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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되는 대형사고의 원인은 소재의 복합적인 부식손상에 의한 것으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도의 방식설계기술 및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공급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검토를 실시하고 실제 환경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해양구조물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식시스템의 설계 최적화를 목표로, 해양환경 및 시스템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방식성
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론 및 해석적 검토로 충족할 수 없는 비선형 물리현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데
이터를 활용한 시간 의존적 손상거동을 모델링함으로써 구조물의 유지보수 시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1. 서론 

해양플랜트 산업의 핵심적인 필수요소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공급과 시장진출에 적합한 가격경쟁력 및 환경오염 방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료의 내부식성, 기계적 강도, 설계수명 확보 등의 필
수적인 사항에 대한 정밀검토가 수행되어야만 해양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환경을 대상
으로 환경 부식인자의 영향성/민감도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도장의 시간 의존적 손상거동
에 따른 방식시스템 성능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식대상 구조물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기의 Jacket platform 지지구조물이며 25년 이상의 설계수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도장 및 음극방식 시스템을 병용하여 설계하였다. 방식시스템의 성능해석은 BEM 기법으로 평가하였
으며 해양환경의 부식인자와 방식시스템의 설계조건 변수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소재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Lab 및 
Practical test-site에서 취득한 전기화학 거동특성(Tafel trend, Galvanostatic, Potentiostatic etc.)을 고려하였으며 Fig. 1에서 
제시한 도장손상율(Coating breakdown factor, fc)에 대한 시간 의존적 손상거동을 모델링하여 설계수명 충족여부를 평가하
였다. Table 1의 음극방식 시스템의 설계조건 중에서 전류밀도 조건(60mA/m2, 120mA/m2, 180mA/m2)에 따른 중방식 도장의 
연간 손상율(fc)에 따라 방식전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120mA/m2의 설계조건 하에서 EP 코팅재의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환경 조건을 고려한 보호도장 및 음극방식 시스템의 설계조건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현장실험

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식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기존의 방식시스템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필수 설계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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