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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은 내식성, 가공성, 인성, 높은 열전도율, 높은 반사율, 친환경성 및 저온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

고, 항공기, 우주 부품에서 자동차, 기차, 선박등 수송기기 경량화를 위하여 기존의 철강재에서 경금속으로 점점 비중

이 높아가고 있다. 경량화로 인하여 연료의 절감, 고속화, 적재량 증가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Al-Mg

계의 5000 계열 알루미늄 합금은 성형가공성, 내식성, 용접성 및 적당한 강도로 용도가 광범위하다[1]. 특히, 5083 합

금은 비열처리 합금으로 Mg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용접성과 우수한 강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해양 환경에서 노출

이 되면 염소이온으로 인한 Al2O3와 같은 산화보호 피막 형성 조건이 변화하므로 부식 특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2,3]. 

일반 강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식 적용을 한다면 해수 상태에서의 고유 전위가 다르므로 응력부식균열이나 수소취화

의 영향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체하부 재료로 많이 쓰이는 5083-O 알루미늄 합금

을 천연해수 환경에서 전기화학적 실험을 시행하였다. 정전위 실험 후 부식 경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사전

자 현미경과 3D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각 조건별 시험편 표면의 손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

여 선박의 선체 방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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