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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금속의자연전위

시설물의 부식방지 대책

Metal
Commercially pure magnesium

- 전기방식 -

[그림1] 금속의전기화학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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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전위금속(양극)에서만부식이일어나게된다.
결국전기방식(Cathodic Protection)이란위와같이

금속이 물이나 토양과 같은 전해질 속에 놓이게 되

반응하여 변질 및 파괴되는 현상이다. KAIST 재료공

면 그 표면의 용존산소, 농도차, 온도차 등 주위환경

학과연구자료에의하면 부식에의한직접적인손실은

조건의 차이와 금속자체에 함유된 불순물, 잔존응력,

국가 GNP 의 약 3~5 %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며

표면 부착물 등의 금속측 원인에 의해 그 표면에부분

우리나라의경우그규모가 200~25억US
0
$ 에달한

별로 전위차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양극부와

다. 특히 지하매설물(가스관, 송유관, 상하수도관 등)

음극부가 형성된다. 이 때 양극부에서 음극부로 전류

화학·발전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해 부식의 심각성은

(부식전류)가 흐르게되는데이 과정에서양극부의금
속이이온상태로용출되어점차전해질속으로용해되
어 간다. 이러한 전기화학 반응을 일반적으로 부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부식이 발

라고 하고 이렇게 부식하면서 일으키는 전기화학적인

생할 경우 경제성 손실 뿐 아니라 유해물질의 유출로

반응을 전기적으로 방식전류를 흘려 방지시키는 것을

인해 환경오염, 더 크게는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부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이 증

방식(Protection) 또는전기방식이라고한다.

부식의 원리를 이용하여 방식대상 금속전체를 음극

-0.5 ~ -0.8

Mild steel (rusted)

-0.2 ~ -0.5

Mild steel in concrete

-0.2

Copper, brass, bronze

-0.2

High silicon cast iron

-0.2

Mill scale on steel

-0.2

Carbon, graphite, coke

-0.3

주) Typical potential normally observed in neutral soil and, water,
measured with respect to copper sulfate reference electrode
자료)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4lst Edition 1959-1960,
Chemical Rubber Publishing Co., Page 1733

하는방법이다.
2. 전기방식의 종류
<표1> 금속의기전력
Metal

Volts

주)

극부위에서는일어나지않으므로, 금속의전해질속에

야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여기에서는부식

서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속표면에 국
부적으로형성되어있는양극과음극을금속전체가음

부식과 방식의 메커니즘(Mechanism
은)전기적 금
속통로인 전해질의 존재속에 전해질과 피방식체인 금

Magnesium

-2.37

Aluminum

-1.66

속에서 나타나는 전위차를 어떤 방법(방식법)으로 해

Zinc

-0.76
-0.44

소시키느냐에 있다. 전기방식은 방식전류 공급방법에

Iron
Tin

-0.14

따라 크게음극방식(Cathodic Protection)과양극방식

Lead

-0.13

(Anodic Protection)으로 분류되며, 정전압장치, 기준

Hydrogen

0.00

Copper

+0.34 ~ +0.52

Silver

+0.80

Platinum

+1.20

Gold

+1.50 ~ 1.68

전극등을포함하여설치비용이많이드는양극방식보
다 음극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음극방식
(Cathodic Protection)은 또한 소규모 저장탱크, 방폭
지역,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및 해양구조물에 적

전기화학적 부식은 항상 양극부위에서 일어나고 음

가함에따라이것을 방지하고자하는여러가지방식분

방지기술의한분야인전기방식에대해전반적으로살

Mild steel (clean and shiny)

(Cathodi으로만
c)
존재하게 하여 부식으로부터 보호

을 부식이라 한다. 즉 부식은 금속재료가 접촉환경과

업화의 역사가 30~4년
0 이상 길어지면서 화학·석유

-0.8

따라서 금속 전체가 음극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금속

대하여음극으로작용하기때문에부식이일어나지않

학적인반응)을일으키는데이러한전기화학적인반응

의부식으로인한손실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산

-1.05

Commercially pure aluminum

-0.5

으로써전기방식에대한이해를돕고자한다.

1. 전기방식이란?

-1.1

Aluminum alloy (5% Zn)

-0.5

한 환경하에서도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저전위 금속에

관리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금속은 고유한 성질에 의

-1.6

Lead

펴보고 현장에서 적용되어질 수있는사항들을검토함

산업활동을 위해서 일정기간 이상동안 시설물이 유지

(6% Al, 3% Zn, 0.15% Mn)
Zinc

Cast Iron (not graphitized)

속을 연결시키면(예, Mg : -1.55V 이하) 금속은 어떠

해본래의상태인산화물로되돌아가려는현상(전기화

-1.75

극으로만 되도록 하면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의 전위분포(-0.45~-0.V)보다
65
월등히저전위인 금

분은 금속 및 그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활한

주)

Magnesium alloy

조상민| 플랜트영업부

국가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설물의 대부

Volts

주) Half-cell potential in solution of own salts, measured with
respect to hydrogen reference electrode.
자료)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4lst Edition 1959-1960,
Chemical Rubber Publishing Co., p.1733.

합한 유전양극법(희생양극식)과 대용량 시설물, 장거
리파이프라인 및대용량저장탱크에적합한외부전원
법(외부전원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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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식의종류는아래와같이분류된다.

1) 희생양극식(유전양극식) : 양극설치방법의차이
①BED 식
② DISTRIBUTION

2) 외부전원식(강제전류식) : 양극설치방법의차이

②설계와설치가간단하다.

< 외부전원식의특징>

③타인접시설물에전기적간섭현상이거의없다.

1) 장점

④양극수명동안유지보수가거의필요없다.

①대용량

⑤전류분포가균일하다.

②전류및전압조절이주위환경변화에따라조절될수있다.

2) 단점
①양극의출력전류가제한되기때문에대용량에는부적합하다.

3.0 ~ 10.0

④거대한구조물도하나의방식시설로보호될수있다.

- Moving fresh water (Velocity above 5ft.

9.0 ~ 25.0

③유효전위가제한되어있다.

⑥토양비저항값의크기에관계없이적용된다.

적용

2) 단점

Al

Zn

양극개로전위(V)

1.55 - 1.75

1.10

1.1

유효전위(V)

0.8

0.25

0.25

3) 배류법: 배류방법의차이
①선택배류법

⑦자동화방식이가능하다.

Mg

②강제배류법
이론전기발생량(AH/g)

2.2

2.88

0.82

효율(%)

50

90

95

2.1 희생양극식(Sacrificial Anode Method)

이종 금속의 접촉 부식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방식 대상체 보다 전위가 낮은 금속을 직접 또는 도

유효전기량(AH/g)

1.1

2.59

0.78

소모율(Kg/A·Yr)

7.96

3.38

11.23

사용장소

토중

해수

해수

한다.

③유지관리가요구된다.

- Wet soils

1.0 ~ 6.0

- Heated, in soil or moist concrete

3.0 ~ 25.0

- Highly acid soil

3.0 ~ 15.0

- Anaerobic soil with active sulfate-

6.0 ~ 42.0

reducing bacteria, initial requirement
- Fresh water that is relatively still

1.0 ~ 6.0

- Fresh water that is highly turbulent and

5.0 ~ 15.0

contains much dissolved oxygen

3. 전기방식 방법의 선정

- Hot water

5.0 ~ 15.0

- Mildly acid or alkaline solution in process

1.0 ~ 25.0

temperature
- Brine tanks

자료) 동양방식㈜전기방식매뉴얼

자료) US Army - COE Manual EM 1110-1-184

3.1 일반사항

전기방식대상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외부전원법과 희

위를 갖게 된다. 이때 저 전위의 금속에서 용출되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는데 이 방식을 희생양극식이라

②타인접시설물에전기적간섭현상이야기될수있다.

per sec.)

tanks, depending on turbulencea and

선으로 연결시키면 피방식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

전자는 고 전위의 금속에 흡수되므로 고 전위 금속은

①설계가복잡하고설치비용이비싸다.

④전원공급이항상필요하다.

③직접배류법

0.4 ~ 1.5
2.0 ~ 3.0

② DEEPWELL

양극종류

- Neutral soil or water (pH 7)
- Well-aerated, neutral soil or water (pH 7)

⑤내소모성의양극을사용함으로써양극의수명을길게할수있다.

<표3> 희생양극의비교

2.2 외부전원식(Cathodic Protection)

생양극법, 어느한쪽의적절한방식을선정하고동시에사

②대상물의크기와구조

피방식체가놓여있는전해질에전극(Anode을설치
)

용하는 양극재료도결정한다. 일반적으로무도장하고 큰

③배관연결방법

하고여기에외부에서별도로직류전원을연결하여강

면적의 구조물에는 외부전원방식이 적합하나 분산된 구

④절연개소의파악

제적으로전극에서방식전류(Negative Current)를공

조물이나 복잡한 구조의 기계장치는 희생양극법이 유리

⑤기존배관망의조사및전기방식적용여부확인

급하여 피방식체를 방식시키는데 이 방법을 외부전원

하며, 방식대상의수명, 보수의편리성, 인접방식시설물의

⑥전원을사용할수있는지의확인

식(Cathodic Protection)이라한다.

방식방법등도방식방법선정시충분히검토되어야한다.

⑦DC 전원을사용하는시설물의현황조사

2) 현장조사
3.2 세부사항

대상물이 설치되는 주변환경 및 방식대상에 관련된
[그림2] 희생양극식전기방식법

②PH 및습도조사
③배관의전위분포, 누진설류, 코팅저항조사

방식방법을선정할수있다. 이것은설계단계에서반영

④토양의박테리아조사(필요시)

되어지며조건들은다음과같다.

1) 장점

1) 기초조사
[그림3] 외부전원식전기방식법

①토양, 담수또는해수

요소들을검토하여경제적이고유지관리가편리한전기

<희생양극식의특징>

①외부에서전원공급이필요없다.

㎃ Per sq. ft.

- Sea water

②토양비저항이높은곳에서는비경제적일수있다.

④LINE ANODE식

Environment

③방식소요전류의대, 소에관계없이설계될수있다.

①SHALLOW BED

③ DISTRIBUTION

<표4> 성상별소요방식전류(Bare steel structures)

①대상물의재질과코팅유무

3) 설계계산
①토양비저항의log 평균값
②방식면적, 소요전류, 양극저항

8.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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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명및최소소요중량
④저항및전류에의한수량산출
⑤정류기정격

2) 양극을1개소에2개이상설치할때에는양극상호간의간격을 1m
이상두어야한다.
3) 양극의라이드선과강관의접속은캐드웰딩에 의하여접속하고, 접
속 후 캐드웰딩 부위는에폭시로 보호 처리하고 되메우기에의한피
해가없도록하여야한다.

4. 현장적용시 검토사항

4) 방식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지정된지점에측정함을설치한다.

4.1 탱크류
1) 전기방식은 설치이후에는 매설되어지므로 전기방식 품질지침서에

5. 맺음말

나타난시공및품질관리를철저히 준수해야하며시공전 및시공후
의작업일정과측정되는시험의기록관리로차후에발생되는하자및
보수를용이하게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전기방식공사는 전기 한 공종에 의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이

현재까지개발되어 온부식방지기술에는도장, 2중
배관의제작, 세라믹 Coatin제및이형제,
g
우레탄, 에
폭시등의피복제, 표면처리, 전기방식등이있다.

아닌선행토목공종의공사중작업이대부분이루어지고Boring, 토

아직방식기술에관한한초기연구단계에있지만각

층(쇄석층)의 Block out 및 모래채움 등은 토목공종에 의해 시공이

대학의 전기, 재료관련 학과 및 연구소에서는 국내 부

이루어지는 등 타공종과의 원만한 시공일정 및 관리에 대한

식 및 방식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건설 및

Coordinatio이시공품질을이루는데중요한요소이다.
n

산업계전반의각종철구조물의수명연장과 안정성확

3) Line Anode 및 기준전극등 주요자재에 대해 설치전 훼손됨이없

보는 물론, 부식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줄이

도록관리되어야하고또한시공중이나시공후의지속적인점검을통

기위하여방식기술자료제작, 부식진단, 방식설계, 기

한유지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술자문 그리고 정책건의 활동과 방식기술교육을 중점
적으로수행하고있다.

4.2 항만시설

다가오는 21세기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

1) 항만용 강관말뚝, 강널말뚝, 강재 바지선등과 같이 수중에 잠기는

로 한 정보화산업,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추진해 간

강조구조물의 유전 양극 방식에 의한 전기방식을 적용하고 양극의

다고 할 때 부식과방식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새로운

재질은전기방식용알루미늄합금이며전류효율이90% 이상되도록

신기술이필요하며부식·방식분야의지적기술을자

한다.

본으로하는전문인을양성하고재교육을시키는기능

2) 양극설치는건하식, 용접식, 볼트취부식이적용가능하며배치는전

을수행하는것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면에고르게분산되도록하여야한다.
3) 전기방식방식전위를연속적으로측정하는장치를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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