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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캐비테이션(Cavitation) 상은 액체를 작동유체로 

하는 펌 , 터빈과 같은 유체기계 내에서 액체가 빠른 

속도로 가속될 때 액체의 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감

소하면서 액체 내 기포를 발생시키는 상이다. 캐비테이

션에 의해 발생한 기포 붕괴 시 발생하는 온도와 압력은 

순간 으로 수천도1)와 수천기압2)에 이르며, 그로 인한 

충격  에 지가 표면에 달되어 침식 손상을 일으킴으

로써 수동력기계장치에서 작동 상의 장해를 일으킨다. 

  캐비테이션 상은 어떠한 유체기계장치에서도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박의 경우 로펠러 인근과 타

(rudder) 주변부에서 캐비테이션 침식 험에 상시 노

출되어 있다. 캐비테이션에 기인한 선체의 손상 방지를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캐비테이션 방지를 

한 직 인 방법으로 기하학  형상 개선을 통해 표

면을 따라 발생하는 압력강하를 최소화하여 기포 형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폐형 유체 계

통에서는 효과 이나 선체와 같은 개방형 수력구조물에

는 용이 용이하지 않다. 

  선체의 캐비테이션 침식 방지를 한  다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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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cavitation performance and damage characteristics of polyurethane coatings containing carbon nano-
fibers (CNF) as reinforcement were investigated using the ultrasonic vibratory method in seawater (ASTM 
G32-10). Two commercial anti-cavitation coatings, glass flake-reinforced vinyl esther and urethane-modified ep-
oxy, were used for comparison. During the cavitation tests, the cumulative mean depth of erosion (CMDE) 
was determined, and damage development against exposure time was evaluated for each coating using optical 
microscop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erformance of the four polyurethane coatings. The pol-
yurethane coating without CNF provided the least protection against cavitation attack, suggesting the added 
CNF improved and reinforced the resilience of the coating against impact pressure produced by cavitation 
bubble collapse. Excellent cavitation resistance was also exhibited by the polyurethane coating composition 
when fluorine was added, an improvement that may be attributed to the synergistic effect of CNF and fluorine
on the polyurethan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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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캐비테이션 침식 항성을 갖는 피복재를 로펠러

와 타 주변부에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법으로는 용

사, 도장, 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표면처리조건, 

시공 상의 경제성, 용이성 측면에서 도장에 의한 캐비

테이션 침식 방지법이 가장 효과 이다3). 

  선체의 캐비테이션 침식 방지 도료는 방식성능과 캐

비테이션에 의한 내침식성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부착 

방지를 한 방오 성능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한 도료 선정에 있어서

는 강도, 경도, 탄성 등의 기계  성질 뿐만 아니라 시

공의 용이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박용 도료는 사용되는 수지의 종류에 따라 에폭시, 

폴리우 탄, 알키드 계열 도료 등으로 구분된다. 이  

폴리우 탄은 기계  강도와 내후성이 우수한 폴리머로 

연질부(soft segment)를 이루는 폴리올(polyol)과 경질

부(hard segment)를 이루는 이소시아네이트(isosyanate)

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이들 함량 조 에 의해 탄

성 등의 물성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용 도료로 

각 을 받고 있다4). 폴리우 탄 계열 도료가 캐비테이

션 기포 붕괴에 따른 충격에 지를 견딜 수 있도록 하

기 해서는 추가 인 강화기구가 필요하며, 폴리머 기

지에 강화제(필러)를 도입함으로써 내구성을 확보 할 

수 있다5). 최근에는 무기 필러(inorganic filler)를 첨가

하여 내캐비테이션 특성이 개선된 도료가 개발되었으며6), 

그래핀, 탄소나노튜 와 같은 나노 사이즈의 필러를 첨가

하여 물성 개선을 시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 탄계 도료의 내캐비테이션 성

능 개선을 해 탄소나노섬유(Carbon nanofibers, 

CNF)를 필러로 첨가한 개발제품에 하여 해수환경에

서의 내캐비테이션 특성 평가  손상 특성 분석을 실

시하 으며, 외산의 상용 내캐비테이션 도료와 비교 분

석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일부 기술 선진국의 도료 제

조사에 의해 독 화된 선박용 내캐비테이션 도료 시장

에서 국산화된 내캐비테이션 도료의 성능을 확보하고 

외산 상용 도료제품의 성능 수 을 악함과 동시에 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내캐비테이션 도료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실험방법

  캐비테이션 침식 성능 평가 상 시험편은 20 mm 

× 20 mm 크기의 스테인리스강(STS 304) 재 에 

한 면을 도료로 도장한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연구

에 사용된 도료는 내캐비테이션용 상용도료 2종과 개발품 

4종으로 총 6종이며, 시험편에 한 상세 정보를 Table 

1에 나타냈다. 

  본 시험에 사용된 캐비테이션 시험장비는 ASTM-G32 

규정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며 압 효과를 이용하여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60 Hz, 220 V의 력을 

자회로를 거쳐 20 kHz의 정격 출력을 발생시키며 

진동자에 공 하는 역할을 하며 진폭은 정진폭 자동제

어 방식으로 50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압 소자에 

의한 진동발생은 원추혼에 기 인 교류를 인가함으로

써 축 방향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상을 이용하 다. 

사용 용액은 천연해수용액으로 자동 온도 제어기에 의

해 시험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온도인 22±1 ℃로 일정

하게 유지하 으며, 진동자(혼 )가 용액에 잠기는 깊이

는 12 mm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시편은 진동자의 혼에 

향하도록 거치 에 고정하여 혼으로부터 발생한 캐비

티(cavity)가 시편에 향을 받도록 하는 Stationary 

Specimen Method를 이용하 다. 그리고 시험편은 혼

으로부터 0.5 mm만큼 이격하여 설치하 다. 

  평가 상 도료 시험편에 하여 캐비테이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시작 후 50분, 100분, 200분, 300분, 

400분, 600분, 800분  1000분이 경과된 시 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1000분에 걸친  무게 감소량의 변

화를 측정하 다. 그리고 무게 감소량 측정 후 ASTM 

G-32에서 규정한 식에 의해 평균 침식깊이(Cumulative 

Mean Depth of Erosion, CMDE)를 산출하 다. 여

기서 캐비테이션 침식에 한 항성은 평균 침식깊

이가 50 ㎛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하 t50)을 측

정하여 비교함으로서 단할 수 있다. 즉, t50 값이 클수록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성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시험에서는 동일 종류의 시험편에 하여 3회 시

험을 실시하 고, 시험 도 이라도 CMDE 값이 50 ㎛

에 도달하면 시험을 단하 다. 시험 후 시편은 25℃의 

증류수에서 음  세척 후 60℃의 건조기에서 1120분 

동안 건조시켰다. 무게 측정은 정 도 0.1 mg의 정

자 울을 이용하 으며, 시편을 건조기에서 꺼내어 

Sample Composition
Density
(g/cm3)

Application 
method

A Glass reinforced vinyl ester 1.324 Brush

B
2-packaged urethane modified 

epoxy
1.129 Brush

T1

Polyur
ethane

Resin: MDI 
prepolymer

Hardener: polyol
Filler : CNF

1.084 Airless spray

T2 T1 + Silica 1.072 Brush

T3 T1 excluding CNF 1.129 Airless spray

T4 T1 + Fluorine additive 1.066 Airless spray

Table 1  Compositions of anti-cavitation p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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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동안 데시게이터 내에 보  후 상온에서 무게를 

측정하 다. 무게 측정을 마친 시험편은 3D 미경을 

이용하여 손상부 에 한 최 손상깊이를 측정하 다. 

3. 결과  토의

3.1 외  찰 결과

  Fig. 1은 시험 상 도료 시험편 6종에 한 캐비테

이션 시험 시간 600분까지의 시험편 외 을 종합 비교

한 사진이다. 외산품 A는 시험 시간 50분 이내에 캐비

테이션의 향을 받은 부 를 심으로 도장이 박리되

었으며, T3 한 시험 기에 도막 내부로부터 용출되

어 시험을 조기에 종료하 다. 계속된 시험에서 외산 B

제품, T1, T2, T4 시험편은 각기 상이한 손상 형상을 

나타냈다. B제품은 캐비테이션 시간 경과에 따라 캐비

테이션 향부의 택이 사라지고 침식이 발생하 으

며, 이 침식부 는 계속된 캐비테이션 충격에 의해 덩

어리 형태로 탈락 후 비교  큰 크 이터 형 손상흔이 

식별되었다. T1 시험편은 시험시간 200분부터 원형의 

캐비테이션 혼  형상이 찰되기 시작하여 시간 경과

에 따라 균열과 미세한 침식이 찰되었다. T2 시험편

은 앙 부 에서 큰 균열이 발생하 으며 균열 부  

하부에서 들뜸 상이 일어났다. T4 시험편은 외  

찰 결과 7종의 도료  가장 건 한 표면을 나타낸 시

험편이며, 시험 후반부에 캐비테이션 향부의 일부 부

에서 침식이 확인되었다.

3.2 무게감소량  평균 침식 깊이 측정 결과

  Fig. 2는 외산 B제품, T1, T2  T4 시험편에 

하여 해수용액에서 실시한 캐비테이션 시험 시간에 따

른 무게감소량과 CMDE 측정치의 평균을 종합 비

교한 것이다. 그래  상의 은 측정치의 평균값을 나

타내며, 시험 단으로 측정치가 없는 경우 평균값 계

산에서 제외하 다. 도료 시험편의 경우 속 시험편에

서 나타나는 잠복구간(incubation period)은 확인되지 

않았다. 합성수지의 경우에도 캐비테이션 시험에서 잠

복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시험 도

료의 경우 잠복 구간은 50분 내에 존재할 것으로 단

된다. 시간 경과에 따른 무게감소량은 T2 시험편이 가

장 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 T4가 

가장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T1과 B제품의 그래

는 T2와 T4의 그래  간에 분포하고 있다. T1 시험

편의 경우 시험 종료 시까지 B제품에 비해 낮은 무게 

Time 
Sample Before test 50min 100min 200min 300min 400min 600min

A

B

T1

T2

T3

T4

Fig. 1  Photographs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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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량을 유지하 다. 무게감소량에 응한 CMDE 값

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은 무게감소량과 동일하 다. 

Table 2는 시험 상 모든 시험편의 t50 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t50 값은 T2 시험편이 가장 짧은 값(평

균 155.6분)을 나타냈으며, T4 시험편이 가장 긴 값

(평균 1000분 이상)을 나타냈다. B제품과 T1 모두 시

험편별 t50 의 편차를 보이고 있고, T1의 No.3 시험편

의 t50 측정치가 1000분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두 도료의 평균치의 직  비교는 어려웠다. 도막이 조

기에 손상된 외산품 A  T3 도료를 제외하고 무게감

소량과 CMDE 측정값을 바탕으로 캐비테이션 항성

을 비교하면 T4, T1, B제품, T2 순으로 우수한 성능

을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3.3 미경 찰에 의한 기 손상 특성 비교

  Fig. 4는 B제품, T1, T2  T4 시험편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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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ightloss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
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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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MDE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Sample
Time B T1 T2 T4

Before test

50 min

100 min

200 min

400 ㎛ 

Fig. 4 Optical micrographs showing damage development in the early stage for paint samples

No
Sample No. 1 No. 2 No. 3

A ＜ 50 ＜ 50 ＜ 50

B 900 445 760

T1 579 654 ＞ 1000

T2 147 200 120

T3 ＜ 5 ＜ 5 ＜ 5
T4 ＞ 1000 ＞ 1000 ＞ 1000

Table 2 Comparison of time-to-reach CMDE 50㎛(t50)
(unit: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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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용액에서 실시한 캐비테이션 시험에서 캐비테이션 

손상 기의 표면 손상부 를 미경으로 찰하여 비

교한 것이다. T4를 제외한 모든 도막에서 캐비테이션 

충격에 지에 의한 피  손상과 균열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핏트와 균열 부 는 반복되는 충격압에 의해 확장 

연결되어 손상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B

제품의 경우 손상량이 상 으로 많으며, T4의 경우 

200분에서 일부 부 에서 핏트가 확인되었다.

3.4 3D 미경 분석 결과

  Fig. 5는 외산 B제품  개발품 T1, T4에 한 캐

비테이션 시간에 따른 손상 표면을 3D 미경으로 촬

한 3D 표면 모폴로지를 나타내었다. 반 으로 시

험시간 증가에 따라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핏트의 수 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편 

모두 시험시간 증가에 따라 핏트의 직경이 증가하는 경

Sample
Time B T1 T4

Before test

50 min

100 min

200 min

400 min

600 min

800 min

Fig. 5 3D surface morphology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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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확인되었으며, B제품의 경우 직경이 1000㎛에 달

하는 큰 크 이터 형 손상이 확인되었다. 

  Fig. 6은 T1, T2, T4  B 도료 시험편의 캐비테

이션 시험 시간에 따른 손상깊이 추이를 종합 비교한 

것이다. 시험편 별 손상깊이의 변화 추이는 무게감소량 

 CMDE 측정 변화 경향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험구간 별 손상깊이를 비교하면 100분까지는 T2 시

험편이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내었으며, 200분 이후

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

험편은 B제품이었다. 한,  시험시간에 걸쳐 가장 

낮은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험편은 T4로 확인되었다. 

시험 종료 시 손상깊이 값은 B제품, T2, T1, T4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3D 미경을 이용하여 손상부 에 해 측정한 최

손상깊이를 시험구간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시험 기 

100분까지의 손상깊이는 T2 시험편이 가장 큰 손상깊이

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20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가장 큰 손상깊이를 나타낸 시험편은 B제품이었

다. 시험종료 시의 손상깊이 값은 B제품(708 ㎛) > T2 

(500 ㎛) > T1(217.1 ㎛) > T4(122.4 ㎛)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시험시간에 걸쳐 가장 낮은 손상깊이

를 나타낸 시험편 T4 다.

3.5 고찰

  캐비테이션 침식은 속과 비 속을 막론하고 재료 

내의 결함부로의 충격압 달로부터 시작되어 국부  

탈리(detachment)를 일으키며, 이로 인한 공식 형성

과 균열 발생에 따라 물질 제거가 가속화된다8,9). 따라

서 캐비테이션 방지 도료는 기포 붕괴 시 발생하는 충

격에 지를 흡수 는 반발하는 이른바 cushioning 효

과에 의해 캐비테이션에 의한 핏트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외산제품  A 도료는 비닐 에스터(Vinyl ester) 

기지에 glass flake가 강화제로 사용된 것으로서 실제 

선박 환경에서는 우수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이 입증된 

제품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캐비테이션 시험 50분 

만에 도막이 박리되어 소지가 노출되어 가장 열악한 성

능을 나타냈다. 이러한 손상은 수지와 glass flake 간 

계면에서 단으로부터 시작되어 반복되는 충격압력에 

의해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10). 

  B제품의 경우 우 탄 변성 에폭시를 수지로 한 도료

로서 강도, 내구성, 착성 등이 우수하여 내캐비테이

션 도료로서 업에서 가장 리 용되고 있는 제품이

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NF 필러를 첨가한 폴

리우 탄 기지의 개발품은 조건에 따라 B제품에 필

하거나 상회하는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미경 찰 결과를 보면, 개발품과 B제품 모

두 캐비테이션 공격에 의한 핏트와 균열 형성이 물질 

제거의 직  원인이지만 B제품의 경우 덩어리 형태로 

제거됨에 따라 크 이터형 손상을 남기며 무게 손실량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개발품의 경우 폴

리머 사슬과 CNF 간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도료의 

강도가 증가하여7,11), 이로 인해 캐비테이션 항 성능

이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한편 개발제품은 첨가제 조건에 따라 캐비테이션 성

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개발도료 조성

에서 CNF를 제외한 경우(시험편 T3) 캐비테이션 시

험 시간 50분 만에 도막이 괴됨을 알 수 있다. 손상 

형상으로 볼 때 캐비티 충격압에 의해 된 피로 

괴라기보다는 도막의 내부의 온도 증가에 따른 용융

(melting)으로 보는 것이 합리 으로 단된다12). 이

는 폴리머의 낮은 열 도율 는 캐비테이션 붕괴에 따

른 충격에 지가 열의 형태로 변환되어 일어난 상으

로 볼 수 있다. 탄소나노섬유는 강도뿐만 아니라 기

도도  열 도도가 우수하다. 따라서 CNF를 첨가

하는 경우 폴리머의 열 도도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

여 캐비테이션에 의해 발생한 열이 속 소지로 달되

어 열 방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CNF 첨가 폴리우 탄 수지에 Silica를 첨가한 경우

(T3)는 200분까지 시험이 진행되어 상용품인 A제품보

다는 우수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지만, 상만

큼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폴리우 탄-실리카 

복합재에서 실리카 함량 증가에 따라 도는 증가하며 

실리카 입자의 응집(aggregation)을 래하게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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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amage depth of paint samples with cavitation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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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는 개발도료의 도 향상을 목 으로 도입하여 

작업성 개선 등의 소기의 목 을 이룰 수 있었으나, 캐

비테이션 성능은 오히려 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작업성과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충할 수 있는 실리카 함량 최 화가 요구된다. 

  개발제품에서 가장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보인 조건은 불소첨가제를 도입한 경우(T4)이며 외산 

B제품의 성능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반 으로 폴리우 탄에 존재하는 CH2OH기의 친수성

으로 인해 수분 흡수가 용이하여 폴리우 탄 수지의 내

수성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악화시

키는 요인이 된다13). 따라서 폴리우 탄의 내수성 향상

을 해 소수성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는 불소 는 실리콘 첨가를 통해 가능하다. 실리콘 첨

가의 경우 폴리우 탄 도료와 속 소지간의 착력을 

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3), 상 으로 고가

인 불소를 최소량으로 사용하여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제어한 도료 개발이 요하다. 결론 으로 개발품 T4

의 경우 CNF 첨가에 의한 강도 증가와 불소첨가제 도

입에 의한 소수성 향상에 따른 상승효과로 인해 우수한 

캐비테이션 항 성능을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내캐비테이션 도료인 상용제품 2종과 개발품 4종에 

하여 ASTM G-32 규정에 의거한 캐비테이션 침식 

시험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glass flake로 강화된 에폭시 수지 도료인 외산 

A제품은 시험 도료  가장 열악한 내캐비테이션 성능

을 나타냈다. 

  2) 외산 B제품은 CMDE 측정결과 비교  우수한 

성능을 나타지만 무게 손실량이 개발제품에 비해 크고 

크 이터 형 손상 특성이 확인되었다. 

  3) 탄소나노섬유를 첨가하지 않은 조건의 개발제품은 

가장 열악한 내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다. 따라서 탄

소나노섬유 도입은 폴리우 탄계 도료의 내캐비테이션 

성능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4) 불소첨가제를 함유한 개발제품이 가장 우수한 내

캐비테이션 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CNF 첨가에 의한 

강도 향상과 불소첨가제 도입에 의한 내수성 향상에 의

한 상승효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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