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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유속이 선박의 음극방식 및 수중 전자기장 신호 특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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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temperature and flow velocity on the cathodic protection and underwater 
electromagnetic signature of ships are investigated using electrochemical tests and boundary element 
simulations.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materials for the hull and propeller increase at lower 
temperatures,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is significantly decreased under the flow conditions because the 
oxygen concentration on the surface accelerates the cathodic reaction. Due to the corrosion resistance 
reduction, the current requirement for cathodic protection increases under the flow conditions, while it 
decreases at lower temperatures. Furthermore, the underwater electromagnetic field is investigated at 
different axis directions. The electromagnetic field increases under the flow conditions and at  higher 
temperatur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applied current for cathodic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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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식에 의한 선체의 손상은 선박의 안전 사고 및 경제적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부식 방지를 위한 유지 보수 및 방

식설계는 선박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선박

의 부식 방지를 위해 내부식성 도료와 외부전원법 음극방식 

(Impressed Current Cathodic Protection, ICCP) 장비 등이 적

용되고 있다 [1]. 외부전원법 음극방식은 인위적으로 전류를 

인가해서 방식 대상의 표면 전위의 조절을 통해 부식을 억제

하는 음극 방식으로 선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음

극 방식법이다 [2,3]. 외부전원법 음극방식의 경우, 선체의 전

위를 방식전위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양극에 전류를 인가하

게 되며, 이 때의 소요 전류량은 선체 표면의 부식 상태에 따

라서 변화하게 된다. 특히, 선체의 부식 특성은 선박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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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경 (온도 및 유속 등)에 의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환경

에 따른 선체의 부식특성 변화는 음극방식 설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음극방식에 의해서 인가되는 전류는 해수를 따라서 

폐 루프를 형성하여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음극

방식 장치나 부식으로 인해 생성되는 자기장 요소를 부식 관

련 자기장 (Corrosion Related Magnetic field, CRM)이라 한

다. 이러한 부식 관련 자기장은 군용 선박의 주요 수중 전자

기장 신호 중 하나로 수중 무기체계의 주요 감응 신호원이 된

다 [4-7]. 따라서 선박 내 외부전원법 음극방식 적용 시 부식 

방지 효과와 부식 관련 자기장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를 위해서 최근, 방식 설계 및 수중 전

자기장의 신호 예측을 위해서 경계 요소법 (Boundary 

Element Method, BE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8,9]. 경계요소법은 대상 경계면에서의 물리

적 변화만을 미지수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환경에 노출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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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ynthetic ocean water (wt%)
Component Concentration (g/L).

NaCl 24.53
MgCl2 5.20
Na2SO4 4.09
CaCl2 1.16
KCl 0.695

NaHCO3 0.201
KBr 0.101

H3BO3 0.027
SrCl2 0.025
NaF 0.003

조물 표면의 상태만을 고려하는 경우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수치해석 기법으로 대형 구조물과 같이 큰 영역에 대한 해석

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 (18, 6 ℃) 그리고 유속 (5 m/s)

환경에서의 전기화학적 부식평가와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시

뮬레이션을 통해서 환경에 따른 외부전원법 음극방식의 변

화와 이로 인한 선박의 전위 및 수중 전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편 및 실험환경

본 연구에 사용한 시편은 선박 강종과 프로펠러 소재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AH36 강(steel)과 청동 함금(NAB : Nickel 

Aluminum Bronze)를 사용하였으며, AH36의 화학조성은 중

량퍼센트로 C 0.15, Si 0.21, Mn 1.25, P 0.018, S 0.015, Ni 

0.004, Cr 0.04, Mo 0.01, Cu 0.05와 Fe가 주를 이루며, NAB

는 중량퍼센트로 Al 10.5, Ni 4.92, Fe 2.51, Mn 1.34, Si 0.21

과 Cu가 주를 이룬다. 전기화학평가를 위해서 시편은 표면은 

600번 실리콘카바이드로 연마를 한 후, 노출면적을 1 cm2이 

되도록 실리콘 고무를 도포하여 제어하였다. 유속평가를 위

한 시편은 원통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지름이 1.5 cm, 높이

가 2 cm가 되도록 제작 후, 노출면적이 4.71 cm2이 되도록 제

어하였다. 부식 특성 평가는 ASTM D1141에 따른 인공해수 

환경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인공해수 제조를 위해 사용한 약

품의 종류 및 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pH조절을 위해서는 

0.1 몰농도의 수산화나트륨 (NaOH)용액이 사용되었다.

2.2. 전기화학적 시험

전기화학시험은 동전위 분극 시험과 임피던스 분광법을 

Bio-Logic사의 VSP300 전기화학장비로 진행하였으며, 표면

상태의 안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시험 용액에 침지 후 진행

하였다. 전기화학시험을 위해서 기본 3전극 셀을 이용하였으

며, 작업전극 (working electrode)에는 AH36 시편과 NAB 시

편, 상대전극 (counter electrode)에는 고순도 탄소봉, 기준전

극 (reference electrode)에는 포화감홍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사용하였다. 환경제어는 온도 

(18, 6 ℃) 그리고 유속 (5 m/s)환경을 모사하였으며, 온도 제

어의 경우 저온 수조를 통하여 온도를 제어하였고 유속환경

은 회전원통전극 (Rotating Cylinder Electrode, RCE)을 이용

하여 모사하였다.

2.2.1. 동전위 분극 시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환경 영향에 따른 부식특성 평가를 위해서 진행한 동전위 

분극 시험은 ASTM G5에 근거하여 0.166 mV/s의 주사속도

로 진행하였으며, 양극과 음극부분을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양극분극의 범위는 개방회로전위 (open-circuit potential, 

OCP)에서부터 개방회로전위 대비 200 mVSCE까지로, 음극분

극은 개방회로전위부터 -2400 mVSCE까지 측정하였다.

2.2.2.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AH36과 NAB의 환경에 따른 추가적인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임피던스 분광시험을 수행하였다. 주

파수 범위는 고주파수 100 kHz에서 저주파수 10 mHz 사이

에서 이루어졌고 ±10 mV 사인파 전위를 인가하였다. 정량적

인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등가회로를 구성하였고 상용프로

그램 Zsimp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2.3. 선박 형상 모델링 및 경계요소조건

선박의 방식 및 수중 전자기장 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임의의 선체와 (길이 103 m, 선폭 13 m, 홀수 6 m) 축, 방향타

와 5개의 날개로 구성된 프로펠러를 포함한 형태의 3차원 선

박 모델을 상용 도면 프로그램인 Rhino4.0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또한, 선박의 외부전원법 방식을 위한 양극 및 절연

판 (dielectric shield)은 각각 1×1 m2 그리고 2×4 m2의 크기로 

모델링 하였으며, 선체의 후미부분에 2짝을 이루어 4개를 배

치하고 중간부분에 2개 그리고 선두부분에 2개를 배치하여 

총 8개의 양극 및 절연판을 배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외부전

원법 방식을 위한 양극 주변에는 높은 방식전류로 인한 도장 

손실이 있기에 절연판을 주변에 설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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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arization results of AH 36 and NAB under 18, 6 °C
and 5 m/s conditions in seawater.

Specimen Condition βa

(mV/decade)
βc

(mV/decade)
Ecorr

(VSCE)
icorr

(μA/cm2)

AH36
18 °C 103.5 821.2 -0.686 23.44
6 °C 106.4 1123.8 -0.595 17.59
5 m/s 207.6 745.5 -0.513 413.2

NAB
18 °C 268.6 653.9 -0.284 4.135
6 °C 253.6 687.3 -0.291 1.863
5 m/s 159.4 802.8 -0.254 151.45

Fig. 1. Polarization curves of (a) AH36 and (b) NAB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5 m/s) in seawater.

설정된 각 부분의 면적은 선체와 축 그리고 방향타는 1565 

m2, 프로펠러는 46 m2, 양극은 8 m2 그리고 절연판은 56 m2 

이다.

시뮬레이션은 상용 프로그램인 BEASY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영역은 가로, 세로 500 m, 

깊이 700 m의 직육면체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경계면에 의

한 결과값의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함이다. 전자기장의 해석을 

위한 해석면은 가로 300 m, 세로 200 m 크기이며, 깊이 14 m 

위치에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선체 아래쪽의 전자기장 분

포 확인을 위해서 해석면의 가운데 부분을 추출하여 해석하

였다.

부식과 관련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선체 

도장의 경우, 선박의 운행과 시간에 따른 도장의 박리 및 손

상으로 인해서 선체의 부식이 발생되게 된다. 선박의 도장상

태의 경우 국제 규격인 DNV에서 다음과 같은 수식(1)로 코

팅 손상율(f)을 나타내었다 [10].

f = a + b·t (1)

여기서 a는 초기 코팅 손상율을 b는 코팅 종류에 따른 상

수를 그리고 t는 코팅이 해수에 노출된 연한을 의미한다. 위 

규격에서는 보통 선박에서 사용하는 도장의 경우, 초기에 

2%의 손상율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초기 ICCP가 적용된 선박의 환경에 따른 전류, 전위 그리

고 전자기장 해석을 위하여 2%의 코팅 손상율을 선박 모델

에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석을 진행한 환경의 전도율은 

5 S/m로 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동전위 분극 시험

그림 1은 온도 (18, 6 ℃) 그리고 유속 (5 m/s)환경에서 실

시한 선체 (AH36, 그림 1(a)) 그리고 프로펠러(NAB, 그림 

1(b)) 시편의 동전위 분극 곡선 결과이며, 타펠 외삽(Tafel 

extrapolation)을 통해 산출한 부식전위(Ecorr)와 부식전류밀도

(icorr) 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선체 시편의 분극 곡선은 

낮은 전류밀도 그리고 귀전위 방향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리

고 프로펠러 시편의 경우에는 낮은 전류밀도 방향으로는 옮

겨 졌지만 부식전위는 거의 유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타펠 외삽법을 통해서 산출하여 나타낸 표 2의 결과 값

에서도 부식전류밀도 감소 및 부식전위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류밀도 값의 감소는 재료의 전기화학적 반응속도의 

감소를 그리고 부식전위의 변화는 재료 표면의 상태가 변화

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11-15]. 온도의 감소에 따른 표면의 

전체적인 반응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표면 산화막의 특

성이 변화하여 부식전위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온도감소에 따라서 선체와 프로펠러 시편의 표면 부식반

응속도 감소와 동시에 표면 산화막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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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polarization diagram under stationary and flow 
conditions.

Fig. 3. Nyquist plots of (a) AH36 and (b) NAB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5 m/s) in seawater.

수 있다. 특히, 타펠 기울기의 변화를 보면, 산화 타펠 기울기 

(βa)의 경우 온도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으나 환원 타펠 기울

기 (βc)는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βc의 증가는 환원반

응의 증감이 전위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

고, 이는 표면의 환원 반응속도가 안정하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βc의 증가에 의해서 부식전위의 상승이 분극곡선에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온도에 의한 화학반응의 속도 변

화는 아레니우스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16]. 아레니

우스 이론에 의하면 온도의 증가에 의해서 화학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됨을 알 수 있기에, 온도의 감소로 인해 표면 부식

반응이 감소했고 이는 산화막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

적으로는 분극 곡선의 변화를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속의 적용에 따라서도 분극 곡선의 변화가 나타났

다. 선체 및 프로펠러 시편의 분극 곡선 둘 다 전류밀도의 증

가방향으로 전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옮겨졌다. 분극 곡선

은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각 반응의 증가 

변화에 의해서 분극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유

속에 의해서는 환원반응에 큰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통기상

태의 해수에서 주요 환원 반응은 아래의 산소 환원반응 (2)이 

된다 [17].

O2 + H2O + 4e- → 4OH- (2)

이러한 환원반응은 일정 속도까지 반응속도가 증가하다

가, 용존 산소의 확산 한계로 인해서 한계 반응 속도를 나타

나게 된다. 이러한 한계 반응속도는 분극 곡선에서 수직 영역

에 가까운 기울기를 나타내는 한계전류밀도 (iL, limiting 

current density)가 나타나게 된다. 한계전류밀도는 다음 식

(3)으로 표현이 된다 [18].



 (3)

위 식에서 n은 당량수 (equivalent number), F는 페러데이 

상수, Doxy는 산소 확산계수, CB는 용액내의 산소 농도, δ는 

산소농도의 경계층 두께를 의미한다. 유속이 증가할수록 표

면의 산소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한 산소농도와 

더불어서 표면의 산소농도의 경계층 두께가 감소하게 되기

에 결과적으로 iL이 유속상태에서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2에

는 이러한 유속변화에 따른 분극 곡선의 변화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분극 곡선결과를 통해서, 온도감소는 반응속도의 감소에 

따른 부식반응의 저하를, 유속은 환원반응 증가에 따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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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quivalent circuit for fitting of the electrochemical 
impedance results.

Table 3. Results of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of 
AH36 and NAB under 18, 6 °C and 5 m/s conditions in seawater.

Specimen Condition Rs

(Ω·cm2)

CPE1 Rfilm

(Ω·cm2)

CPE2 Rct

(Ω·cm2)n Cfilm

(μF/cm2) n Cdl

(μF/cm2)

AH36
18 °C 3.4 0.85 92.1 3.55 0.81 22.3 1620
6 °C 5.9 0.83 489.2 2.65 0.85 717.2 2348
5 m/s 3.7 0.78 2.7 156.3 0.89 16.7 114.8

NAB
18 °C 2.4 0.85 24.4 286 0.77 74.49 5432
6 °C 3.5 0.74 47.54 197 0.78 37.44 9687
5 m/s 5.8 0.88 317.7 101.4 0.89 758.6 416.2

반응속도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이는 환경에 따라서 재료의 

부식특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식특성의 

변화는 결국 음극 방식설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환경

에 따른 음극방식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3.2.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음극방식 시뮬레이션에 앞서서, 세밀한 부식특성 분석을 

위하여 환경에 따라서 선체와 프로펠러 시편의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Nyquist 도표 

형태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Nyquist 도표에서 반원의 크기

는 시편의 표면 저항 즉, 부식 저항성과 연관이 된다. 반원의 

크기는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증가, 유속에 따라서 감소하는 

양상이 선체 및 프로펠러 시편 모두에서 나타냈다. 이는 부식 

저항성이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증가, 유속에 따라서는 감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에서 설명한 분극 곡선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임피던스 

결과를 Zsimpwin 상용 프로그램을 통해, 표 3과 같이 정량적

인 전기화학적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며, 해석을 위해서 사용

한 등가회로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등가회로는 용액저항 

(Rs), 피막저항 (Rfilm), 피막의 불완전한 캐패시턴스(CPE1)과 

계면의 불완전환 캐패시턴스(CPE2) 그리고 시편의 전하이

동저항(Rct)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반원

의 Nyquist 도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CPE 

(constant phase element)는 CPE의 캐패시턴스 정도를 의미

하는 상수 (n)과 피막 캐패시턴스 (Cfilm)과 계면 캐패시턴스 

(Cdl)로 계산될 수 있다 [19,20]. 선체 및 프로펠러 시편의 경

우 계면 반응뿐만 아니라 피막의 표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에 피막과 계면이 분리된 회로를 선정하였다.

선체 시편의 경우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Rfilm은 소폭 감소

를 하였다.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체적

인 산화, 환원반응이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표면의 산화반응

이 감소로 표면의 산화막의 생성이 줄어들어 Rfilm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온도의 감소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아레니우스 법칙에 의해 전체적인 산화, 환원반응 속도가 감

소하기에 Rct역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속환경에서는 

18 ℃의 값에 비해서 Rfilm은 증가를 Rct는 감소를 하였다. 유

속환경에서의 환원반응 증가는 표면의 pH 증가 및 혼합전위 

이론에 따른 전체적인 반응성 증가 즉, 산화반응의 증가로도 

이어지기에, 표면의 산화반응 증가로 인해서 피막의 생성이 

증대되어 Rfilm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6,21]. 하지만, 전체

적인 산화, 환원의 반응속도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Rct값은 감

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캐패시턴스의 경우, 아래 식(4)에 의해서 피막의 두께(d)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4)

위 식에서 ε0는 진공에서의 유전율, ε은 유전 상수를, A는 

면적을 의미한다. 캐피시턴스는 6 ℃ 에서 증가하며, 유속환

경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6 ℃에서 전체적인 

산화, 환원반응의 감소에 의한 피막형성 저하로 두께가 감소

하였으며, 유속환경에서는 피막의 형성 증대로 두께가 증가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펠러 시편의 경우, 온도 감소에 따라서 Rfilm은 감소하

였고 Rct는 증가하였다. 이는 선체시편과 동일하게 온도의 감

소에 따른 전체적인 산화, 환원반응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생

각된다. 하지만 유속환경에서는 선체 시편과 달리, Rfilm이 증

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체 시편과는 달리 프

로펠러 시편에서는 피막의 생성이 유속이 있는 환경에서 용

이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프로펠러 시편인 NAB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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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tential distributions of ship protected by ICCP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Table 4. current requirements for satisfaction of protection 
potential (-800 mVSCE) under 18, 6 °C and 5 m/s conditions in 
seawater.

Condition
Applied current (A)

1st pair 
(bow) 2nd pair 3rd pair 4th pair 

(stern)
18 °C 6 6 15 20
6 °C 2 2 3 6
5 m/s 50 50 90 120

Fig. 6. Electric field distributions (14 m underwater plane) of ship 
protected by ICCP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우, pH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

나인 Al이 산화막인 Al2O3를 형성하지 못하고 AlO2
-로 이온

화되기 때문에 Rfilm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속에 따

라서 Rct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체 시편과 동일하게 환원반

응의 증가에 따른 전체 산화, 환원반응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캐패시턴스 값의 변화에서도 유속조건에서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속환경에서 오히려 피막의 

두께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3.3. 선체 방식과 전자기장

선체의 적정 방식전위는 DNV 규격에 의거해서 -800 

mVSCE로 선정을 하였으며, 양극은 선두부터 선미까지 2개씩 

4짝을 이루어서 전류를 인가하였다. 표 4는 각 환경 별, -800 

mVSCE방식전위 만족을 위해서 인가한 양극의 소요 전류를 

나타내었다. 소요전류의 크기는 유속>18 ℃>6 ℃ 순으로 증

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분극 곡선결과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방식 전위만족을 위한 소요 전류는 분극 곡선에서 

해당 전위에서 나타내는 전류 밀도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800 mVSCE에서의 전류 밀도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소요전

류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5는 ICCP 전류 인가

에 따른 선체의 전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선체 전위는 전체적으로 방식전위인 -800 mVSCE이하를 만족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위 분포의 정도는 유속>18 

℃>6 ℃ 순으로 소요 전류크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방식을 위한 소요 전류 크기에 따라서 전위의 분포 정도

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선체 하부의 전기장 분포를 나타내며, 붉은색 부

분은 양의 방향을, 푸른색 부분은 음의 방향의 전기장을 의미

한다. 전기장의 분포는 4짝의 양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며, 프로펠러와의 갈바닉 부식 및 큰 소요 전류로 인해서 선

미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7은 환경 조건에 따른 

선체 중심축 아래 14 m 수심에서의 X, Z축 방향의 전기장 해

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신호 크기 예측 결과는 해석 조건

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정규화하여 나타내었다. Y축 

방향의 전기장의 경우에는 선체 하부를 따라서 대칭을 이루

고 그 값이 미미하기에 배제하였다. 전기장은 그림 7의 분포

와 같이 양극이 있는 지점에서 전기장의 요동이 발생하게 되

며, 선미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기장의 세기는 소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해서 유속>18 ℃>6 ℃ 순으로 크게 나타

났으며, 6 ℃ 환경에서의 수평 종축 성분 (x축)과 수직 성분 

(z축)의 최대 전기장 값은 18 ℃ 환경 대비 82, 7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유속환경에서의 최대 전기장 값은 18 ℃ 환경 

대비, 수평 종축 성분은 73%, 수직 성분은 69%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ICCP 인가 전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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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Horizontal electric field (Ex) and (b) vertical electric 
field (Ez) of ship with ICCP (14 m underwater plane)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Fig. 8. Corrosion related magnetic field distributions (14 m 
underwater plane) of ship protected by ICCP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전기장의 변화에도 영향을 크게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전기장(E)과 전류밀도(i)는 다음 식(5)와 같이 전도도(σ)

를 상수로 하여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5)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전기장과 전류밀도가 비례해서 증

가해야 하지만 선체 전자기장의 경우 인가된 소요 전류에 비

례해서 전기장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소요 전류 크기 이

외에도 선체의 형상과 다른 양극에서의 소요 전류 등에 의해

서 전기장의 세기가 변화됨을 의미하고 있다 [22].

전기장과 더불어서 선체 하부에는 자기장이 전류 폐 회로

의 형성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림 8은 선체 하부의 부식 관련 

자기장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양의 방향을, 푸른색은 음의 방

향 자기장을 의미한다. 환경에 따른 자기장의 분포양상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기장의 분포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장의 분포양상은 전기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전기장

의 경우 Y축 성분이 X축을 따라서 대칭을 이루는 분포를 나

타내었으나, 자기장의 경우에는 X, Z축 성분이 X축을 따라

서 대칭을 이루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암폐르 (Ampére)

의 오른나사 법칙에 따라 전기장의 방향의 원주 방향으로 자

기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23]. 전류와 전기장은 그 방향이 

동일하나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에 회전하는 형태로 생성되

며, 아래 식(6)과 같이 표현된다.

∇× (6)

위 식에서 H는 자기장의 벡터 값, J는 전류밀도의 벡터 값

을 의미하며, 회전 (curl 또는 rotation)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에 따른 부식 관련 자기장 신호 크기 비교는 선체 중심

축 아래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는 수평 횡축 성분 (By)를 분

석하였다. 그림 9는 선체 중심축 아래에서의 수평 횡축 자기

장 성분을 환경에 따라서 비교한 그래프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정규화를 진행하였다.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크기는 

유속>18 ℃>6 ℃ 순으로 나타났으며, 6 ℃ 환경에서의 자기

장 최대값이 18 ℃ 환경에서 보다 63% 감소하였고, 유속환경

에서는 89% 증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장과 같이 자기

장도 환경에 따른 ICCP 양극 소요 전류에 의해서 그 값이 크

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355 김용상･김경민･이상규･김정구

Fig. 9. Athwart corrosion related magnetic field signature (By) of 
ship with ICCP (14 m underwater plane) at 18, 6 ℃ and under the 
flow condition.

본 논문에서는 해양에서 사용되는 선체와 프로펠러 소재의 

부식특성을 온도 그리고 유속에 따른 부식특성 변화를 동전위 

분극 시험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을 통해 분석하였으

며, 경계요소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경 별 ICCP 방식전류

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중 전자기장 신호를 예측해 보았다. 이

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

동전위 분극 곡선 결과에서는 온도에 따른 전기화학적 반

응 감소로 부식 전류밀도의 감소가 선체 및 프로펠러 시편에

서 모두 나타났으며, 이는 아레니우스 법칙에 의해 기인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속환경에서는 표면의 산소 환원반응

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표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되었

으며, 온도에 의한 영향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 결과, 선체 및 프로펠러 시편 

모두 동전위 분극 곡선 결과와 유사하게 온도의 감소에 의해

서는 표면 저항성이 증가하고, 유속환경에서는 표면 저항성

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표면 피막의 저항성은 

선체 시편의 경우에는 유속환경에서 증대되는 경향을 나타

냈는데, 이는 유속으로 인한 환원반응으로 표면의 pH 상승과 

반응물의 생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선체 방식을 위해 필요한 ICCP 소요 전류는 유속>18 ℃>6 

℃ 순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났으며, 소요 전류의 증

가에 따라서 전위 분포의 정도, 전자기장 신호의 크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CCP 설계는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소요 전류 인가량이 

달라지게 되며, 특히 유속환경에서 그 변화가 커지게 된다. 

또한, 수중 전자기 신호측면에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속 

환경에서도 작은 전자기 신호를 위하여 희생양극과 혼합하

거나 더 많은 양극을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ICCP 설계가 요

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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