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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해양환경 하에서 SS400강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Al과 Al-Mg합금 선재를 이용한 아크용사코팅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다양한 전기화학적 실험으로 내식성을 평가하였으며, 실험 후에는 주사전자현미경(SEM)과 3D 현미경을 이용하여 손상
된 표면의 형상 및 손상깊이를 상호 비교하였다. 

1. 서론

 용사법(thermal spraying)은 원하는 재료 표면에 금속이나 그 합금 또는 세라믹(ceramics) 등을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로 

분사하여 피복층을 형성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특정 성질을 부여하는 기술이다[1]. 이러한 용사법은 크게 프레임 용사법

(flame spraying), 전기 아크 용사법(electric arc spraying) 그리고 플라즈마 용사법(plasma spray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기 아크 용사법은 주로 해양 및 육상 환경에서 강재 및 강구조물의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2. 본론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양 강구조물의 방식을 위해 강재에 Al과 그 합금을 이용하여 전기 아크 용사코팅을 실시함으로써 강재 

표면에 방식 성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기 아크 용사법을 이용한 강재의 방식원리는 희생양극법(유전양극법 또

는 갈바닉 방식법으로도 불림)으로 강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Al이나 그 합금을 연결하여 희생양극적 기능을 부여하여 강

재를 방식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실험은 Al과 그 합금으로 전기 아크 용사 코팅된 강재에 대하여 그 방식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기화학적 실험

을 실시하였다. 전기 아크 용사 선재는 Al, Al-3Mg 그리고 Al-5Mg의 세 가지 재료를 선정하였으며, 용사작업 조건은 전류 

100~200 A, 전압 25~35 V 그리고 공기압력 7 Kgf/cm2로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용사코팅 시험편에 대하여 희생양극

을 위한 구동전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연전위를 18,000초 동안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동태 특성 및 용사코팅 층 표면의 양

극 용해반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양극분극 실험은 OCP로부터 +4.0 V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부식전위 및 부식전류밀도 

분석을 위한 타펠분석은 OCP를 기준으로 –0.25에서 +0.25 V까지 분극시켜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용사코팅 층의 부식손상 

특성을 더욱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전류 실험을 1x10-4, 1x10-3 그리고 1x10-2 A/cm2의 전류밀도로 3,600초 동안 실시하

였다. 모든 전기화학적 실험은 천연해수 속에서 유효면적 0.332 cm2만을 노출시켜 실시하였으며, Ag/AgCl 기준전극과 백금

대극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극분극 및 정전류 실험 후에는 주사전자현미경과 3D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 손상부 형상 

및 손상깊이를 관찰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3. 결론

 Al-3%Mg 용사코팅 층의 경우 표면 전반에 걸친 균일 부식 양상과 충분한 구동전압 및 가장 작은 부식전류밀도를 

나타내어 가장 우수한 희생양극 용사코팅 층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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