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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a of the Korean peninsula has various marine changes, including naval vessels, naval

operational aircrafts, air force fighters, coastal airports and airfields. In particular salt directly affected

by the marine environment, equipment operating in a high temperature / high speed as the gas

turbine is the high temperature corrosion(Hot Corrosion) caused by sulfur components and salinity of

the fuel used. When the height of the demister (air intake) is less than 7m, the salinity entering the

sea increases and the corrosion increases rapidly. In addition, the weapon systems operating in the

East Sea than the West Sea showed a 17% increase in corrosion rate due to the relatively high salinity

scattered by saline, wind, and wave. In order to minimize the salinity inflow, it should be operated at

more than 13m from the sea to minimize rapid hot corrosion.

초       록

한반도의 근해는 다양한 해양변화가 있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군함정, 함재기, 해상운용 비행기,

공군의 전투기, 해안에 위치한 공항 및 비행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해양환경의 직접적인 영향

인 염분은 가스터빈엔진과 같이 고온/고속으로 운용되는 장비에 연료의 황성분과 화학적 변화로 고

온부식(Hot Corrosion)이 발생시킨다. 한계값으로 정의 할 수 없지만 염분에 의한 부식은 디미스터

(공기흡입구) 높이가 7m 이하일 경우 해상에서 유입되는 염분이 증가하여 부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

다. 또한 서해보다 동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염분도, 풍량, 파고에 의해 비산되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부식율이 17%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해상에서 가스터빈엔진을 운용하는 해

상무기체계는 염분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으로부터 13m이상에서 운용되어야 급격한 고온부식

을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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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a Surface Salinity(max)

Fig. 2 Significant Wave Height (m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