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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  해수 임펠러의 경우 과도한 침식  마모로 인해 실제 가동수명이 매우 짧아 잦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침식  마모에 보다 강한 소재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어 나노세라믹 분산강

화를 이용한 직 주조 개량기술이라는 독창 이고 획기 인 신기술을 개발하 음. 이를 해 나노세

라믹 강화재를 제조하기 한 기계  활성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 제작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용융 

속 내로의 젖음성이 우수한 최 의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를 제조하 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하여 강화재를 ladle 바닥에 선투입하는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개량 분산주조 공정을 완성하고 개량 주조공정 차서를 제시하 고, 회주철, 스테인리

스강, Al-bronze 에 한 다수의 랜트 주조를 통하여 개량주조 공정의 재 성을 확인하 음. 이러

한 지속 인 개량 주조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계  특성  침식 항성이 매우 우수한 나노개량 스

테인리스 강과 나노개량 Al-bronze 소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 음. 

￭ 비테이션 침식 수명평가를 하여 원 의 가동 환경을 모사한 비테이션 침식 장치를 설계, 제작

하 으며, 소재에 한 평가시험에 이르기까지 동  침식환경 평가기술을 개발하 으며 이를 통하여 

소재의 무게감량  손상깊이에 한 침식 수명 측기술을 확보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기계  활성화, 나노세라믹, 분산강화, 임펠러, 주조, 비테이션 침식

  어
Mechanical activation, Nano-ceramic, Dispersion strengthening, Impeller, 

Casting, Cavitation erosion



- 3 -

요   약   문

Ⅰ. 제    목

나노 개량 장수명 내침식 해수 임펠러 제조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 원  해수 임펠러의 경우 우수한 내해수성  내부식성을 보유한 스테인리스강 는 

Al-bronze를 용 부품 소재로 이용하고 있으나, 소재의 기계  강도에 육박하는 큰 비테

이션 충격하 의 발생과 이로 인한 손상에 의해 실제 가동수명은 제작 시 측된 설계수명

(약 20년)에 비해 훨씬 짧아 약 1~5년 주기로 잦은 교체를 하고 있음. 한편 서해  원정

의 경우 비테이션 침식과 함께 뻘에 의한 침식이 극심하여 타 발 소에 비해 손상의 심각

성이 히 크며 교체주기도 수개월 단 로 매우 짧아 부품의 보수  교체에 막 한 비용

이 지출되고 있음. 한 부품의 정확한 수명  손상 진행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그

간 효율  유지 보수, 정비 등 부품 손상 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왔음. 따라서 극심한 

고속의 유체 충격 환경에 노출된 해수 펌  계통 부품의 손상과 수명을 측할 수 있는 평

가 기술의 개발이 시 하며, 한 내침식성 향상을 해 새로운 합 을 개발하기 보다는 공

정이 간단하고 경제 이며 장 용  실용화가 용이한 기존 부품 소재의 개량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효과 인 내침식 보호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침식 장수명 해수 임펠러 합  개량 기술 개발을 해 약 200nm 이하의 미세한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등의 나노 세라믹 입자들을 부품 소재 합 에 균일하게 분포시킴으로써 기

존 합 의 우수한 부식/기계  특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내침식 환경 특성을 효과 으로 

그리고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세라믹 분산 강화 개량 합 을 개발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나노세라믹 개량 강화재 제조 기술 확보

2. 나노세라믹 표면활성화 시스템 개발  구축

3. 나노개량 분산강화 주조공정 최 화 : 분산 안정화  주조조직 개량기술 확보

4. 나노개량 합 의 기계  특성  침식 특성 향상 실

5. 개량 시제품 합  주조 설계 방안  주조 공정 차서 완성

6. 비테이션 충격하  해석 기술 확보

7. 침식 특성 규명  거동 해석을 통한 개량 합 의 침식 수명 해석  모델화

Ⅳ. 연구개발결과

1.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장비 자체 개발을 통한 재 성이 우수한 용융 속 분산  강화

용 최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최  에 지: 100G, 생산성: 20g/jar, jar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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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rpm, 링 시간: 6분)을 확보하고, 다양한 후보 세라믹 (TiC, SiC, Al2O3, Y2O3)  속 

(Cu, Fe, Cr, Ni)에 하여 세라믹/ 속 복합 강화재를 제조하고 용융 속으로의 젖음성  

분산성이 우수한 최  세라믹/ 속 강화재 (TiC 세라믹 + Cu 속 복합분말 강화재 선정 : 

세라믹 크기 (200~300nm), 균일도 (±10% 이내))를 선정함. 

2. 용 Al-bronze/스테인리스강계 합 에 하여 선정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TiC + Cu 복

합 강화재)를 미소량(1wt%) 첨가하여 주조 조직 미세화를 실 하고, 통  합 주조 공정

을 이용하여 나노 세라믹 직 분산 주조 공정을 최 화하여 우수한 기계  특성을 실 함 

(경도 10% 이상, 강도/연신율/내마모성 20% 이상 향상).

3. 기존 통  주조 공정에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강화재의 투입 공정을 추가하여 

개량 분산주조 공정 차서를 완성하고 기 회주철, Al-bronze, 스테인리스 강에 하여 

형 주조 업체에서 임펠러 견본품을 제작하 고, 나노개량 Al-bronze 임펠러 시제품 

mock-up을 1/4크기로 제작함.

4. 20kHz  비테이션 형성 장치  piezo-ceramic을 이용한 충격펄스 측정 장치를 자체 

제작/개발하여 실제 임펠러의 비테이션 발생 시의 충격을 펄스 신호로 처리 가능한 기술

을 확립하고 한 기포 충격 하  변환 기술 확보를 통해 충격하 (load(N), F)과 충격펄스

(voltage, V) 사이의 계를 선형화하여 충격하 의 정량  측정이 가능해짐.

5. 실제 해수에 한 비테이션 실험을 통해 개량 소재의 우수한 내침식 특성을 실 하

고, 고상입자를 이용한 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고 침식잠복기  침식속도를 정량화

하여 고상 입자 존재 시 손상율이 약 50% 증가함을 확인하 음.

6. 개량 합 의 침식 상에 해 해수 분 기 하에서 비테이션  고상입자를 이용하여 

침식 수명을 평가하 으며, 손상깊이와 시간의 정량  계식 도출  이를 통하여 침식 수

명을 모델화하 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나노개량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  재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

자력 발 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며, 부품의 침식평가기술 

 수명도출자료는 원  장에서 해수 냉각 계통 부품의 가동  효율  유지보수  정비

를 한 손상 리 자료로 활용 가능함. 한, 속-세라믹의 복합화 는 분산 강화 기술과 

련하여 통 으로 기계  합 화 공정을 많이 이용하여 왔으나,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재료 단가도 매우 높아서(10배 이상) 장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상되므로 기계  합 화에 의한 합 개량법보다는 간단하고 렴한 나노세라믹의 표면 

활성화에 의한 분산강화 주조기술의 개발  용을 통해 극심한 손상 환경 하에 처해 있는 

다양한 원  부품의 효율  소재 개량이 가능할 것임. 특히 원  해수  냉각재 펌 의 임

펠러, 이싱 부품, 발 소  화학공장의 복수기, 열교환기, 디퓨 , 밸 , 샤 트 등의 해수 

이용 설비 부품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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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pump impeller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direct nano-ceramic 

dispersion casting for longtime erosion durability

Ⅱ. Goal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project

Goal : Development of new advanced materials for pump impeller of nuclear power 

plant by using direct nano-ceramic dispersion casting method 

Importance : Many components of pump impeller of nuclear power plants is generally 

made of stainless steel and Al-bronze with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to sea water. 

However, they should be replaced by one- to five-year period because of material 

damage by a very big cavitation impact load, even though their designed durability is 

twenty years. Especially, in case of Young-Gwang nuclear power plant located at the 

west sea, damage of components of pump impeller is so critical due to the additional 

damage by solid particle erosion and hence their replacement period is very short as 

several months compared to other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aintain and repair the components of pump impeller since there is no database on 

the exact durability and damage mechanism. Therefore, in this study, fabrication 

technology of new advanced materials modified by dispersion of nano-carbide and -oxide 

ceramics into the matrix is developed first. Secondly, technology to estimate the dynamic 

damage by solid particle erosion is established and hence applied to the prediction of 

the lifetime of the components of pump impeller.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project

1.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y of nano-ceramic reinforcement

2. Design and manufacture the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system 

3. Optimization of direct nano-ceramic dispersion casting procedure

4. Realization of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and erosion resistance of new materials 

modified by nano-ceramic dispersion

5. Establishment of analysis technology of impact load by cavitation and solid particle 

erosion 

6. Quantitative analysis and modelling of dynamic damage of materials based on the 

cavitation mechanism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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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 Optimal nano-ceramic reinforcements for dispersion strengthening of materials by high 

energy mechanical activation technology have been fabricated and their wettability and 

dispersability are estimated. As a result, TiC+Cu composite powders are selected for 

the dispersion strengthening of alloys.

2. Grain size refinement and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of as-cast stainless 

steel and Al-bronze are realized by the addition of selected TiC+Cu composite 

powders of 1wt.% by using conventional casting method.

3. Modified direct nano-ceramic casting procedure is established by adding new two 

processes of fabrication and insertion of nano-ceramic powders to conventional casting 

process.

4. Cavitation and solid particle collapsing load are quantitatively measured by developing 

20kHz cavitation generation installation and impact pulse measurement apparatus by 

using piezo-ceramic sensor.

5. Damage of materials by cavitation and solid particle erosion are evaluated under the 

sea water environment and hence the lifetime of components can be predicted by 

modelling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rosion time and mean depth of 

penetration by cavitation and solid particle erosion.

Ⅴ. Potentials for application 

  

The developed technology is very useful to establish both the necessary condition of longtime 

durability of component materials of nuclear power plant and core technology for lengthening 

the life of nuclear components. Quantitative analysis and modelling of dynamic damage of 

materials by the cavitation and solid particle erosion is good for the effectiv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coolant component of nuclear power plant. In addition, it 

will be applicable to fabricate not only various nuclear components such as the pump 

casing, pipes, condenser tubes and heat exchanger, but also other industri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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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기술  측면

￭ 표  동 손상 환경인 액 충격침식, 비테이션 침식, water hammer에 의한 감육 등에 

의해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원  기기 부품은 각종 냉각  해수 계통 부품, 터빈 블 이

드, 증기발생기  응축 튜 류, 펌 류  배  등으로, 이들은 고온, 고압 그리고 고속(해

수 순환수 펌 의 경우 300rpm, 유량 35000㎥/h, 압 터빈의 경우 200℃, 1800rpm)의 수증

기  냉각수와 하고 있는 부품으로써 개의 경우 발생된 충격하 이 용 소재의 피

로 역이나 항복강도를 과하여 손상의 심각성이 꾸 히 제기되어 왔으며, 침식  마모에 

보다 강한 성질의 소재가 요구되어 왔음[1-4].

￭특히 국내 원  해수 임펠러의 경우 우수한 내해수성  내부식성을 보유한 SUS316계 는 

Al-bronze를 용 부품 소재로 이용하고 있으나, 소재의 기계  강도에 육박하는 큰 비테

이션 충격하 의 발생과 이로 인한 손상에 의해 실제 가동수명은 제작 시 측된 설계수명

(약 20년)에 비해 훨씬 짧아 약 1～5년 주기로 잦은 교체를 하고 있음[5-8]. 

 

[  1발 수직 펌  임펠러 손상 사진 (계획 방 정비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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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  원 의 경우 비테이션 침식과 함께 "뻘"에 의한 침식이 극심하여 고리, 월

성, 울진 등 타 발 소에 비해 손상의 심각성이 히 크며 교체주기도 수개월단 로 매우 

짧아 부품의 보수  교체에 막 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한 부품의 정확한 수명  손

상 진행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그간 효율  유지 보수, 정비 등 부품 손상 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왔음[9-11].

￭따라서 극심한 고속의 유체 충격 환경에 노출된 해수 펌  계통 부품의 손상과 수명을 측

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의 개발이 시 하며, 한 내침식성 향상을 해 새로운 합 을 개발

하기 보다는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 이며 장 용  실용화가 용이한 기존 부품 소재의 

개량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효과 인 내침식 보호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내침식 장수명 해수 임펠러 합  개량 기술 개발을 해 약 100㎚ 이하의 미

세한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 등의 나노 세라믹 입자들을 부품 소재 합 에 균일하게 분포시

킴으로써 기존 합 의 우수한 부식․기계  특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내침식 환경 특성을 

효과 으로 그리고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세라믹 분산 강화 개량 합 을 개발

하고자 함.

￭고온․고강도 소재 개발을 한 세라믹과 속의 이종 복합화 기술 분야는 주로 물리  방

법에 의존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세라믹과 속간의 근본  이질성

(incompatibility)이 존재함으로 인해 복합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분

말야  기술이 발 하면서 속 분말과 세라믹 분말을 기계․물리  분쇄  혼합과정에 의

해 복합화 하는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 기술이 개발되면서 일부 부품에 용되

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기계 합 화 기술은 근본 으로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며, 세라믹, 속 원료 분말의 오염 문제 등 공정  민감하게 조 되어야 할 인자들

이 많아서 최종 생산 재료 단가가 매우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 소재 생산 후 부

품 성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부품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어 왔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 부품 소재 제조 기술, 즉 통 인 주조 기술의 이용이 가능하며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 비용이 렴하여 장 실용화가 가능하고, 특히 임펠러와 같이 복잡

한 형상을 갖는 부품  정  제조를 요구하는 분야에 매우 합한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

를 이용한 직  주조 기술 (Direct Nano-Ceramic Dispersion Casting)이라는 획기 인 신

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 으로 부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동 수명을 향상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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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세라믹 직  주조 기술 개념]

“Mechanical activation”
of nano-ceramic particles

Protective
metal

Nano-ceramic
(<50nm)

Introduction into
liquid metal

Uniformly distributed
cast structure

Liquid metalLiquid metal

Products
(complex shape)

(Cr,Fe,Ni etc.)

  [나노 세라믹 직  주조 기술의 응용 사례]

나노 세라믹 직  주조법을 이용하여 부품소재를 개량하기 해서는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속에 미세한 세라믹 입자들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세라

믹 입자의 기지 속과의 융화성(compatibility)  젖음성(wetting)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라

믹 표면 에 지 활성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국내외 으로 연구가 무한 

기술 분야이며 다만 러시아의 Institute of Solid State Chemistry & Mechanochemistry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일부 련 기술, 즉 기계  방법을 이용하여 세라믹의 

표면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강 계열 합 의 기계  성질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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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사례 (1)

   

(a) (b)

사례 (1)의 그림 (a)는 30-KHGSP 강 합 으로서 500배 배율의 미세조직 사진임. 여기에 

cobalt로 표면코  처리된 WC 세라믹 분말을 약 0.025%의 미소량을 액상 속에 첨가하

을 경우 그림 (b)의 매우 미세한 조직을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가 약 1.2배, 연신율이 1.4～

2.0배, 부식 항성이 1.4～1.7배가 향상되었음. 

응용사례 (2)

     

   (a)     (b)

사례 (2)의 그림 (a)와 (b)는 cast iron의 단면 형상을 보여주는데, 그림 (a)는 개량제가 첨

가되지 않았을 경우이며, 그림 (b)는 chromium으로 표면코  처리된 TiC 세라믹 개량제가 

첨가된 조직으로서 매우 미세한 단조직을 형성하 으며, 경도가 9%, 강도가 약 22% 향상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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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측면

￭최근 보고된 EPRI 통계자료는 2차계통 부품의 침식  마모 손상 사례의 증가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교체 비용의 상승을 보고하면서 원 의 건 성, 안 성, 경제성을 하는 심

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음.

￭한수원(주)에서는 재 가동 인 원  기기의 부품이 손되었을 경우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공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실제로 원  건설 당시 기기를 공 한 외국의 업체들이 세계

인 원  산업의 사양화로 부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음. 더구나 기기를 이루고 있는 수많

은 부품  하나가 손상 는 손이 되어도 기기 체를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하고 있어 경제  손실을 야기하여 왔음.

￭향후 건설 정인 1500 ㎿  발 소의 경우 발  용량 상승에 따른 2차계통 해수 냉각 부품

의 용량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부품의 손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상됨.

￭터빈과 해수 냉각계통 분야의 펌 , 이싱, 축, 임펠러, 터빈 블 이드, nozzle, zircaloy 

cladding tube 부품의 보수  교체 등에 약 2000억 정도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세계

으로는 1조 3000억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기술의 확보로 엄청난 경제  손실

을 일 수 있음.

￭선박, 해양 산업의 screw와 펌  임펠러, 항공  발 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 이드 등의 분

야에 한 련이 있고, 앞으로 5년 후의 이 분야의 세계 시장  국내시장의 규모는 각

각 $300억  1조원 정도로 추산됨.

￭특히 본 과제에서 제안한 나노세라믹 분산강화주조 기술은 기존의 강화용 세라믹 입자를 

속내 분산시키는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기술에 비해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재의 함  주조기술을 그 로 이용할 수 있어서 장 용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나, 실제 부품에 용한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외 으로 아직 개념 정립 단계에 머물

러 있음. 따라서 본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선   우 를 확보하기 해 정책 인 지원이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되며, 이를 해 국가 연구 과제화 하여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사회·문화  측면

￭최근 원자력 발 의 요성에 하여 미국의 Cheney 부통령은 미국 원자력 산업계 연례 회의에

서 기조 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 에 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자력이 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임을 공개 으로 강조하 고, 재의 기술 수 을 고려할 때, 에 지원을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언 하고 수요에 비해 공 이 부족한 재의 심각한 력 공  난을 해결

하기 해서는 새로운 에 지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선무라고 단하고 있음.

￭하원의 에 지  상업 원회 의장인 Billy Tauzin 한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에 지 자립을 

유지하기 한 원자력의 요성을 강조하고 신규 원  건설에 한 산업계의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력 공  부족 상황에서 가동 인 원 의 안 성은 신규 원  건설  건설 단된 원

의 건설 재개에 한 심도 제고에 기여하여 미국 내에서 신규 원  건설에 한 심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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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력 수요가 지속 으로 늘어(연평균 10%이상) 2006년경에는 력 부족 상이 심

각하게 되어 신규 원 의 불가피성이 두되고 있고 향후 정된 원 도 4～5기에 달하고 있으

며,  세계 으로 원자력 발 에 한 정 인 시각이 부상함에 따라 향후 건설되는 발 소  

재 가동 인 발  계통 부품의 안 성에 많은 심이 집 되고 있음. 

￭원자력발  부품의 효과  개량 기술 확보를 통해 발 소의 효율성, 경제성, 안 성을 향상시키는 것

은 일반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많은 공감 를 형성할 것이며 원자력발  이외에도 화력  수력 등 

타 발  분야  각종 기계 부품에 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산업에 효과가 지 할 뿐 아니라 기

 소재개발기술 수 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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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미국의 GE 社, Westinghouse 社  독일의 ABB 社에서는 기존 강계열 부품의 내침식 화염

경화(flaming hardening) 표면처리를 시도하고 있으며, 랑스의 GEC Alsthom 社에서는 침

식  부식 항성이 큰 Ti 부품에 TiC를 코 하여 부품의 수명 연장을 꾀하고 있음.

￭한편 1차 측 밸 (Valve)의 경면재료인 Stellite 6B의 침식  마모에 의한  방사화를 하

여 미국의 EPRI에서는 Co가 없는 Fe계 합 인 NOREM재료와 Ni계 합 인 Deloro를 개발

하여 원  밸 재료인 stellite 6B의 체재료로 검토 임. 

￭일본의 Toshiba 연구소와 Hitachi 연구소에서는 침식  마모 충격 항성을 측정하기 하

여 침식/마모 장치를 개발하고 경면 재료로 자체 개발한 합 인 Nucalloy를 시험하고 있음.

￭국내  해외 발 소에서는 해수 냉각  배  계통 부품의 교체 비용 감을 해 일부 세

라믹-메탈, 세라믹-폴리머, elastomer, 폴리우 탄 등 내침식 보호재를 일시 으로 코  보수 

처리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부품재료와의 약한 착력  코 재의 이탈 등 근본 인 문

제를 극복하지 못하여 부품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정부주도 국가지정연구사업(NRL, ‘99～’01)  원자력 장기 사업

('02년～'04년)을 수행하면서 내침식 세라믹 코   화염경화 표면처리 기술을 확보하 고, 

액 충격하 의 측정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비테이션 시험 시스템과 액 충격에 한 손

상평가 기술을 일부 확보하 음.  

￭ 한 차세 신기술사업(‘99년～’05년)  론티어사업(‘00년～’05년)을 통해 나노 분말 제조 

 나노 응용 연구롤 독창 으로 수행하면서 나노 분말 제조  나노 복합화 원천기술을 기 

확보하 으며 나노기술(NT)의 원자력 응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두산 공업(주)에서는 발 설비의 고 품질화 계획의 일환으로 내침식 표면처리 기술  화염

경화  TiN＋비정질 코 에 의한 수명 연장 연구를 하고 있으나, 표면처리 된 재료의 손상 

평가에 의한 최  공정 선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으며, 삼신

(주)에서는 내침식, 내마모용 경면 재료(hard facing alloy) 개발을 해 방사성 물질이 없는 

Cobalt-free 재료 개발을 한 자체 연구투자를 하고 있음.

￭최근 산자부 주 으로 부품 소재 산업의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원천 기술의 부족으로 

애로 이 많은 실정이며, 국내 부품 재료 개량  표면개질 기술은 선진국이 갖고 있는 방

법  공정과 비교하여 기술 격차가 크고 여 히 재료조직의 불균일성을 드러내는 등 기술 

확립이 미비한 실정임.

￭원  해수 계통 부품의 개량  공정개선, 침식/마모평가 기술은 그 요도에 비해 다른 원

 부품에 비해 상 으로 연구투자가 덜 되어 있어 정량 인 수명 측이나 손 방에 어

려움이 있어 왔으며, 기존의 원 재료 손상 평가는 부식 평가 는 기계  성능 평가와 같은 정

 평가 기술을 이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물성 데이터를 설계 시 일부 부품기기에 용

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원 의 극심한 가동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기술로서 수명 측에 정확성

을 기할 수 없다는 단 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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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비테이션 충격 평가와 련하여 한국해양 학교에서 재료의 손상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에을 확보하고 있으나 비테이션 충격 환경 해석 기술 즉, 기포 충격 

빈도수나 충격하 의 측정  해석에 한 연구나 시스템은 무한 실정임. 

￭ 재 국내에서는 두산 공업,  삼신(주) 밸  등이 원  구동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

부 품질 개선도 이룩하 으나 선진국의 최 재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 외형

으로 알려진 재료규격이외에 각 제조업체의 know-how를 악하고 있지 못해 제조상 어

려움이 있음. 

￭국산소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질의 불균일성 등 근본 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외

산 소재 특히, GE, Westinghouse사 소재의 심도 있는 분석과 개선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

며 재 외국에서 개발 인 고기능 재료의 특성분석 한 철 하게 분석되어야 하나 이에 

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고강도 부품 합  개량 기술은 주조 용해된 액상 용융 속에 미세한 세라믹을 균일하게 분

산시키기 한 세라믹 표면 활성화  activation 기술 개발이 건이나 국내외 으로 연구

가 무한 기술 분야이며 다만 러시아의 Institute of Solid State Chemistry & 

Mechanochemistry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서 일부 련 기술, 즉 기계  방법에 

의한 표면 활성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기술

   구분

나노개량재 

제조기술 
나노분산주조기술

비테이션 손상 평가 

기술

국내

기 기술 미확보 미확보
확보

(개념설계 )

장치개발 미확보 미확보 미확보

국외

기 기술
확보

(설계개념완성)

확보

(개념설계 )
완성단계

장치개발 사용 미확보 완성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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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 고에 지 기계  표면활성화 시스템 기술 개발

최근 나노 기술은 다양한 장 에 의해 산업계 반으로 차 그 응용이 확 되고 있

다. 그러나 첨단, 특수 소재에 국한되어 용되기 때문에 량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따

라서 나노 기술의 량 수요 창출을 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재료의 미세조직 개량에 나

노 세라믹 분말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일반 으로 속재료의 열 , 기계  특성 

향상을 해 세라믹 입자를 강화기구로 사용한다. 그러나 세라믹은 속과 비 차이가 크고, 젖음

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속 기지조직 내에 이를 분산시키기 해서 분말야 에 의한 방법이

나 화학  방법이 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정 하고 복잡한 공정제어가 필요하거

나 입자 크기의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형 부품이나 장 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

존의 주조 공정에서 간단한 속 조직 개량제의 투입만으로 속 기지조직을 나노 세라믹 입

자로 균일하게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산업 장 용에 매우 유리하다. 이와 같이 

속 조직을 나노 세라믹 입자를 이용하여 강화하기 해서는 용융 속 내에서 세라믹 입자들이 균

일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용된 용융 속 내의  세라믹 입자 분산을 한 기술 개념도

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용융 속 내에서 세라믹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라믹과 속 간의 비  차이를  여주고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당해 연도

에서는 기계 으로 표면 활성화된 나노 세라믹 입자를 모 속과 젖음성이 좋은 속으로 코 함으로

써 비 과 젖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그림 1. 세라믹 분산 강화 주조 기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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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에 지 기계  표면활성화 시스템 개념 설계

일반 으로 기계  합 화 공정은 여러 형태의 볼 을 이용한 분말야 의 합 기술로서 볼 

사이의 큰 압축응력으로 인해 속 분말입자들이 상으로 변형되며 이때 나타나는 깨끗한 표면들이 

서로 하여 압 되기도 하며 소성변형으로 인한 가공경화가 심화됨으로써 재료가 연성을 잃어 

괴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용융 속 분산강화용 나노 세라믹 분말을 제조하기 해 이용된 기계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기술은 기존의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 MA) 기술과 

공정원리가 유사하다. 그러나 기계  활성화 기술은 20G 미만의 에 지를 이용하는 기계  합 화 

기술에 비해 약 70~140G로 3.5~7배 이상의 고에 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표면 이 매우 높은 나노 

분말이나 세라믹 분말의 표면 에 지를 높여주는데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 지가 

축 된 즉 표면활성화된 나노 분말을 이용하여 용융 속 내에서 나노 세라믹 분말의 분산효과를 획

기 으로 높여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 이용된 고에 지 볼 기(planetary ball mill)의 단면도  구동 방식을 나

타낸 것이다. Planetary mill은 챔버 내에서 임펠러를 이용하여 볼을 회 시키는 기존 방식과 달리 

supporting disc와 grinding drum의 회 을 서로 반 로 해 으로써 원심력이 같은 방향 는 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결과 챔버 내의 볼은 챔버의 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강한 힘으

로 반 쪽의 벽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주게 되고, 볼끼리의 충격을 통해 그 효과는 배가 되게 된다.

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1. housing 
2. guides
3. drum
4. spider
5. mill cover
6. emptying fitting
7. sheave
8. sealing arrangement
9,13. channels
10. tubing
11. cage
12. pocket

그림 2. 고에 지 볼 기의 단면도  구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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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고에 지 볼 기에서 disk와 drum의 회 에 따라 drum 내부에서의 강철 볼의 움

직임을 간단히 도시한 것이다.  반경이 R2인 drum 내부에서 강철 볼은 drum 회 에 의한 원심력에 

의해 벽면에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낙하지 (jump off point)에 이르면 disk 회 에 의한 원

심력에 의해 외벽 쪽으로 강하게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강철 볼의 충돌에 의한 에 지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G = 


 = 

×÷ ×
                                                                                     

ac는 disk의 회 수(rpm)에 따른 원심가속도, g는 력가속도를 나타낸다.  R1은 planetary mill의 반

경을 나타내는데, disk와 drum의 심축간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강철 볼의 충돌에 의해 생성되

는 에 지는 disk 회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disk와 drum의 심축간 거리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mechanical activation 처리를 통해 발생된 고에 지는 일반 으로 속에 비해 표면

에 지가 낮은  산화물, 탐화물 등 안정한 세라믹 입자들의 표면에 결함  표면 하를 형성시키거

나, 속 코 을 효과 으로 유도하여 세라믹 입자들의 표면 에 지를 더욱 높이게 되어 세라믹 나노 

분말의 용융 속 내 분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림 3. 고에 지 볼 기  disk와 drum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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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에 지 기계  표면활성화 시스템 장비 구축

이러한 장치 설계 개념을 통하여 실제 으로 2차에 걸쳐서 고에 지 기계  표면활성

화 시스템 장비를 그림 4와 5와 같이 구축하 다. 

그림 4.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시스템 1차 제작 장비.

그림 5.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시스템 2차 제작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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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1차 개발 장비로써 disk 와 jar 를 반 방향으로 2개의 motor를 이용하여 회 하는 

dual 회 방식을 채택하 다. 이 장비는 최  에 지 100G까지 가능하며 생산성이 40g/jar로써 

한번에 160g 정도를 동시에 만들 수 있으며, 진공  수냉 처리가 가능하다. 개발된 1차 장비

에 하여 크기와 소음을 이고 사용편의성을 높인 2차 장비를 제작하 으며,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한, 기존의 장비 개발 장비와의 사양을 표 1에 비교하 다.

표 1.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장비 사양 비교표.

[요약]

-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장비 자체 개발을 통한 재 성이 우수한 용융 속 분산  강화

용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을 확보함 : 기존의 장비가 최  20G의 에 지를 내는 반

면 개발된 장비는 최  100G의 에 지를 가짐으로써 세라믹 표면의 기계  활성화가 단

시간에 매우 효율 으로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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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 제조  젖음성 평가

(1) 용융 속 분산강화용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 제조  특성 평가

주조 조직 개량을 한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를 한 방법으로 기계  활성화 (mechanical 

activation, MA) 공정을 이용하 다. 기계  활성화 공정은 고에 지 볼 을 이용한 분말야 의 합

기술로써 볼 사이의 큰 압축응력으로 속 분말입자들이 상으로 변형되며 이때 나타나는 깨끗한 

표면들이 서로 하여 압 되기도 하며 소성변형으로 인한 가공경화가 심화됨으로써 재료가 연성

을 잃어 괴되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 이용된 planetary mill은 기계  활성화 방식의 하나로 챔

버 내에서 임펠러를 이용하여 볼을 회 시키는 기존 방식과 달리 supporting disc와 grinding bowl의 

회 을 서로 반 로 해 으로써 원심력이 같은 방향 는 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결과 챔버 내의 볼은 챔버의 벽을 따라 이동하다가 강한 힘으로 반 쪽의 벽에 부딪치면서 충격을 주

게 되고, 볼끼리의 충격을 통해 그 효과는 배가 되게 된다. 즉, 고에 지 볼 링(high energy ball 

milling)에 의해 행해지는 기계  활성화 공정은 볼 사이에 가해지는 높은 압축응력에 의한 분말들의 

압 (welding)과 이들 압 된 분말들의 심한 가공경화로 인한 괴(fracturing)의 두 가지 특징 인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이 무수히 반복됨에 따라 분말은 미세화 되고 동시에 첨가된 분

말은 압 된 분말층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일반 으로 취성이 강한 세라믹 분말과 연성이 강한 

속 분말을 기계 합 화 하 을 때 압 된 속 분말층 사이에 미세화된 세라믹 분말이 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세라믹 개량재 제조를 해  강화제로서 탄화물과 산화물을 각각 고려하

으며 이를 해 탄화물 강화제인 경우 SiC/TiC 와 후보코 속으로서는 Cr/Cu를 선정하 고, 산

화물 강화제인 경우 Al2O3와 후보코 속으로서는 Cu를 선정하 다. Cr-SiC의 경우 직경 100㎛의 

Cr(99.99%, JUNSEI)과 직경 45㎛의 SiC(99.98%, JUNSEI) 분말을 이용하 으며, 원료분말의 입자형

태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a) (b)(a) (b)

그림 6. 원료분말의 주사 자 미경 형상 ; (a) Cr 분말과  (b) SiC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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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공정은 행성 (planetary mill)에서 직경 8㎜의 강구를 사용하여 disc와 bowl을 각각 

1000 rpm, 2250 rpm의 회 속도로 진행하 다. 모분말의 혼합비율은 50wt%이었고, 혼합분말은 두 

개의 bowl에 10g씩 장입하 으며, 볼과 분말의 무게비는 20:1로 하 다. MA 시간에 따른 개량재 분

말의 특성 변화를 찰하기 해 링 시간을 10분까지 변화시켰고, 링 도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

기 해 용기 내에 Ar 분 기를 유지하 고 용기는 수냉하 다. 

(b)

(c)

(d)

(a)

SiC

SiC SiC

Cr

CrSiC

Cr

SiC

SiC

(b)

(c)

(d)

(a)

SiC

SiC SiC

Cr

CrSiC

Cr

SiC

SiC

그림 7. 시간에 따라 기계  활성화된 Cr-SiC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조직 ; 

(a) 0.5분, (b) 3분, (c) 6분, (d) 10분.

Cr-SiC의 경우 링 시간에 따른 MA 분말의 형상  단면 조직의 변화를 그림 7에 나타내었

다. 링 기에는 MA 분말의 형태  크기의 편차가 심하며 부분의 SiC 입자들이 Cr 분말과 혼합

되지 않은 것을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취성이 강한 SiC 분말은 수㎛ 내외로 미세화 되었고 Cr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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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 부에 일부 혼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링 시간이 6분 이상 진행되면 MA 분말은 체

으로 일정한 형태와 크기 분포를 갖는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

향은 일반 으로 ductile/brittle 계에서 확인된다. 일반 으로 ductile/brittle 계에서 합 화 기 단

계에는 냉간압 되는 속도보다 취성이 강한 입자들의 괴속도가 더 크게 되고, 속입자가 합 화 

과정  변형을 통해 가공경화 된 후에는 합 화 분말의 압 속도와 괴속도가 차 일정해지게 된

다. 하지만 MA 분말의 형태  크기가 정상상태에 도달하 다 하더라도 균일한 혼합을 해서는 추

가 인 링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7의 링 시간에 따른 MA 분말의 단면 조직 변화를 보

면 10분 이상 링이 진행되어야 MA 분말 내에 SiC 입자와 Cr이 균일하게 혼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MA Cr-SiC 분말의 링시간에 따른 XRD 패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링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Cr과 SiC 모두 회  피크의 폭이 넓어지고 회  강도가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분과 10분의 링시간에서는 더 이상 회  패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기술한 분

말 형태의 변화를 통하여 결정한 정상상태의 시간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  피크의 line 

broadening은 링시간 증가에 따른 결정립의 미세화와 내부변형(internal strain)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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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에 따라 기계  합 화된 Cr-SiC 분말의 x-ray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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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iC의 경우에는 직경45㎛의 Cu(99.85%, Samchun Chemical)과 직경 5㎛의 TiC(99.98%, 

Aldrich) 분말을 이용하 으며, 원료분말의 입자형태는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 원료분말의 주사 자 미경 형상 ; (a) Cu 분말과  (b) TiC 분말

그림 10. 링 회 속도  시간에 따라 기계  활성화된 Cu-TiC 분말의 

주사 자 미경 단면 조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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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iC의 경우에는 링 회 속도  링 시간에 하여 분말의 단면을 찰하 고 그 결

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장비에 해당하는 400rpm 에서는 TiC 와 

Cu 가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iC 세라믹 입자가 60분의 링 시간에도 여 히 ㎛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찰되었다.  1100 rpm의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TiC 세라믹 입자가 nm 단 로 

미세화되는 것을 그림 11과 같이 확인하 으며, Cu 속 내에 미세화된 TiC 세라믹 입자가 고르게 분

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XRD pattern의 peak 

broadening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구축한 고에 지 기계  활

성화 시스템이 매우 효과 으로 단시간에 세라믹 입자를 속 내에 분포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11. 링 회 속도  시간에 따른 Cu 기지 내의 TiC 세라믹의 입자 크기 변화.

그림 12. 링 회 속도  시간에 따른 Cu-TiC 분말의 XRD 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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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산화물에 한 MA 결과인 Cu-Al2O3의 경우에는, 그림 13에서 보이듯이 약 70㎛ 직

경의 침상형(flake) Cu와 150-200㎚ 크기의 미세한 Al2O3 분말이 이용되었으며,공정 조건은  표 2에서 

보이듯이  강구와 분말의 비를 20 :1, 강구의 직경은 2㎜, disc의 회 속도는 300rpm이었다. 

50µm50µm
(a)   (b)

그림 13. 원료 분말의 주사 자 미경 형상  : (a) 침상 Cu 분말과 (b) 미세 Al2O3 분말.

표 2. Cu와 Al2O3.의 기계  합 화 공정 조건.

Al2O3 concentration (wt.%) 0, 0.2, 0.5, 1, 3, 5, 7, 8, 9, 10, 13

Milling time (min.) 10, 30, 50, 60, 70, 90

Rotation speed (rpm) 300

Ball weight (g) / ball diam. (mm) 100 / 3

Ratio of ball to powder 20 : 1

Cu-Al2O3의 경우 Al2O3 분말의 조성에 따른 기계 합 화 Cu-Al2O3분말의 조직  형상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Al2O3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침상 Cu사이의 심한 압  변형이 일어나 여러 

평평한 층을 구조로 하는 형 인 층상구조(layered lamellae)를 갖게 되나, Al2O3 분말의 조성이 증

가하면서 길게 압 된 Cu의 양은 어들고 침상의 길이가 짧아지고 비가 증가하는 등축방향의 성

장이 에 띄게 증가하 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약 8 내지 9wt.%의 Al2O3 분말이 첨가되었을 때 

침상형의 Cu가 구상(spherical)형의 Cu로 격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wt.%이상에서는 등축

결정상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찰할 수 있는데, 이는 취성이 있는 경한 Al2O3 분말들이 기계

합 화 복합 분말의 연성을 감소시키면서 등축결정상들의 형성을 래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경한 Al2O3 분말은 공정시간이 약 90분 이상이 되면 Al2O3 분말 조성에 상 없이 Cu 기지상내에  고

르게 분포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 으로 경한 Al2O3 분말들이 복합 상내에

서 Cu의 형상을 효과 으로 변화시키고, Al2O3 분말의 균일한 분포를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

축시키는데 매우  효과 인 링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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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µm100µm

(a) (b) (c)

(d) (e) (f)

그림 14. Al2O3 분말의 조성에 따른 기계 합 화 Cu-Al2O3분말의 조직  형상 : 

(a) 0wt.%, (b) 1wt.%, (c) 8wt.%, (d) 9wt.%, (e) 10wt.%, and (f) 13wt.%

그림 15는 13wt.%의 Al2O3 분말이 첨가되었을 때 시간에 따른 Cu형상의 변화를 보여 다. 

공정 시간이 증가하면서 합(weldment)과 쇄(fragmentation)가 반복 심화되면서 약 70분 이후에

는 등축 복합 결정상들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약 70분이 경과하면서 Al2O3 분말의 균일한 

분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15. 13wt.% Al2O3 가 첨가된 Cu-Al2O3 분말의 MA 시간에 따른 조직  형상 :  

(a) 10분, (b) 30분, (c) 50분, (d) 60분, (e) 70분, and (f)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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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l2O3 분말의 조성에 따른 기계 합 화 Cu-Al2O3분말의 XRD 회  패턴.

그림 16은  공정시간이 90분일 때 Al2O3 분말의 조성 변화에 따른 XRD회  패턴을 나타낸 것

인데 Al2O3 분말의 첨가 조성이 증가하면서 Cu 픽들의 broadening이 찰되었다. 이는 경한 Al2O3 분

말의 합과 쇄 반응에 효과 으로 기여하면서 Cu 기지상의 결정립 미세화를 래한 것으로 해석

된다.  

(2) 반고상 응고법을 이용한 새로운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기술 개발

나노 개량재 내의 속성분은 주조 공정 시 액상 속 내에 세라믹 강화재가 직 으

로 유입되고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분

을 선정하는 것과 양을 조 하여 개량재의 비 을 조 하는 것은 나노 개량 합  제조에 있어

서 매우 요하다. 하지만 주조 합  내 0.1~0.5wt%의 세라믹 강화재를 첨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나노 개량제 제조 시 속성분의 양을 조 하는 것은 속과 세라믹의 비 차이에 의해 쉽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iC:Cu의 무게비가 1:5인 세라믹 개량 강화재를 제조하기 

해 4wt% Sn-Cu 합 의 반응고 역(semi-solid region)인 1040℃에서 수동 교반을 실시하 다. 

그림17은 Cu-Sn 합 의 2원계 상태도이다. 4wt% Sn-Cu 합 의 용해는 고주  유도로에서 실

시하 으며, Ar 분 기 내에서 1040℃로 유지되는 래들에 용탕을 주입한 후 TiC 분말과 Cu 분

말을 1:1의 무게비로 MA한 분말을 투입하 고, 분말과 용탕이 고르게 섞이면서 응고될 때까지 

20분간 수동 교반을 실시하 다. 부분의 상용합 의 경우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범

가 존재하며 고액공존 구간은 coherency point를 기 으로 액상에 가까운 slurry 역과 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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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mush 역으로 나 어진다. 이러한 slurry 역에서부터 mush 역을 지나 완 응

고가 일어날 때까지 교반을 실시함으로써 용탕 표면에 강화재가 고르게 분포한 melt sponge 

형태의 세라믹 강화재를 그림 18과 같이 제조할 수 있었다. 이상의 제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특허 출원을 통하여 제조 방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 한민국 특허 2008-20128, “ 속-세라

믹 복합 비 속성 개량재,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기계  특성이 향상된 속재료”, 이창

규 외 3인] 

그림 17. Cu-Sn 상태도 

그림 18. 반고상 용융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melt sponge 형태의 새로운 세라믹 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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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 젖음성 평가

용융 속에 한 세라믹 분말의 젖음성(wettability)는 일반 으로 sessile drop test[12-13] 

를 통하여 용융 속과 세라믹 기  사이의 각(contact angle)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한다. 그림 

19(a)는 일반 인 sessile drop test 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b)는 이를 통한 각 측정  젖

음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sessile drop test 는 실제 세라믹 미세 분말이 고온의 용융 속 내로 투입될 

때의 젖음성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우 간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용융 

속 로 상용의 세라믹 분말과 기계  활성화된 분말을 직  투입하여 시간에 따라 표면 사진을 촬

함으로써 용탕에서의 정성 인 음성을 평가하여 분산강화에 필요한 최 의 세라믹을 선정하

다. 그림 20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젖음성 평가 공정을 개략 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그림 19. (a) Sessile drop test 모식도  (b) 각 측정에 의한 젖음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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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용탕 내로의 세라믹 분말의 젖음성 측정 공정.

그림 21과 22는 그림 20의 실험을 통하여 상용의 세라믹 분말과 기계  활성화된 분말에 

하여 젖음성을 측정한 결과 경과 시간에 따른 젖음성 특성을 평가한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21은 상용 

TiC 세라믹 분말 (300nm )을 스테인리스 강 용탕에 투입 후 략 10  사이에 용탕 상부에서의 시

간에 따른 분말의 분포거동 사진을 나타낸다. 사진에서 보듯이 세라믹 분말이 용탕 내로 젖어들지 못

하고 용탕 바깥쪽으로 퍼져가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는 세라믹 분말과 스테인리스 강 용탕과의 젖

음성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용탕내로 스며들지 못하고 한 유도용해로의 특성상 용탕의 류가 매

우 활발하기 때문에 스며들지 못한 세라믹 분말들이 용탕의 외곽 쪽으로 퍼지면서 모여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상용 TiC 세라믹 나노분말 (300nm )의 스테인리스 강용탕 투입 후 

용탕 상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분말의 분포거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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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계  활성화된 TiC-Cu 분말의 스테인리스 강 용탕 투입 후 

용탕 상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분말의 분포거동 사진.

이에 반해 기계  활성화 처리를 거친 TiC-Cu 세라믹 강화재 분말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

은 상용 분말과 비교하여 용탕 상부에서의 거동이 매우 다름을 그림 22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22는 

기계  활성화 처리를 거친 TiC-Cu 강화재 분말을 스테인리스 강 용탕에 투입 후 략 10  사이에 

용탕 상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분말의 분포거동을 나타내는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강화재 분말 

투입 후 일부 분말이 용해로 외곽 쪽으로 흡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분의 강화재 분말이 스테인

리스 강 용탕 내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다. 시각 으로 찰한 결과 략 투입 분말 비 70% 이상의 강화재 분

말이 스테인리스 강 용탕 내로 젖어든 것으로 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일반 인 상용의 나노세

라믹 분말을 아무런 표면처리 없이는 스테인리스강 용탕내로의 장입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세라믹 분말을 스테인리스강 용탕 내로 장입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에

지 기계  활성화 표면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을 입증하 다. 그러나, 기계  활성화 처리를 

하더라도 유도 용해로의 매우 활발한 자체 류에 의하여 투입 분말이 물리 으로 용해로 내벽에 흡

착함으로써 용탕 내로의 장입이 방해받는 것을 찰하 는데, 분말의 투입 방법을 변화시키는 방법

을 통하여 투입 분말의 장입 수율을 최 한 향상시키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요약]

-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장비를 이용하여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를 제조하 으며, 최

의 실험 조건을 확립하 음 : jar rpm: 1000rpm, 링 시간: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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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후보 세라믹 (TiC, SiC, Al2O3, Y2O3)  속 (Cu, Fe, Cr, Ni)에 하여 세라믹/

속 복합 강화재를 제조하고 용융 속으로의 젖음성  분산성이 우수한 최  세라믹/

속 강화재를 선정하 음 : TiC 세라믹 + Cu 속 복합분말 강화재를 선정하 으며,  세

라믹 크기는 200~300nm 이었고 균일도는 ±10% 이내의 매우 균일한 강화재를 얻을 수 있

었음.

- 고에 지 기계  활성화 방법 이외에 반고상 응고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세라믹 

강화재를 제조하 으며, 특허 출원을 통하여 제조 방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았음. [ 한민

국 특허 2008-20128, “ 속-세라믹 복합 비 속성 개량재,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기

계  특성이 향상된 속재료”, 이창규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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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 나노세라믹 강화재 분산 주조재 제조  특성 평가

(1) 나노개량 분산 주조재 제조  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 세라믹 개량재를 이용하여 용 임펠러 소재인  

304 스테인리스강 합 의 주조조직에 하여 나노 개량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하기의 다섯 가

지 세라믹 개량재 조건에 하여 주조조직을 개량 연구하 다. 

- 개량재 A : No powder

- 개량재 B : TiC + Cu mixed melt powder

- 개량재 C : TiC + BN + BC + Cu mixed melt powder

- 개량재 D : SiC + Cr  mechanically activated (MA) powder

- 개량재 E : Y2O3 + Cr mechanically activated (MA) powder

일반 으로 고강도, 고인성 개량형 소재 개발을 한 강화재인 세라믹과 모재인 속

의 이종 복합화 분야는 주로 물리  방법에 의존하여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세라믹과 

속간의 근본  이질성  표면에 지 차이(γceramic<γmetal)로 인해 복합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 강화재로서 이용되는 산화물, 탄화물 등의 세

라믹 입자가 주조 공정시 액상 기지 속내에 직  용입될 때 세라믹 입자들의 기지 속과의 

융화성(compatibility)  젖음성(wetta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해 속에 비해 낮

은 표면 에 지를 갖는 세라믹 입자의 표면 에 지(γceramic)를 높여  수 있는 세라믹 표면 활

성화 기술을 개발하여 나노 개량재를 제조하고자 하 다. 

그림 23. 나노 개량재의 형상  강화제 분포 특성 : (a) 개량재 B, TiC + Cu mixed melt powder, (b) 

개량재 D, TiC + Cu mechanically activated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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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 5㎛ 미만의 크기를 갖는 TiC 입자를 강화재로 이용하여 TiC 분말을 구리 

용탕과 혼합하여 TiC:Cu의 무게비를 1:5로 제조한 개량재 B, TiC 분말과 구리 분말을 기계  

활성화법을 이용하여 TiC:Cu의 무게비를 1:1로 활성화 시킨 분말 개량재 D 등을 그림 23과 같

이 제조하여 각 조건별 개량 효과를 찰하 다. TiC:Cu의 무게비가 1:5인 개량재 B의 경우 구

리 용탕에 기계  합 화 분말을 넣고 수동으로 용탕을 교반하면서 제조하 기 때문에 입경이 

1㎜에 이르는 조 한 구형 형상이었고, 단면을 보면 분말의 표면 근처에만 강화재인 TiC 입자

가 촘촘히 박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TiC  Cu 분말을 무게비를 1:1로 하여 

1100rpm의 고에 지볼 을 이용하여 기계  활성화법으로 제조한 개량재D의 경우 70㎛ 미만

의 미세한 분말이 되었고, 단면 형상에서 구리 기지(bright)에 섬(island)과 같은 TiC 나노입자

(dark)들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4 스테인리스강의 나노개량을 하여 실제품과 유사한 크기를 가지는 샘

을 제작하 다. 용량 500kg 유도용해로를 이용하여 각각의 개량재 조건에 하여 100kg 의 주조 스

테인리스강을 제작하 으며, 이때 개량재는 용탕에 하여 세라믹 양을 기 으로 0.5wt%를 첨가하

여 분산 주조하 다. 그림 24는 개량재를 첨가하지 않은 스테인리스강의 기본 주조 조직에 한 주사

자 미경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기지 조직은 α-ferrite 이며 입계에서는  δ-ferrite 와 α+δ-ferrite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304 스테인리스강의 기본 주조 조직에 한 주사 자 미경 형상.

표 3은 다섯 가지 종류의 샘 에 한 304 스테인리스강 주조 조직의 성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체 인 성분은 략 비슷하나 B, C 조건의 경우 pure 샘 과 비교하여 Ti 와 C 가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반고상용해주조법으로 제조한 세라믹 강화재가 주조조직 내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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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한 학 미경 형상 

(50, 100, 200배). (a) 개량재 A (b) 개량재 B (c) 개량재 C (d) 개량재 D (e) 개량재 E.

X 50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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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한 주사 자 미경 

형상을 50, 100  200배의 비율로 찰한 사진을 나타낸다. 개량재를 첨가하지 않은 주조조직

과 비교하여 개량재를 첨가한 주조조직의 경우 grain size 가 다소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개량재를 첨가하지 않은 주조 조직의 경우에는 micro-grain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macro-grain의 경우 방향성을 가지면서 응고조직이 성장하는 것을 찰할 수 

있으나, 개량재가 첨가된 주조조직에서는 이러한 응고조직의 방향성이 히 하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첨가된 개량재가 용탕의 응고 시 기지조직 내에서 grain 의 핵생성 

사이트로 작용하여 냉각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최종 으로 grain size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방

향성이 없는 응고조직을 형성하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의 5가지 종류의 샘 에 하여 강

도  마모 실험을 통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표 3.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조성변화.

성분 Sample A Sample B Sample C Sample D Sample E

Fe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C 0.1174 0.1454 0.1376 0.1244 0.1224

Si 0.9748 1.0026 0.9875 0.9824 0.9882

Mn 0.8948 0.9135 0.8778 0.8720 0.9006

Cu 0.3682 0.5059 0.5546 0.5758 0.5836

Ni 8.8238 9.0339 8.8669 8.6473 8.8153

Cr 17.954 17.849 17.931 17.786 17.846

Ti 0.0408 0.0540 0.0682 0.0428 0.0418

Mo 0.3964 0.4010 0.4041 0.3844 0.3922

표 4.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 주조조직의 최 인장강도  연신율 변화.

실험조건
Area 

(mm
2
)

Pressure 

(kg)

L0 

(mm)

L1 

(mm)

Strength 

(MPa)

Elongation 

(%)

샘  A

Pure

1 50.27 2100 40 46.3 417.8 15.75

2 50.27 2200 40 45.8 437.7 14.5

3 50.27 2050 40 45.3 407.8 13.25

샘  B

TiC+Cu mixed 
melt powder

1 50.27 2375 40 46.8 472.5 17

2 49.89 2350 40 46.7 471.0 16.75

3 50.27 2125 40 46.7 422.8 16.75

샘  C

TiC+BN+BC

+Cu mixed 
melt powder

1 50.27 2225 40 48 442.6 20

2 50.27 2050 40 46.4 407.8 16

3 50.27 - 40 - - -

샘  D

TiC+Cu 

(MA)

1 49.76 2400 40 49.7 482.3 24.25

2 49.89 2375 40 49.6 476.1 24

3 50.27 2250 40 49.2 447.6 23

샘  E

Y2O3+Cr 

(MA)

1 49.89 2250 40 49.1 451.0 22.75

2 50.27 2200 40 49.3 437.7 23.25

3 49.02 2250 40 46.8 459.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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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장시험을 통하여  최 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연신

율 (Elongation, %)를 측정하 으며, 표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6과 27은 각각 나노

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한 최 인장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최 인장강도의 경우 개량  샘 에 비하여 개량재를 첨가한 경우 모두 증가하

다. 개량재 C를 제외하고는 최 인장강도가 10%~15% 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신율의 

경우에는 pure 304 스테인리스강과 비교하여, Cu 와 melt하여 제조한 B, C 조건의 경우에는 

략 20%정도 증가하 으며, MA powder 조건인 D, E 의 경우에는 60%이상 연신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최 인장강도  연신율 결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 개

량재를 첨가할 경우 개량 304 스테인리스강은 개량재의 주조 조직내로의 분산 거동에 의하여 

강도  연신율이 히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B C D E
350

400

450

500

550

U
TS

 (M
P

a)

Sample

A : pure SUS304
B : TiC + Cu melt powder
C : TiC + BNC + Cu melt powder
D : TiC + Cu MA powder
E : Y2O3 + Cr MA powder

그림 26.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한 최 인장강도 변화.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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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 pure SUS304
B : TiC + Cu melt powder
C : TiC + BNC + Cu melt powder
D : TiC + Cu MA powder
E : Y2O3 + Cr M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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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한 연신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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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개량  샘 과 (b)개량재 D를 첨가한 샘 의 인장시험 후 단면 주사 미경 사진.

그림 28은 개량  샘 과 최 인장강도  연신율이 가장 많이 향상된 개량재 D를 첨

가한 샘 의 인장시험 후 단면에 한 주사 미경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량재 D를 첨가할 경우 단면이 매우 미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인장강

도와 연신율이 동시에 증가한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인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pure 

304 스테인리스강(sample A) 와 TiC+Cu  MA powder 를 첨가한 sample D 에 하여 마모  

부식 거동을 실험하 다. 

0 2 4 6 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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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Sample A (pure)
 Sample D (TiC+Cu MA powder)

W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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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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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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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ing distance, km

그림 29.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스테인리스강에 한 마모율 변화.

마모실험은 개량  샘 과 TiC+Cu  MA powder 를 첨가한 샘  D에 하여 미끄러짐 

마모 (sliding wear) 실험을 수행하 고, 이때 시험조건은 인가하 이 10N, 미끄러짐 속도가 

10cm/sec, 총 미끄러짐 거리는 10km이며, 마모시험에 이용된 ball은 6mm 직경의 알루미나

고, 마모 항성 평가를 해 미끄러짐 거리에 따른 무게감량을 측정하 다. 그림 29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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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A와 개량 샘 D의 미끄러짐 거리에 따른 무게감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주목할 만

한 것은 미끄러짐 거리가 2km이내에서는 무게감량이 거의 유사하지만 2km이상의 미끄러짐 

거리에서는 개량  샘 이 개량 샘 과 비교하여 무게감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km 거리에서 개량샘  B는 0.072mg의 무게감량을 나타내며, 개량샘  D는 0.0646mg의 무

게감량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무게감량 수치를 비교했을 때 개량 샘 의 경우 미끄러짐 거리 

10km 역에서 샘  B는 8%, 샘  D는 17% 정도 내마모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0. (a) 개량  샘 A와 (b) 개량 샘 D의 학 미경 주조조직.

이 게 개량 샘 의 경우 우수한 마모 항성을 보이는 것은 합 의 상 구조에 기인하

는 것으로 단된다. 앞에서 설명하 듯이 304 스테인리스강의 주조 조직은 그림 30와 같이 수지상

정 내에 α-페라이트 상이 생성되고 수지상정 사이에 α-페라이트 상과 δ-페라이트 상이 넓게 혼합되어 

편석 된 상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량 샘  D의 경우에는 수지상정간간격(dendrite 

arm spacing)이 짧아 α-페라이트 상이 생성된 수지상정이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량 샘  

D의 경우 알루미나 볼을 이용하여 미끄러짐 마모를 진행할 경우 결정립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마

모 시 볼에 미치는 항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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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ASTM G42 표 방법에 의거한 공식(pitting) 

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 조건은 표  용액(6wt% FeCl3)과 표  시험 온도(22±2oC)에서 72시간 

immersion test를 진행한 후 무게감량법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평가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

에 정리하 다.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개량된 샘  B와 D의 공식 항성은 개량되지 않은 샘

과 비교하여 거의 유사한 (약 4% 향상)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라믹이 첨가되더라도 극미

량이 첨가되어 공식 항성을 좌우하는 표면 산화피막의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나노개량재 변화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강의 부식 항성 변화.

Sample No. 시험 (g) 시험 후(g) 무게감량(g) 변화 (%)

A (pure)
1 46.4614 44.2311 2.2303

4.865
2 46.4749 44.1823 2.2926

D (MA powder 개량)
1 45.9100 43.7304 2.1796

4.67 (4%)
2 45.7051 43.6962 2.1089

(2)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 개량주조 공정 차서 확립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 개량주조를 한 실험실 수 의 용해주조 실험은 그림 31

에 나타낸 공정을 이용하여 진행하 다. 

      ⇒   

⇒  ⇒ 

    그림 31.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 주조 공정 (Lab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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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2. 산업 용을 한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 주조 공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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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기술은 기존의 용해주조 공

정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효과 으로 제조하고 이를 용탕 내에 직  장

입하는 공정이 추가됨으로써 기술 으로 완성된다. Lab scale과는 달리 실제 산업 장에 용

하기 해서는 나노세라믹 강화재를 투입하는 방법을 약간 달리하여 그림 32와 같이 개량주조 

공정 차서를 확립하 다. 즉, lab scale에서 출탕  유도로의 용탕 상부에 직  투입하는 방

법과는 달리 제조된 나노세라믹 개량재를 출탕  ladle 바닥에 장치한 후(그림 32(b)) ladle 

로 용탕을 출탕 (그림 32(c))하게 되면 용탕에 의한 자체 류를 통하여 나노세라믹 개량재가 

용탕 내로 젖어들어가게 된다.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하여 그림 32(d)와 같이 흑연 을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어 으로써 세라믹 개량재가 용탕 내부에 분산이 되도록 하여 3~5

분이 경과한 후 비된 주조 몰드 (그림 32(e))에 용탕을 붓는다. 공정에서 보다시피 그림 32(b)

에서 세라믹 개량재를 ladle 바닥에 장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인 용해 주조 공정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공정 규격을 정리하면 표 6

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의 주조 공정에 6-7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나노세라믹 강화

재 직 분산주조 공정 규격을 완성하 다. 상기의 공정은 소재의존도가 거의 없는 기술이기 때

문에 부분의 합  주조 공정에 용이 가능하다. 개량 주조 공정을 도식 으로 그림 33에 나

타내었다. 

표 6.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공정별 작업내용

주조공정 작업내용

1. 주조방안의 검토 용탕주입방법 (속도, 양, 치, 경로)

2. 모형설계와 제작 목  주물의 도면을 고려하여 나무, 속으로 모형 제작

3. 주물사 조제와 처리 모래의 종류  크기를 고려하여 배합

4. 조형과 조심 주물사를 이용하여 주형 제조, 는 주형과 코어의 조립

5. 재료장입과 용해조업 재료를 배합한 노에서 용해, 최  용탕 비

6.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

조  강화재 ladle 바닥 

주입

기계  표면활성화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제조 후 제조된 나노

세라믹 강화재를 출탕  ladle 바닥에 주입 

7. 출탕  교반 ladle에 출탕 후 수동 교반 (3~5분 유지)

8. 몰드 주입 주조 몰드에 주입

9. 주물의 후처리와 보수 모래를 털고 불필요한 부분의 단, 표면 청정, 연삭  보수

10. 열처리 특성향상, 내부응력의 제거를 한 열처리

11. 가공  도 기계 삭, 가공, 표면도  등의 처리

12. 시험검사 외 , 치수, 조직, 재질 검사  결함의 시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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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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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개량 해수 임펠러 mock-up 제작

본 에서는 원 의 일차기기 냉각해수펌  임펠러를 용하여 개량 시제품 mock-up

을 실형상의 략 1/4크기로 제작하 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량 시제품 mock-up을 

제작하 다. 

•품명 : 일차기기 냉각해수펌  임펠러 mock-up (1/4크기)

•재질 : ASTM B148 alloy 95500 (8.8Al bronze)

•모형 종류 : 목형

•공정 :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기술

•제작업체 : (주) 특수 속

일반 으로 제작되는 임펠러는 그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림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방형 

임펠러와 폐형 임펠러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개량 시제품 

mock-up은 이 에서 개방형 임펠러 모양을 기 으로 제작되었다. 임펠러의 재질은 용 

8.8Al bronze (ASTM B148 alloy 95500) 소재를 이용하여 제조하 다. 소재의 화학조성은 분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표 7에 나타내었다. 

  

    (a) (b)

그림 34. 임펠러의 종류 : (a) 개방형 임펠러, (b 폐형 임펠러.

표 7. 8.8Al bronze (ASTM B148 alloy 95500) 성분 분석.

element Cu Al Fe Ni Mn Si Pb

spec (wt%) min 79 8.5-9.5 3.5-4.5 4.0-5.0 0.8-1.5 max 0.1 max 0.03

analysis (wt%) 81.5 8.7 3.6 4.7 1.1 0.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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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up 제작을 해 목형을 이용하여 모형을 제조하 으며, 이는 그림 35에 나타내

었다. 주물을 도면에 충실하게 만들기 해서는 용탕이 주입될 주형 속의 공극부가 주물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주입하는 용탕의 수축을 고려하여 소정의 치수를 얻게끔 실

제의 주물보다 이의 수축량만큼 큰 모형을 만들어야 하며 한 주방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표

면을 깨끗이 삭 가공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공 여유를 가산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목재를 이

용하여 모형을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속과 비교해서 재료비, 가공비가 염가이며, 특히 다

량생산과 특별한 정 도를 생각하지 않은 경우에 유리하며, 석재, 시멘트 등보다 가볍고 가공

성이 좋으며, 취성이 기 때문에 모형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목재를 이용하여 모

형을 제작한다. 이러한 모형은 완성된 주물의 모든 여건을 거의 결정하는 것이 되므로 매우 

요한 공정이며, 주조품의 합격 여부와 생산성, 경제성을 좌우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에 한 심이 은 편이나 외국의 로 보면 이 모형 공정의 기술수 , 시설장비가 다분히 

기계화되어 있으며 주조방안이 완 히 결정된 후에는 우선 모형제작에 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그림 35. 개량시제품 임펠러 mock-up 제작을 한 임펠러 모형.

제조된 임펠러 목형을 이용하여 주물사를 성형함으로써 그림 36과 같은 용해 주조용 

몰드를 제작하 다. 주물사는 석 입자를 주체로 하여 당량의 토분을 함유하여 다음과 같

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용탕의 온도에 견딜만한 내화도, 성형성이 있어 주형을 만들기 쉽고 

용탕의 압력에 견딜만한 고온강도, 통기성이 있어 용탕에서 나오는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킬만

한 통기도, 그리고 여러 번 반복 사용해도 노화하지 않는 장수명 등이 있다. 본 용해주조에서

는 배합사를 이용하여 주조 몰드를 제작하 는데, 배합사는 규사와 무기 결제를 당히 선택, 

배합하고 수분을 첨가해서 인 으로 조재한 주물사를 말한다. 이때의 사립자, 토  수분

은  인공 으로 착공존  한 상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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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임펠러 목형을 이용한 주조 몰드 제작

용량 용해 주조를 이용한 mock-up 제작은 본 연구 기간 동안 많은 심을 가지고 

다양한 용해 주조를 수행한 (주) 특수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 특수 속은 비철 속 

문 생산 업체로써 용량 주조 시 장 문가들과의 의를 통하여 목형  주조 몰드는 물

론이고, 실제 Al-bronze를 용해함으로써 본 기술에 한 장 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37은 본 연구원에서 구입하여 재 (주) 특수 속에 설치한 용량 유도 용해로와 mock-up 

제작을 한 주조 몰드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7. 용해주조를 한 유도로  주조 몰드 실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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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개량주조 공정  비를 통하여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 주조공정을 이

용하여 그림 38과 같이 개량 시제품 mock-up을 실형상의 략 1/4크기로 제작하 다.

그림 38.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 공정을 통한 mock-up 제작

(용해주조 : (주) 특수 속)

[요약]

- 용 Al-bronze/스테인리스강계 합 에 하여 선정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TiC + Cu 복

합 강화재)를 미소량(1wt%) 첨가하여 주조 조직 미세화를 실 하 으며, 통  합 주

조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 세라믹 직 분산 주조 공정을 최 화함 :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강화재의 Ladle 바닥 선투입 공정을 추가하여 개량 분산주조 공정 완성한 후 회

주철, Al-bronze, 스테인리스 강에 한 다수의 랜트 주조를 통하여 개량주조 공정의 

재 성 확인하 음.

- 이와 같은 나노 개량을 통해 우수한 기계  특성을 실 하 음 : 경도 최  16%, 강도 

최  18%, 연신율 최  64%, 내마모성 최  23% 향상.

- 기존 통  주조 공정에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강화재의 투입 공정을 추가하여 

개량 분산주조 공정을 완성하고, 나노개량 분산주조 공정 차서를 제시하 으며, 개량 

주조 공정 차서에 따라 용량 유도 용해 주조를 이용하여 나노개량 Al-bronze 임펠러 

시제품 mock-up을 1/4크기로 (주) 특수 속에서 제작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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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 충격침식 환경평가 기술 개발

(1) 비테이션 충격 펄스 처리 기술  기포충격하  변환 기술

일반 으로 해수 임펠러의 침식은 비테이션 발생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러한 비테

이션은 액체 내에서 국부 인 압력변화에 의한 기포들의 성장과 붕괴로 정의된다. 기포들의 

발생은 임펠러나 로펠러가 액체 내에서 고속으로 회 할 때 날의 앞 모서리 뒷부분 같은 곳

에서 압축력과 팽창력이 반복 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로 팽창주기 때에 형성된다. 형성된 

기포들은 다음의 압축주기 때에 고압으로 압축되는데 기에는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보다 

작아서 기포는 소멸되지 않으나, 이후 팽창주기 때 기포의 입경이 커지고 이러한 압축  팽

창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입경이 커지게 되면,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장력을 과하

게 되는데 이때 기포는 단번에 수축 폭발하면서 재료에 강한 충격 를 주게 된다. 당 약 수

천에서 수만개의 많은 기포들이 붕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 표면의 거칠기가 

심해지며 손상에 의해 거칠어진 표면은 새로운 기포의 형성을 보다 쉽게 하여 결국 비테이

션 침식을 가속시킨다. 이러한 상은 그림 39와 같이 주로 기압 이하의 팽창주기 때에 형

성된다[14-20].

그림 39. 비테이션 기포의 성장과 붕괴.

형성된 기포들은 다음의 압축주기 때에 고압으로 압축되는데 기에는 압축력이 액체

의 표면장력보다 작아서 기포는 소멸되지 않으나, 이후 팽창구지 때 기포의 입경이 커지고 이

러한 압축  팽창 과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입경이 커지게 되면, 압축력이 액체의 표면

장력을 과하게 되는데 이때 기포는 단번에 수축 폭발하면서 재료에 강한 충격 를 주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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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들 기포의 충격이 계속 으로 반복되면서 격한 재료 손실과 부품의 손을 래

하므로 비테이션 침식에 의한 수명을 평가하기 해서는 재료의 표면 손상과 비테이션 침

식 시간과의 상 성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원자력 발 소의 해수 펌  임펠러 재료의 경우 주로 Al-bronze계나 SUS계 합 을 주

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해수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잦은 임펠러 교체로 인한 경제  손실과 

시간  낭비를 이유로 최근 들어 SR-50A라는 공식에 더욱 강한 super SUS계의 합 으로 체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해  발 소의 경우에는 해수 내에 뻘(고형입자)가 다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운 환경 속에서 그간에 

발생되었던 해수펌  임펠러의 손상에 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각 발 소별로 정리하여 보았

고 그에 한 발 소 측의 보수 조치 내용을 정리 요약하 다.

고리원자력(1995년 이후)

    상 : 2발 임펠러 표면 공식

검시기 : 1995.9.29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상 : 1발 주순환수 펌  표면 공식

검시기 : 1996.1.15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상 : 2발 NSCW 임펠러 표면 공식

검시기 : 1997.2.5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Duratough 코  처리

    상 : 1발 CWP임펠러  이싱 표면 공식

검시기 : 1997.4.20-30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상 : 2발 임펠러 내부 표면 공식

검시기 : 1998.11.26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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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 2발(3,4호기) CWP임펠러 출구표면 공식

검시기 : 2001.3.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HEMCLAD 코  처리

월성원자력 (2000년 이후)

    상 : 2발 (3,4호기) CWP HDR800-740 임펠러 표면 공식

검시기 : 2000.11.27.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상 : 2발 (3호기) RSWP 임펠러 표면 공식

검시기 : 2001.5.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울진원자력

    상 : 2발(3,4호기) 임펠러 표면 공식

검시기 : 1995.9.29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ceramalloy 코  처리

원자력

    상 : 2발 (3호기) TBOCW 계통 해수배  표면 공식

검시기 : 2001.5.

발생원인 : cavitation

조치내용 : 손상 부  Duralloy & Duraquartz 코  처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 bronze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우수한 기계  성질  내

식성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해수 임펠러 련 부품에서 비테이션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하여 실제 원 에서는 련 부품의 빈번한 교체를 하

는 등 부품재료의 수명  설계에 있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8은 각 발 소별 그리고 호기별 해수 펌  임펠러의 운 조건  운  환경에 해 

조사한 결과를 보여 다. 특히 서해안에 치해 있는 의 경우 해수 분 기가 뻘에 포함된 

고체입자들을 동반하게 되므로 임펠러 손상에 의한 빈번한 교체를 보고하여 왔다. 따라서 

용 소재와 개량 소재 사이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서는 실제 해수 펌  임펠러의 환경을 모사

할 수 있는 고체입자가 포함된 비테이션 침식 시험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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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리나라 가동 원  해수펌  임펠러의 운 조건  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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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테이션 충격펄스 처리기술]

개발 소재의 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비테이션 발생  충격 강

도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 이다[21]. 본 연구에서는 비테이션 발생

시 충격 의 세기  빈도수를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테이

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기 한 기반 기술을 마련하고자 하 다. 비테이션 진동 시 측정되는 

신호는 기포 붕괴 시 재료에 달되는 충격 에 의한 충격펄스이다. 따라서 충격 에 의해 재

료표면에 가해지는 충격펄스(Vout)를 정확히 측정해야 충격하 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Ultrasonic vibratory device (ASTM G73-32) 

Ultrasonic
generator Transducer  assembly

Thermometer

Ti alloy horn
Ti tip

Circulated
Cooling liquid

Test  specimen

Cooling bath

Sea water Detector  holder

Pulse  detector

Beaker

20kHz

δ
δ : 35 ∼ 50µm

∼1mm

Ultrasonic
generator Transducer  assembly

Thermometer

Ti alloy horn
Ti tip

Circulated
Cooling liquid

Test  specimen

Cooling bath

Sea water Detector  holder

Pulse  detector

Beaker

20kHz

δ
δ : 35 ∼ 50µm

∼1mm

Detector specimen

Matching layer

Connecting nut

Output
Stainless
sensor case

Piezo ceramic

Backing layer

∅3

∅ 12.5

∅
21

∅
16.5

∅
0.41

∅ 6.35

그림 40. 진동을 이용한 비테이션 발생 장치 (ASTM G32-92)  PZT(PbTiO3․PbZrO3) 

압 센서를 이용한 충격하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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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은 충격펄스를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비테이션 발생 장

치와 압 (piezoelectric) 센서의 구조를 보여 다. 압  세라믹은 PZT(PbTiO3․PbZrO3)로서 직

경 6.35㎜, 두께 0.41㎜이었고, 압 센서의 공명주 수는 5㎒이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

편과 서로 착된 부분의 정합층(matching layer)은 기포충격으로부터 받은 펄스신호의 변화가 

심할 경우 다시 펄스신호가 시편으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텅스텐 에폭시로 이루어진 흡수

층(backing layer)은 압  세라믹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시편으로부터 받은 충격

펄스를 정확히 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압 센서에 의해 측정된 충격펄스를 충격하

으로 변환하기 해서는 충격펄스와 충격하 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강구의 치에 지 변화를 이용하여 각 시편에서의 충격하 과 충격펄스 사이의 계를 정

량화하는 강구 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강구(1.3×10
-4
㎏, 직경 3㎜)는 각각 50, 80, 110, 140, 170

㎜의 치에서 낙하되었다. 강구가 낙하한 후 충격펄스신호는 압 센서를 통하여 디지털 장 

오실로스코 에 기록되었고 PC를 통하여 해석되었다. 비테이션 기포붕괴 시 신호처리와 데

이터 획득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비테이션 충격하

측정 장치의 회로는 high pass filter, 피크홀더, A/D 변환기와  기억용량의 PC로서 비테

이션 기포붕괴 시 충격펄스를 정확하게 측정되도록 설계하 다. 기포붕괴 시 충격펄스 검출시

편은 길이 21㎜, 직경이 3㎜인 의 형태로서 압 센서의 홀더에 센서표면과 정 하게 착시

켜 고정하 다. 시험편의 노출면 을 작게 설계한 이유는 국부 인 충격펄스를 직 으로 측

정할 수 있고, 동일한 하 을 가진 수많은 기포들이 시편 표면에 동시에 붕괴될 때 측정되지 

못하는 기포의 수를 이기 함이다.

   

Fig. 41. 비테이션 충격 펄스를 측정하기 한 데이터 획득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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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 충격 하  변환기술]

비테이션 기포 붕괴 시 재료에 달되는 충격하 을 정량화하기 한 개략  원리를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 강구 낙하시험을 이용한 비테이션 충격 하  측정 원리. 

우선 비테이션 기포 붕괴 시 재료에 달되는 충격 펄스를 압 센서를 이용한 충격하  측

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러한 비테이션 충격펄스는 강구 낙하시험을 통해 얻어진 

치에 지에 따른 강구의 충격 펄스의 크기와 비교 보정함으로써 충격 하 (F)으로 변환하

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통해 진폭별, 재료별 충격펄스(Vout)-충격하 (F)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하 다. 비테이션 충격 펄스와 충격하  사이의 계를 정량화하기 해 강구의 낙하 시험 

시 강구의 치에 지 변화에 따라 압 센서를 통해 받은 출력신호를 그림 14(a)에 나타내었

다. 강구의 충격 시 펄스의 크기는 첫 번째 펄스의 크기(Vout)로부터 결정되었고, 충격 휴지시간

은 첫 번째 펄스가 유지되는 시간(△t)으로부터 결정되었다. 강구의 충격하 은 에 지/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계산되며, 강구를 어느 일정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하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여기서, m은 강구의 질량(㎏), e는 반발보정계수, vo 충격속도(㎧), △t는 충격휴지시간(sec), 그

리고 h는 강구높이(m)이다. 여기서 반발보정계수(e)는 충돌에 의해 반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의 식으로 정의되며, 강구의 낙하  반발 상을 고속 비디오카메라로 촬 하여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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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1은 처음 강구 높이이고, h2는 재료에 충격 후 반발높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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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a) 강구낙하시험에 의한 형 인 출력신호, (b) 강구 높이에 따른 출력 압(Vout), 

(c) 강구 높이에 따른 Δt, (d) 출력 압(Vout,)과 충격하 (F)의 계.

본 연구에서 원  해수 펌  임펠러 소재로 이용되고 있는 Al-bronze, STS 304,  

SR50A의 반발보정계수를 측정한 결과 각각 0.74, 0.787, 0.836로 나타났다. 그림 43(b)는 각 시

편에 한 강구 낙하시험의 결과 강구의 치변화에 따른 각 재료의 출력 압을 나타낸다. 

치에 지가 높을수록 재료가 받는 충격압력이 크기 때문에 출력 압 역시 치에 지에 비례

하여 선형 으로 증가하며, Al-bronze, STS 304에 비해 SR 50A의 출력 압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c)는 치에 지에 따른 각 재료의 충격휴지시간 △t를 보여 다. 측정된 충격휴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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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와 반발보정계수 e를 이용하여 각 재료별 Vout-F의 계를 구하 고, 선형 계(F=A‘V, A' : 

재료 상수)를 잘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얻어진 A'은 Al-bronze, STS 304, SR50A가 각각 

약 5.08, 6.35, 11.87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43(d)의 각 재료별 Vout-F 계로부터 비테이션 

충격 시 재료가 경험하는 충격 펄스를 충격하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다.

그림 44(a)는 500㎲ 동안 20㎑의 음  발진에 의해 얻어진 비테이션 충격 펄스를 

오실로스코 로 얻은 출력신호이다. 화살표로 지시된 50㎲ 간격으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출력신

호는 20㎑의 진동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호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체역학  압력의 신호 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이를 제거하기 해 high pass filter 처리를 하 고, 그 결

과가 그림 44(b)에 나타난다. 그림 15(b)의 신호는 peak hold wave처리를 함으로써 일정 압 

간격으로 구분하여 각 압 벨에서의 count를 구하 고, 처리된 신호의 결과는 그림 44(c)에 

나타내었다. 피크 홀드 회로의 sampling 휴지시간은 진동 혼의 공명주 수가 20㎑이기 때문에 

100㎲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이유는 공명주 수가 20㎑인 진동 혼은 A/D 변환을 하는데 걸

리는 시간이 약 35～50㎲이므로 피크홀드 시 최  피크를 놓치거나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ampling 휴지시간을 100㎲으로 설정하여 충격하 의 최 값

들은 피크홀드 를 A/D 변환한 후에 PC를 통하여 해석하 다. 일정 시간동안 비테이션 진

동시험을 한 후 재료가 받은 수많은 기포들에 의한 충격하   기포의 수는 압력측정기기의 

high pass 필터를 통해 A/D 변환이 된다. A/D 변환 후의 피크홀드된 충격압력(pulse height) 

 기포의 수는 최  10(V)까지 측정되는데, 이때 peak hold wave는 0～255개의 구간으로 나

어 처리하여 1 unit당 펄스 크기는 0.04V가 되도록 하 다. 각각의 펄스 크기는 그림 43(d)의 

강볼 낙하시험에 의해 얻어진 충격하 값과의 계를 통해 비테이션 진동 시 재료가 받은 

충격하 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비테이션 진동 시 각각의 재료가 받은 충격하 의 측

정이 가능하다. 

50µs1V

50µs

(a)

 

 

 

 

original wave

 

(b)

 

 

wave after high pass filter (c)
 

 

peak hold wave

그림 44. (a) 비테이션 기포 붕괴시 얻어진 고유 펄스 신호, (b) high pass filter처리 후 신호, 

(c) peak hold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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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식 특성에 미치는 고상입자의 향

일반 으로 Fe-C 계 합 의 경우 공석반응  마르텐사이트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상변태 반

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계  성질  마모, 침식 특성은 복잡한 상구조와 미세구조 등 재료 과학  

인자에 민감하게 의존한다. 특히 스테인리스강의 주조조직에 잔존하는 δ-페라이트 상은 고온 상으로

써 여러 물성 변화에 깊게 여한다. 앞에서 설명하 듯이 304스테인리스 합 의 주조 조직은 제 3  

그림 30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수지상정 내에 α-페라이트 상이 생성되고 수지상정 사이에 α-페라이

트 상과 δ-페라이트 상이 넓게 혼합되어 편석 된 상분포를 보이고 있다. 개량  합 에 비해 나노개량 

304스테인리스 합 은 수지상정간간격(dendrite arm spacing)이 짧아 α-페라이트 상이 생성된 수지

상정이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이 나노개량에 의한 수지상정 크기변화가 고체입

자침식 특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침식 시간에 따른 각 상별 고체입자 침식 항성을 평가하

고, 이들의 상 구조 변화에 의한 침식 손상 기구를 규명하 다. 고체입자 침식 항성 평가를 해 

침식 시간에 따른 무게감량을 측정한 후 침식 잠복기(ti)와 침식 속도(α)를 결정하 다.

그림 45. (a) 고체입자 침식시험 장치 모식도  (b) SiO2 입자의 주사 미경 형상.

뻘을 함유한 해수 분 기 내에서의 침식 특성을 비교하기 해 ASTM G32의 기 에 

따라 제작된 비테이션 침식 시험 장치에 고체 입자를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을 변경하 고, 그림 45에 도식화된 고체입자 침식시험 장치와 침식시험에 이용된 평균 입경 

150㎛의 SiO2 입자를 나타내었다. 침식시험은 주 수 20㎑의 음  진동장치(ultrasonic 

vibratory device)를 이용하여 진동 horn의 진폭(δ)을 35~50㎛로 일정하게 유지하 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진폭을 측정하며 진행하 다. 한 시험은 2000㎤크기 수조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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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고, 시편표면과 발진 horn에 부착된 과의 거리는 1㎜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시험

시간 동안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함으로써 SiO2 입자가 해수에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 고, 분산에 유리하도록 수조 형태를 반구 형태로 제작하 다. 시험에 이용된 해수는 

발 소에서 직  채취한 것으로 해수의 조성을 갖는다. 발진 horn에 부착된 의 재료로는, 일

반 강에 비해 비테이션 침식 항성이 약 6배정도 우수하고 발진 horn과 동일재료인 Ti 합

을 사용하 고, 발진 horn과 의 결합부 에 시험수가 들어가 진폭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의 형태를 정 하게 설계하여 horn과의 체결성을 좋게 하 다. 한 

정기 으로 시험수를 교체함으로서 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체입자에 의한 시편의 손상을 

최소화하 다. 

앞에서도 서술하 듯이, 고체입자의 유무에 따라 침식속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개량하지 않은 304스테인리스 합 에 하여 SiO2 입자의 유무에 

따른 침식 거동 차이를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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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고체입자 (SiO2)의 유무에 따른 304 스테인리스 합 의 침식 시간에 따른 무게감량 변화

그림에서 보듯이 고체입자가 존재할 경우 무게감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체입자에 의

해 재료의 침식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은 고체입자 유무에 따른 침식 시

간 별 재료의 침식 잠복기 ti  정상상태 구간의 기울기의 결정방법을 보여 다. 정상상태 구

간의 기울기는 침식속도를 의미하며 MDPR (mean depth of penetration rate)로부터 결정되었

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침식 잠복기 ti의 경우 침식 잠복기 구간과 정상상태의 구간을 선형화(linear fit)한 후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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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으로부터 결정하 고, MDPR은 정상상태 구간의 선형성(linearity)으로부터 결정하 다. 결

정된 용 304스테인리스 합 에 하여 고체입자의 유무에 따른 침식잠복기 ti  MDPR 변

화를 표 9에 요약하 다.

표 9. 고체입자 유무에 따른 304스테인리스강의 침식 잠복기  MDPR 변화.

고체입자 없을 경우 고체입자 있을 경우

Weight loss (mg) 15.8 24

침식 잠복기 264 235

MDPR 0.047 0.07 (48.9% 증가)

표에서 보듯이 고체입자가 존재할 경우 무게감량이 증가하고, 침식잠복기가 짧아지며 

MDPR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DPR 의 경우 고체입자가 있을 경우 무려 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고체입자 존재 시 침식이 정량 으로 50%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침식시간에 따른 침식표면 변화 사진인 그림 47로부터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47. 고체입자 유무에 따른 304스테인리스강의 시간별 침식표면 변화 (배율 1000배)

(a) 고체입자 없는 경우, (b) 고체입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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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비테이션 즉 액체 입자에 의한 침식만 있기 때문에 침식 

기 수많은 충격을 가하더라도 액체 입자 자체의 임피던스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에는 큰 

손실이 없다가 어느 정도 충격 시간이 지나면 재료의 표면에서의 소성변형 등이 일어남으로써 

재료의 손실이 격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고체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액체 입자에 

의한 충격 뿐 아니라 자체 임피던스가 큰 고체입가가 직  소재에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기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같이 쉽게 재료가 손실되는 침식 거동을 보이게 된다. 따라

서, 해수에 뻘 등의 고체입자가 포함될 경우 이에 의해 침식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침식 거동  수명 평가 시 이러한 고체입자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3) 용  나노 개량재의 침식 특성 평가  고체입자 침식 거동 메카니즘

제 3 에서 나노개량 분산 주조재를 제조하고 특성을 평가한 결과 개량  샘 A(pure 

STS 304)에 비해 나노개량 샘 D(TiC+Cu MA powder 강화재 투입)는 미세조직의 개량에 의

해 강도와 연신율 등의 기계  특성과 마모 특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음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

었다. 이러한 최 의 상 구조를 가진 나노개량 합 에 해 고체입자 침식에 한 항성을 고

찰하고자 침식실험을 실시하 고 침식 항성을 비교 평가하 다. 

그림 48.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른 해수 임펠러 재료의 (a) 재료손실량 (Δm)  

(b) MDP의 변화.

그림 48은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라 측정한 각 재료의 무게감량 Δm의 변화와 그에 

따른 MDP (mean depth of penetration)의 변화를 나타낸다. MDP는 다음 식에 나타낸 것과 

같이 무게손실량 Δm과 재료의 도 ρ  면  S와 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른 침식 거동은 형 으로 재료손실이 거의 없는 잠복기와 재료손실

이 공식시간에 따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정상상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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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세조직이 개량된 나노개량 합 이 용 합 에 비하여 재료 손

실량  MDP가 낮게 나타났으며 침식 항성이 우수함을 보 다. 

그림 49. 용 합   나노개량 합 의 고체입자 침식 잠복기  침식 손상률의 결정.

그림 49는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른 각 재료의 침식 잠복기 ti  정상상태 구간의 

기울기의 결정방법을 보여 다. 정상상태 구간의 기울기는 침식속도를 의미하며 MDPR 

(mean depth of penetration rate)로부터 결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침식 잠복기 ti의 경우 침식 잠복기 구간과 정상상태의 구간을 선형화(linear fit)한 후 만나는 

지 으로부터 결정하 고, MDPR은 정상상태 구간의 선형성(linearity)으로부터 결정하 다. 결

정된 용 304스테인리스 합 과 나노개량 합 의 침식잠복기 ti  MDPR을 표 10에 요약하

다.

표 10. 용 합   나노개량 합 의 고체입자 침식 시험으로부터 

결정된 ti, MDPR,  MDPcrit..

Pure TiC+Cu MA powder
ti (min) 172 221

MDPR (㎛/min) 0.0084 0.0064
MDPCrit. (㎛) 0.36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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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기술하 듯이 공식 거동은 형 으로 재료손실이 거의 없는 잠복기를 거쳐 재료

손실이 공식시간에 따라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정상상태로 진행된다. 주목할 만하

게도 각 재료의 경우 어느 임의의 MDP에 이르면 정상상태 구간이 시작되는 임계 MDP 

(MDPcrit.)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어진 재료의 경우 비테이션 충격 하 에 상 없이 일

정 깊이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재료 손실이 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MDPcrit.를 알고 있는 재료의 경우 재료 손실량만 측정하게 되면 정상상태구간이 시작되는 지

 즉, 잠복기를 알 수 있게 된다. 304스테인리스 합 의 MDPcrit.는 표 10에 나타내었듯이 0.36

㎛로 나타났다. 

[고체입자 침식 특성 규명  거동 해석]

개량  샘 A와 개량 샘 D에서 찰된 고체입자 침식 항성의 차이는 각 재료의 상 

구조와 미세구조에 민감하게 의존하 다. 

그림 50. 고체입자 충격 시간에 따른 침식 거동: (a) 개량  샘 A, (b) 개량 샘 D.

그림 50(a)는 개량  샘 1의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른 침식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침식 형

태를 동일한 치에서 시간에 따라 찰한 결과 반 으로 수지상정 사이에 α-페라이트 상과 δ-

페라이트 상이 넓게 혼합 편석 된 치에 비해 수지상정 내의 α-페라이트 상이 선택 으로 침식이 발

생하는 것을 명확히 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α-페라이트 상의 선택  침식은 침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수지상정 입내의 침식 pit들이 우선 으로 성장하고 합쳐짐에 의해 

큰 크 이터로 발 하 으며 결국 시편 체의 침식을 주도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50(b)는 수지

상정지간격(dendrite arm spacing)이 짧아 수지상정이 더욱 미세해진 나노개량 개량 샘 D의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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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찰할 수 있듯이 수지상정 사이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α-페라

이트 상과 δ-페라이트 상이 혼합 편석된 역의 침식 손상이 수지상정 내의 α-페라이트 상에 비하여 

고체입자 침식이 훨씬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량되지 않은 합 과 마찬가지로 α-페라이

트 상의 선택  침식이 시편 체의 침식을 주도하 으나, 상 으로 수지상정지간격이 짧아 고체

입자 침식 항성이 좋은 α-페라이트 상과 δ-페라이트 상이 혼합 편석 된 역이 시편 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격한 침식으로 연결되는 크 이터의 생성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1. 고체입자 충격에 의한 침식 메커니즘 : (a) 개량  샘 A, (b) 개량 샘 D.

고체입자 침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해 침식 시간에 따른 1000배 이상의 고배율 

SEM 사진의 변화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개량되지 않은 합 (샘  A, 그림 51(a))의 경우 침

식 기에 체 으로 고체입자의 충돌에 의한 직 인 침식 핏이 생성되었고 일부 수지상정 

내의 α-페라이트 상에서는 기계  정(mechanical twin)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계  

정은 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체 수지상정 내에서 생성되었고, 침식 시간이 150분으로 증가한 경우

에는 형 크 이터로 발 하 다. 일반 으로 정은 입내의 결정면을 더 작게 나 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결정립 내에 표면의 비틀림 는 의 이동을 제한하여 충격에 의한 소성변형

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결국 이러한 정의 형성이 충격 에 지를 흡수하게 되어 침식 

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기계  정의 생성  성장이 시편의 

표면에 독립 , 국부 으로 생성된 핏들과 소형 크 이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정 경계면을 

따라 균열이 됨으로써 격히 형 크 이터로 발 되어 침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노

개량 합 (샘  D, 그림 51(b))의 경우에도 기계  정이 생성되었고 크 이터로 발 하 으나, 미

세한 수지상정 조직에 의해 용 합 에 비해 상 으로 작은 크 이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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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노개량재의 침식 수명 해석  모델화

앞선 연구에서는 비테이션 충격 펄스 처리 기술, 기포 충격 하  변환 기술을 확보하

으며, 나노 개량재의 침식 특성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침식 특성 거동을 해석하 다. 따라

서, 본 에서는 비테이션과 고형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임펠러 재료의 비테이션 시간

에 따른 침식 손상 커 를 모델화하여 해석함으로써 재료의 수명을 해석하 다. 이를 하여 

304 스테인리스강에 하여 장시간에 걸쳐 침식 특성을 평가한 후 시간에 따른 침식 손상 커

로부터 재료의 손상율을 해석하여 모델화하 다. 그림 52는 고체입자 침식 시간에 따라 측정

한 각 재료의 무게감량  손상깊이(MDP)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무게감량  

손상깊이 변화는 기 매우 짧은 시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재료 손실이 격하게 증가하는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그림 52. 304 스테인리스강의 침식 시간과 (a) 무게감량  (b) 손상깊이 (MDP) 변화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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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04 스테인리스강의 무게감량율  손상깊이 변화율.

 
무게감량율 (mg/hr) 손상깊이변화율 (㎛/hr)

개량 개량 후 개량 개량 후

304 STS 0.942 0.818 (15% 향상) 2.427 2.071 (17% 향상)

표 11은 그림 52로부터 구해진 304 스테인리스강의 무게감량율  손상깊이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표 11의 값들은 그림 52의 기울기 값으로써 이로부터 각 소재가 가지는 손상 수명

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2로부터 침식 시간과 손상 무게  깊이 사이에 선형 인 계를 확인

하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손상무게 (mg) = A × 침식시간 (hr) ⇒ 침식시간 (hr) = 1/A × 손상무게 (mg)

손상깊이 (㎛) = B × 침식시간 (hr) ⇒ 침식시간 (hr) = 1/B × 손상깊이 (㎛)

 식에서 A와 B는 상수로써 각각 그림 52 (a)와 (b)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304 스

테인리스강에 하여 침식수명을 다음과 같이 무게감량  손상깊이 기 의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화가 가능하 다. 

용 304 스테인리스강의 침식수명 (hr) = 1.06 × 손상무게 (mg) : 무게감량 기

용 304 스테인리스강의 침식수명 (hr) = 1.22 × 손상깊이 (㎛)  : 손상깊이 기

즉, 원  해수임펠러의 정기 검을 통하여 해수 임펠러의 손상무게 혹은 손상깊이에 한 교체

기  값을 의 식에 입하게 되면 침식수명을 알 수 있으며, 결과 으로 정량 인 수명 해석

이 가능하게 되어 부품의 보수  교체 주기에 한 D/B 구축을 통한 효율  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요약]

- 20kHz  비테이션 형성 장치  piezo-ceramic을 이용한 충격펄스 측정 장치를 자체 

제작/개발하여 실제 임펠러의 비테이션 발생시의 충격을 펄스 신호로 처리가능한 기술

을 확립하 고, 기포 충격 하  변환 기술 확보를 통하여 상용 Al- bronze  스테인리

스강에 하여 비테이션 진동 시의 충격하 (load(N), F)과 충격펄스(voltage, V) 사이

의 계를 선형화하여 충격하 의 정량  측정이 가능해짐 : F(N)=A`V

- 실제 해수에 한 비테이션 실험을 통해 개량 소재의 우수한 내침식 특성을 실 함 : 

내침식성 최  17% 향상

- 고상입자를 이용한 비테이션 침식 특성을 평가하고 침식잠복기  침식속도를 정량화

함. 이를 통해 고상입자 유무에 따른 비테이션 침식 거동의 정량  제시 : 고상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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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시 손상율 약 50% 증가를 확인하 으며, 이로부터 서해  발 소 임펠러의 짧은 

교체 주기에 한 정량  해석이 가능해짐.

- 개량 합 의 침식 상에 해 해수 분 기 하에서 비테이션  고상입자를 이용하여 

침식 수명을 평가하 으며, 침식 수명을 모델화하 음 : 합  소재의 선형  침식 손상 

거동 찰을 통한 손상깊이와 시간의 정량  계식 도출  이를 통한 무게감량/손상깊

이 변화에 따른 침식 수명 측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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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목표 
달성도

(%)
비고

해수 임펠러 
합 개량을 한 

나노세라믹 
개량재 제조기술 

개발

▪고에 지 기계  활성화 장비 자체 개발

을 통한 재 성이 우수한 용융 속 분산  

강화용 나노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을 확

보함 ⇒ 최  에 지: 100G, 생산성: 

20g/jar, jar rpm: 1000rpm, 링 시간: 6

분

▪다양한 후보 세라믹 (TiC, SiC, Al2O3, 

Y2O3)  속 (Cu, Fe, Cr, Ni)에 하여 

세라믹/ 속 복합 강화재를 제조하고 용

융 속으로의 젖음성  분산성이 우수한 

최  세라믹/ 속 강화재를 선정함 ⇒ 

TiC 세라믹 + Cu 속 복합분말 강화재 

선정 (세라믹 크기 : 200~300nm, 균일도 

: ±10% 이내)

20 100

기계  활성화

가 가능한 고

에 지 기계  

활성화 기술 

 장비 개발

을 통한 분산

강화용 세라믹

- 속 강화재 

제조

해수 임펠러 
합 의 나노 

개량재 분산강화 
기술 개발

▪ 용 Al-bronze/스테인리스강계 합 에 

하여 선정된 나노세라믹 강화재 (TiC + 

Cu 복합 강화재)를 미소량(1wt%) 첨가하

여 주조 조직 미세화를 실 함. 

▪ 통  합 주조 공정을 이용하여  나노 

세라믹 직 분산 주조 공정을 최 화함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강화재의 

Ladle 바닥 선투입 공정을 추가하여 개

량 분산주조 공정 완성 : 회주철, 

Al-bronze, 스테인리스 강에 한 다수의 

랜트 주조를 통하여 개량주조 공정의 

재 성 확인

▪나노 개량을 통해 우수한 기계  특성을 

실 함 ⇒ 경도 최  16%, 강도 최  

18%, 연신율 최  64%, 내마모성 최  

23% 향상

25 100

새로운 나노개

량 주조 공정

을 확립하고 

기계  특성이 

우수한 개량 

주조재 제조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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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침식 나노개량 
임펠러 시제품 

제조

▪나노개량 분산주조 공정 차서를 제시함 

⇒기존 통  주조 공정에 나노 세라믹 

강화재 제조  강화재의 투입 공정을 

추가하여 개량 분산주조 공정 완성 : 

기 회주철, Al-bronze, 스테인리스 강에 

하여 형 주조 업체에서 임펠러 견본

품 제작

▪개량 주조 공정 차서에 따라 용량 유

도 용해 주조를 이용하여 나노개량 

Al-bronze 임펠러 시제품 mock-up을 1/4

크기로 (주) 특수 속에서 제작함

10 100

나노개량 분산

주조 공정 

차서를 확립하

여 이를 통한 

임 펠 러 

mock-up을 제

조

해수 임펠러의 
충격 침식환경 
평가기술 확보

▪20kHz  비테이션 형성 장치  

piezo-ceramic을 이용한 충격펄스 측정 장

치를 자체 제작/개발하여 실제 임펠러의 

비테이션 발생시의 충격을 펄스 신호로 

처리가능한 기술을 확립함.

▪기포 충격 하  변환 기술 확보 : 상용 

Al- bronze  스테인리스강에 하여 

비테이션 진동 시의 충격하 (load(N), F)

과 충격펄스(voltage, V) 사이의 계를 선

형화하여 충격하 의 정량  측정이 가능

해짐 ⇒ F(N)=A`V

20 100

비테이션에 

의한 동  침

식 측정을 

한 장치 자체 

개발

나노 개량재의 
침식특성  
성능 평가

▪실제 해수에 한 비테이션 실험을 통

해 개량 소재의 우수한 내침식 특성을 실

함 ⇒ 내침식성 최  17% 향상

▪고상입자를 이용한 비테이션 침식 특성

을 평가하고 침식잠복기  침식속도를 정

량화함 ⇒ 고상입자 유무에 따른 비테

이션 침식 거동의 정량  제시 : 고상 입

자 존재 시 손상율 약 50% 증가 확인 

(서해  발 소 임펠러의 짧은 교체 

주기에 한 정량  자료)

15 100

고상입자 유무

에 따른 정량

 손상 차이 

규명

나노 개량재의 
침식 수명 평가 

기술 확보

▪개량 합 의 침식 상에 해 해수 분

기 하에서 비테이션  고상입자를 이용

하여 침식 수명을 평가하 으며, 침식 수

명을 모델화함 ⇒ 합  소재의 선형  침

식 손상 거동 찰을 통한 손상깊이와 

시간의 정량  계식 도출  이를 통

한 무게감량/손상깊이 변화에 따른 침식 

수명 측기술 확보

10 100

임펠러의 동  

침식 수명 평

가 기술 구축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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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성과의 의의

￭ 국내 원  해수 임펠러의 경우 과도한 침식  마모로 인해 실제 가동수명이 매우 짧아 잦

은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침식  마모에 보다 강한 소재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

어, 나노 세라믹 분산강화를 이용한 직 주조 개량기술이라는 독창 이고 획기 인 신기술

을 개발하 음. 개발된 기술은 용 부품소재 기술인 통 인 주조 기술의 이용이 가능하

며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 비용이 렴하여 장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임펠러와 

같이 복잡한 형상을 갖는 부품  정  제조를 요구하는 분야에 합한 기술임. 한, 침식 

수명평가와 련하여 원 의 가동 환경을 모사한 비테이션 침식의 장치 설계/제작과 평

가시험에 이르기까지 독자기술을 확보하 음.

￭ 나노세라믹 강화재 직 분산주조 개량기술은 통 인 주조 기술을 이용하므로 기술  부

가가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  신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개발 기술의 소재 

의존도가 없어서 상용 원자력 소재  타 부품 산업으로의 무한 기술 을 기 할 수 있

으며, 내열 합 의 경우 특수 목 을 하여 기계  합 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

던 산화물 분산강화 특수합 을 공정이 단순한 주조작업을 통해 생산함으로써 생산단가를 

획기 으로 낮출 수 있음.

￭ 나노세라믹 개량재 제조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스테인리스강의 기계  특성은 물론 비테

이션 침식 특성 한 월등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여 소재 개량 원천기술 확보에 한 가

능성을 확인하 으며, 개발된 나노세라믹 개량 주조 공정 기술은 부품소재 산업체에 기술 

이   기술 자문을 통해 소재개량 원천기술 확보  소재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임. 

￭ 비테이션 침식  고상입자 충격 기술은 유체 속에서 고속으로 회 하는 블 이드에 물

방울이나 고체 입자가 충돌하여 블 이드가 손되는 해양, 선박분야와 련이 있고 석유화

학 랜트  배 에 증기  물의 이 층 생성에 의한 배 의 감육 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에 효과가 지 할 것임.

￭ 1단계 3년의 연구결과  개발된 기술과 련하여 국외논문 게재 6건, 국내논문 게재 3건, 

국외논문 발표 8건, 국내논문 발표 7건, 국내 특허출원 2건의 연구 성과를 거두는 등 다양

한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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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 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논 문  게 재 3 6 9

논 문  발 표 7 8 15

특허출원 2 2

1) 논문게재  발표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 단체

연   구

(발표)자

국내

게재

1
원  해수 펌  임펠러 합 의 비테이션 

피로 손상 해석
한국표면공학회지

2006/39권/1

호/p35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2

스테인리스 316강  8.8% 알루미늄 청동 

합 의 비테이션 기포 충격 하   침식 

핏 손상 고찰

한 속재료

학회지

2006/44권/5

호/p350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민구

3

아공정, 공정, 과공정 조성의 Al-Cu 주조합

에서의 Y2O3 분말의 분산 거동에 한 

연구

한국분말야

학회지

2007/14권/2

호/p123

한국원자

력연구원
박진주

발표

1

Y2O3 분산강화 Al의 주조조직 내 강화재의 

분산에 미치는 입자 크기  냉각 속도의 

향

한국분말야 학회 

추계발표 회
2006/11/30

한국원자

력연구원
김 호

2
세라믹 강화재 첨가에 따른 주조 스테인리

스강의 인장  마모특성 변화에 한 연구

한 속재료학회 

추계발표 회
2007/11/4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상훈

3
스테인리스강의 비테이션 고체입자 충격

에 의한 침식 손상 특성

한국표면공학회

추계발표 회
2007/11/13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4
고체입자충격에 의한 분산강화 스테인리스

강의 침식메커니즘  침식 항성 고찰

한국표면공학회

추계발표 회
2007/11/13

한국원자

력연구원
한병선

5
링속도  시간에 따른 TiC-Cu 복합 분

말의 특성연구

한 속재료학회 

춘계발표 회
2008/4/25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6
TiC 입자분산강화 스테인리스강의 비테

이션  고형립 동시충격 거동 특성 연구

한 속재료학회 

춘계발표 회
2008/4/24

한국원자

력연구원
한병선

7
304스테인리스강의 비테이션  SiO2 고

형립 충격손상의 정량  고찰

한 속재료학회 

춘계발표 회
2008/4/24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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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 단체

연   구

(발표)자

국외

게재

1

Numerical correlation between the 

cavitation bubble collapse load and 

frequency with the pitting damage of the 

flame quenched Cu-9Al-4.5Ni-4.5Fe alloy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2006/vol.42

5/p15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민구

2

The mechanical milling behavior of 

ductile Cu flakes when using ultrafine 

Al2O3 reinforcements

Solid State 

Phenomena

2007/vol.11

8/p179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민구

3
Optimization of movable flame hardening 

process for the turbine blade 12Cr steel

Solid State 

Phenomena

2007/vol.11

8/p185

한국원자

력연구원
김 호

4

Analysis on fatigue fracture of the flame 

quenched 8.8Al-bronze by ultrasonic 

vibratory cavitation erosion

Solid State 

Phenomena

2007/vol.11

8/p463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5

Properties of dispersion casting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alloys

J. Mater. Sci. & 

Technol.

2008/vol.24

/p57

한국원자

력연구원
박진주

6
Corrosion behavior of ceramic dispersion 

strengthened high-Cr stainless steel

Solid State 

Phenomena

2008/vol.13

5/p127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경자

발표

1

An analysis on fatigue fracture of the 

flame-quenched 8.8Al-bronze by 

ultrasonic vibratory cavitation erosion

The 3rd Asian 

Conference on Heat 

Treatment of 

Materials

2005/11/11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2

The mechanical milling behavior of 

ductile Cu flakes when using ultrafine 

Al2O3 reinforcements

The 3rd Asian 

Conference on Heat 

Treatment of 

Materials

2005/11/11
한국원자

력연구원
이민구

3

Effect of particle size and cooling rate on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nano-sized 

Y2O3 ceramic powder in molten 

aluminum

8th Inter. Symp.  on 

Nanocomp. & 

Nanoporous Mat.

2007/2/23
한국원자

력연구원
김 호

4

Characterization of mechanically activated 

Y2O3 nano powders prepared by high 

energy ball milling

8th Inter. Symp.  on 

Nanocomp. & 

Nanoporous Mat.

2007/2/23
한국원자

력연구원
홍성모

5

Dispersion characterization of Y2O3 nano 

powders in Al-Cu alloy as a function of 

alloy ingredient

8th Inter. Symp.  on 

Nanocomp. & 

Nanoporous Mat.

2007/2/23
한국원자

력연구원
박진주

6

Dispersion strengthening of cast 

aluminum using nano-sized Y2O3 ceramic 

powder

Asian Foundry 

Congress 2007
2007/5/10

한국원자

력연구원
김 호

7

Dispersion behavior of Y2O3 particles in 

hypo, hyper and eutectic binary Al-Cu 

cast alloys

Asian Foundry 

Congress 2007
2007/5/10

한국원자

력연구원
박진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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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발

명

특

허

출

원

1

비 속성 재료의 분산에 의한 

속성 재료의 강화방법  그

에 의해 강화된 속성 재료

한국 2006/01/10 2006-2549
이창규, 이민구, 

김흥회,  김 진

2

속-세라믹 복합 비 속성 개

량재,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

용한 기계  특성이 향상된 

속재료

한국 2008/03/04 2008-20128

이창규, 이민구, 

박진주, 이상훈



- 7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 나노개량주조를 이용한 부품소재 개량기술은 국내 원  재료의 장수명 요건을 확립하고 원

자력 발 소 부품 수명 연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한 부품의 침식평가

기술  수명도출자료는 원  장에서 해수 냉각 계통 부품의 가동  효율  유지보수 

 정비를 한 손상 리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속-세라믹의 복합화 는 분산 강화 기술과 련하여 통 으로 기계  합 화 공정을 

많이 이용하여 왔으나,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재료 단가도 매우 높아서

(10배 이상) 장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기계  합 화에 의한 합 개

량법보다는 간단하고 렴한 나노세라믹의 표면 활성화에 의한 분산강화 주조기술의 개발 

 용을 통해 극심한 손상 환경 하에 처해 있는 다양한 원  부품의 효율  소재 개량이 

가능할 것임.

￭ 특히 원  해수  냉각재 펌 의 임펠러, 이싱 부품, 발 소  화학공장의 복수기, 열교

환기, 디퓨 , 밸 , 샤 트 등의 해수 이용 설비 부품에 폭 넓게 활용 가능함.

￭ 한, 수소생산로, 미래형 원자로 등 고온  내부식 부품 재료개발 시 소재 개량 기술로써 

본 기술의 용이 가능함.

￭ 터빈과 해수 냉각계통 분야의 펌 , 이싱, 축, 임펠러, 터빈 블 이드, 노즐 부품의 보수 

 교체 등에 약 2000억 정도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세계 으로는 1조 3000억의 시

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부품소재 개량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엄청난 경제  손실을 

일 수 있음.

￭ 선박, 해양 산업의 screw와 펌  임펠러, 발 용 가스터빈 산업의 블 이드 등 타 산업분야

에 매우 한 련이 있고, 각종 수력기계와 군수용 수상  수 함정의 해수계통, 배기

계통 자동차, 항공 산업의 추진기 , 터빈 등 고기능 부품에 기술 이 가능하며, 앞으로 

5년 후의 이 분야에 한 세계 시장  국내시장의 규모는 각각 300억불  1조원 정도로 

추산됨.

￭ 내열 합 의 경우 특수 목 을 하여 기계  합 화(mechanical alloying)을 이용하는 경

우에만 가능했던 산화물 분산강화 특수합  (ODS superalloy,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superalloy)을 공정이 단순한 주조 작업을 통해 생산함으로써 생산단가를 

히 낮출 수 있음.

￭ 최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에 지 수 안정 등 에 지의 요성이 갈수록 커

지고 있으며, 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가 환경  생태계를 하는 

큰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발 소에서 사용하는 화학연료는 온실가스 발생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에 지  환경의 격한 변화로 인하여 용량

의 신규 원 에 한  세계 인 수요  건설계획이 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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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 의 수가 지속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됨.

￭ 이러한 신규원 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가동원 에 한 계속 운  역시 

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따라서, 신규원 의 형화  장수명 설계, 그리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가동원 의 계속을 해서는 무엇보다 주요 원 기기 부품 소재에 한 건 성이 

일차 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극한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신소재의 개발이 필수 임. 

이를 통하여 원 의 안 성과 건 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감

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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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속기지 복합체 제조 공정기술]

속기지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은 그 쓰이는 용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지 까지 개발된 

속기복합재료의 제조공정에는 분말야 법, 용탕단조법, 복합주조법, 분사주조법 등이 있고, 

액상 압출법, 진공 용침법 외 다수의 주조(액상 제조법) 는 분말야 법(고상제조법)에 의한 

제조공정이 있다. 그 에서도 가장 일반 으로 쓰이는 제조공정법과 특수 분야에서 최근에 사

용되는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액상제조법

(1) 용탕단조법(squeeze casting) 

용탕단조법은 다른 제조방법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재료의 제조가 가능하고, 양호한 기계  

성질을 얻을 수 있으며, 량 생산에 합하기 때문에 각 을 받고 있다. 이러한 squeeze 

casting법은 용융 혹은 고액공존상태에 있는 속에 기계 으로 30-150MPa정도의 큰 압력을 

가하여 응고 시키는 방법으로서, 용융 이 낮은 Al계 합 의 주조 방법  하나로써 발 해 왔

다. 한 이 방법은 가압력에 의해 젖음성이 좋지 않은 세라믹 섬유와 속의 복합화가 가능하

기 때문에 우수한 기계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재료 제조에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2-23].

그림 6-1. 다이캐스트법과 용탕단조법의 기존 작동원리  압력 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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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스퀴즈다이캐스트기기 개략도

(2) 복합주조법(compo-casting) 

용융된 속을 기계 으로 교반시키면서 강화재를 침투 시키는 방법으로 세라믹 강화재와 

속기지 사이의 젖음성이 나쁘기 때문에 교반만으로는 강화재의 완 한 분산을 이루기 힘들고, 

따라서 가압용침법이나 분말야 법 등에 의해서 제조된 재료 보다 낮은 물성을 갖게 된다. 그

러나 상 으로 낮은 비용으로 재료의 제조가 가능하여 시장 경쟁력이 있다.

(3) 용탕교반법 (stir-casting)

compo-casting은 기지합 을 반용융상태에서 교반하는 것으로서, 강화재가 슬러리  고상사이

에 포획되기 때문에 강화재의 부유, 침강 등을 방지할 수 있으나 가스포획이 단 이다. 이에 

비해 용탕 교반법은 교반하는 도  가스포획이 compo-casting, rheo-compocasting 보다는 고 

교반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지와 강화재간의 젖음성이 비교  좋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

한 액상제조법은 고상제조법에 비해 입자와 기지 사이의 우수한 결합, near-net-shape, 낮은 제

조단가, 량생산 등의 장 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 것은 입자 응집, 입자침  는 부유, 

과도한 계면반응, 기지에 제 2상의 편석  가스포획 등을 주의해야 한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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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교반 주조법 제조공법 모식도

(4) 액상융착법 

액상 융착법은 기존확산 합에 의한 속 복합재료 제조법을 개량한 것으로, S.Yajima 등이 처

음 소개한 방법이며, 그 장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확산 합보다 제조시간이 짧고 하 이 

작아 보강섬유의 물리 , 화학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압축 때 액상을 형성시키므

로 기지 속의 유동성이 좋아 보강섬유 사이의 기공을 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조법

보다 보강섬유와 기지 속 간의 계면반응을 최소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액상 융착법은 단시

간 내에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기지 속을 보강섬유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하여 Al

박 과 보강섬유의 층두께 조 을 요하며, 압축에 의한 보강섬유의 물리  손상, 용융 속과

의 반응으로 인한 보강섬유의 화학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5) 무가압침투법 

무가압 침투법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 없이도 자발 인 침투가 일어남으로써 복합재를 제

조할 수 있는 매우 신 인 기술로서 기존의 MMC 제조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우선 으로 가압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경제성이 뛰어나고, 세라믹상의 부피분율의 조 이 

용이하여 큰 강성률, 마모 항  낮은 열팽창계수를 목 으로 하는 경우는 세라믹상의 부피분

율을 50% 이상으로 높게 할 수 있으며, 매우 균일한 세라믹상의 분포  합 기지를 이룰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추가 인 합 원소를 첨가하여 기지의 성질을 원하는 로 조 할 수 잇다. 

그리고 용융 속의 침투장애물 등을 이용하여 2차 가공이 거의 필요없는 복잡한 형태의 기공

이 거의 없는 net 는 near-net shape의 복합재료 정 주조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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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가압 주조법 제조공정

(6) 올로지포 (rheology forming)  틱소포 (thixoforming) [26]

올로지포  (rheology forming)은 액체상태인 소재를 냉각시켜 고액공존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새로운 가공기술이며, 틱소포  (thixoforming)은 고체상태인 소재에 열을 가열해 고

액공존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가공기술이다. 부품제조에 필요한 공정단축, 원가 감  환경 친

화형 생산기술 확립 등이 달성되면 그 수요가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한다. 그 이유은 99년

도 독일에서 개최한 GIFA(세계 최  주조 시회) 시회, 2002년 2월 디트로이트에서 개최한 

SAE 시회 등에서 시된 각종 자동차 부품 등의 에서 보여 주듯이 세계  추세는 올로

지 주조/단조 공정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틱소포  기술은 소재기술과 재가열 공정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와 량생산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재 세계  연구추세는 틱소포  공정의 billet 제조공정과 재가열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틱소포

 공정의 단 을 획기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로지 성형기술에 연구가 집 되고 있다.

그림 6-5. DOw Chemical 사에서 개발한 thixomolding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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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rheoforming) 공정의 핵심기술은 성형을 하여 속 슬러리를 연속 으로 제조하기 

한 장비의 설계  소재의 제조기술이다. 마그네슘 재료의 경우 하기 그림과 같은 

thixomolding M/C이 Dow Chemical 사에서 개발되어 재 일본  문에 약 80 가 설치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6-5의 구성은 성형  스크류의 보수, 마모  재료

의 recycling 등의 문제  때문에 기 치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rheo die-casting 

공정을 자동차 부품공정에 활용하기 하여 일본의 rheo-tech 사에서는 액상의 알루미늄 재료

를 슬리  내에 주입한 후 수직으로 casting 하는 공정 (그림 6-6)과 슬리  내에 자 교반을 

한 후 수평형 다이캐스 을 수행하는 공정 (그림 6-7)을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생

산 cycle time을 공정변수와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화는 되지 않고 있다. 

그림 6-6. 알루미늄 재료를 슬리  내에 주입한 후 수직형으로 주조하는 공정.

그림 6-7. 슬리  내에서 자교반을 한 후 수평형 다이캐스 을 수행하는 공정.

그림 6-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본의 Hitachi Metal 사 등에서는 수직형 슬리  내에 용융

상태 속을 주입한 후 냉각과 자 교반을 통하여 성을 제어하는 장비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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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수직형 슬리  내에 용융상태의 속을 주입하는 장치.

그리고 UBE 사 등에서는 그림 6-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직형 캡슐 용융상태의 알루미늄

을 반용융 상태로 랭한 후 캐스  장비에 주입하기 직 에 가열한 후 수직형 타이캐스  주

조에 의하여 부품을 개발하는 장비를 매하고 있다. 재까지 오포 에 한 여러 가지의 

로세스가 제안되고 있지만  세계 으로 장비를 매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 UBE 사와 

Dow Chemical 사에 불과하다.

그림 6-9. 수직형 다이캐스  머신.

반고상 성형법은 형주조에 비하여 용탕을 직  다룰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화

가 용이하고 보다 원형에 가깝다는 장 을 가진다. 사용 이거나 채택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부품으로는 운   배기시스템 련 부품, 로커 암, 엔진 피스톤, 휠, 트랜스미션 부품, 연료장

치, 에어컨 부품 등이 있다. 자동차 부품 외에도 군용 항공기 련 부품에의 용은 1980년 부

터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부품들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하여 여러 사용 환경에서의 

범 한 테스트가 수행되어져 왔다. 과거에는 6262-T9 알루미늄 압출재를 기계 가공하여 제조하

던 것을 재는 SIMA 6262 합 재를 반고상 성형하여 부품을 제조한 후 T6 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공정 변경을 통해 재료의 낭비를 이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경제성

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반고상 성형법의 하나인 thixomolding은 마그네슘 합 에 하여 개발된 공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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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캐스 과 라스틱 사출기의 원리를 결합 응용한 것이다. 이 공정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1997년부터 일본을 심으로 세계 여러 기업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노트북 컴퓨터, 캠토더, 

디지털 카메라, CD 이어, 휴 폰 등 자, 정보통신 부품의 이스 제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포드사의 자동차 부품에 일부 용되기 시작하 고, HP, Motorola 사 등의 

자 통신부품의 하우징에 용되고 있다.

고상제조법

고상제조법은 고상상태에서 강화재를 복합화시키는 방법으로, 복합화과정에서 가열을 행하더라

도 가열온도는 속의 용융 이하이다.

(1) 박(箔)확산법 

고상상태에서 강화재와 기지 속간의 양호한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확산이나 소성변형, 

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강화재 사이의 수 ㎛정도의 공극을 기지 속으로 충진시키는 방

법이다. 확산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박확산법이 있다. 이 방법은 속 박 사이에 섬유를 

나란히 배열하고 압 한 후 가열하여 확산에 의해서 섬유와 섬유사이의 공극을 충진하여 합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확산을 완 하게 행하지 않으면 기지 속과 강화섬유사이에 결함이 생

길 수 있고 높은 체 율을 얻기 해서는 박의 두께가 매우 얇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론섬유-알루미늄 복합재료를 만든 가 보고되고 있다. 그 

외 확산을 주로 이용한 고상법으로는 섬유에 라즈마 스 이나 이온 이 을 행하여 섬

유를 평행하게 나열한 리폼 씨트를 만들고 이를 열간 스, 롤 압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

는 방법이다.

(2) 분말야 법 [27-28]

혼합분말을 어떤 캔에 장입한 후 직  압연이나 압출을 행하여 성형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

은 분체를 이용하는 고상법은 체 율이 높은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공통 인 

문제 이 있다. 를 들어 일반 으로 시 되는 알루미늄 분말은 -325mesh가 최소의 입도이지

만 SiC와 같은 강화분말의 평균입도는 이 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강화재의 체 율이 증가할수

록 혼합분말 내의 알루미늄 입자사이의 강화재 층이 심화되기 때문에 차 기지 속이 불연속

으로 되고 압연이나 압출과정에서 편석이 발생된다. 

(3) 기계  합 화법(MA, mechanical alloying) 

분말야 법에서 다루었듯이 비록 단히 작은 입도를 가진 알루미늄입자를 사용하더라도 1개

의 입자가 성형시 소성변형되는 범 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이 발생될 것이다. 이

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시된 방법이 기계 합 화법이다. 이는 혼합분말을 복합화처

리하기 에 어트리터 는 고에 지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분쇄  혼합을 행하여 분말입

자를 미세화하는 동시에 강화재 입자를 알루미늄입자로 둘러 쌓이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를 

열간 스  열간압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성형하면 단순한 분말보다는 강화입자를 내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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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한 상태에서 알루미늄입자끼리 하기 때문에 합이 용이하게 일어나고 복합재료내에

의 강화재의 분산상태도 양호하게 된다.

그림 6-10. 기계  합 화 공정.

(4) 고상법의 장․단  

고상법 에서 MA는 가장 우수한 입자강화 복합재료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높은 에 지를 동

반하기 때문에 강화재의 손상을 피할 수 없다는 단 으로부터 그 소재가 갖는 특성을 이용하

여 원하는 특성  원가 감의 측면에서 각 제조법의 장단 을 충분하게 악하여 선택할 필

요가 있다. 고상법은 균일한 분포의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과 주조결함과 수축결함이 

없다는 것이 장 이 되고 있지만, 액상제조법은 이러한 사항들의 반 상이 단 으로 존재하

며 near-net shape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것과 제조방법이 간단하고 제조원가가 싸다는 것이 큰 

장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재와 가지 속용탕과의 젖음성이 나쁘다는 것과 제조과정에

서 기공의 생성이 쉽고 강화재와 기지 속간의 계면결함력이 나쁘고 한 과도한 계면반응으

로 물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 85 -

제 7 장 참고문헌

1) F.J. Heymann, J. Appl. Phys., 40 (1969) p.5113.

2) F.J. Heymann, ASTM special technical publication, 474(22-27), Atlantic City, N.J. (1969) p.212.

3) A. Thiruvengadam, S.L. Rudy and M. Gunasekaran, ASTM special technical publication, 474(22-27), 

Atlantic City, N.J. (1969) p.249.

4) J.A. Krzyzanowski, A.E. Kowalski and A.L. Shubenko, Trans. ASME, 116 (1994) p.442.

5) H.M. Shalaby, A. Al-Hashem, H. Al-Mazeede and A. Abdullah, Brit. Corr. J., 30 (1995) p.63.

6) A. Al-Hashem and W. Riad, Mater. Charact., 48 (2002) p.37.

7) C.H. Tang, F.T. Cheng and H.C. Man, Surf, Coat. Tech., 182 (2004) p.300.

8) C.H. Tang, F.T. Cheng and H.C. Man, Mater. Sci. Eng. A. 373 (2004) p.195.

9) B. Stanisa, Strojarstvo, 3-4, (1979) p.161.

10) O.A. Povarov, B. Stanisa and V.A. Rizenki, Teploenergetika, 4, (1988) p.66.

11) W. Storch, F. Muhl, W. Kuhn and G. Blum, Strojarstvo, 3, (1990) p.195.

12) Dandina N. Rao, Colloids and Surfaces A: 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206, (2002), p. 

203. 

13) A. Sangghaleha,  and M. Halali,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197 (2008) p. 156 . 

14) K. Endo, T. Okada and Y. Baba, Bull. JSME., 12 (1969) p.729.

15) K. Endo and Y. Nishimura. Bull. JSME., 16 (1973) p.22.

16) T. Okada, Y. Iwai and K. Awazu, Wear, 133 (1989) p.219.

17) Y. Iwai, T. Okada and S. Tanaka, Wear, 133 (1989) p.233.

18) H. Mori, S. Hattori and T. Okada, JSME Int. J., 41 (1998) p.96.

19) Y. Iwai, T. Okada and H. Mori, Wear, 150 (1991) p.367.

20) S. M. Ahmed, K. Hokkirigawa, K. Kikuchi, J. Higuchi and R. Oba, Trans. Jpn. Sci. Mech. Eng., 57 

(1991) p.2873.

21) Annual Book of ATM Standards G32-92 (1992) p.110.

22) L. Hu and E. Wang, Mater. Sci. Eng. A. 278 (2000) p.267.

23) M. Y. Zheng, K. 쪄 and C.K. Yao, Mater. Sci. Eng. A. 318 (2001) p.50.

24) H. Hu, Scripta Mater., 39 (1998) p.1015.

25) T. Imai, S. W. Lim, D. Jiang, Y. Nishida and T. Imura, Mater. Sci. Forum, 304 (1999) p. 315.

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OD report, IOD serial 1-0003, (2005)

27) H. Ferkel and B. L. Mordike, Mater. Sci. Eng. A. 298 (2001) p.193.

28) B. W. Chua, L. Lu and M.O. Lai, Compos. Struct. 47 (1999) p.595.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930/2007

    제목 / 부제 나노 개량 장수명 내침식 해수 임펠러 제조 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부서명 이창규   원자력재료연구부

연 구 자  부 서 명 이민구, 박진주, 엄 랑, 이정구, 김재우, 이상훈, 홍성모, 한병선

이희민, 이종극, 이경자 (원자력재료연구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8

 페 이 지 p.85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 여부  외비 (   ),  __ 비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국내 원  해수 임펠러의 경우 우수한 내해수성  내부식성을 보유한 스테인리

스강 는 Al-bronze를 용 부품 소재로 이용하고 있으나, 소재의 기계  강도

에 육박하는 큰 비테이션 충격하 의 발생과 이로 인한 손상에 의해 실제 가

동수명은 제작 시 측된 설계수명에 비해 훨씬 짧아 약 1~5년 주기로 잦은 교

체를 하고 있음. 한 부품의 정확한 수명  손상 진행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그간 효율  유지 보수, 정비 등 부품 손상 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왔음. 따라서 극심한 고속의 유체 충격 환경에 노출된 해수 펌  계통 부품의 

손상과 수명을 측할 수 있는 평가 기술의 개발이 시 하며, 한 내침식성 향

상을 해 새로운 합 을 개발하기 보다는 공정이 간단하고 경제 이며 장 

용  실용화가 용이한 기존 부품 소재의 개량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보다 

효과 인 내침식 보호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침식 

장수명 해수 임펠러 합  개량 기술 개발을 해 약 200nm 이하의 미세한 산화

물, 탄화물, 질화물 등의 나노 세라믹 입자들을 부품 소재 합 에 균일하게 분포

시킴으로써 기존 합 의 우수한 부식/기계  특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내침식 

환경 특성을 효과 으로 그리고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 세라믹 분산 

강화 개량 합 소재를 개발하고, 침식환경 특성 평가 기술을 확립하 음.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기계  활성화, 나노세라믹, 분산강화, 임펠러, 주조, 비테이션 

침식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2930/2007

   Title / Subtitle 
Development of advanced pump impeller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direct nano-caramic dispersion casting for 
longtime erosion durability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Chang-Kyu Rhee, Nuclear Materials Research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Min-Ku Lee, Jin-Ju Park, Young-Rang Uhm, Jeong-Gu Lee, Jae-Woo 

Kim, Sang-Hoon Lee, Sung-Mo Hong, Byung-Sun Han, Hi-Min Lee, 

Jong-Geuk Lee, Gyoung-Ja Lee (Nuclear Materials Research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AERI

 Publication  

   Date
2007

  Page p. 85   Ill. & Tab.   Yes(√), No (  )     Size        Cm.

  Note  

 Open  Open(√),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Many components of pump impeller of nuclear power plants is generally 

made of stainless steel and Al-bronze with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to 

sea water. However, they should be replaced by one- to five-year period 

because of material damage by a very big cavitation impact load, even 

though their designed durability is twenty years. Especially, in case of 

Young-Gwang nuclear power plant located at the west sea, damage of 

components of pump impeller is so critical due to the additional damage by 

solid particle erosion and hence their replacement period is very short as 

several months compared to other nuclear power plants. In addition, it is 

very difficult to maintain and repair the components of pump impeller since 

there is no database on the exact durability and damage mechanism. 

Therefore, in this study, fabrication technology of new advanced materials 

modified by dispersion of nano-carbide and -oxide ceramics into the matrix is 

developed first. Secondly, technology to estimate the dynamic damage by 

solid particle erosion is established and hence applied to the prediction of the 

service life of the components of pump impeller.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Mechanical activation, Nano-ceramic, Dispersion strengthening, 

Impeller, Casting, Cavitation erosion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

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 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외 으로 발표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에너지 기계적 표면활성화 시스템 기술 개발
	제 2 절 나노세라믹 분산 강화재 제조 및 젖음성 평가
	제 3 절 나노세라믹 강화재 분산 주조재 제조 및 특성 평가
	제 4 절 충격침식 환경평가 기술 개발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7 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