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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g 계열 합금의 캐비테이션과 전기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해수 온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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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가의 패러다임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변화하면서 해양레저산업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레저용 선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무게가 가볍고 주조성과 소성가공성이 매우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재료로써 재활용이 용이하고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내식성, 내마모성을 부

여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수환경 하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방식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부식을 억제하여 왔다[1]. 관련 연구로 Auret 등은 수돗물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시험편의 캐비테이션 실험을 실시하

여, 물의 온도와 손상량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2].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들은 캐비테이션 손상과 부식손상

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인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시한 후 재료의 기계적 특성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단

독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캐비테이션과 부식의 상관관계를 유추하고 저항성을 평가하는 실

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식 환경 하에 노출된 재료의 캐비테이션-부식과 같은 복합적인 손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손상거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캐비테이션 환경 하에서 전기화학적 부식거동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한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83-H116 합금을 선정하여 해수의 온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실험과 캐비테이션 실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캐비테이션-전기화학 셀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향형 진동법의 캐

비테이션 셀 내에 작동전극(5083-H116), 기준전극(Ag/AgCl) 그리고 대극(platinum)을 구성하고 Potentistatic/ 

Galvanostat 장비를 사용하여 전기화학적 셀을 구현함으로써 해수환경 하에서 캐비테이션 및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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