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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V까지 실시하였다. 양극분극실험 중 용접부 조직별 부식성

Al-Mg 합금은 적은 비중과 높은 강도를 지니며 우수한 내

을 비교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

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양 환경에서 구조용 재료로 많이

하여 용접부 부식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포의 발생 부위 및

사용되어 왔다. 특히 선박의 재료로 사용할 경우 선체의 경

발생량을 관찰하였다. 양극분극 실험 후 부식된 표면은 주

량화가 가능하여 연료 절감 및 선속의 고속화가 가능하다.

사전자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해양환경에서의 재료적 특성에 관한 기반지식 및 관
련 기술 부족으로 알루미늄 선박의 건조는 활성화 되지 못

3. 결과 및 고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은 공기 중

미세조직 관찰 결과 열 영향부에서는 모재 대비

에서는 우수한 내식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수

조대한 결정립이, 용접부에서는 미세한 등축정 및

환경에서는 염소이온에 의한 부동태 피막이 손상되어 내식

주상 조직이 관찰되었다. 전기화학적 부식은 용접부

성이 저하되며 공식 및 응력부식균열 등에 의한 손상이 발

의 기공결함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용접부의

생할 수 있다. 특히 용접부의 경우, 모재에 비해 부식손상에

건전한 조직의 경우 모재대비 부식손상이 적었다.

더욱 취약하며 기공과 같은 용접 결함을 포함하고 있어 구

열 영 향 부 에 서 는 석 출 된 Mg2Si와 알 루 미 늄 조 직 이

조물 파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선박 및 구조물 건조

갈바닉셀을 형성하며 심각한 부식손상을 나타냈다.

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건조 및 해양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Al-Mg 합금 용접부에
대하여 해수 내 부식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100ft급 대형요트 설계·건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식특성 파악을 위한 전기화학적 실험에 앞서
화학적 에칭을 통해 용접부의 미세 조직을 파악 한 후 양극
분극 실험을 통하여 조직별 내식성을 비교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수정된 Keller용액으로 40초간 에칭한 후 광
학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전기화학적 실험에서는 기
준전극으로 은/염화은 전극을, 대극으로 백금전극을 사용하
였으며, 타펠 분석을 위한 분극실험은 OCP를 기준으로
0.25 ~ +0.25 V까지 실시하였고 양극분극실험은 OCP ~ +3.0

조 기술개발 및 시제선 건조' 및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 및 실증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