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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해수 펌프 임펠러 또는 대형 선박용 프로펠러의 경우에는 주로 Al 청동 합금의 재료가 이용

되고 있다[1]. 청동은 다른 동합금에 비해 내마모성과 고강도 그리고 내부식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비중이 작으며 

열전도도가 비교적 높아 각종 특수용 밸브와 고정자․유량조절용 대형 밸브축동의 수력기계에도 적합하고 고압용 실린

더 등에 사용되어 자동차산업 및 항공 산업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Al 청동은 이러한 우수한 성질에

도 불구하고 캐비테이션 침식이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더욱이 열악한 부식환경인 해수에서는 염소이온에 의

한 공식 부식 손상이 증가하게 되며[2], 이러한 공식은 반복적인 기포 붕괴 압력에 따른 충격하중에 의해 재료가 손

상으로 피로 파괴현상을 발생시키는 캐비테이션 손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3].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하여 실제 영

광발전소 해수 펌프 임펠러의 경우 캐비테이션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여 보수유지를 위한 인적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1]. 또한 대형 선박용 프로펠러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교체작업 또는 수리 

시 많은 시간과 그 시간동안 운영하지 못한 운영손실 금액도 상당하다. 기존 수리 방법인 용접방법이나 그라인딩 처

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2차적인 결함으로 인해 완전한 수리가 어렵다[4].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청동

의 표면을 쇼트피닝방법을 통해 개질시킴으로써 사용 수명 시간을 연장시켜 기존의 수리에 따른 보수유지비를 절감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shot peening은 내구성 향상을 위한 가공법으로 재료 중심부에 연성과 인성을 유지하

면서 표면 경화시킨다. 그 결과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어 피로강도와 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 이는 인장잔류응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응력부식균열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다[5]. 쇼트피닝기는 한국 브라스트에서 제조한 공기식 

투사 장치인 MPTB-01-T model을 이용하였다. 공기식 투사 장치는 기계식과는 달리 고압의 압축공기와 노즐을 이용

하여 고속 기류를 발생시켜 쇼트볼을 투사하는 장치이다. Nozzle의 내부 직경은 7.9 ∅이며, shot ball은 직경이 

0.4 mm이고, 경도가 50.6~54.5 HR/C인 conditioned stainless steel cut wire shot(sus304, SCCW16)를 사용했

다. 적용 압력은 4 bar이며, 적용 시간은 0~20분까지 다양한 변수로 시간에  따른 내캐비테이션 특성 및 내식성을 

분석하였다. 내캐비테이션 특성은 ASTM-G32 규정에서 정한 기기를 이용하여  Vibratory frequency와 

peak-to-peak amplitude는 각각 20kHz와 30 μm이다. 혼과 시편과의 스탠드 오프거리를 1mm로 하여 천연해수에서 

30℃를 유지하면서 5, 7, 10시간 동안 Cavitation test를 실시하여 무게감소량을 측정하였으며, 표면을 주사전자

현미경(SEM)과 3D 현미경을 이용하여 상호 비고, 분석하였다. 전기화학 실험은 개로전위로부터 -0.25V ~ 2V 까지 

2mv/s의 주사속도로 천연해수 용액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쇼트 피닝 시간

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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