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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현재 해수배관의 파이프에 대한 조선소 및 선박 자체내부의 보수용접에 주로 사용하는 몇 종류의 피복아크용접봉

을 사용하여 교류 용접을 한 후 각 용접부위에 대한 조직과 경도의 비교고찰 및 부식특성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비교고찰 하

여, 용접부위의 부식특성 및 상대적으로 우수한 해수배관 용접재료를 규명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해수 배관 사

용수명의 연장과 효율적인 보수용접을 위한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2. 실험방법 및 시험편제작

실험에 사용한 해수 배관용 강관은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심리스 파이프(seamless pipe)이며, 중국규격 GB/T 8163-2008

로 사용한 재질의 치수는 φ 76×6T×100L이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용접봉은 E4301, E4311, E4313 및 E4316의 피복아크 용접

봉을 사용하였다. 용접방법은 맞대기 용접을 2층으로 한 후 용접 부위에 대한 실제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각 각의 용접부위에 대

한 경도와 부식에 대한 전기화학적실험을 하기 위하여, 시험편을 용접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기계 절단, 가공 한 후 샌드페이

퍼로 2000번까지 연마한 후 각각의 시험편을 에칭(etching)하여 용접열영향부(HAZ, heat affected zone)와 용접금속(WM, 

weld metal)을 구분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1은 E4313 피복아크 용접봉으로 용접한 시험편의 양극 및 음극분극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분극곡선 상에서 용접금속부의 내식

성이 모재부 및 열영향부에 비해서 내식성이 우수한 경향을 정성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용접봉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모든 용접봉의 경우에도 용접금속부의 경도 값 역시 모재부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경향 나타내었다. 

4. 결론

 1.  4 종류의 피복아크 용접봉으로 교류용접을 하였을 경우  용접봉의 종

류에 관계없이 용접금속부의 내식성이 모재부에 비해서 모두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모든 용접봉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접금속부의 경도가 모재부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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