(basic conditions)과 수

격현상에 대한 각 설계인자들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 설계인자별로 5가지씩 변화시킨 시험조

건(test conditions)에 대한 값들을 표시하였다. 펌프의 운전 대수(N)는 1개에서 5개까지 변화시켰으며, 배관

의 재질은 금속계열과 비금속계열을 합쳐서 5가지 종류로 시험하였다. 고밀도 폴리에틸렌관(HDPE)과 유

리섬유복합관(GRP)은 비금속계열이고, 티타늄관(TITANIUM), 닥타일주철관(DCIP) 및 스테인리스관(STS)

Fig. 1. Longitudinal pipeline profile at the Yeosu Samil pump station

Fig. 2. Node points used for Surge program which represent vertical positions of the pipeline section 

Table 1. Conditions for numerical simulations

Design parameters Basic conditions Test conditions

No. of pump runs (ea), N 5 1, 2, 3, 4, 5

Young’s modulus of pipe (GPa) 

(material), E
172(DCIP)

1.4(HDPE), 50(GRP), 103(TITANIUM), 

172(DCIP), 207.5(STS)

Diameter of pipe (mm), D 400 200, 300, 400, 500, 700

Thickness of pipe (mm),  9 3, 6, 9, 12, 18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 

(Nondimension), C
100  80, 100, 120, 14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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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속계열이다. 대체로 비금속계열 재료는 관의 종탄성계수가 작으며, 금속계열은 관의 종탄성계수가 크

다. 관경은 200 mm에서 700 mm까지 바꾸었으며, 관의 두께는 3 mm에서 18 mm까지 변화시켰다. 관의 조

도계수 C는 Hazen-Williams 방정식에 사용되는 무차원 계수로서 관의 거칠기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에서

는 조도계수를 80에서 180까지 변화시켜 시뮬레이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해석 조건별 압력분포 비교 분석

Table 1에 제시된 기본조건에 대한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최대압력(maximum pressure)와 최소압력

(minimum pressure)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가압펌프장부터 배수지까지 가압펌프-관로계의 시스

템곡선(system profile)을 나타내며, 최대압력선(Max. Pre.), 최소압력선(Min. Pre.)과 더불어 동수구배선

(H.G.L), 관로종단선(Pipeline), 압력기준선(-7 mAq)을 표시한다. 동수구배선은 관로 내 유체의 압력수두, 속

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을 나타내는 선이며, 관로종단선은 위치수두만 나타낸 선이다. 압력기준선은 관로종

단선에서 7 mAq의 압력을 일괄적으로 뺀 기준선이며,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압(negative

pressure)의 허용기준선에 해당된다. 최대압력선과 최소압력선은 수격현상이 일어났을 때, 동수구배선을 기

준으로 진동하는 압력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때, 최대압력은 배관사용 압력 이하로 낮추어야 하고, 최소

압력은 압력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ig. 3의 그림에서는 최소압력이 관로 중간

지점(1000~1200 m)과 말단부(1750~2200 m)에서 압력기준선보다 낮은 부압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관로 내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배관 및 시설에 소음과 진동 발생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격작

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수격방지설비(Water hammer prevention facility)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Fig. 3. Pressure profile along the pipeline in the basic condition

Fig. 4. Variations of pressure profile according to the number of pump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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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에서는 Fig. 3에서 보여준 기본조건에서 설계인자의 값이 바뀔 경우 나타나는 시스템곡선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Fig. 4는 펌프의 운전 대수 증가에 따른 펌프-관로계의 시스템곡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펌프의 운전 대수가 증가하면 수격현상에 따른 압력변동폭이 증가하여 최대압력은 증가하고 최소압력

은 감소한다. 펌프를 1대 또는 3대 운전하는 경우 최소압력은 압력기준선 이상으로 부압해소를 위한 별도

의 수격완화설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펌프를 5대 운전하는 경우 최소압력은 중간지점(1000~1200 m)과 말

단부(1750~2150 m)에서 압력기준선 이하로 떨어져 부압해소를 위한 수격완화설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

다. Fig. 5는 관의 종탄성계수에 따른 펌프-관로계의 시스템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관의 종탄성계수가 매우

작은 비금속계열의 HDPE 재질과 상대적으로 큰 관의 종탄성계수를 가진 비금속계열의 GRP 및 금속계열

의 STS 재질에 대해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관의 종탄성계수가 증가하면 압력의 변동폭이 증가하여 최대

-최소 압력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Fig. 5(a)의 HDPE 재질에서는 최대압력이 높지 않고, 최소압력은 압력기

준선 이상으로 수격에 대해 안전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5(b)의 GRP 재질은 관로의 말단부(1850~2050 m)

에서 압력기준선 이하의 부압이 발생되고, Fig. 5(c)의 STS 재질에서는 관로 중간지점(1000~1200 m)과 말단

부(1750~2200 m)에서 최소압력이 압력기준선 이하로 나타나 부압해소를 위한 수격방지설비가 필요하다. 

3.2 설계인자가 수격 압력변동량에 미치는 영향

Fig. 6에서는 Table 1의 시험조건에서 제시한 설계인자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동량(pressure difference)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압력변동량은 각 배관 위치에서 수격에 의한 최대압력과 최소압력의 차를 의미한다.

가압펌프 출구(J-2 노드점)에서 배수지 직전(J-34 노드점)까지 일정간격으로 노드점을 추출하여 노드점 위

치에 따른 압력변동을 비교하였다. Fig. 6(a)에서는 펌프의 운전 대수 변화에 따른 유량변화가 압력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펌프는 병렬로 연결되므로 운전 대수가 증가하면 유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전

체적으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변동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J-2에서 J-26 노드점까지는 압력변동량

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J-29 노드점부터는 하류로 갈수록 압력변동의 증가폭이 줄어든다. 배수지 직전인

J-34 노드점에서는 배수지의 영향으로 압력변동량이 매우 작으면서 비선형적인 증가를 보인다. Fig. 6(b)는

관의 종탄성계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관의 종탄성계수가 작은 비금속계열 영역에서는 관의

종탄성계수의 증가에 대해 압력변동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한다. 반면, 관의 종탄성계수가 큰 금속계열 영

역에서는 압력변동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노드점에 따른 영향은 앞에서와 마찬가지고 J-26

노드점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 배수지에 가까운 노드점에서는 압력변동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Fig. 6(c)는

관의 직경에 따른 압력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의 직경이 증가하면 압력변동량은 완만하게 감

소한다. 그러나 노드점이 배수지 근처로 이동하면 압력변동이 줄어들고 관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줄어든

다. Fig. 6(d)는 관의 두께에 대한 압력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관의 두께가 증가하면 압력변동이 완만하게

증가하나 그 증가하는 형태는 비선형적이다. 관의 직경과 마찬가지로 노드점이 배수지 근처로 이동하면 관

의 두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줄어든다. Fig. 6(e)는 조도계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나타내었다. 조도계수가 증

Fig. 5. Variations of pressure profile according to the Young’s modulus of th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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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 압력변동이 완만하게 증가하며 그 증가하는 형태는 선형적이다. 노드점의 위치에 따른 영향은 관

경 및 관의 두께에 따른 영향과 동일하다.

Fig. 6. Pressur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sign factors; (a) flow rate(Q), (b) Young’s modulus of pipe(E), (c) diameter

of pipe(D), (d) thickness of pipe(δ), (e)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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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인자에 따른 가압펌프 출구측에서의 수격 압력파의 특성 변화

수격현상에 따른 압력변동량은 가압펌프 출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설계인자에 따른 수격 압력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압펌프장 노드점(J-2)에서 수격발생 후 50 sec 동안의 압력파 데이터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각 설계인자별로 3가지 경우에 대해 시간에 따른 압력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7(a)는 펌

Fig. 7. Pressure waves according to design factors; (a) flow rate(Q), (b) Young’s modulus of pipe(E), (c) diameter of

pipe(D), (d) thickness of pipe(δ), (e)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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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의 운전 대수에 따른 압력파의 진폭과 진동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펌프의 운전 대수가 증가하면 압력파

의 진폭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압력파의 진동주기는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7(b)는 관의 종탄성

계수에 따른 압력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의 종탄성계수가 클수록 압력파의 진폭이 크고 주기는

짧아진다. 관의 종탄성계수가 50GPa보다 작을 경우 압력파는 주기가 매우 길고 진폭이 아주 작은 형태를

보이나 관의 종탄성계수가 50GPa 이상이 되면 진폭과 주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Fig. 7(c)는 관

의 직경에 따른 압력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관의 직경이 증가하면 압력파의 진폭이 작아지면서 주기

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변화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Fig. 7(d)는 관의 두께에 따른 압력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관의 두께가 클수록 압력파의 진폭은 커지고 주기는 짧아지나 그 영향은 크지 않다. Fig.

7(e)에서는 조도계수에 따른 압력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도계수의 변화에 대해 압력파의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도계수는 시간에 따른 압력파의 진폭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도계수가 작

을수록 시간에 따른 진폭 감소량이 커진다. 설계인자에 따른 압력변동의 진폭과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값

은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정리하여 요약하면 수격에 의한 압력파의 진폭은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두께, 조도계수에 대해서

는 비례관계를 가지며,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반비례관계를 가진다. 압력파의 진폭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유량이며, 50GPa 이상의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직경, 관의 두께, 조도계수는 그 영향이 미비

하다. 압력파의 주기는 유량 및 조도계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관의 종탄성계수와 관의 두께에는 반비

례,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변한다. 다만, 관의 종탄성계수가 아주 작은 비금속 재질의 배관에서

는 압력파의 진폭이 대폭 감소하고 주기는 매우 길어진다. 조도계수의 감소는 관마찰의 증가로 인해 시간

에 따른 압력파의 진폭 감쇄 효과가 커진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설계인자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동량은 유량과 관의 종탄성계수 변화에 가장 민감

하게 변화하며, 유량에 대해서는 선형적이고 관의 종탄성계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적 증가 패턴을 가진다.

관의 직경, 두께, 조도계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압력변동량이 완만한 변화를 가지며,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반비례, 관의 두께에 대해서는 비선형 비례, 관의 조도계수에 대해서는 선형 비례 관계를 가진다. 또한 노

드점 위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펌프 출구에서 배수지 근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사한 압력

변동량을 보인다. 그러나 노드점이 배수지에 가까워지면 설계인자가 변화더라도 압력변동량에는 큰 영향

을 주지 않는다. 

3.4 무차원수 해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인자들이 수격현상에 의한 압력변동에 영향을 준다. 즉, 압력변동량(P)은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직경, 관의 두께, 조도계수, 압력전파속도 및 유체의 물성치(밀도, 점도)와 중

력가속도, 정수두 등 많은 변수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Amplitude and period of the pressure fluctuation according to the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s
Pressure fluctuation 

amplitude (kgf/cm2)

Pressure fluctuation

period (sec)

No. of pump runs (ea), N 1, 3, 5 3.14, 8.62, 12.77 8.4, 8.4, 8.4

Young’s modulus of pipe (material), E HDPE, GRP, STS 1.99, 10.12, 13.13 25.6, 10.8, 8.0

Diameter of pipe (mm), D 200, 400, 700 14.05, 12.77, 11.74 7.3, 8.0, 8.8

Thickness of pipe (mm),  3, 9, 18 10.54, 12.77, 14.05 10.4, 8.0, 7.3

Roughness coefficient of pipe 

(Nondimension), C
 80, 120, 180 12.02, 13.35, 14.31 8.0,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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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압력변동은 가압장의 설계에 따라 그 변동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무차원수

를 이용한 정량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인자들을 무차원수로 나타내고 이를 통한 무차

원 압력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식(4)를 Buckingham's PI 정리를 이용하여 무차

원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Fig. 8. Nondimensional pressure variations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design factors; (a) Reynolds number

(Q=constant), (b) Reynolds number (D=constant), (c) relative pipe thickness, (d) roughness coefficient, (e) nondimensional

Young’s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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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압력변동은 가압펌프장의 펌프에서 배수지까지의 총 높이차에 해당되는 정수두(hydraulic

pressure)로 무차원화 하였고, 유량은 무차원화하면 Reynolds 수(Q/D ~ VD/ = Re)로 표현된다. 관의 두

께는 관의 직경으로 무차원화하여 상대두께(relative thickness)로 표현하였으며, 관의 종탄성계수는 압력전

파속도에 해당하는 동압(dynamic pressure)으로 무차원화 하였다. Hazen-Williams 방정식에서의 조도계수 C

는 무차원수이다.

Fig. 8은 Fig. 6의 그래프에서 펌프 출구측 노드점(J-2)의 압력변동을 각 무차원 설계인자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 6의 압력변동값은 Pa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 실선은 각 무차원수

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동의 변화를 curve-fit한 함수이다. curve-fit 함수는 y = Alnx + B 형태의 로그함수를

선택하였으며,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결과 일치도가 0.99 이상으로 매우 잘 일치하였다. Fig. 8(a)는

Re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펌프의 운전 대수를 고정하고 (Q = constant) 관의 직경을 변경하

여 curve-fit 함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관의 직경이 증가하면 압력변동이 완만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8(b)에서는 동일하게 Re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고찰하였는데, 관의 직경을 고정하고 (D = constant), 펌프의

운전 대수(유량)를 변경하여 curve-fit 함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유량이 증가하면 압력변동도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은 크게 나타났다. Fig. 8(c)는 상대두께에 따른 압력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압

력변동이 증가한다. Fig. 8(d)는 조도계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두께와 마찬가지로 조

도계수에 대해 서로 단일한 로그함수의 변화를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8(e)는 관의 무차원 종탄성계수에

따른 압력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차원 종탄성계수가 증가하면 압력변동도 증가하며, 그 증가폭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다른 무차원수에 비해 회귀분석의 일치도는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단일한

로그함수의 변화를 가짐을 알 수 있다.  

Table 3에서는 각 무차원수에 대해 압력변동을 로그함수로 curve-fit한 계수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그

에 따른 일치도(R2 values)를 정리하였다. 로그함수의 계수인 A값은 무차원 종탄성계수의 변화에 대해 가

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압력변동이 종탄성계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압력변동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유량변화, 조도계수, 관의 상대 두께 순이며, 펌프의 운전대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관의 직경 변화는 다른 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력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Coefficients of logarithmic curve-fit functions according to the nondimensional design factors

Nondimensional design factors

affecting pressure variations ( )

y = Alnx + B

R2 Valves
A (×10-2) B (×10-2)

Reynolds number

( )

Q = constant

200 mm ≤ D ≤ 700 mm 
1.5 ~ 5.1 1.4 ~ 3.4 0.996

D = constant

12.5 lps ≤ Q ≤ 62.5 lps
14.3 ~ 16.9 -15.6 ~ -27.5 0.993

Relative pipe thickness ( ) 5.3 23.0 0.998

Roughness coefficient (C) 8.2 -1.6 0.997

Nondimensional Young’s modulus ( ) 20.9 -28.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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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압펌프장의 펌프-관로계에서 다양한 설계인자에 따른 수격현상을 수치해석하고, 그에

따른 압력변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설계인자로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직경, 관의 두께, 조도계수를

설정하였고, 수격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압력변동과 수격해석 설계인자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수치해석 조건별 압력분포는 펌프의 운전 대수가 증가하면 수격현상에 따른 압력변동이 증가하여

최대압력은 증가하고 최소압력은 감소한다. 또한 관의 종탄성계수가 커지면 압력의 변동폭이 증가하여 최

대-최소 압력차가 커진다.

(2) 설계인자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동량은 유량과 관의 종탄성계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며, 유

량에 대해서는 선형적이고 관의 종탄성계수에 대해서는 비선형적 증가 패턴을 가진다. 또한 관의 직경, 두

께, 조도계수의 변화에 대해서는 압력변동량이 완만한 변화를 가지며,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반비례, 관의

두께에 대해서는 비선형 비례, 관의 조도계수에 대해서는 선형 비례 관계를 가진다. 

(3) 수격에 의한 압력파의 진폭은 유량, 관의 종탄성계수, 관의 두께, 조도계수에 대해서는 비례관계를 가

지며,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반비례관계를 가진다. 압력파의 주기는 유량 및 조도계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관의 종탄성계수와 관의 두께에는 반비례, 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변한다.

(4) 설계인자에 따른 압력변동을 무차원화된 식으로 제시하였고, 로그함수로 curve-fit하였다. 무차원 설

계인자가 압력변동에 주는 영향을 보면 로그함수의 계수가 무차원 종탄성계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Re

수에 따른 압력변동의 영향에서 관의 직경을 고정하고, 펌프 운전대수를 증가할 때에 두 번째로 크게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조도계수, 관의 두께 순이며, Re수에 따른 압력변동의 영향에서 펌프 운전대수를 고

정하고, 관의 직경을 변경할 때 압력변동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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