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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개선

Ⅱ.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개발의 목적

○ 연구 최종 목표

- 국내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에 따른 계통재료의 부식억제 특성평가.

- 방식제간의 부식억제성능 비교평가 및 최적의 방식제 선정.

- 선정된 방식제에 대한 최적 운전조건 선정 및 계통 및 수화학적 권고사항 도출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내 가동원전 1, 2차 측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폐순

환냉각계통의 부식 건전성을 향상하고,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의 이온교환

설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폐순환냉각계통 부식 및 방식제 특성 조사

￭ 적용 원전 폐순환냉각계통 분석

￭ 방식제별 계통재료 부식억제 성능시험 및 평가

￭ 방식제 성능 최적화 방안 수립

￭ 방식제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도출

Ⅳ. 연구개발 결과

￭ 폐순환냉각계통 사용 방식제별 계통재료의 부식억제 특성평가

￭ 방식제간의 부식억제성능 비교평가 및 최적의 방식제 선정

Ⅴ. 연구개발 결과 활용방안

○ 원전 폐순환냉각계통 건전성 향상을 위한 수화학 관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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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 미생물 성장, 파울링 등의 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 일부 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의 경우, 계

획예방정비기간동안 배수되어 이온교환 수지의 단기 포화 문제가 발생되어 작업자 피폭

증가 및 방사성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식제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폐순환냉각계통은 각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 펌프등과 같은 기기들을 통하여

연계계통(1차, 2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1-1에 전

형적인 기기냉각수계통의 개략도를 도시하였다. 연계계통의 기기를 냉각하기 위하여 냉각

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병렬로 연결된 순환회로에 공급되어 계통내에 설치된 냉각열교환

기 및 기기로 공급되어 열을 제거한다. 기기냉각수계통은 방사선으로 오염된 원자로냉각

재계통과 service water 계통의 중간계통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방벽의

배치는 방사선을 띠고 있는 고온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가 연계계통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낮춰준다.

국내 일부 원전의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사용 중인 일부 방식제는 계획예방정

비기간동안에 배수될 경우,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이온교환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로 사용 중인 아질

산나트륨(NaNO2)은 고농도(700∼1,000 ppm)의 화학물질로, 발전소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폐순환냉각계통의 점검 및 관련기기 보수작업을 위한 계통수 배수 시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LRDPS)에 유입되어 이온교환수지를 단기간에 포화시킴으로써 고체방사성폐기

물 발생 및 이온교환수지 교체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된 환경법에 따라 2008년 이후 발전소 종합폐수처리 설비에 TMS 설치가 의무

화 되어 더욱 엄격한 총질소, COD 및 BOD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원전 1, 2차 보

조계통의 부식방지제로 사용하는 아질산계열방식제는 총질소와 COD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탁과제의 최종 목표는 국내 가동원전 1, 2차 측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1)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 건전성을 향상하고, 2)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의 이온교환설비의 성능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방식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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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후보 방식제의 종류에 따른 계통 재료의 부식특성평가 및 방

식제에 기인한 이온교환설비의 성능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방식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방식제 개선 시 폐순환냉각계통에 요구되는 수화학적 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

이다.

그림 2-1. 전형적인 기기냉각수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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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위탁과제의 최종 연구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연구 내용별 추진 일정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주요 연구 수행내용으로는 1) 국내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방

식제에 따른 계통재료의 부식억제 특성평가, 2) 방식제간의 부식억제성능 비교평가 및 최

적의 방식제 선정, 3)선정된 방식제에 대한 최적 운전조건 선정 및 계통 및 수화학적 권

고사항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표 1-1. 년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연구 내용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가중치
(%)

‘09년 ‘10년
1/4 2/4 3/4 4/4 1/4 2/4 3/4

■ 폐순환냉각계통 부식 및 방식제 특성 조사

○ 기기냉각수계통 특성 및 수화학변수 조사분석

○ 기기냉각수계통 화학제 특성조사

○ 발전소별 냉각수계통 방식법 비교분석조사

10
1 1

2 2

2 2

■ 적용 원전 폐순환냉각계통 분석

○ 폐순환냉각계통 수질분석

○ Scale 및 슬러지 화학분석
10

1.5 1.5  2

1.5 1.5 2

■ 방식제별 계통재료 부식억제성능시험 및 평가

○ 방식제 기초물성 평가

○ 방식제 성능시험 및 평가

- pH, 온도, 용존산소, 불순물 영향시험,

- 방식제 농도 영향시험

- Loop 유속(FAC) 영향 평가

○ 방식제별 부식억제 성능분석

- 전면부식

- 유속부식

- 기타부식

○ 전기화학 방식제 특성평가

- 분극시험

- Polarization Resistance 평가

○ 부동태 피막분석 및 방식기구 평가

- 표면산화피막 특성평가

- 방식기구 수립

40

1 1 1 1.5

1.5 1.5 1.5 1.5 1.5 1.5 1.5 2 2

1.5 1.5 1.5 1.5 1.5 1 1 1

1.5 1.5 1.5 1.5

1.501.5 1.5

■ 방식제 성능 최적화 방안 수립

○ 부식억제측면 방식제 운전성능 비교

○ 최적 방식제 선정

○ 방식제 최적 운전조건 도출

○ 순환냉각계통 운전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15

1 1 1

1 1 1

1 1 1

2 2 2

■ 방식제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도출

○ 방식제개선시 요구되는 수화학 조절인자

○ 방식제개선시 요구되는 수화학 감시인자

○ 방식제개선에 따른 운전 권고사항 도출

10
1 1 1

1 1 1.5

1 1 1.5

■ 인허가 업무지원
1.5 1.5 2

5

■ 보고서 작성
 5  5

10

계 10 15 20 20 15 10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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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사용 현황

제 1 절 국내 가동원전 현황 및 문제점

국내의 가동원전의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은 일부 원전(영광 5, 6호기 및 울진 5, 6

호기)에서 적용된 혼상이온탑 대신 원심분리기 설비와 이온교환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액

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 유입되는 폐액 성분 중 원심분리설비에서 완전 제거되지 않

은 화학성분이 후단의 이온교환설비의 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로 사용 중인 아질산나트륨(NaNO2)은 고농도(700～1,000

ppm)의 화학물질로, 발전소 계획정지기간 중 폐순환냉각계통의 점검 및 관련기기 보수작

업을 위한 계통수 배수시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LRDPS)에 유입되어 이온교환수지를

단기간에 포화시킴으로써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온교환수지

교체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 영광 1, 2호기, 고리 1, 2, 3, 4호기의 경우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를 크롬산에서 하이드라진(N2H4)으로 교체하여 운전하고 있고, CANDU

형 원전인 월성 1, 2, 3, 4호기에서 하이드라진을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로 사용하고 있

다.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는 낮은 농도로 적절한 방식효과를 가지면서, 액체방사성폐기

물처리계통(LRDPS)에 설치된 이온교환수지에의 영향이 적은 대체약품으로의 개선이 필

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를 위한 관련 자료가 희소하고 국내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가동 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에 따른 계통재료의 부식

성능평가를 수행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방식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용존산소

제거장치를 이용한 방식방안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국외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EPRI를 중심으로 폐

순환냉각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화학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원전에 적용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EPRI에서 개발한 폐순환냉각계통의 수화학지침서는 원전에 따라 폐순

환냉각계통의 수화학 관리를 위하여 권고 할 수 있는 방식제의 종류 및 영향 등에 대하

여 기술하고 있으며, 각 원전의 환경에 따라 방식제를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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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 필요성 및 목표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 미생물 성장, 파울링 등의 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

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온교환 수지의 단기 포화에 의한 원전 효율 감

소, 작업자 피폭 증가 및 방사성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식

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가동원전에서 사용되는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는 발전

소 공급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내 가동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의 효율적인 부식 관리

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방식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방식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식제가 계통 및 기기의 부식에 미치는 영

향 및 이온교환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다양한 부식현상이 일어난다. 1) 전면부식(General Corrosion),

2) 공식(Pitting Corrosion), 3) 틈새부식(Crevice Corrosion), 4)침적물에 의한 부식

(Underdeposit Corrosion), 5) 이종금속접촉부식(Galvanic Corrosion), 6) 미생물 부식

(Microbiological Influenced Corrosion, MIC), 7) 유체가속부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등이 일어난다. 방식제 개선을 위해서는 방식제가 이러한 부식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의 부식

에 미치는 방식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 시험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식제

개선이 폐순환냉각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또한 방식 방안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무용존산소 처리방식이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위탁과제의 최종 목표는 국내 가동원전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 개선 방

안을 도출하여 1)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 건전성을 향상하고, 2)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

통의 이온교환설비의 성능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방식 및 운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방식제의 종류에 따른 계통 재료의 부식특성평가 및 방식제에

기인한 이온교환설비의 성능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방식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

한 방식제 개선 시 폐순환냉각계통에 요구되는 수화학적 권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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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및 적용 방식제

제 1 절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및 수화학 변수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은 1차측 폐순환냉각계통과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으로 구성되

어 있다. 1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NSSS)과 BOP로 나누어 설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은 기기냉각수, 필수냉각수 및 비상디젤발전기 냉

각기를 담당하는 기기냉각해수계통과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시 원자로 및 원자로 건물

내 열에너지를 1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으로 전달하고 소외전원 상실사고와 동시에 단일

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한 1차측 기기냉각수 계통의 고유 기능 유지

하며, 발전소 출력운전동안 방사능 누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조계통에 신뢰성 있는 냉

각수 공급하거나 방사능 누출을 감지하고 방사능 누출 부위 격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냉각수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은 2차측 기기에서 배출되

는 폐열 제거를 위해 2차측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해수를 공급하며, 이 해수를 최종 열

침원인 바다로 방출하고, 염소처리계통에 해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차측 기기해

수냉각계통과 발전소 정상운전(출력운전 및 운전정지) 중 터빈건물 내 설치된 다양한 증

기 및 동력변환계통의 비안전성관련 보조기기의 폐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수를 공급하고

터빈건물 기기에서 발생한 열을 2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으로 열을 전달하는 폐회로 냉각

수계통을 구성하는 1차측 기기냉각수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 중인 폐순환냉각계통은 공급자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른 설계특

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통과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 폐순환냉각계통 관련계통

•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 Turbine Building Closed Cooling Water System

• Emergency Diesel Generating Cooling Water System

• Safety Chilled Water System

• Non-Safety Chilled Water System

○ 폐순환냉각계통의 주요기기

• Residual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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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 coolant pump motor bearings and thermal barriers

• Letdown heat exchanger

•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 Seal water heat exchangers

• Spent fuel pit heat exchangers

• Sample heat exchangers

• Boric acid evaporator condenser

• Reactor vessel support cooling

• Residual heat removal pumps

• Safety injection pumps

• Charging pumps

• Waste gas compressors

• Boric acid evaporator vent condenser

• Boric acid evaporator distillate cooler

폐순환냉각계통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나 아래와 같은 약간의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 Open to air vs. nitrogen blanketed system

• System materials

- copper alloy/carbon steel tubing,

- titanium, stainless steel

• Operating temperature

• Flow rates

• Idle (stagnant) heat exchangers

• Low-flow heat exchangers

• Thermal load

• Makeup water purity, source, deaeration

• Radiation

• Shared heat exchangers

표 3-1, 3-2에는 국내 가동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의 계통 및 계통 재질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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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가동원전별로 폐순환냉각계통의 설계 특성값 (온도, 압력, 유량) 및 구성기기

의 형식, 용량 및 수량 등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성기기 및 배관 재질의

경우, 대부분의 배관재질은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교환기 쉘측 재료는 주로 탄

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튜브측은 발전소별로 다른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의 수화학지침을 가동원

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1, 2차측 폐순

환냉각계통 기기냉각수의 수화학치침은 원전 공급자에 따라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가동

원전별로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및 운전범위를 표 3-3에 정리하였으며, 폐순환냉각계통

의 수화학 사양을 표 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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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사양 단위 고리 #1 고리 #2 월성 #1 고리 #3,4 영광 #1,2 울진 #1,2 영광 #3,4 비고

기기냉각수 펌프 (CCW Pump)

형식 -
수직,

원심형
수직,

원심형
수평,

원심형
수평,

원심형
수평,

원심형
수평,

원심형
수평,

원심형

수량 대/Unit 4 3 4 4 4 4 6

설계유량 m
3
/hr 1095.8 2657 5175.6 2952.3 2952.3 2600 2725

수두 m
3
/hr 22.9 64 47.85 55.2 55.2 11 59.4

재질
casing -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impeller - SS SS SS SS SS SS SS

기기냉각수 완충탱크 (CCW Surge Tank)

형식 -
수직,

원통형
수직,

원통형
-

수직,
원통형

수직,
원통형

수직,
원통형

수직,
원통형

수량 개/Unit 2 2 - 2 2 2 2

용량 m3 9.5 12.5 - 18.9 18.9 10 32.2

설계압력 kg/cm2 3.5 7 - 3.5 3.5 0.3 3.5

설계온도 ℃ 93.3 93.3 - 121.1 121.1 50 154.4

재질 - 탄소강 탄소강 -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CCW Hx)

형식 직관형 직관형 직관형 직관형 직관형 판형 직관형

표 3-1. 기기냉각수 계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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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개/Unit 4 2 4 2 2 4 6

설계압력 kg/cm
2

ㅡ shell side 10.55 15.8 - 10.55 10.56 10.2 10.6

ㅡ tube side 10.55 5.98 - 5.27 5.98 5.1 7

설계온도 ℃

ㅡ shell side 93.3 93.3 - 93.3 93.3 - 79.4

ㅡ tube side 93.3 93.3 - 65.56 65.56 - 54.4

설계유량 m3/hr

ㅡ shell side 794.85 2657 4753 2952.3 2952.3 1600 1703

ㅡ tube side 1021.95 2497 6247 3406.5 3406.5 2000 3179

재질

ㅡ shell side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ㅡ tube side 알루미늄-동 동-니켈 티타늄
90-10

동-니켈
90-10

동-니켈
티타늄 티타늄

입구측 온도 ℃

ㅡ shell side 27.78 38.74 47.5 41 41 47 41.2

ㅡ tube side 33.33 27.78 24.4 28 32 35 31.7

출구측 온도 ℃

ㅡ shell side 12.78 33.34 34.4 35 25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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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tube side 42.11 33.2 34.4 33.4 37.4 34.5 35.1

기기냉각수 약품주입 탱크 (Chemical Addition Tank)

수량 개/Unit 2 1 1 1 1 - 2

용량 m
3

0.034 0.129 0.25 0.284 0.284 - 0.34

설계압력 kg/cm
2

65.56 10.55 7 10.55 10.56 - 13.3

재질 - 탄소강 탄소강
Polyethylen

e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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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사양 단위 고리 #1 고리 #2 월성 #1 고리 #3,4 영광 #1,2 울진 #1,2 영광 #3,4 비고

터빈기기 냉각수펌프 (Turbidne Plant Closed Cooling Water Pump)

형식 -
Horizontal

Split Casing

Double
Entry Split

Casing

Double
Volute
Double
Suction

Horizontal
Centrifugal

Horizontal
Centrifugal

Centrifugal
Single
Stage

Double

Suction
Horizontal

대수 대 3 x 50% 3 x 50% 4 x 33.3% 2 x 100% 2 x 100% 3 x 50% 2 x 100%

유량 m3/hr 1135 1309 5175.6 2316 3337 1400 73.3 x 60

설계온도 ℃ 93 93 37.8 - - 38 44

설계압력 kg/cm2 11.5 11.5 8.62 - - - 8.08

수두 m 30.5 30.5 47.85 64 64 30 29.3

모터출력 kW 130 150 840 600 750 175 501.9

회전수 rpm 1780 1772 900 1180 1180 1800 1176

효율 % - 84 89 81 88 91.2 85

재질

표 3-2. 터빈기기 냉각수계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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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케이싱 - Cast iron Cast iron Cast iron
A536 Gr60

-40 -18
Cast iron

ASTM
A448 Cl40

ㅡ축 -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ASTM

A108 -1045

ㅡ임펠러 - Bronze S/S Bronze Bronze Cast iron
ASTM

A748 CF8

제작자
Weir

Pumps Ltd.
APE-ALLE

N Ltd.

Ingersoll

-Rand

Goulds
Pumps

Goulds
Pump Inc.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터빈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Turbine Plant Closed Cooling Water Hx.)

형식 - Plate type
Para Flow

Plate

Shell and
Straight

Tube

Shell and
Straight

Tube

Shell and
Straight

Tube

Tubular
Single Pass

Shell/Tube
Type

대수 대 4 x 100% 3 x 50% 4 x 33.3% 2 x 100% 2 x 100% 2 x 100% 3 x 50%

열교환 부하 kcal/h 1.33E+07 - 4.52E+07 2.45E+07 2.80E+07 1.42E+07 9.80E+06

열교환 면적 m2 - 249.81 2708 3435.6 6014.4 900 2280

제작자 - Alfa Laval APV Co.
Foster

Wheeler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한국중공업

Tube/Shell

ㅡ유체 - 해수/순수 해수/순수 해수/순수 해수/순수 해수/순수 해수/순수 해수/순수

ㅡ유량 m3/hr 2385/1135 680/1000 6240/4750 2789/2313 4530/3330 3300/2800 5420/3229

ㅡ설계압력 kg/cm2 10/10 11.5/11.5 6.3/11.5 10.5/10.5 11.5/11.5 11.2/11.2 10.5/6

ㅡ설계온도 ℃ 93/93 93/93 65.6/65.6 65.6/121.1 65.5/121.1 ㅡ/ㅡ 65.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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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입구온도 ℃ 27.7/40.5 22/40.6 24.4/47.5 28/43.6 32/43.4 25.5/40 32/42

ㅡ출구온도 ℃ 32.7/33.3 32.8/33.7 34.4/34.4 37.5/33 38.2/35 30/35 36.5/35

재질

ㅡTube - Al-Brass Titanium Titanium SB-111-706
90-10
Cu-Ni

Al-Brass SR-50A

ㅡShell -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SA-285-C
탄소강 탄소강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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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종류 및 운전범위

방식제 종류 방식 재질 조절범위(ppm) pH 조절 범위 비 고

CrO4
Fe, Cu, Zn,

Al, Sol
150～300 8.5～10.5

NO2 Fe 500～1,000 8.5～10.5

N2H4 Fe, Cu 5～50
8.5～9.5(Cu 존재시)

8.5～10.5(Cu 부재시)

Pure Water Fe, Cu N/A 중성

MoO4 Fe, Al 200～1,000 8.5～10.5

NO2/MoO4 Fe, Al 가변 8.5～10.5

Carbohydrazide Fe, Cu 5～50
8.5～9.5(Cu 존재시)

8.5～10.5(Cu 부재시)

TTA/BZT Cu 5～30 8.5～10.5

MBT Cu, Sol 5～30 8.5～10.5

Silicate Fe, Cu, Al
Background의
20～50 이상

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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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발전소별 폐순환냉각계통 수화학 사양

고리 #1,2

기기냉각수 수화학
운전사양

parameter limit

pH at 25℃ 7.8

Turbidity (ppm as SiO2) 3.8

Specific Conductivity (μs/cm) 620

Calcium (ppm as CaCO3) 71.59

Magnesium (ppm as CaCO3) 36.46

Sodium (ppm as CaCO3) 76.22

Potassium (ppm as CaCO3) 11.84

Ammonium (ppm as CaCO3) 1.04

Iron (ppm as CaCO3) 0.36

Total Cations (ppm as CaCO3) 197.51

Chloride (ppm as CaCO3) 83.28

Sulfate (ppm as CaCO3) 35.95

Bicarbonate Alkalinity (ppm as CaCO3) 78.28

Total Anions (ppm as CaCO3) 197.51

Dissolved Silica (ppm as CaCO3) 3.2

Total Organic Carbon (ppm as CaCO3) 0.91

Total Dissolved Solids (ppm as CaCO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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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4, 영광 #1,2

기기냉각수 수화학
운전사양

parameter limit

pH at 25℃ 8.5～9.5

Total dissolved solide no limit

Chloride (max), ppm 0.15

Fluoride (max), ppm 0.15

Hydrazine (max), ppm 5～25

울진 #1,2

기기냉각수 수화학
운전사양

parameter limit

pH at 25C 6.8～7.2

Specific Conductivity (μohm/cm) < 0.1

Sodium (ppm) < 0.01

Silica (ppm) < 0.02

Chlorides and Fluorides (total) (ppm) < 0.012

Potassium (ppm) < 0.01

Aluminium (ppm) < 0.015

Calcium (ppm) < 0.002

Magnesium (ppm) < 0.002

Dissolved oxygen (ppm) < 0.1

Carbon dioxide (ppm) < 0.02

Suspended Solids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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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3,4, 울진 # 3,4, 신고리 #1,2, 신월성 #1,2 (OPR 1000)

기기냉각수 수화학
운전사양

parameter limit

pH 9.0～10.0

Chloride (max), ppm ≤1.0

Corrosion inhibitor

Sodium nitrite/borate, ppm

(for ferrous system)
700～1,000 NO2

Benzotriazole or Tolytriazole, ppm

(for ferrous/copper system only)
～20

Activity < Dete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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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폐순환냉각계통 화학제 특성

국내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효과를 높이고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의 부담을 줄여 폐기물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용되고 있는 방식제의 종류

와 화학적 특성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화학제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학제의 선정기준과 방식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원전

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가동되고 있는 플랜트의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은 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기기와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연계계통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적부

하성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설계. 운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폐순환냉각계통의

계통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식제를 조사하였으며, 방식제별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는 양극 반응이나 음극

반응을 지연시켜 부식을 줄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 인자

에 의해 방식효과가 달라진다.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는 용존

산소를 제거하고 부동태막을 형성하여 보호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식을 방

지한다.

1. 양극억제제(Anodic Inhibitor)

양극억제제의 종류에는 인산염 (ortho-phosphate), 규산염 (silica), 아질산염

(nitrite), 크롬산염(chromate)과 같은 무기화합물의 억제제와 benzoate 등이 있다.

비산화성 억제제는 단지 용존산소와의 결합에 의하여 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극억제제가 매우 효과적이고 범용으로 사용되지만 사용되는

양극억제제는 사용량이 매우 적어지거나 점점 줄어서 양극으로 작용하는 금속표면

을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게 되면 적은면적의 양극과 넓은 면적의 음극과의 위험한

조합이 되므로 공식(pitting)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양극억제제에는 인

산염 (NaHPO ), 아질산염 (NaNO ) 등이 있다.

2. 음극억제제(Cathodic Inhibitor)

음극억제제는 음극표면으로 이동하여 음극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침착하여 표면을 완전차단 고립시키는 양이온을 발생하는 방식제이다. 대표적 음극

억제제로는 폴리인산염이 있다. 폴리인산염의 특징은 콜로이드상 양이온을 형성하

며, 특히 칼슘이 존재할 경우에는 NaCaP O  
n 와 같은 이온을 만든다. 이들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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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은 부식전지중의 음극 쪽으로 이동해 가서 방전하여 상당히 두꺼운 피막을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복합나트륨, 칼슘, 폴리메타 인산염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폴리

인산염은 칼슘과 착화합물(complex)을 형성하기 때문에 열교환기 표면에 두꺼운 탄

산염의 부착을 막기 위해서 경수에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3. 2중작용의 유기억제제 (흡착성 억제제)

유기물 부식억제제는 대부분 질소나 황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포

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모두 전금속 표면에 흡착되므로 통상 이중으로 작용한

다. 즉 이들은 양극과 음극 반응을 동시에 지체 또는 지연시킨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유기 아질산염 및 아민과 같이 질소를 포함하는 화합물

- 환형화합물이나 HS 혹은 S   의 형태로 유황을 포함하는 화합물

- Thio carbamide와 같이 유황과 질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지방족 아민의 부식역제제의 부식억제력은 다음과 같다.

     

원전 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는 냉각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냉각

시스템에 따른 방식제 선정기준은 아래 표 3-5와 같다. 대체적으로 폐순환냉각계통

의 경우 열거된 대부분의 방식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용

되는 방식제의 pH 운전범위, 물리 화학적 특성과 같은 적용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였

다. (표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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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제 적용성 장단점

Caustic - pH 9.0-10.0
- 농축되지 않는 장소 사용

caustic SCC 원인이 됨

Morpholine
- pH 9.0-10.0

- 소량의 morpholine 사용

- 연속적으로 주입

- 계속적인 monitoring 필요함

Hydrazine

- pH 9.0-10.0 소량의 첨가제와

함께 사용

- 마그네타이트 보호막을 유지

- 연속적인 주입과 monitoring

Sulfite/caustic

- pH 9.0-10.0

- 20～60 ppm Na2SO3로 산소

제거

- 부동태막을 형성 안함

- 계속적인 주입이 요구됨

- 부식 침전물이 쌓임

- 용해된 고체 침적물 증가

Nitrite

- pH 7.5-9.0

- 600～1,200 ppm NaNO2

- 금속표면에 부동태피막 형성을

향상시킴

- 개방 순환식에서는 사용안함

- 유기물에 의해 산화됨. 따라서

농도감소 및 생물학적임 파울링

현상발생.

- Steel/copper: 1,000～1,500

요구됨

표 3-6 방식제별 적용시 고려사항 [1, 2]

Inhibitor Closed system
Open recirculating

system

Once through

system

Chromate ○

Nitrite ○

Borate ○

Silicate ○ ○ ○

Phosphate ○ ○ ○

Molybdate ○

Hydrazine ○ ○

표 3-5. 냉각시스템 형태별 방식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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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te

-pH 7.5-9.0 (50-60 ppm silicate)

-금속표면의 부동태화를

증가시킴.

-borax/nitrite 처리 보다 효과적음.

-Silicate 고분자화가 심화됨

-과량 주입 시 계통에 쌓임

-Mg 과 반응한다.

Molybdate -Iron anode에서 부동태막 생성

-1-2.5 ppm 용존 산소 하에서

부동태피막을 형성함

-유입량이 많아야 효과적이다.

Phosphate
-개방형 냉각수 계통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산소가 포화되어야 함.

-경수에서는 산화물과 슬러지

발생함.

-폐순환 계통에서는 추천 화학종이

아님.

Chromate

-폐순환 계통에서는 매우

효과적임.

-500 ppm 농도에 노출된 후

175-225 ppm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제.

-농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식이

가속됨.

Hydrazine -Fe, 혼합금속

-Fe, Cu 산화물과 부동태막 생성

-암모니아로 분해되어 구리부식

-독성 때문에 환경에 영향

Nalco-39

-Boron, Nitrite 가 주성분

-pH(1% 용액): 9.3

-색깔: Blue green

-냄새: 없음

Kurilex

-붕산, 아질산제

-pH(1% w/v 용액): 9.0

-색깔: 백색, 미황색 분말

-구리 방식률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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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발전소별 냉각수계통 방식법 비교분석

폐순환냉각계통의 구성 재료 및 기기의 부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금속물

성에 대한 지식과 가동조건에서 금속의 부식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성 부식억제

제를 적용할 때 성능의 한계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폐순환냉각계

통 기기 및 배관에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제를 사용하는 방식법과 무화학

제를 이용한 방식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1. 부식방지용 화학제를 이용한 방식법

현재 존재하는 폐순환냉각시스템에는 매우 다른 지침서들이 존재한다. 폐순환냉각

계통의 냉각수는 부식과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적 처리를 거친 신선한

물 또는 산소제거제가 첨가된 고순도 탈염수가 사용된다. 기기냉각수의 경우 현재

해외에서 가동되는 발전소중 143 개의 발전소에서 고순도 탈염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사적으로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chromate-based 억제제를 첨가하여 탄소강의

부식을 제어하였다. 부식억제제로써 크롬산염은 미생물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으로 첨가되어 왔다. 환경적 논란으로 1980년대 중반에 크롬산염 억제제의 사

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많은 발전소에서 크롬산염을 다른 부식억제제로 대체하였다.

소수의 발전소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크롬산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온교환을

통해 이를 정화시키고 있다. 다른 억제제들(nitrites, molybdates, silicates, etc.)은

일반 부식에 비슷한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될 수 있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생물의 성장 및 슬라임(slime) 형성을 제

어하기 위해서 살균제가 첨가된다.

폐순환냉각계통 수화학에 대한 EPRI 지침서[1, 2]에는 계통 수화학조건 및 방식

제별 허용농도범위와 운전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EPRI 지침서에는 폐순환냉각계통

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제의 종류와 각 방식제별 물리화학적 특성이 정리되어 있으

며, 운전시 수질에 대한 불순물의 권고 제한치가 제시되어 있다.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제와 방식제의 농

도 범위 및 pH 제어 범위를 정리한 결과, 사용되는 방식제는 계통재질과 운전조건

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철은 주로 사용하는 계통에는 크롬산, 아질산

염, 몰리브덴 및 하이드라진을 사용하고 구리를 포함하는 계통에는 구리화합물의

방식제로 아졸계통의 방식제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결과, 국내외 가동원전에서 적용

하고 있는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는 발전소 공급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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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리 1, 2, 3, 4호기 및 영광 1, 2호기는 하이드라진을 사용하고, ABB-CE가 공

급한 플랜트(영광3, 4, 5, 6, 울진 1, 2호기)는 주로 아질산나트륨을 방식제로 사용하

고 있다(표 3-7). 또한 해외 원전에서도 발전소별로 매우 다른 방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B-CE가 공급한 플랜트인 Palo verde를 비롯하여

Quad Cities, San Onofre, Byron, Diablo Canyon, Milestone에서는 아질산 방식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Calvert Cliffs, 일본의 Kasai 원전(4 units), 독일의 일부 원전(17

개 발전소)에서 하이드라진을 방식제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발전소명

방식제

1차측 기기냉각수 2차측 기기냉각수

고리 1 호기

하이드라진

하이드라진

고리 2 호기 아질산 방식제 (분말)

고리 3, 4 호기

영광 1, 2 호기

NalCo-39L (액체)

(아질산 방식제)

울진 1, 2 호기 삼인산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분말)

영광 3, 4, 5, 6 호기

울진 3, 4 호기
아질산 방식제 아질산 방식제 (액체)

울진 5, 6 호기 아질산 방식제 아질산 방식제 (분말)

표 3-7 국내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사용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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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해외원전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 사용현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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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폐순환냉각계통 응력부식 분석

1. 서론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5-13], 탄소강의 SCC에 대해 일반 부식관련 문헌에서도 다

루어지고 있다[14-23]. 그러나 재료와 응력의 영향 외에 실패분석 및 근본 원인 분

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탄소강의 저온 SCC에 대한 부식억제제의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탄소강 용접재의 응력부식은 산업계의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탈기기[24, 25],

습증기(wet steam) 및 과열증기 배관, blowdown flash tanks, boiler drum[26], 증

기발생기 shells측 30% 이상에서 SCC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폐순환냉각계통의 균

열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10].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

인자와 수화학, 비용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대부분의 발전소 설계에서 관과 열교환

기 관판, channels, channel heads 재료는 탄소강 또는 스테인레스 강이 사용된다.

열교환기 튜브 재료는 보통 구리합금(admiralty brass or copper-nickel) 또는 스테

인레스 강이다.

폐순환냉각계통의 냉각수는 부식과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적 처리를

거친 신선한 물 또는 산소제거제가 첨가된 고순도 탈염수가 사용된다. 조사된 143

개의 발전소에서는 고순도 탈염수가 사용되었다. 과거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크롬

첨가 억제제를 적용하여 탄소강의 부식을 제어하였다. 부식억제제로서 크롬산염은

미생물 제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첨가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적 논

란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크롬산염 억제제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많

은 발전소에서 크롬산염을 다른 부식억제제로 대체하였다. 소수의 발전소에서는 아

직까지 큰 문제없이 크롬산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온교환을 통해 이를 정화시키고

있다. 다른 억제제들(nitrites, molybdates, silicates, etc.)은 일반 부식에 비슷한 억

제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될 수 있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

하지 못하고 있다. 미생물에 의한 부식과 슬라임(slime)의 형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살균제가 첨가된다.

응력부식균열은 부식 현상과 인장응력의 결합에 의해 금속에 발생하는 균열로 정

의된다[17]. 취약 금속이 특정 부식 환경에서 인장 응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게 되는

SCC는 천천히 성장하는 균열로 형성 된다. 모든 합금은 적어도 하나의 환경에서

SCC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환경에서 SCC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

의 합금에서 SCC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다른 합금도 SCC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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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금속 표면의 특정부위에서 인장응력(잔류 또는 인가응력)이 양극반응을 촉진

시키면 SCC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써, 응력이 가해지면 금속표면에 slip band가

발생하여 보호 산화막을 파괴하여 금속이 노출되게 된다. 이 영역에서 금속용해와

막재생 그리고 막파괴가 반복되면서 응력부식균열이 천천히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응력유발 공식이라 하며 SCC의 초기 발생기구가 된다[23].

본보고서는 폐순환냉각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부식 현안중의 하나인 이러한 응력

부식균열에 대한 원전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하였

다.

2. 폐순환냉각계통 응력부식균열 발생 사례분석

탄소용접강의 응력부식은 탈기기의 30%, 저온 증기배관, 여러 가지 압력용기,

boiler drums, 증기발생기 쉘측, 기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일반

적인 문제이다[16].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아민 용액과 순수 또는 습

증기 등 다양한 분위기에서 발생한다. 탄소 용접강은 또한 고주기와 저주기 부식피

로에 취약하다. 순수와 NaOH 용액에서 온도와 항복강도가 증가하면 SCC 균열 발

생시간은 짧아지고 성장률은 증가한다. 저탄소강의 경우 탄소 성분이 SCC에 큰 영

향을 미친다. 탄소 성분이 0.001%보다 낮거나 0.18% 높으면 SCC 발생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4]. 균열 발생 문턱응력(threshold stress)은 탄소가 약

0.05%일 때 낮지만 탄소 농도가 약 0.10% 이상에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탄소가 제

거된 철강 표면은 질산염 용액에서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의 영향은

균열 발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탄소가 제거된 표면층에서 시작된 응력부식균열

은 높은 농도로 탄소를 함유한 금속 내부에서도 성장이 계속된다. 노치를 갖는 시

편으로 실험한 결과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탄소를 많이 함유한 철강에서도 균열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5].

표 3-9에는 SCC가 일어났던 폐순환냉각계통의 특징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표

에 열거된 자료들을 통해 전체 원자력발전소들의 수처리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누수가 일어난 발전소의 평균적인 최대 온도는 66℃로 누수가 없었

던 발전소의 평균온도 50℃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지 세 개의 발전소에서 탄소

강 용접부위의 응력풀림처리가 보고되고 있는 반면에 14개의 발전소에서는 backing

ring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발전소는 보충수로 탈염수를 사

용한다. 표 3-10은 누수위치와 용접과의 관계를 요약한 자료이며, 표 3-11은 균열

시작과 성장의 특징을 금속학적 분석 자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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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세 가지 환경조건에서 몇몇 발전소에서 탄소강의 응력부식균열 사례

를 정리한 자료이다. 균열성장속도는 손상된 구조재의 두께를 누수가 일어날 때까

지의 평균 가동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는데 균열이 관통되는 데는 4년에서 19

년 정도 걸린 것을 알 수 있다. Sequoyah의 경우 관을 교체한지 단지 3년 만에 균

열이 시작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균 균열 성장속도는 균열 시작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약 ×
mm/hr부터 약 ×

mm/hr 범위이다. 도표는 SCC가

일어난 발전소에서 부식성 환경 또는 용접과 열영향 부위가 균열에 강한 영향을 주

었음을 보여준다. 균열성장 속도의 차이는 수처리 방법과 용접크기 또는 용접 형상

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3-2에서 측정된 응력부식균열성장률들은

SCC를 지니고 있는 발전소가 SCC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균열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에서 균열진전 성장률은 보일러 급수와 같이 용존

산소가 낮은 순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41 -

표 3-9.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발전소의 폐순환냉각계통 특성값

표 3-10.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발전소의 누수위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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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Features of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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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카본스틸의 응력부식균열 발생조건(전기전위-pH). [15]

그림 3-2. 응력균열 진전속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측정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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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력부식균열 근본원인 분석

균열은 금속 결정 입내로 가로지르거나 입계를 따라 전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SCC는 입내응력부식균열과 입계응력부식균열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균열들은

결정립 경계면을 따라 전파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결정 경계면에서 또는 그 근

처의 화학적 조성의 차이 때문이다. 균열이 입계 또는 입내에 상관없이 인가 또는

잔류응력에 대략 수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경향을 가진다. 미시적 규모로 보면 그

경로는 국부적인 미세구조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된다. 균열은 갈라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으나 갈라진 SCC가 더 일반적이다. 탄소강과 탄소 용접재는 많은 환경

에서 SCC에 취약하다[15, 19-23]. 부식전위와 pH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 3-1의

빗금친 부분이 SCC가 발생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폐순환냉각

계통에 존재할 수 있다.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과 같은 높은 인장응력에서는 순수와

낮은 산소 농도를 갖는 물에서도 SCC가 발생할 수 있다. SCC는 항복강도의 약 0.5

배 보다 높은 경우 SCC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응력에 따른 국부적인 소

성변형으로 인한 보호 산화막의 파괴와 재부동태가 반복되면서 공식이 발생하여 균

열이 시작될 수 있다[23]. 특정한 환경과 온도에서 항복강도가 비슷한 탄소강에 대

해 일정범위의 응력집중계수에서 응력부식균열 성장률은 일정하다. 균열성장률은

온도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log R(mm/hr) = A + B/T (oK)

NRC에 따르면 저항복강도 탄소강은 상수 값이 A=1.447, B=-2.115이다. 균열성장

률은 심하지 않는 부식환경에서 세 배 정도 높고 NaOH 농축과 같은 심한 환경에

서 수 배 정도 높게 된다.

SCC에 취약하게 되는 온도의 농도 제한치들은 현장경험에 근거해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3-3은 소량의 NaOH 농도일 때에도 80～100℃ 온도영역에서 탄소 용접

재를 용접 후 열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폐순환냉각계통에서 탄소강 배

관 용접과 기지금속의 SCC 근본 원인은 재료의 취약성과 용접에 의한 높은 잔류응

력 또는 시스템 응력, 그리고 저온 수화학의 복합작용이다. SCC는 세 가지 주요 인

자인 재료-응력-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었다(그림 3-4). 계통의 누

수(leaks)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금속과 용접재료는 모두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발전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관과 피팅 재료로 A105, A106 Gr.A, Gr.B, A516-70,

A53, SC1140, St35 and St37 탄소강들이 사용되었다. 용접재는 ER70S-2와 E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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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용접부위는 응력이 경감되어 있지 않다. 보일러 급수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러한 강들의 용접부위 SCC에 대한 경험들은 많이 있

다.

SCC를 경험한 폐순환냉각계통의 용접부위는 전혀 응력이 해소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누수를 경험하지 않은 3 units(2%)만 용접 응력을 해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접 잔류응력이 여러 장치에서 측정되어 왔고, 응력을 저감하지 않으면 잔류응력

이 재료의 항복강도만큼 높아질 수 있다. 소켓용접과 같이 구조물 형상에 따라 응

력이 집중되는 곳이 생기고 소성변형으로까지 응력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음매와

핏팅의 어긋남에 의해서도 응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응력에서 균열

생성 기구는 응력에 의해 유발되는 공식(pitting)과 유사하다[22]. 높은 인장응력과

변형의 존재는 metallographic 관찰을 통해 보이는 균열 열림으로 알 수 있다.

소켓용접은 두 파이프 구조물을 연결하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기본 구조

에서 연결된 두 구조물이 어긋나기 쉽고 이는 국지적으로 매우 큰 굽힘 응력을 유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어긋남은 용접형태와 결합하여 특히 용접 아래쪽에 국지적인

응력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재료와 응력은 SCC의 전제조건이지만 누수 유무에 상

관없이 발전소간의 연관성은 없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탄소강의 SCC는 탄소성분

이 낮아질수록 증가한다[15, 18]. 이는 탄소농도가 0.05%보다 낮은 폐순환냉각계통

용접부위의 경우도 같을 수 있다. 통상 기지금속 탄소농도는 0.2%이다. 이러한 탄소

영향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저농도 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

는 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부식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인들, 냉각수의 화학적 성분, 농축기구, 온도, 유속특

성, 가동 중과 휴식기간 동안의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발전소 현장 조사

결과와 폐순환냉각계통의 설계와 가동에 대한 고찰 후에 발견된 SCC 관련 주요인

자는 부식억제제, 시스템의 공기 유통과 밀폐, biofouling 유무, 온도 등이다. Nitrite

+ benzotriazole(BTA)과 공기포화 아질산용액, 공기포화 몰리브데이트+Tolyltriazol

(TTA) 용액을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SCC 발생과 연관성이 높다. 문제가 있는 발전

소의 84%에서 biofouling이 보고되고 있다. 모든 문제 발전소들은 열교환기 관을 구

리합금을 쓰고 있으며, 조사된 파이프 스케일에서 구리가 25%까지 발견되고 있다.

구리의 존재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없으나, 구리산화물이 SCC 발생환경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발전소는 보충수로 탈염수를 사용한다.

탄소와 저합금강의 SCC 생성과 성장은 가동온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균열성

장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환경에

서 가동 온도에 따른 탄소강의 균열성장 속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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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에 의한 누수가 있거나 없는 발전소의 가동온도를 비교해 보면 균열이 발생한

발전소는 54℃ 이상에서 가동된다. 이러한 발전소들의 평균 가동온도는 66℃이며

이는 누수가 없는 발전소의 평균 가동온도인 50℃와 비교된다. SCC를 경험하지 않

은 두 발전소는 높은 온도에서 가동하고 있었지만 용존산소가 낮은 냉각수를 사용

하였다.

Nitrite 또는 molybdate 부식억제제를 산소포화 수용액에서 사용하고 있는 14개의

발전소에서 SCC 관통 균열과 누수가 확인되었는데 14개 중 12개 발전소에서는

TTA 또는 BTA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SCC를 경험한 발전소 중 11

개는 biofouling으로 인한 문제도 보고되었다. Chromate와 탈염수 또는 인산염을 사

용하는 시스템은 SCC로 인한 누수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탈기된 아질산방식제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도 SCC(leaks)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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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NaOH 분위기에서 탄소강의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온도와 농도 영향. [21]

그림 3-4. 폐순환냉각계통의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인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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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순환냉각계통 응력손상 완화방안

배관과 열교환기 쉘측 재료들(탄소강)에 대한 고찰에 근거하여 폐순환냉각계통에

서 SCC 발생을 줄이는 공학적 권고사항으로 응력저감, 용접부위 형상개선과 대체

수처리 방법을 수립하기 위한 SCC 관련 환경조건(수질, 온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배관과 열교환기 쉘측 재료를 전환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다. 그

러나 용접금속의 탄소를 높이고 항복강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높

은 탄소함유 재료가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의 용접재료를 바꾸는

것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열응력 해소는 SCC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진전시간을

늦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응력해소에 있어서 온도는 시간보다 더 중

요한 요소이다.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응력해소 온도가 595℃ 보다 낮으면 SCC를

방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발전소 운전경험 자료와 탄소강의 SCC에 대한 제한적인 실험결과들에 근거하여

폐순환냉각계통의 구조물에 대한 SCC 완화 방안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앞에서 언급되었던 수처리 방법들의 화학적 영향과 SCC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부식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화학

종들의 효과에 대해 명확한 공학적 권고사항을 만들 수 있다.

• 냉각수 처리 화학약품들을 비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

향과 효과를 관찰하고 SCC가 발생한 적이 없는 수처리 방법들(크롬산염, 인산염 또

는 탈기된 순수 등)을 교대로 적용한다.

• 질산염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특히 미생물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어한다.

• CCW의 최대 운전 온도를 54℃ 이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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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폐순환냉각계통에서 SCC는 용접부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SCC가 발생하였던

발전소와 그렇지 않았던 원전에서의 기본재와 용접재는 비슷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배관과 피팅 재료로 A105, A106 Gr. A, Gr. B,

A516-70, A53, SC1140, St35 및 St37 탄소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폐순환냉각계통과 접촉하는 관련계통의 용접부위에 사용된 용접재는

ER70S-2와 E7018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일러 급수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금속들의 용접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대

부분의 SCC 균열들은 입계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의 SCC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용접부위의 잔류응력과 틈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문헌을 통해 발표된 자료의 검토 결과, 탄소강 재료의 탄소농도가

낮을 때 응력부식균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원전의 경우에도 SCC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순환냉각계통에 적용되

는 수처리 방법들과 SCC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용접부위에 대한 응력

해소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SCC는 냉각계통의 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도가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온도를 낮추거나 적절한 수처리 방

법을 적용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방식제로

molybdate를 사용하는 경우 고온(>54℃)에서 방식효과가 떨어지므로 SCC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폐순환냉각계통내의 용존산소가 높으면 SCC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냉각수 저장과 주입탱크에 질소를 가압하여 용존산소 농도가 100 ppb 이

하로 유지되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미생물과 먼지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냉각수 처리를 위한 화학첨가제에 함유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방식제 농도에 따른 SCC 발생 억제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함께 화학적 폐기

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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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원전 냉각수 계통분석

제 1 절 냉각수계통 수질분석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사용되는 방식제들은 부식을 최소화, 미생물 성장조절, 현탁

물들의 침적방지, 그리고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들 방식제와 관련약품의 효과를 파악하기위해 냉각수 수질, 스케일 및 슬러지의 화

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1. 수질의 화학 성분분석

가. 시료채취 및 처리과정

수질분석을 위해 영광발전소 1호기와 6호기의 기기냉각수 시료를 채취하였다

(2009년 3회, 2010년 2회). 용액속의 pH, 금속, 금속이온, 음이온, 유기물, 총 용존

고형물, 탁도 등을 분석하였다. 시료 속에 분산된 고형물들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7 ℓ의 시료를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수집하였다. 영광 1호기의

경우에는 슬러지의 양이 매우 적었으나 6호기 시료에서는 슬러지가 필터 종이에 두

껍게 쌓였다. 슬러지가 쌓인 필터 종이를 일부 자른 후 골드 코팅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분석기기

(1)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CP-AES)와 원자흡수분광광도계 (AA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ICP-AES)와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는 용액속의 금속성분이나 금속의 총 함량을 분석하

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영광발전소 기기냉각수 시료를 사용하여 B, Ca, Cu,

Fe, Mg, Ni, Si, Ti, Na, K 성분들을 분석하였다.

(2) 이온크로마토그래프 (IC)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IC)는 nitrite(NO2
-), chloride(Cl-),

fluoride(F
-
) 그리고 sulfate(SO4

2-
)와 같은 음이온이나 sodium(Na

+
), calcium(Ca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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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agnesium(Mg2+)과 같은 양이온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발전소 기기냉각

수 시료를 사용하여 양이온은 ICP-AES나 AAS를 사용하였고 F-, Cl-, NO3
-, NO2

-,

SO4
2-와 같은 음이온은 IC로 분석하였다.

(3) UV/VIS 분광광도계

Ultraviolet visible spectrophotometer(UV/VIS)는 원자상태가 아닌 분자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며 hydrazine (N2H4), silica (Si), boric acid (H3BO3), molibdate

(MoO4
2-), chromate (CrO4

2-), nitrite (NO2) 그리고 nitrate (NO3
-)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 기기를 사용하여 기기냉각수의 N2H4 과 NH4
+를 분석하였다.

(4) 기타 분석기기

pH meter(ORION 3 Star, USA)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용액의 탁도는 탁

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는 T℃ analyzer를 사

용하였다. 슬러지는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를 사용하여 고체

상태의 결정성분을 분석하였다. 고체의 형상이나 성분을 분석하기위해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EDS)을 사용하였다.

다. 분석결과

영광발전소는 냉각재 방식제로 1, 2호기는 하이드라진(N2H4)을 사용하고 3, 4, 5,

6호기는 아질산나트륨(NaNO2)을 사용하고 있다. 방식제 성분에 따른 기기냉각수 수

질을 비교하기 위해 1호기와 6호기의 기기냉각수 수질을 분석하였다.

1호기 시료는 눈으로 관찰하였을 때 용액이 투명하게 보였으나 6호기 시료는 엷

은 노란색을 띄고 있었다. 표 4-1과 표 4-2에 영광 1호기와 영광 6호기의 냉각수

수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된 화학성분들의 농도가 Nitrite를 방식제로 사용

하는 영광 6호기 시료에서 높게 나왔다. 하이드라진은 1호기 발전소현장에서 7월, 9

월, 12월 그리고 2월에 측정한 값들이 각각 22, 19, 20 그리고 21 ppm이었으나 시료

를 채취한 후 연구소에서 측정한 값들은 2 ppm 미만이었다. 그 이유는 하이드라진

이 공기 중에 휘발되어 없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4-1에 1호기와 6호기 냉

각수 pH를 측정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pH는 1호기 시료를 발전소 현장에서 측정

한 값과 시료를 채취해 연구소에서 분석한 값이 약간 차이가 났다. 시료를 채취하

는 과정에서 산소가 유입되어 pH가 낮아지는 경우와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호기 냉각수 pH가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 1호기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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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았다. 그림 4-2와 4-3에 1호기와 6호기 수질 분석결과 (NO2
-, NO3

-, SO4
2-,

NH4
+, N2H4, TOC, 탁도, TDS, SS)를 나타내었다. 1호기 (그림 4-2)의 암모니아 농

도가 6호기 (그림 4-3) 보다 매우 높다. 1호기에서는 하이드라진을 냉각재 방식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이드라진이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6호기

시료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을 냉각재 방식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Na)과 아질산

(NO2
-) 이온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 (표 4-2). 6호기 현장에서 2009년 5월중에 측정

한 아질산이온 농도는 CCW-A에서 750 ppm 정도이나 시료 채취 후 연구소에서

측정한 값은 200 ppm 정도 낮았다. 표 4-2를 보면 아질산이온이 산화된 질산 이온

(NO3
-)의 농도가 5.83 ppm으로 분석되었는데, 시료채취 과정이나 분석과정에서 일

부 아질산이온이 산화된 것으로 보인다. 6호기 시료에서 측정된 황산이온(SO4
2-)의

농도가 1호기 것 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부식의 원인 물질인 황산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6호기 시료에서 유기물과 탁도의 농도가 1호기 시

료보다 높았으며 총용존 고형물 (TDS) 농도는 700 ppm 이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

서 부식생성물인 철의 농도도 6호기 시료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그림 4-2, 3).

1, 6호기 슬러지 시료는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냉각수를 거른 후 건조시켜 사

용하였다. 슬러지 성분의 결정구조를 X-선 회절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6호기 시료에

서는 FeO(OH) 구조가 관찰되었으나 1호기는 시료의 양이 적어서 분석하지 못하였

다. 1호기 시료의 슬러지 형태를 SEM/EDS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정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다 (그림 4-4). 슬러지의 양이 적어서 결정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

를 보인다. 표 4-1과 4-2에서 농도가 높게 나온 Fe, Cu, Ti, Cr, Si, 그리고 O 성분

들을 주로 분석하여 표 4-3에 나타내었다. S1 결정은 Fe 산화물로 보인다. 결정 형

태가 아닌 S2와 S3 위치에서도 Fe의 Atomic %가 높았으며 결정 형태인 S4와 S5

위치에서는 Fe 함량뿐 만아니라 Cr 함량도 높으므로 Fe, Cr, Cu 산화물로 보인다.

Cu는 전 위치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Ti의 함량은 전 위치에서 낮게 관찰되

었다. 그림 4-5에 Fe, Cu, O, Na 원소들에 대한 mapping 결과를 보이고 있다. Fe,

Cu, O 원소들은 전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Na 원소는 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림 4-6은 6호기 슬러지 시료의 SEM 분석결과이다. 슬러지가 두껍게 쌓여 건조하

면서 중간부분에 금이 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위치에서 EDS 분석결과를 표

4-4에 나타내었다. Fe 함량은 금이 가서 내부가 드러난 위치인 S4와 S6에서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철 산화물이 아니라 금속 철성분인 것 같다. 내부

구조물이 부식되어 떨어져 나온 미세한 부식생성물들이 기기냉각수에 분산되어 있

다가 필터에 걸려서 분석된 것이다. 0.45 μm 필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기는 그

이상이라 생각된다. Ti의 함량은 1호기 보다 높으며 Cr 함량은 1호기 보다 낮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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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6호기의 경우에는 금속 산화물과 금속 부식생성물이 동시에 관찰 된 것

같다. 그림 4-7에 Fe, Cu, O, Na 원소들에 대한 mapping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6

호기에서 Cu 분포가 1호기 보다 적게 나타나 보이나 이것은 6호기 슬러지가 두껍

게 쌓이면서 Cu 원소가 아래 부분에 위치한 것 같다. 왜냐하면 S4와 S6 위치에서

는 Cu 함량이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6호기에는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방식제로 사

용하기 때문에 Na 원소는 고르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1호기와 6호기 냉각수와 슬러지를 분석한 결과 6호기 냉각수 시료에서 많은 원소

들의 농도가 높았다. 그리고 화학분석 원소에 포함되지 않았던 Cr 성분이 1, 6호기

시료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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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영광 1호기 폐순환냉각계통 냉각수 화학분석 결과

분석원소 2009/05/26 2009/07/21 2009/09/03 2009/12/09 2010/02/02

pH
발전소 9.35 9.4 9.45 9.2 9.2

실험실 8.82 9.18 9.07 9.19 9.41

B (ppm) 2.03 1.93 2.00 1.1 0.75

Ca (ppm) <0.01 <0.01 <0.01 <0.01 <0.01

Cu (ppm) <0.01 0.04 <0.01 <0.01 <0.01

Fe (ppm) 0.10 0.38 0.14 0.04 0.01

Mg (ppm) <0.01 <0.01 <0.01 <0.01 <0.01

Ni (ppm) <0.01 <0.01 <0.01 <0.01 <0.01

Si (ppm) <0.01 <0.01 <0.01 <0.01 <0.01

Ti (ppm) <0.01 <0.01 <0.01 <0.01 <0.01

Na (ppm) <0.05 <0.05 <0.05 <0.05 <0.05

K (ppm) <0.10 <0.10 <0.10 <0.10 <0.10

F- (ppm) <0.05 N.D <0.05 <0.05 N.D

Cl- (ppb) 3.4 4.4 5.4 6.6 7.1

NO2
- (ppm) <0.1 <0.1 <0.1 0.1 <0.10

NO3
- (ppm) 0.11 N.D <0.05 <0.05 N.D

SO4
2- (ppm) 0.10 0.11 0.09 0.10 0.08

NH4
+
(ppm) 4.6 4.6 4.1 9.7 7.5

N2H4

(ppm)

발전소 22 22 19 20 21

실험실 <0.05 <0.01 <0.01 1.86 1.56

TOC (ppm) 0.3 0.53 0.62 0.40 1.47

탁도 (NTU) <0.5 1.78 0.69 <0.5 <0.5

Total dissolved

solids (ppm)
3.33 N.D 7.62 N.D

Suspended solids

(ppm)
0.10 0.10 0.23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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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영광 6호기 폐순환냉각계통 냉각수 화학분석 결과.

분석원소 2009/05/26 2009/07/21 2009/09/03 2009/12/09 2010/02/02

pH 8.21 8.74 8.71 9.00 8.94

B (ppm) 2.85 2.94 3.26 2.1 2.0

Ca (ppm) 0.06 0.02 <0.01 <0.01 <0.01

Cu (ppm) 0.01 0.02 0.02 0.03 0.01

Fe (ppm) 0.50 0.73 0.75 0.91 0.43

Mg (ppm) <0.01 <0.01 <0.01 <0.01 <0.01

Ni (ppm) <0.01 <0.01 <0.01 <0.01 0.01

Si (ppm) 1.2 1.2 1.3 1.6 <0.01

Ti (ppm) <0.01 <0.01 <0.01 <0.01 <0.01

Na (ppm) 234 210 194 207 212

K (ppm) 0.30 0.22 0.28 0.27 0.36

F- (ppm) <0.1 <0.1 <0.1 <0.5 <0.5

Cl- (ppm) <0.5 <0.5 <0.5 <0.5 <0.5

NO2
- (ppm) 521.0 549.3 472.9 630.2 448.7

NO3
- (ppm) 5.83 5.18 6.65 6.13 6.14

SO4
2- (ppm) 1.83 1.06 0.92 1.00 1.03

NH4
+
(ppm) 1.0 0.7 0.5 1.4 0.7

TOC (ppm) 19.1 16.6 17.7 19.9 16.55

탁도 (NTU) 3.6 3.14 2.89 3.04 3.07

Total

dissolved

solids (ppm)

762 758 742 739

Suspended

solids (ppm)
0.20 0.10 0.14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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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원소
S1 S2 S3 S4 S5 S6

Fe 43.00 34.78 32.54 33.32 29.59 53.20

Cu 0.93 3.12 3.25 2.92 2.70 2.65

Ti 0.02 0.06 0.03 0.08 0.02 0.01

Cr 0.47 0.69 0.51 1.88 1.40 0.31

Si 0.19 0.14 0.30 0.53 0.56 0.40

O 55.39 61.21 63.37 61.27 65.73 43.42

위치

원소
S1 S2 S3 S4 S5 S6

Fe 43.11 43.40 50.80 76.44 32.69 78.91

Cu 1.69 1.38 1.87 2.49 1.53 3.21

Ti 0.67 0.70 0.68 0.99 0.45 1.00

Cr 0.26 0.20 0.13 0.40 0.10 0.14

Si 0.95 1.05 0.75 0.99 1.10 0.79

O 53.32 53.26 45.77 18.69 64.13 15.94

표 4-3. 영광 1호기 슬러지 시료 화학성분 분석결과 (Atomic %).

표 4-4. 영광 6호기 슬러지 시료 화학성분 분석결과 (Ato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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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영광 1, 6 호기 냉각수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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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영광 1 호기 냉각수 수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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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영광 6 호기 냉각수 수질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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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영광 1호기 냉각수 슬러지 SEM 분석

그림 4-5. 영광 1호기 냉각수 슬러지 Fe, Cu, O, Na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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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영광 6호기 냉각수 슬러지 SEM 분석.

그림 4-7. 영광 6호기 냉각수 슬러지 Fe, Cu, O, Na map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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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케일 및 슬러지 화학분석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순환되는 폐순환냉각계통의 기기냉각수 중에 존재하는 슬러

지와 계통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을 분석은 폐순환냉각계통의 운전조건에서

사용되는 방식제의 농도와 수화학 변수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기기냉각수 중에 존재하는 슬러지와

계통표면에 부착된 스케일 성분의 화학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 그림은 영광 3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의 슬러지와 스케일을 전자현미경

(SEM)과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6 호기 슬러지 시

료는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기기냉각수를 거른 것이다. 슬러지 형태를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물질들이 여러 군데 보였다 (그림 4-8). 슬러지

성분의 결정구조를 X-선 회절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FeO(OH) 구조를 보였다 (그림

4-9). 슬러지 시료는 6호기 시료 밖에 채취하지 못하여 방식제 종류에 따른 자료

비교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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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영광 6호기 슬러지 분석 사진(SEM)

44-1415 (*) - Lepidocrocite, syn - FeO(OH) - Y: 6.24 % - d x by: 1.000 - WL: 1.54056
Operations: Background 10.000,0.000 | Smooth 0.150 | Import
C:\DIFFDAT1\Filter-09a129-5s.RAW - File: Filter-09a129-5s.RAW - Type: 2Th/Th locked - Start: 10.000 ?- End: 70.000 ?- Step: 0.040 ?- Step time: 5.0 s - Temp.: 27.0 캜 - Time Started: 5 s - 2-Theta: 10.000 ?- Theta: 5.000 ?-  - Phi: 0.000 ?-  -  -  - Aux1: 0.000 - Aux2: 0.000 - Aux3: 0.000 - Display plane: 1 - Anode: Cu - WL1: 1.54056 - WL2: 1.54439 - Int. Ratio: 0.50000 - Slit Meas.= Fixed - Slit Simul.= No:  Fixed - X-Offset: 0.000 ?- Displ.: 0.000 mm - Company: Your companyYour site - Operator: XRD - Comment: X-ray Lab1X-ray Lab2 - Creation: 06/10/09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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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영광 6 호기 냉각수 슬러지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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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방식제 계통부식억제 영향평가

제 1 절 방식제 기초물성평가

본 과제의 대상발전소인 영광 5,6호기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제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 방식제들의 기초물성 및 대상 발전소의 재료들의 부

식방지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예비기초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본 시험에 요구되는 시험 고려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였다. 후보 방식

제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각 방식제별 pH, 시험온도, 농도와 같은 시

험조건 들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조건하에서 고려하여야 되는 화학적 특성을 고려

한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계통재료의 부식억제성능 평가에 요구되는 조건들

(재료의 화학적 조성, 시편크기결정, 시편제작, 반응용기 및 수조)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실험적 보완사항을 점검하였다.

1. 전면부식시험법 선정

부식특성 평가재료는 폐순환냉각계통 배관 재질로 사용되는 탄소강(SA106

Gr.B)과 폐순환냉각계통열교환기 shell side 재질인 탄소강(SA516-70)을 선정하였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의 화학적 조성은 표 5-1에 나타내었다. 시편준비는

ASTM G 1-03 "Standard Practice for Preparing, Cleaning, and Evaluating

Corrosion Test Specimens"를 참조하였으며[28], 전면부식 시험은 ASTM G 31-72

"Standard Practice for Laboratory Immersion Corrosion Testing of Metals"를 참

조하였다[29].

시편준비는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그림 5-1에 도시한 바와 같은 형태

의 시편을 가공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 #1500 emery paper를 이용하여 연마하였

고 최종적으로 1 ㎛의 alumina paste를 이용하여 polishing 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아세톤과 에탄올에서 초음파 세척/건조 한 후 0.1 mg 단위의의 전자저울을 이용하

여 초기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무게 측정이 완료된 시편은 알코올에 담가

보관하였으며, 시편홀더에 시편을 장착하기 위하여 가공된 구멍의 내부 면적까지

고려한 시료의 총 표면적은 256.28 mm2로 측정되었다.

실험 종료 후 반응용기로부터 시편을 추출하여 아세톤을 이용한 초음파 세척을

수행하였으며, 부식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1 mg 단위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실험

후 무게를 2회에 걸쳐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부식 시편을 접사 촬영하여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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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함에 따른 시편의 외면 상태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다. 대상 가동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과 동일한 수질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부식시험 조건표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2. 전면부식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수화학 조건의 변화에 따른 방식제의 방식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반응용기는 탈

기용 반응용기와 산소포화용 반응용기 두 종류를 제작하였으며, 탈기용 반응용기는

그림 5-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설계되었다. 제작된 탈기용 반응용기를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실험 용액과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기는 유리 재질로 제작되

었으며, 반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가스를 주입하

고 배기하기 위한 상부 포트가 설치되었다. 또한 최대 실험 온도가 90℃이므로, 용

액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응용기의 상부에 코크형태의 밸브를 설치하여 질소

탈기 시에만 개방하여 탈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사 형태의 테플론 뚜껑을 가공

하여 탈기용 상부와 반응용기 하부를 연결하였으며, 온도 상승에 따른 증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O-ring을 설치하여 밀봉하였다. 제작된 탈기용기의 기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5-4와 같이 설치하여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 예비 평가는

hot plate위에 중탕조를 설치한 후 중탕조를 가열하여 반응용기 내의 수온을 90℃까

지 상승시킨 후에 내부 수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상기 조건에서 12시간 동안 유

지한 후 누수에 따른 반응용기 내의 수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반응용기 내부의 수

위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면부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응용기 내부에 시편을 고정시킬 홀더를 유리

봉을 이용하여 초자로 제작하였으며, 시편 장착 배치와 시편을 장착하여 반응용기

에 설치한 사진은 그림 5-5와 같다. 그러나 예비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초자로 제작

된 시편 홀더의 파손이 빈번하여 본 실험에서는 테플론 재질의 시편 홀더를 제작하

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편은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수축 테플론을 이

용하여 피복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사용하여 시편 홀더에 고정시켰다.

그림 5-6은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된 항온 수조의 전면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수조 전면 오른편의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온도 및 유지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며, 전원 공급 시 내부 순환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수조 내부에 수위 감지 센서를 장착하여 온도 증발

에 따른 수위 하강 시 밸브가 열려서 외부로부터 급수가 되고, 적정 수위 도달 시

밸브를 닫아 수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전면부에는 질소 탈기를 위한 배관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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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질소 가스는 반응용기를 직렬로 통과한 후에 항온수조 뒤쪽으로 연결

된 배관을 통하여 후드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항온수조에 탈기용 반응용기가 설치

된 모습을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항온수조 내부에는 탈기용 반응용기 8개, 산소포

화용기 24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강을 이용하여 고정용 지지대를 제작하

여 설치하였다.

3. 실험용액 제조

실험용액은 실험 수행 직전에 증류수 (>17 MΩcm)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Sodium nitrite (NaNO2, Sigma-Aldrich), hydrazine monohydrate (N2H4·H2O,

KANTO), hydroquinone (C6H6O2, Sigma-Aldrich), sodium hydroxide (NaOH,

Merck), sodium tetraborate (Na2B4O7, Sigma-Aldrich), sodium molibdate

(Na2MoO4, Sigma-Aldrich), sodium silicate (Na2O(SiO2)xžxH2O, Sigma-Aldrich) 시

약들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Hydrazine을 방식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광 1 호기의 CCW를 모사한 방식제 용액

을 제조하기 위해 증류수를 사용하여 25 ppm hydrazine 용액을 제조하였으며, 이

용액에 hydroquinone을 hydrazine 무게의 1%인 0.25 ppm을 첨가하여 충분히

stirring 하였다. pH 는 9.3 ± 0.5 로 안정된 값을 보였다. 영광 6 호기 방식제 용액

을 제조하기위해 먼저 0.025 M borax 와 0.1 M NaOH 용액을 사용하여 pH 9.3 버

퍼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용액에 NaNO2를 첨가하여 800 ppm (as NO2
-) 방식제 용

액을 제조하였다. 비교 방식제로 사용된 molybdate 용액 또한 nitrite 방식제와 동일

한 버퍼용액을 이용하여 pH를 조절하였으며, 버퍼용액에 NaMoO4를 첨가하여 600

ppm (as MoO4
2-

) 방식제 용액을 제조하였다. 점성이 높은 polysilicate 방식제는 증

류수 990 ml에 Na2O(SiO2)xžxH2O 10 ml를 첨가한 희석액을 제조하여 증류수에 적

정하는 방법으로 20 ppm (as SiO2) 시험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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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Mo Ni P Si Cr S Mn C Al Cu Nb V

SA106

Gr. B
0.15 0.4 0.035 0.1 0.4 0.035

0.29

/1.06
0.3 - 0.4 - 0.08

SA516

-70
0.08 0.3 0.03 0.6 0.3 0.03 1.0/1.7

0.1/

0.22
0.02 0.3 0.01 0.02

표 5-1. 부식시험에 사용된 탄소강 재료의 화학적 조성 (wt %)

재료 방식제 온도 pH 용존산소

SA106

Gr.B

Nitrite (800 ppm) 상온,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 ppm) 상온, 90 9.3±0.5 deaerated

Polysilicate (20 ppm)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Molybdate (600 ppm)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SA516

-70

Nitrite (800 ppm) 상온,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 ppm) 상온, 90 9.3±0.5 deaerated

Polysilicate (20 ppm)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Molybdate (600 ppm)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표 5-2. 방식제 별 부식시험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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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부식 시편 도면

그림 5-2. 전면부식시험장치 설계도

그림 5-3. 탈기용 반응용기 사진



- 70 -

그림 5-4. 탈기용 반응용기 예비평가.

그림 5-5. 실험 장치 및 시편 일련번호별 장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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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항온수조 전면부 사진

그림 5-7. 항온수조 및 반응용기 설치 사진



- 72 -

제 2 절 방식제별 전면부식 평가

1. 전면부식 평가 실험절차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에 대한 방식제의 전면부식 억제 특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면부식 실험을 위하여 가공된 시편을 가공 경화 및 대기 부

식에 의한 초기 표면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0.0025 mm 이상 연마하였으

며[28], 최종 마무리는 1 μm alumina paste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한 후 아세톤에

침지하여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부식률 측정을 위하여 연마된 시편

의 초기 무게를 3회 반복 측정하여 기록하였으며, 측정 완료된 시편을 시편 홀더에

장착하고 ASTM 침지시험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용액량인 0.20 ml/mm2 이상이 되

도록 실험 용액을 주입한 반응용기에 삽입한 후에 밀봉하였다[29]. 항온 수조에 반

응용기를 설치하고 탈기용 반응용기에 질소 가스를 1시간 이상 통기시켜 용존산소

를 제거하였다. 항온 수조의 온도를 90℃로 승온하여 재료의 전면부식 거동을 살펴

보았으며, 일정 기간별로 용기를 회수하여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반응용기로부

터 회수한 시편은 아세톤과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에 시편건조기에 6

시간 이상 보관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무게를 측정하였다. 실험 전후의 무게

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부식률을 측정하였으며[29],

부식률××
×

K = 상수 (3.45 x 106 for mpy)

T = 침지시간 [h]

A = 시편면적 [cm
2
]

W = 무게변화량 [g]

D = 시편 밀도 [g/cm3]

시편의 밀도는 SA106 Gr.B 강 및 SA516-70 강 모두 탄소강의 일반적인 밀도인

7.86 g/cm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EPRI의 CCW Guideline에 따르면 탄소강의

부식률 지침은 표 5-3과 같다[2].

2. Nitrite의 전면부식 방식 특성

대상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nitrite 방식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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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전면부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5-8～11은 800 ppm의 nitrite가 첨가된 실

험용액을 9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료 및 용존산소 조건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표

면 부식 거동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 및 용존산소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용액의 색 또는 탁도 등의 변화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으며, 시편

표면에 부착성 부식생성물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시편을 수거하여 세척 및 건조

시킨 후에 시편 표면을 관찰한 결과, SA516-70 강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

분적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정 기간별로 채취한 시편의 실험 전후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한 부식량 및

부식률을 표 5-4에 기재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식생성물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가정하면, 부식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무게만큼 무게는 증가하게 된다. Nitrite

수용액에서의 무게변화도 부식 초기에는 시편으로부터의 철 이온 용출이 발생하여

무게 감소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반응의 결과물로 생성되는 보호피

막에 의하여 무게 감소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면적당 무게변화량을

환산한 부식량으로부터 계산된 부식률을 그림 5-12에 도식화 하였다. SA516-70 강

의 초기 부식률은 EPRI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4시간 이상

이 경과하여 표면 보호피막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매우 낮은 부식률을 나타낸다. 철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는데 산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는 nitrite 방식제의

특성상 본 연구결과에서도 용존산소에 의한 영향도는 재료의 변화에 따른 차이보다

도 작게 나타났다[2]. 수용액에 존재하는 nitrite가 산화제로 작용하여 탄소강 표면에

안정한 산화막을 형성하므로 용존산소가 부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한 것으로 판

단된다. SA106 Gr.B 강과 SA516-70 강 사이의 부식 특성 차이는 미세조직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설명은 10절의 표면산화피막 특성평가에서 다

루었다.

3. Hydrazine의 전면부식 방식 특성

그림 5-13, 14는 25 ppm의 hydrazine이 첨가된 실험용액을 90℃로 유지한 상태에

서 재료 및 용존산소 조건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표면 부식 거동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휘발성인 hydrazine의 특성으로 인하여 질소 가스를 이용한 용존산

소 제거는 수행하지 않았으며,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 가스를 형성하는 탈산제로 작

용하기 때문에 실험 조건은 탈기 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응용기 상부

공기층으로 인한 용존산소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용기는 실험용액으로

가득 채웠다. 그림 5-15에 나타낸 SA106 Gr.B 강의 hydrazine 수용액에서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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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동을 살펴보면 시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가공한 구멍에서부터 부식이 발생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STM 표준시험법에서도 시편가공에 따른 표면 영향을

배재하기 위하여 표면 연마를 지시하고 있지만, 시편에 가공된 천공의 내부를 연마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편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식에 취약한 부분

이 발생하였다. 시편의 상부에서 발생된 부식생성물이 중력에 의하여 하부로 내려

오면서 시편 표면을 덮게 되었고, 이에 따라 hydrazine에 의하여 보호피막이 발생되

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식생성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시편의 양 측면 부위는 56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초기 연마 상태와 유

사한 표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다. 그림 5-14에 실은 SA516-70 강

의 부식 거동은 SA106 Gr.B 강과는 차이를 보인다. 상부 구멍에서 발생된 부식생

성물의 흔적이 보이는 것은 SA106 Gr.B 강과 유사하나, 시편 표면 전체에서 전면

부식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용기의 하부에 침적

되는 부식생성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부부식도 심화되고 있다. 10절에서 상

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강의 기저부에 존재하는 개재물의 양과

pearlite의 비율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 ppm hydrazine 수용액을 90℃로 유지시키면서 일정 기간별로 채취한 시편의

실험 전후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한 부식량 및 부식률을 표 5-5에 기재하였다.

Nitrite 방식제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실험 초기에는 무게 변화가 급격하

게 발생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율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5

에 보이는 것처럼 hydrazine 역시 부식 초기의 안정화 시간이 소요된 후에는 EPRI

권고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방식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 발전소 폐순환냉각계

통의 운전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된 부식률과 hydrazine이 방식제로 적용된

조건에서의 부식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조건의 부식률 변화를 그림 5-16에 도시

하였다. 800 ppm의 nitrite가 첨가된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소량의 화학물

질이 첨가된 25ppm의 hydrazine 수용액에서도 폐순환냉각계통의 재질은 반응초기

약간 높은 부식률을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적인 무게감량이 발생하지

않고 nitrite의 방식성과 유사하게 매우 우수한 방식특성을 보여주었다.

4. 방식제 전환에 따른 전면부식 특성

표면 연마된 부식 시편을 이용하여 hydrazine의 방식 특성을 평가한 결과, 90℃에

서 25 ppm hydrazine 수용액은 폐순환냉각계통의 탄소강에 대하여 우수한 방식 특

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금속 표면에 hydrazine 수용액이 반



- 75 -

응하는 경우와 부식생성물이 형성되어있는 금속 표면에 대한 hydrazine의 방식 특

성은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 nitrite가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순환냉각계

통에 hydrazine을 대체 적용하는 경우의 방식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0℃, 800 ppm nitrite에서 3주간 침지시킨 시편을 이용하여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 대한 전면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5-17은 nitrite에서 3주

간 부식시킨 후의 시편 표면을 나타내는 사진이며, 무게 측정 결과 및 부식률을 표

5-6에 기재하였다. 앞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표면에 매우 얇고 균일한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있으며, 부식률은 0.1 mpy 이하로 매우 안정적인 방식 성능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Nitrite 수용액에서 3주간 부식시킨 시편을 아세톤에 침지시켜 초

음파세척기로 세척한 시편을 이용하여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서 전면부식 시

험을 수행하여 표면 부식 거동을 관찰한 사진을 그림 5-18과 그림 5-19에 나타냈

다. 연마된 시편을 이용한 침지시험의 표면 상태에 비하여 시편 상부 구멍의 국부

부식 현상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SA106 Gr.B 강의 전체적인 부식면적은 증가하였

다. 육안 관찰로는 hydrazine 단독 사용에 비하여 nitrite-hydrazine 전환의 경우에

부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 무게 변화량을 측

정하여 부식률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7에 기재하였다. 측정된 부식률을

그림 5-20에 도시하였으며, 실선은 SA106 Gr.B 강의 부식률 변화를 나타내고 점선

은 SA516-70 강의 부식률 변화를 나타낸다. Nitrite 방식제가 첨가된 수용액에서

21일간 부식된 시편은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서의 초기 부식률이 연마된 시편

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부식에 더 취약한 SA516-70 강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nitrite 방식제에 의해 형성된 보호피막이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도

금속 표면에 잔존함으로써 초기 부식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nitrite 방식제가 적용되고 있는 폐순환냉각계통에 hydrazine을 대체 방식제로 적용

하면 초기 부식률 증가 없이 우수한 방식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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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steel Copper Alloy Stainless Steel

Good <0.3 <0.2 <0.1

Marginal >0.3 to 0.5 >0.2 to 0.3

Poor >0.5 >0.3 >0.1

표 5-3. CCW 재료의 부식률 지침, Mils per Year (mpy)

재료 용존산소
시간
[hr]

무게변화
[mg]

부식량
[mg/cm2]

부식률
[mpy]

SA106 Gr.B

탈기

24 -0.06 -0.022 0.397
72 -0.03 -0.013 0.079

168 -0.01 -0.004 0.011
504 -0.03 -0.013 0.011

포화

24 -0.02 -0.009 0.159
72 0.03 0.013 -0.079

168 0.04 0.017 -0.045
504 -0.02 -0.009 0.008

1344 0.08 0.030 -0.010

SA516-70

탈기

24 -0.06 -0.022 0.397
72 -0.03 -0.013 0.079

168 -0.12 -0.048 0.125
504 -0.13 -0.052 0.045

포화

24 -0.14 -0.056 1.032
72 -0.06 -0.022 0.132

168 -0.16 -0.061 0.159
504 -0.01 -0.004 0.004

1344 -0.02 -0.009 0.003

표 5-4. 90℃,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무게변화 및

부식률

　재료
시간
[hr]

무게변화
[mg]

부식량
[mg/cm2]

부식률
[mpy]

SA106 Gr.B

24 -0.14 -0.056 1.032
72 -0.02 -0.009 0.053

168 0.03 0.013 -0.034
504 0.00 0.000 0.000

1344 0.00 0.000 0.000

SA516-70

24 -0.61 -0.238 4.366
72 -0.09 -0.035 0.212

168 -0.22 -0.087 0.227
504 -0.14 -0.056 0.049

1344 -0.01 -0.004 0.001

표 5-5. 90℃,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무게변화

및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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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제 온도
[℃]

시간
[hr] 재료

무게변화
[mg]

부식량
[mg/cm2]

부식률
[mpy]

Nitrite

800 ppm
90 504

SA106 Gr.B

-0.02 -0.01 0.01

-0.02 -0.01 0.01

-0.02 -0.01 0.01

0.02 0.01 -0.01

SA516-70

0.02 0.01 -0.01

-0.09 -0.03 0.03

-0.08 -0.03 0.03

0.02 0.01 -0.01

표 5-6. 방식제 전환 평가 시 90℃,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무게변화 및 부식률

재료
시간
[hr]　

Hydrazine Nitrite-Hydrazine

무게변화
[mg]

부식량
[mg/cm2]

부식률
[mpy]

무게변화
[mg]

부식량
[mg/cm2]

부식률
[mpy]

SA106 Gr.B

24 -0.14 -0.056 1.032 -0.07 -0.026 0.476

72 -0.02 -0.009 0.053 -0.14 -0.056 0.344

168 0.03 0.013 -0.034 0.17 0.065 -0.170

504 0 0 0 0.27 0.104 -0.091

SA516-70

24 -0.61 -0.238 4.366 -0.04 -0.017 0.318

72 -0.09 -0.035 0.212 -0.19 -0.074 0.450

168 -0.22 -0.087 0.227 0.11 0.043 -0.113

504 -0.14 -0.056 0.049 -0.11 -0.043 0.038

표 5-7. Hydrazine 단일 적용 및 nitrite-hydrazine 전환 적용에 따른 부식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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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Nitrite 수용액에 의한 SA106 Gr.B 강의 부식 거동

(800 ppm nitrite, 90℃, 탈기 조건)

그림 5-9. Nitrite 수용액에 의한 SA106 Gr.B 강의 부식 거동

(800 ppm nitrite, 90℃, 산소포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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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Nitrite 수용액에 의한 SA516-70 강의 부식 거동

(800 ppm nitrite, 90℃, 탈기 조건)

그림 5-11. Nitrite 수용액에 의한 SA516-70 강의 부식 거동

(800 ppm nitrite, 90℃, 산소포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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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90℃,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부식률.

그림 5-13. 90℃,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 의한 SA106 Gr.B 강의 부식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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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90℃,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 의한 SA516-70 강의 부식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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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90℃, 25 ppm hydrazine 수용액에서의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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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폐순환냉각계통 탄소강의 방식제별 부식률 변화

(800 ppm nitrite, 25 ppm hydrazine, 90℃)

그림 5-17. 방식제 전환 평가 시 90℃,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의 부식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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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Nitrite-hydrazine 전환에 따른 SA160 Gr.B 강의 부식 거동

그림 5-19. Nitrite-hydrazine 전환에 따른 SA516-70 강의 부식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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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Hydrazine 단일 적용 및 nitrite-hydrazine 전환 적용에 따른

탄소강의 부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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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환경(pH, 온도, 용존산소) 영향평가

pH, 온도 및 용존산소농도 등과 같은 부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화학 조건

의 변화에 따른 방식제의 방식성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면부식시험용 반

응기는 탈기용 반응기와 산소포화용 반응기 두 종류를 제작하였으며, 후보 방식제

들의 물리 화학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각 방식제 별 pH, 시험온도, 농도와 같은 시

험조건 들을 선정하고, 예비시험을 수행하였다.

1. 전면부식시험 환경변수 선정

부식성능 시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변수(pH, 온도, 용존산소)를 결

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pH는 EPRI 보고서 참조하여 대상원전의 폐순환냉각

계통에서 운전되고 있는 조건(pH=8.5～10.5)을 고려하여 pH=9.3±0.5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험온도는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운전조건(6～31.5℃)을 감안하여 상온

조건과 가속화 실험을 위한 90℃를 각각 선정하였다. 아울러 용존산소농도는 공기

포화조건(약 8 ppm DO)과 질소기체로 탈기한 조건(약 30 ppb DO)을 선정하였고,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변수 중 가장 보수적인 일련의 조건을 선정하여 전면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2. 환경변수에 따른 방식제 특성 평가

초기 실험 용액의 pH를 9.3±0.5로 유지하고, 시험이 완료된 후 수질의 상태를 분

석하기 위하여 시험에 사용된 용액이 상온까지 냉각된 후 수용액의 pH를 측정하여

그림 5-21에 나타내었다. 실험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폐순환

냉각계통의 운전 범위인 pH=8.5～10.5 이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을 충분히 모사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온도에 따른 방식성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SA106 Gr.B 강을 이용하여 상

온과 90℃에서 전면부식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그림 5-22에 도시하였다. Nitrite의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으나, hydrazine은 온도에 따른 반응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금속 표면에 안정한 부동태를 형성하여 방식하는데 90℃에 비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에 변화는 방식성능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탄소강의 부식률은 온도가 상승하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속화 시험을 통한 방식성능 정량 평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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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부식 시험은 주로 90℃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5-2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방식제를 사용하는 경우, 용존산소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800 ppm)의 nitrite를 사용하는 경우, nitrite를

첨가하고 수용액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의 농도를 공기포화상태의 8 ppm을 유지하

는 조건에서 수행한 부식특성 시험결과와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수용액 중에 존재하

는 용존산소를 탈기한 조건에서 수행한 부식특성 결과를 비교할 때, 무게감소 정도

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25 ppm의 hydrazine을 방식제로 사용한 시료의

경우는 하이드라진이 산소제거제이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는 주

입한 hydrazine과 반응하여 모두 제거되기 때문에 공기포화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험결과 hydrazine을 25 ppm 첨가한 시료의 부식특성은 초기의 무게감소 이후 추

가적인 무게감량 없이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식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기포화상태의 탈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응시

간에 따른 무게감소가 매우 크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itrite와 hydrazine과 같은 방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방식제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매우 우수한 방식특성을 보였다. 특히 hydrazine의 경우 매

우 소량(25 ppm)의 사용으로 매우 우수한 방식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액체폐기물처리계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폐순환냉

각계통의 방식제로 매우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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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90℃ 전면부식 실험 전후의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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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SA106 Gr.B 강의 온도에 따른 부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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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환경변수에 따른 방식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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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기화학 분극시험

1. 개 요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 미생물 성장, 파울링 등의 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

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 일부 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

의 경우, 계획예방정비기간동안 배수되어 이온교환 수지의 단기 포화 문제가 발생

되어 작업자 피폭 증가 및 방사성 폐기물 증가의 원인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방식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폐순환냉각계통은 각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 펌프등과 같은 기기들을

통하여 연계계통(1차, 2차계통)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계계통의 기기를 냉각하기 위하여 냉각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병렬로 연결된 순환

회로에 공급되어 계통 내에 설치된 냉각열교환기 및 기기로 공급되어 열을 제거한

다. 기기냉각수계통은 방사선으로 오염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service water 계통의

중간계통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방벽의 배치는 방사선을 띠고 있

는 고온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가 연계계통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낮춰준다. 국내 일

부 원전의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사용 중인 일부 방식제는 계획예방정비기

간동안에 배수될 경우,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이온교환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키

고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로 사용

중인 아질산나트륨(NaNO2)은 고농도(700～1,000 ppm)의 화학물질로, 발전소 계획예

방정비기간 중 폐순환냉각계통의 점검 및 관련기기 보수작업을 위한 계통수 배수

시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LRDPS)에 유입되어 이온교환수지를 단기간에 포화시

킴으로써 고체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이온교환수지 교체작업으로 인한 작업자 피폭

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강화된 환경법에 따라 2008년 이후 발전소 종합

폐수처리 설비에 TMS 설치가 의무화 되어 더욱 엄격한 총 질소, COD 및 BOD 관

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원전 1, 2차 보조계통의 부식방지제로 사용하는 아질산계

열방식제는 총질소와 COD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최적의 방식 및 운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후보 방식제의 종류에 따른 계통

재료의 부식특성평가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식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에는 후보 방식제들의 전기화학특성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 방법 그리고 결과물인

전기화학 분극시험을 통한 후보 방식제의 재료에 따른 분극거동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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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식제의 전기화학 특성평가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다양한 부식현상이 일어난다. 전면부식

(General Corrosion), 공식 (Pitting Corrosion), 틈새부식 (Crevice Corrosion), 침적

물에 의한 부식 (Underdeposit Corrosion), 이종금속접촉부식 (Galvanic Corrosion),

미생물 부식 (Microbiological Influenced Corrosion, MIC), 그리고 침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등이 일어난다. 방식제 개선을 위해서는 방식제가 이

러한 부식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통을 구

성하고 있는 재질의 부식에 미치는 방식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 시험 자료를 생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식제 개선이 폐순환냉각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부식현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므로 부식이 상당히 진행이 된 후

에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부식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

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예측된 부식기구 (corrosion mechanism)는 오랜 기간 동안에 방식제들이 재료들에

작용하는 전면부식 등에서 나타나는 부식기구 들과 다를 수 있다. 즉 전기화학적인

방법은 시험기간이 짧으므로 시험 재료의 표면에 생기는 산화막이나 보호막이 형성

되는 시간이나 파괴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후보 방식

제를 선정해야 하는 시험 등에서는 방식제 및 시험환경 등 많은 시험 파라메타를

시험 평가해야 (screening test)한다. 따라서 전기화학시험 방법은 많은 후보 방식제

들이 폐순환계통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정하여 장기간 수행하는 부식시험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시행오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폐순환계통은 장기간 가동되는

계통이므로 계통재질의 건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사전 시험은 시간, 경제적인 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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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극특성평가

가. 분극시험

(1) 시험재료 및 시험시편준비

본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폐순환 계통 배관재질인 SA106 Gr.B 탄소강, SB338

Gr.B 타이타늄 합금과 열교환기 겉면 재료인 SA516-70 탄소강이다. 시험재료들의

화학적 조성은 표 5-8과 표 5-9에 나타내었다.

시험시편은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10 mm x 10 mm 크기의 판상 시편

을 가공하였다. 시편의 넓이는 평균 2.031 mm2 이었다.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SiC

# 2000 연마포로 연마한 후 0.3 μm 알루미나 분말을 사용하여 마무리 연마작업을

하였다. 연마한 시편은 아세톤 용액에 넣어서 초음파 세척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

였다. 이 시편을 같은 재료의 연결선에 점용접 (spot welding) 한 뒤 연결선은 열수

축 테플론관 (heat shrinkable teflon tube)으로 싸 주었다.

(2) 시험용액제조

시험용액은 시험하기 전에 수용액내의 불순물 및 기타 미량원소를 제거한 탈염수

(>18 MΩcm)에 방식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방식제는 Sodium nitrite (NaNO2,

Sigma-Aldrich), hydrazine monohydrate (N2H4 H2O, KANTO), hydroquinone

(C6H6O2, Sigma-Aldrich), sodium hydroxide (NaOH, Merck), sodium tetraborate

(Na2B4O7, Sigma-Aldrich), sodium molibdate (Na2MoO4, Sigma-Aldrich), 그리고

sodium silicate (Na2O SiO2, Sigma-Aldrich)과 같은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3) 전기화학특성시험

양극분극시험에 사용된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포화칼로멜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사용하였고, 상대전극 (counter electrode)은

고밀도 탄소봉 (high density graphite rod)이었으며 실험온도는 30℃, 60℃, 90℃로

실험하였다. 고온인 60℃, 90℃에서 SCE 전극을 사용하기 위해 cooling jacket으로

냉각시켜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또 물의 증발에 의해 시험용액의 농

도가 변하지 않도록 냉각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림 5-24). 시험용기 안에 시편을 장

착하고 준비된 용액을 주입하였다. SCE 전극으로부터 전류에 의해 분극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SCE 기준전극에 접속된 유리세관 끝을 시험시편의 표면에 가까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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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전해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저항을 최대한 줄였다. 시험시편은 그림 5-25

와 같이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시험시편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점용접 하

였고 열수축 테프론으로 감싸주어 시험재료의 측정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시약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용액들은 99.99% 질소를 1시간 동안 불어넣어

탈기하였다. 탈기가 끝난 후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천천히 올렸으며 시험 중에도

계속하여 탈기용 가스를 흘려주었다. 하이드라진을 사용한 시험에서는 하이드라진

이 휘발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hastelloy 재료인 1 ℓ 용량의 압력용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기준전극으로 외부형 Ag/AgCl (0.01 M KCl) 전극과 상대전극으로 백

금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시험 전 아르곤을 사용하여 1 시간동안 탈기를 한 후 온

도를 올렸다.

표 5-10에 전기화학특성시험 조건들을 나타내었다. 분극시험 초기에 부식전위보

다 낮은 전위인 -1000 mV에서 10분 동안 음극 반응시켜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였

다. 측정범위는 -1000 mV에서 +1000 mV로 0.5 mV/sec 속도로 양극방향으로 주사

하였다. 측정 장비는 EG&G 273 potentiostat 와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M352

corrosion software를 사용하여 전기화학특성 분극시험곡선을 얻었다. 전기화학분

극곡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두고 측정한 정전압분극곡선

(potentiostatic polarization curve), 전류을 일정하게 하고 측정한 정전류분극곡선

(galvanostatic polarization curve), 그리고 전위와 전류를 동시에 변하게 하면서 측

정한 동전위 분극곡선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있다. 이 시험에서 측정

한 것은 세 번째 동전위 분극곡선이며 이 양극분극곡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식

제 용액에서 시험시편들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나. 분극시험결과

그림 5-26은 SA106 Gr.B 탄소강 재료의 30℃, 60℃, 90℃에서 공기 포화된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 측정한 양극분극 곡선들을 보이고 있다. 시험한 온도에서

시험시편들은 양극용해 피크를 보이고 있다. 30℃에서 시험한 경우 -0.8 V 근처에

서 부식전위 (corrosion potential)를 나타내며 넓은 활성 영역 (active region)과 부

동태 영역 (passive region)을 보이고 있다. 60℃, 90℃에서는 부식전위가 0.4 V 정

도 증가하였고 기본부동태전위 (primary passive potential) 바로 위에서부터 부동태

를 보이고 있다. 부동태 전류밀도는 10-7 A/cm2에서 10-8 A/cm2 사이로 매우 낮았

다. 그림 5-27은 탈기된 용액에서 SA106 Gr.B 탄소강 재료의 양극분극거동을 나타

낸 것이다. 30℃ 용액에서 시험한 경우에는 -0.85 V 근처에서, 60℃, 90℃에서는

-0.6 V 근처에서 부식전위를 보이고 있으며 양극용해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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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본 부동태 전위 바로위에서부터 부동태를 보이고 있다. 즉 SA106 Gr.B 시편

의 표면에서 산화막이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30℃에서는 탈기된 용액에서 부

식전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기된 용액에서 시험한 부식전

위 값이 공기 포화된 용액에서보다 0.2 V 정도 낮아졌음을 보이고 있다. 공기 중에

포함된 산소가 탄소강 부식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라

탈기를 병행하였을 때 부식저항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SA106 Gr.B 탄소강 재

료에서는 공기포화 여부에 관계없이 양극분극거동에서 활성-불활성전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림 5-28은 탈기한 25 ppm 하이드라진 용액에서 측정한 SA106

Gr.B 탄소강 재료의 양극분극곡선들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전위도 증가하

였고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양극용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

극분극거동을 비교하면 nitrite를 사용했을 때보다 하이드라진을 사용하였을 때 양

극용해가 증가하였다.

그림 5-29는 SA516-70 탄소강 재료의 30℃, 60℃, 90℃에서 공기 포화된 800

ppm nitrite 수용액에서 측정한 양극분극 곡선을 보이고 있다. -0.3 V 근처에서 부

식전위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태영역은 -0.2 V 〜 0.7 V 까지 생기고 있다. 부동태

통과영역(transpassive)의 전위는 30℃ 온도에서 측정한 값이 약간 낮았다. 그림

5-30은 탈기된 nitrite 용액에서 시험한 결과이며 60℃, 90℃에서 비슷한 양극분극거

동을 보이고 있다. 부식전위는 -0.5 V 근처로 그림 5-29의 공기포화 된 용액에서의

결과보다 0.2 V 감소하였으며 부동태영역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 SA516-70 탄소강

재료에서도 공기포화 여부에 관계없이 양극분극거동에서 활성-불활성전이가 뚜렷하

게 보이지 않았다.

그림 5-31은 SB338 Gr.B 티타늄 재료의 탈기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측정한

양극분극거동을 나타낸다. -0.8 V〜-0.6 V 사이에서 부식전위를 보이고 있으며 활

성영역이 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재료에서도 활성-불활성전이가 뚜렷하게 보이

지 않으며 기본부동태전위 (primary passive potential) 바로 위에서부터 부동태를

보이고 있다. 즉 시편의 표면에서 산화막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며 양극용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태 전류밀도는 30℃와 60℃, 90℃에서 측

정한 값이 8x10-8 A/cm2 와 2x10-8 A/cm2 로 온도에 따라 부동태 전류밀도 차이

는 크지 않았다. 30℃ 와 90℃ 시험결과에서는 부동태 통과영역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60℃ 시험결과 0.6 V 근처에서 다시 부식속도가 증가하는 활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90℃ 시험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실험오차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5-32는 SA106 Gr.B, SA516-70, SB338 Gr.B 시편들의 탈기된 90℃,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양극분극곡선들을 비교한 것이다. SA516-70 시험재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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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부식전위가 0.1 V 정도 높았다. 부동태전류밀도는 SA106 Gr.B 가 1x10-7

A/cm2 이며 SA516-70, SB338 Gr.B 시편들은 1x10-8 A/cm2로 약간 감소하였다.

SA106 Gr.B과 SA516-70 시편들은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활성상태로 돌아가

는 부동태통과영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위가 높아지는 환경이 발생하면 재료

의 표면에 생긴 산화피막이 파괴되어 금속의 용해속도가 증가하여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SB338 Gr.B 재료는 전위가 증가함에도 부동태

통과영역이 생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편의 표면에 산화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

식 저항성이 매우 높다. 시험한 재료들은 nitrite 용액에서 넓은 부동태영역을 나타

내고 있으며 낮은 부동태전류밀도를 나타냈다. 양극분극곡선의 거동에서 활성-불활

성전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으며 기본부동태전위 바로 위에서부터 부동태를 보

이고 있었다.

4. 요 약

SA106 Gr.B, SA516-70, SB338 Gr.B 시편들을 사용하여 30℃, 60℃, 90℃에서 공

기 포화된/탈기된 800 ppm nitrite, 하이드라진 용액을 사용하여 양극분극거동시험

을 수행하였다. Nitrite 방식제 용액에서 시험재료들은 모두 넓은 부동태 영역을 나

타내었으며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다. 하이드라진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nirite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양극용해가 매우 증가하였으나 시험용기 및 전극 등 시

험환경이 다르므로 재료들의 부식저항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다. 탈기한 시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 재료들의 부식전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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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방식제 별 전기화학특성시험 조건

재료 방식제 온도 pH 용존산소

SA106 Gr.B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ppm) 30, 60, 90 9.3±0.5 deaerated

SA516-70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SB338 Gr.B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표 5-8. 부식시험에 사용된 Ti 합금 재료의 화학적 조성 (wt %)

Alloy Ti Al Zr V Fe O H N C Others

SB338
Gr.B

Bal. - - ≤0.30 ≤0.25 ≤0.015 ≤0.03 ≤0.10 ≤0.4

표 5-9. 부식시험에 사용된 탄소강 재료의 화학적 조성 (wt %)

Alloy Mo Ni P Si Cr S Mn C Al Cu Nb V

SA106
Gr. B 0.15 0.4 0.035 0.1 0.4 0.035

0.29

/1.06
0.3 - 0.4 - 0.08

SA516
-70 0.08 0.3 0.03 0.6 0.3 0.03 1.0/1.7

0.1/

0.22
0.02 0.3 0.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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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전기화학특성분석을 위한 분극곡선측정 장치.

그림 5-25. 분극시험을 위한 시험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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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SA106 Gr.B 시편의 공기 포화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온도별 양

극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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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SA106 Gr.B 시편의 탈기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온도별 양극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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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SA106 Gr.B 시편의 탈기된 25 ppm N2H4 용액에서 온도별 양극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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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SA516-70 시편의 공기 포화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온도별 양극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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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SA516-70 시편의 탈기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온도별 양극분극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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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SB338 Gr.B 시편의 탈기된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온도별 양극분

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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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SA106 Gr.B, SA516-70, SB338 Gr.B 시편의 탈기된 90℃, 800 ppm

nitrite 용액에서 양극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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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방식제 농도영향 시험

1. 농도영향 평가 기준 선정 및 절차

원자력발전소 1차, 2차 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열교환기, 펌프 등과 같은 기기들을

통하여 연계계통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폐순환냉각계

통은 부식, 미생물 성장, 파울링 등의 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통 구조 및 환경에 따라서 다

양한 방식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식제는 방식 원리 및 환경 영향, 구조재

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 조건이 설정되어있다.

EPRI의 Closed Cooling Water Chemistry Guideline에 따르면 각 방식제의 권고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Nitrites

- 최소 농도 : NO2- 기준 500 ppm, 누출 및 미생물 분해, 산화에 따른 감소를 보상

하기 위한 최소 농도

- 최대 농도 : NO2- 기준 1,500 ppm, 4,000 ppm 이상인 경우 carbon pump seals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하에서는 계통 기기에 악영향 없음.

1,500 ppm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불순물 분석평가 간섭 및 방사능 폐기물 영향,

미생물 반응도 활성화 때문이다.

나. Hydrazine

- 최소 농도 : 5 ppm, 발전소 운전 경험에 의거

- 최대 농도 : 비철 금속이 혼용되는 경우 50 ppm, 철 금속만 사용되는 경우 200

ppm, 발전소 운전 경험에 의거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방식 및 운전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방식제의 종류와 농

도에 따른 계통 재료의 부식특성평가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방식제를 선정하고자,

후보 방식제들의 농도 변화에 따른 계통 재료의 전면부식 특성을 평가한 내용을 기

술하였다.

시험용액은 수용액 내의 불순물 및 기타 미량 원소를 제거한 탈염수(>17 MΩ

cm)에 후보 방식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용액은 Sodium nitrite (Na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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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 hydrazine monohydrate (N2H4 H2O, KANTO), hydroquinone

(C6H6O2, Sigma-Aldrich), sodium hydroxide (NaOH, Merck), sodium tetraborate

(Na2B4O7, Sigma-Aldrich)와 같은 시약들을 사용하였으며, 농도영향 평가에 사용된

방식제 농도 및 제조 방법은 표 5-11에 기재하였다. 농도영향 평가 전면부식 실험

온도는 상온이었으며, 실험 시간은 168시간이었다.

2. 탄소강 부식 거동에 대한 방식제 농도영향

부식현상에 의한 계통의 건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

되는 방식제는 종류별로 사용되는 적정 농도가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

방식제별 농도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건은 기 수행된 전면부식 시험과 현장 계통

취출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EPRI guideline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전면부식 시

험 결과, nitrite 800 ppm은 탄소강에 대하여 충분한 방식성능을 보여주었으므로

800 ppm 보다 낮은 농도 조건 2가지를 설정하였으며, hydrazine 25 ppm의 방식성

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높은 농도 2가지를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

였다.

Nitrite의 농도에 따른 영향 평가는 200, 400, 800, 1200 ppm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수행되었으며, 비교재로 산소 포화된 탈염수를 이용한 전면부식 시험이 수행되었다.

탄소강 배관재인 SA106 Gr.B 강에 대한 실험이 끝난 후의 사진을 그림 5-33에 실

었다. 방식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수산화철 부식생성물이 다량 생

성되어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며, 최소 200 ppm 이상 nitrite가 첨가된 경우에는 육

안으로는 부식 발생 여부를 판정할 수 없었다. 시편을 수거하여 아세톤에 5분간 세

척한 후의 표면 사진을 실험 조건별로 그림 5-34에 실었다. 시편 전 표면에 걸쳐서

부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무 방식제 조건은 2 mg 이상의 무게 감소를 보였으

나, nitrite가 첨가된 수용액에 침지되었던 시편들은 최대 0.1 mg 이하의 무게 감소

를 보였으며 이를 통하여 계산된 연간 부식률은 0.1 mpy 이하로써 EPRI 기준을 만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5와 그림 5-36은 각각 hydrazine의 농도 변화에 따른 SA106 Gr.B 강에

대한 시험 결과 사진을 보여준다. nitrite 첨가 시험과는 다르게 hydrazine의 농도

증가에 따른 방식성 증가를 뚜렷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5 ppm의 hydrazine이 첨가

된 경우에도 다량의 전면 부식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ydrazine 5 ppm을

첨가한 경우에는 pH가 8.7로써 탈염수에 비하여 높은 pH를 보이고 있으나, 무게 측

정 결과 약 1.9 mg의 부식에 따른 무게 감소를 보임으로써 방식 성능이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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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 되었다. Hydrazine이 25 ppm 첨가된 경우에서야 무게 감소량이 0.4

mg 정도로 탈염수 대비 약 5배의 방식성능을 보여주었으며, 50 ppm 이상 첨가된

경우에는 EPRI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106 Gr.B 강에 대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5-37과 그림 5-38, 그림

5-39, 그림 5-40에 SA516-70에 대한 실험 사진 및 시편 표면 사진을 기재하였으며,

방식제 농도에 따른 영향은 SA106 Gr.B 강과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기 수행되었던 전면부식 평가와 유사하게 SA106 Gr.B 강에 비하여

SA516-70 강이 부식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ydrazine 50 ppm 이상

첨가된 경우에도 SA516-70 강에서는 시편 가공면의 국부부식이 발생됨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방식제별 농도영향 평가 중 현재까지 수행된 시험의 상세 실험 조건 및 전면부식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표 5-12에 기재하였다. 상온에서 농도가 다른 방식수용액에

168시간 침지 시킨 시편을 추출하여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표면적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부식량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부식량을 연간부식률(mpy)로 환산하여 방

식제 농도에 따른 부식속도를 계산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방식제 농도

에 따른 부식률 변화를 그림 5-41과 그림 5-42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 조건에서는

nitrite는 200 ppm으로도 EPRI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hydrazine

의 경우에는 50 ppm 이상 주입한 경우에서야 EPRI 방식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험은 제한된 실험실적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실제 계통

에서 발생되는 누출, 미생물 반응 등의 nitrite 소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농도에서도 충분한 방식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험에 사용된 수용

액이 산소 포화된 탈염수인 연유로 탄소강에 대한 충분한 방식성을 가지기 위해서

는 탈기된 계통수를 사용하는 실제 발전소 계통에 비하여 높은 농도의 hydrazine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과 동일하게 탈기된 수용액

을 사용하면서 hydrazine의 연속주입을 실시하게 되면 탄소강의 방식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hydrazine의 양은 50 ppm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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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제 농도
[ppm] 제조 방법

Hydrazine

5 증류수 500 mL + 1M hydrazine 0.078 mL + 500 ppm 퀴논 0.05 mL

25 증류수 500 mL + 1M hydrazine 0.390 mL + 500 ppm 퀴논 0.25 mL

50 증류수 500 mL + 1M hydrazine 0.7803 mL + 500 ppm 퀴논 0.5 mL

100 증류수 500 mL + 1M hydrazine 1.561 mL + 500 ppm 퀴논 1 mL

Nitrite

200 1
buffer solution 250 mL + NaNO2 75 mg

400 buffer solution 250 mL + NaNO2 150 mg

800 buffer solution 250 mL + NaNO2 300 mg

1200 buffer solution 250 mL + NaNO2 450 mg

1 buffer solution : 증류수 1 리터 + 1M NaOH 0.15 mL + Borax 50 mg

표 5-11. 농도영향평가에 사용된 방식제 농도 및 제조 방법

재료 방식제
농도

온도
시간 무게변화 부식량 부식률

[ppm] [hr] [mg] [mg/cm2] [mpy]

SA106

Gr.B

Nitrite

200

상온 168

-0.022 -0.009 0.023

400 0.022 0.009 -0.023
800 -0.100 -0.039 0.102

1200 -0.078 -0.030 0.079

Hydrazin

e

5 -1.900 -0.741 1.939

25 -0.400 -0.156 0.408
50 -0.078 -0.030 0.079

100 -0.078 -0.030 0.079

없음 - -2.156 -0.841 2.200

SA516

-70

Nitrite

200 -0.033 -0.013 0.034
400 -0.044 -0.017 0.045
800 -0.033 -0.013 0.034

1200 -0.011 -0.004 0.011

Hydrazin

e

5 -1.833 -0.715 1.871
25 -0.489 -0.191 0.499
50 -0.211 -0.082 0.216

100 -0.067 -0.026 0.068

없음 - -2.167 -0.845 2.211

표 5-12. 농도영향 평가 시험 조건 및 전면부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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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Nitrit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전면부식시험 수행 사진

그림 5-34. Nitrit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시편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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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전면부식시험 수행 사진

그림 5-36.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시편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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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Nitrit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전면부식시험 수행 사진

그림 5-38. Nitrit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부식시편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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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전면부식시험 수행 사진

그림 5-40.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부식시편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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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Nitrite 및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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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Nitrite 및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부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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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방식제별 유속부식평가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원전의 폐순환냉각계통에는 주요기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배

관들로 구성되며, 주요 배관재질로는 탄소강이나 저합금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재

질들은 계통수화학 환경 하에서 부식을 일으키며, 대부분 FAC(flow-accelerated

corrosion, 유체-가속 부식)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FAC로 인해 생성되는 부식생

성물들은 각종의 배관을 경유하면서 열교환기 내부로 이동하여 유속이 정체된 부위

나 틈새에 쌓여 틈새부식을 야기하는 한편, 전열관 외벽에 침적되면서 (파울링 현

상) 열전달 효율을 낮추게 되어 발전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이 FAC는 계통

운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배관 내벽의 두께는 점차적

으로 얇아지고 (감육현상), 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배관의 파열을 초래한다. 이러한 배관파열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동시에

원전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폐순환냉각계통 열교환기 내부에

쌓이는 슬러지를 저감시키고 배관의 파울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슬러지나 파울

링을 사후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이들의 원인물질들을 감소시키기 위

해 배관의 FAC를 저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관 FAC의 수화학 제어인자에

대한 의존성을 중심으로 제어인자인 계통수 pH, 오리피스 거리, 재질, 유속, 방식제

의 종류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림 5-43 및 5-44와 같이 분석되었다.

하이드라진은, 일정한 산소 농도에서 계통수 pH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재질의

손실률을 저감시킨다. 만약 하이드라진이 산소농도를 FAC 지연에 요구되는 수준

미만으로 감소시켜 준다면, 산소농도 저감의 효과는 하이드라진에 의해 제공되는

pH 증가가 주는 이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5년에 수행된 미

국 PWR 현장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평가는 낮은 준위의 산소와 증가된 철 이동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 후에 몇 원전은 산소준위가 매우 낮

을 때 철 이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액중의 용존산소 농도

를 매우 낮게 (2～3 ppb)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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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Weight loss of the specimens of carbon steel (CS : ASTM Grade 2)

and low-alloy steels (P11 : 1Cr-½Mo, P22 : 2¼Cr-1Mo) at 20.4 mm

from the orifice, dependent on the pH and material at 130℃ after 500

hours

 

그림 5-44. Relative FAC rate of a carbon Steel with 0.009% Cr as a function of

hydrazin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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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방식제별 분극저항평가

폐순환냉각계통은 부식현상에 의하여 계통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다양한 부식현상이 일어난다. 전면부식

(General Corrosion), 공식 (Pitting Corrosion), 틈새부식 (Crevice Corrosion), 침적

물에 의한 부식 (Underdeposit Corrosion), 이종금속접촉부식 (Galvanic Corrosion),

미생물 부식 (Microbiological Influenced Corrosion, MIC), 그리고 침식 (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등이 일어난다. 방식제 개선을 위해서는 방식제가 이

러한 부식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통을 구

성하고 있는 재질의 부식에 미치는 방식제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 시험 자료를 생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식제 개선이 폐순환냉각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부식현상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므로 부식이 상당히 진

행이 된 후에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부식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전기화학적 방

법에 의해 예측된 부식기구(corrosion mechanism)는 오랜 기간 동안에 방식제들이

재료들에 작용하는 전면부식 등에서 나타나는 부식기구 들과 다를 수 있다. 즉 전

기화학적인 방법은 시험기간이 짧으므로 시험 재료의 표면에 생기는 산화막이나 보

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나 파괴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

나 후보 방식제를 선정해야 하는 시험 등에서는 방식제 및 시험환경 등 많은 시험

파라메타를 시험 평가해야 (screening test) 한다. 따라서 전기화학시험 방법은 많은

후보 방식제들이 폐순환계통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시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정하여 장기간 수행하는

부식시험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시행오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폐순환계통은 장기

간 가동되는 계통이므로 계통재질의 건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사전 시험은 시간, 경

제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 분극저항 (Polarization Resistance, Rp) 개요

부식속도가 낮아짐에 따라 분극의 정도가 커진다는 사실이 초기 연구가들의 실험

에 의해 관찰되었으며, 특히 수 mV의 작은 과전압인 분극 시작점 부근에서도 명백

한 직선이 얻어진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부식속도에 반

비례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초기에는 선형분극법이라 일컬어졌으나, 그 뒤에 이 직

선은 대단히 좁은 영역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작점에서의

분극곡선의 기울기로 정의되는 분극저항은 직선의 직선정도에 무관하므로,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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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극저항법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극저항 측정 방법은 부식 시스템

의 부식 저항성, 특히 전면부식 저항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유용한 방법이

다. 본 과제에서는 방식제 종류에 따른 부식 저항성 비교, 계통 구성 재료에 따른

부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극저항을 분석하였으며, 분극저항은 전기화학 분극시

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했다.

분극저항(Rp)은 분극 곡선의 전류-전압 관계의 기울기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여기서 는 분극 시험 시 전극의 전위가 부식전위(corrosion potential)로부터 벗

어난 정도(분극1))를 의미하고 는 측정 전류를 의미한다. 여기서   



, : 산화반응 타펠 상수, : 환원반응 타펠 상수,  : 부식전류(corrosion

current)이다.

결국, 분극저항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정리된다.





이 식은 부식전류()는 분극저항()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

라서 부식 시스템의 분극저항 차이를 비교하면 부식전류의 상대적인 차이를 알 수

있으므로 부식 시스템의 부식 저항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유용하다. 전기화학

실험을 통하여 얻은 선형분극저항 곡선의 예를 그림 5-45에 실었다[32]. 분극저항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화, 환원 반응의 타펠 상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

다. 이 값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시험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계산된 부

식속도의 분산띠의 중심 부근에 위치하는 대략적인 타펠 상수를 이용하여 부식속도

의 일정오차값을 구하게 된다. 통상의 분극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분극저항을 측정

하는 경우 타펠 상수 측정값의 산란도가 크므로 주어진 부식 시스템에 국한하여 제

1) 여기서 분극은 통상 반쪽전극의 평형전위(e)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는 분극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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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인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분극저항 평가

가. 시험 절차

(1) 시험시편 준비

분극저항 평가재료는 폐순환냉각계통의 배관 재질로 사용되는 탄소강인 SA106

Gr.B와 폐순환냉각계통열교환기 shell side 재질인 탄소강 SA516-70과 열교환 튜브

재질인 SB338 Gr.2 티타늄 합금을 선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의 화학적 조

성은 표 5-7과 표 5-8과 같다.

시편준비는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10 mm x 10 mm 판상의 시편을 가공

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 #1500 emery paper를 이용하여 연마하였고 최종적으로

1 ㎛의 alumina 분말을 이용하여 polishing 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아세톤과 에탄올

에서 초음파 세척/건조 한 후 같은 재료의 연결선에 점용접한 뒤 연결선은 열수축

태플론 관으로 감쌌다. 시료의 총 표면적은 2.031 cm2로 측정되었다.

(2) 시험용액 제조

시험용액은 수용액 내의 불순물 및 기타 미량 원소를 제거한 탈염수(>17 MΩ

cm)에 후보 방식제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용액은 Sodium nitrite (NaNO2,

Sigma-Aldrich), hydrazine monohydrate (N2H4 H2O, KANTO), hydroquinone

(C6H6O2, Sigma-Aldrich), sodium hydroxide (NaOH, Merck), sodium tetraborate

(Na2B4O7, Sigma-Aldrich), sodium molibdate (Na2MoO4, Sigma-Aldrich), 그리고

sodium silicate (Na2O SiO2, Sigma-Aldrich)와 같은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3) 전면부식시험

양극분극 시험에 사용된 기준전극은 포화칼로멜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상대전극은 고밀도 탄소봉이었으며 실험온도는 30℃, 60℃, 90℃로

하였다. 고온인 60℃, 90℃에서 SCE 전극을 사용하기 위해 cooling jacket으로 냉각

시켜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또 물의 증발에 의해 시험용액의 농도가

변하지 않도록 냉각장치를 설치하였다(그림 5-24). SCE 전극으로부터 전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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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 되도록 SCE 기준전극에 접속된 유리세관 끝을 시험시편의 표면에 가까이 함

으로써 전해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시험시편은 그

림 5-46과 같이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시편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점

용접 하였고 열수축 태플론 관으로 감싸주어 시험재료의 측정단면적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였다. 하이드라진은 산소와 반응하여 탈기가 되므로 따로 탈기를 하지

않았다. 그 외 시약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용액들은 99.99% 질소를 1시간 동안 불어

넣어 탈기하였다. 탈기가 끝난 후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천천히 올렸으며 시험

중에도 계속하여 질소가스를 흘려주었다. 표 5-13에 전기화학특성시험 조건들을 나

타내었다. 분극시험 초기에 부식전위보다 낮은 전위인 -1000 mV에서 10분 동안 음

극 반응시켜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측정범위는 -1000 mV에서 +1000 mV로

0.5 mV/sec 속도로 양극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측정 장비는 EG&G 273 potentiostat

와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M352 corrosion software를 사용하여 전기화학특성 분

극시험곡선을 얻었다. 분극곡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전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potentiostat, potentiodynamic)과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서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galvanostatic)이 있다. 따라서 분극곡선의 종류는 전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정전압분극곡선 (potentiostatic polarization

curve), 그리고 전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동전위 분극곡선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및 전류을 일정하게 하고 전위를 측정하는

정전류분극곡선 (galvanostatic polarization curve)이 있다. 이 시험에서 측정한 것

은 동전위 분극곡선(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이며 이 분극곡선을 이용하

여 시험시편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나.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방식제별 방식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1차적인 선별 방법으로 전기

화학 분극저항 값을 측정하여 방식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분

극저항을 비교하기위한 일련의 실험으로서 일단, Nitrate 방식제 환경(800 ppm)하에

서 폐순환 냉각 계통 재료에 따른 부식 저항성을 분석하였다.

분극저항 값은 분극 곡선에서 부식전위를 기준으로 +20mV ～ -20mV 범위의 전

류(x)-전위(y) 관계의 기울기 값을 구해서 얻었다. 그림 5-47에 분극저항을 계산하

기 위한 분극 곡선 커브 피팅(fitting) 결과를 보였다. 앞서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형분극저항을 이용하여 부식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극 타펠 상수와

음극 타펠 상수를 알아야한다.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각 실험별로 semi-log

scale에서 타펠 상수를 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타펠 상수의 값을 βa = βc =



- 116 -

0.1 V로 하면 부식속도와 분극저항 사이의 실험적인 관계에서 분산의 중심 부근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다[33]. 따라서 부식속도의 절대값 보다는 상대적인 부식속도

값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타펠 상수의 실제 값을 모를 경우에도 계산된 부식속도의

일정 오차 값을 대략적인 타펠 상수 0.1 V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

험 조건에 따른 부식속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펠 상수 0.1V를 적용하여 분

극저항에 따른 부식속도를 계산하였다. 해석 결과는 표 5-14에 시험 조건 및 분극

저항, 그리고 그에 따른 부식전류밀도 계산 값을 보였다.

그림 5-48에 nitrite 800 ppm, 30℃, 탈기 조건에서의 계통기기 재료별 분극저항

및 부식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분극저항 값은 SA516-70, SA106 Gr.B, SB338 Gr.2

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식전류와 분극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SA516-70 강의 부식전류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폐순환 냉각 계통을 구성하는

재료의 부식 저항성은 Nitrite (800 ppm) 방식제 환경에서 SA516-70 ≤ SA106

Gr.B < SB338 Gr.2의 순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모든 재료에서 부식전류밀도는 수

십 nA/cm2 정도로 우수한 방식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재료별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부식전위 값을 그림 5-49에 도시하였다. 모든 재

료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부식전위가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러한 사실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부식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티타늄

합금인 SB338 Gr.2의 경우에는 용존산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낮은 부식

전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일한 탄소강 계열인 SA106 Gr.B 강에 비하여

SA516-70 강은 높은 부식전위를 가지며, 특히 탈기한 조건에서 부식전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위차를 근거로 SA516-70 강이 SA106 Gr.B

강에 비하여 부식에 취약함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림 5-50에 각 재료의 온도별 분

극저항을 나타내었다. SB338 Gr.2 합금은 모든 온도 범위에서 탄소강에 비하여 훨

씬 높은 분극저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용존산소의 영향은 명확히 판정

하기 어렵다. 탄소강의 경우, SA106 Gr.B 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극저항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SA516-70 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극저항

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측정되었다.

전기화학적 분극에 의한 부식속도 측정에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극저항법 이외

에도 타펠 외삽법이 있다. 전기화학적 분극 측정에서 부동태 현상 또는 농도 분극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림 5-51에 나타낸 것처럼, 부동태 전류밀도 또는

한계전류밀도를 부식전류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2]. 그림 5-52에 분극저항

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부식전류밀도와 타펠 외삽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부식전류밀

도를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분극저항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부식전류밀도는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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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서 SA106 Gr.B 강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타펠 외삽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부식전류밀도는 SA516-70 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전

위의 변화와 연동하여 해석하였을 경우, SA516-70 강의 부식률이 더 높게 나타난

타펠 외삽법이 더욱 실제에 가까운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는 본 연구 조건에서는 부식전위 근처의 좁은 전위 영역만을 이용하

여 분석하는 분극저항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

두 수십 nA/cm2 정도의 매우 낮은 부식전류밀도 값을 보이므로, 특정한 분석법이

더 정확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렵다.

모든 경우에 분극저항법 보다 타펠 외삽법이 정확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므로, 추후 이와 같은 분극저항 해석 방법도 방식제별, 계통 재료별, 온도별로 단계

적으로 진행되어 방식제 선정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3.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방식제 첨가에 따른 계통 재료의 분극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

식제가 첨가된 수용액에서 계통 재료별로 동전위분극 시험을 수행하였다. 동전위

분극곡선으로부터 분극저항 값을 얻었으며, 이를 통하여 부식전류를 계산하였다. 분

극저항을 분석한 결과, nitrite 방식제 환경에서 SA516-70 ≤ SA106 Gr.B < SB338

Gr.2의 순서로 부식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모든 재료에서 부

식전류밀도는 수십 nA/cm2 정도로 우수한 방식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0℃까지도 우수한

방식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이와 같은 분극저항 해석 방법도 방식제

별, 계통 재료별, 온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방식제 선정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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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방식제 별 분극특성시험 조건 

재료 방식제 온도 [℃] pH 용존산소

SA106
Gr.B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ppm) 30, 60, 90 9.3±0.5 deaerated

Polysilicate (2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Molybdate (6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SA516

-70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ppm) 30, 60, 90 9.3±0.5 deaerated

Polysilicate (2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Molybdate (6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SB338
Gr.2

Nitrite (8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Hydrazine (25ppm) 30, 60, 90 9.3±0.5 deaerated

Polysilicate (2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Molybdate (600ppm) 30, 60, 90 9.3±0.5 deaerated, air-saturated

표 5-14.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분극저항 특성

방식제 재료
온도

[℃]
탈기

부식전위

[mV SCE]

부식전류밀도

[nA/cm2]

분극저항

[Ω]

Nitrite

(800ppm)

SA106 Gr.B

30 x -347 32.50 6.69E+05

60 x -405 41.49 5.24E+05
90 x -361 44.71 4.86E+05
30 o -828 20.13 1.08E+06
60 o -670 74.27 2.93E+05
90 o -661 48.64 4.47E+05

SA516-70

30 x -273 33.52 6.48E+05

60 x -286 26.33 8.26E+05
90 x -268 22.45 9.68E+05
30 o -532 42.63 5.10E+05
60 o -597 16.37 1.33E+06
90 o -546 12.35 1.76E+06

SB338 Gr.2

30 x -739 6.17 3.53E+06

60 x -848 1.71 1.27E+07
90 x -613 5.07 4.29E+06
30 o -798 1.89 1.15E+07
60 o -805 3.64 5.98E+06
90 o -661 3.07 7.07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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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분극저항 곡선 예시 [32]

그림 5-46. 분극시험을 위한 시험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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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동전위분극 결과를 통한 분극저항 산출 화면 (SA5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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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재료별 분극저항 및 부식전류밀도 (nitrite 800 ppm, 30℃, 탈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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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재료별 온도에 따른 부식전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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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0. 재료별 온도에 따른 분극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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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타펠 외삽법을 이용한 분극곡선 특성에 따른 부식전류 측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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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분극저항법과 타펠 외삽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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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용존산소제거장치 운전특성평가

1. 용존산소제거장치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용존산소 조절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원자력발

전소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법은 방식법에 따라 방식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식제

를 사용하지 않는 무화학제 방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방식제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방지용 방식제를

방식제별로 적절한 농도범위에서 주입하여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와 배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가. 탈기막 장치의 목적

본 탈기(Deaeration)막 장치는 Sweep Mode의 Gas(N2) 주입장치(10 psi), UF

Membrane, Deaeration Membrane을 사용하여 용존산소 농도가 5 ppb 이하가 되도

록 제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장치의 주요 구성은 Sweep Mode의 Gas(N2)

주입장치, UF Membrane공정, Deaeration Membrane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5-53, 54)

나. 장치의 구성

본 장치의 주요 구성은 Sweep Mode의 Gas(N2) 주입장치, UF Membrane 공정,

deaeration membrane 공정 등으로 구성된다.

장치구성별 주요 부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부품

Gas(N2)주입장치 Micron Filter, Check V/V, Ball V/V

UF 막 공정 UF 막 모듈, Pump, Ball V/V, Check V/V

탈기막 공정 Deaeration Membrane묘듈

전기/제어반 Graphic panel, control Box

다. 장치의 주요 특징

처리원수를 UF Membrane 공정을 거쳐 Deaeration Membrane(1.7×5.5) 공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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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ump로 가압하고 Gas 주입장치 통한 질소가스를 공급하여 차압방식의 system

을 통과하여 발생되는 압력차(pulse)는 최대 50 psid 이하의 조건에서 탈기막의 효

율을 극대화한다.

라. 장치의 운전조건

- 주입가스 N2 Pressure : 10 psig (0.69 bar)

- UF Membrane 규격 : 가압식, 60 L/hr

- Deaeration Membrane 규격 : 200 ml/min

- Control Box : Graphic Panel 제어

2. 용존산소제거장치 성능시험

용존산소제거를 위한 탈기막 장치의 성능시험결과는 표 5-15와 같다. 유량 변화

에 따른 산소 제거율과 탈기막의 압력차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5-55와 같이 도시하

였다.

3. 결론

무용존산소 조건에서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부식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용존산소

농도가 ≤ 5 ppb 탈염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작된 탈기막 장치는 상기 성능곡선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이 탈기막을 통과하는 유량에 따라 용존산소 제거율이 감소하며,

탈기막에 걸리는 차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탈기막장치의

운전조건인 200 ml/min에서 운전할 경우, 용존산소 제거율은 약 80%, 탈기막에 걸

리는 차압은 약 1.0 psig로 매우 양호한 조건에서 용존산소가 제거된 탈염수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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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or Characteristics

1×5.5

Cartridge
Configuration

Parallel Flow. Lumenside Liquid Flow.

Liquid Side Flow
Guidelines

<500 ml/min (0.13 gpm)

Membrane ×50 Fiber

Porosity 40% Porosity

OD/ID 300㎛ OD/220㎛ ID

Potting Material Polyurethane

Active Surface Area 0.08 (1.9 ft2)

Number of Fibers 2300

Maximum
Temperature/Pressure

4.2 kg/ (4.1 bar, 60 psig) at 23℃ (73℉)

Maximum 35℃ (95℉) at 2.1 kg/ (2.1 bar, 30 psig)

Priming Volume
(approximate)

Lumenside 16㎖
Shellside 25㎖

Housing Characteristics

Material Polycarbonate Housing and end caps

Flange Connections

Shellside
(Gas/Vacuum)

Standard Female Luer Lock
with Polycarbonate adaptors to 1/4 inch Hosebarb

Lumenside
(Wetted Surface)

1/4 inch FNPT or
Dialyzer Type Male Luer Lock with ABS adaptors to
5.9㎜ (0.23 inch) Straight tube and acetal adapters to

6.35㎜ (0.25 inch)

Weight (with adapters)

Dry 0.051 kg (0.11 lbs.)

Liquid Full
(Lumenside)

0.068 kg (0.15 lbs.)

Shipping Weight 0.218 kg (0.48 lbs.)

표 5-15. 탈기막 운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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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탈기막 접촉장치의 개념도

그림 5-55. 탈기막 장치 성능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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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무용존산소 방식효과 평가

1. 개요

원자력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법은 방식법에 따라 방식제를 사용하는 방법

과 방식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화학제 방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방식제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순환냉각계통의 부식방지용 방

식제를 방식제별로 적절한 농도범위에서 주입하여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와 배관의

부식을 방지한다. 한편, 부식방지를 위한 화학제를 주입하지 않고 폐순환냉각수계통

의 부식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왔다. 이 계통은 전형적으로 저온(<100℉) 에서 운

전되며 탈염수를 보충수로 사용한다. 누설에 의한 바닥배수, 방사성폐액처리와 냉각

수재순환 계통으로 화학약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등경수로에서는 폐순환냉각

수계통에 탈염수를 사용한다. 단점은 계통의 순도와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화학적 완충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불순물은 다

양한 부식 기구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음이온 들이다.

가. 용존산소 제어

폐순환냉각계통에서 용존산소 조절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대부분

의 폐순환냉각수계통에는 동 재질 혹은 동합금이 포함된다. 두 가지 산소농도 범위

에서 구리 부식피막의 기구가 형성될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산소농도를 100

ppb 이하로 조절한다. 이 범위에서는 동합금 표면에 (제2)동 산화막을 형성한다. 나

머지 다른 영역에서는 산소농도를 2,000 ppb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 영역에서는 금

속재질의 보호피막인 (제1)동 산화막을 생성한다. 산소영역으로 둘 다 적용할 수

있지만 두 영역은 분리 사용되어야 한다. 계통의 용존산소 농도가 100 ～ 2,000 ppb

범위일 때는 구리의 부식율이 현저히 증가한다. 부식피막은 산화(제1)동과 산화(제

2)동 사이의 flux 상태에 있고 금속표면을 쉽게 탈피시켜 추가적 부식을 일으킨다.

이는 유량의 감소, 입자성 물질과 구리 함량의 증가와 열전달 효율의 저하를 일으

킨다. 산소농도의 조절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중대한 부식문제의 대부분의

경험은 발전기고정자냉각수계통에 관련된다. 그 한 예로는, 건물외부로의 배기관이

조류의 파편으로 막히게 되어 계통과 외부공기와의 접촉교환이 차단되는 경우이다.

산소농도는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구리의 부식율이 증가하며 계통유량이 감소한다.

또 다른 예로는, 산소의 침투가 저농도산소 계통으로 몇분 동안 일어날 때, 유량의

35% 감소와 구리 부식생성물의 현저한 증가를 야기시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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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식기구와 효용성

폐순환냉각계통의 냉각수에서 이온성 불순물과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현저

하게 낮은 부식율을 갖는 안정 산화막이 형성된다. 불순물의 농도는 입자상에 대해

서는 분기류 상의 여과기로, 이온성 불순물에 대해서는 탈염기에 의해 조절한다.

“Feed and bleed” 방법은 불순물 조절에 역시 사용되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부식피

막에 영향을 미치는 용존산소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계통에서의 산소농도와

거의 같은 농도로 보충수의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적용 금속재질

무화학제에 의한 부식조절 (순수계통)은 철 및 구리 금속재질에 적용가능하다.

라. 조절범위

계통의 부식은 불순물 농도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개개 불순물의 영향은 가산적

이다. 하나 이상의 변수가 권고범위보다 크다면 그 조건을 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제어치는 다음과 같다.

• 전도도 ≤2 μS/cm

• 염소 ≤50 ppb

• 불소 ≤50 ppb (스테인리스 강 계통과 온도 66℃ 이하에 대해)

• 황산이온 ≤50 ppb

• 용존산소 <200 ppb (≤100 ppb 혹은 >2,000 ppb 구리재질계통에 대한 냉각수지

침에 근거)

마. 관련 첨가제와 조건

폐순환냉각수계통의 탈염수에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미생물 증식의 경

우, 계통의 불순물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살균제가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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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용존산소 전기화학 특성평가

가. 분극시험

(1) 시험시편준비

시험시편은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10 mm x 10 mm 판상의 시편을 가

공하였다. 시편의 넓이는 평균 2.031 mm2 이다.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SiC # 2000

연마포로 연마한 후 0.3 μm 알루미나 분말을 사용하여 마무리 연마작업을 하였다.

연마한 시편은 아세톤 용액에 넣어서 초음파 세척하여 불순물들을 제거하였다. 이

시편을 같은 재료의 연결선에 점용접 (spot welding) 한 뒤 연결선은 열수축 테플

론관 (heat shrinkable teflon tube)으로 감싸 주었다. 시험재료들의 화학적 조성은

표 5-8과 표 5-9에 나타내었다.

(2) 시험용액제조

시험용액은 시험하기 전에 증류수 (>17 MΩcm)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 Sigma-Aldrich), hydrazine monohydrate (N2H4 H2O, KANTO),

hydroquinone (C6H6O2, Sigma-Aldrich), sodium hydroxide (NaOH, Merck),

sodium tetraborate (Na2B4O7, Sigma-Aldrich), sodium molibdate (Na2MoO4,

Sigma-Aldrich), 그리고 sodium silicate (Na2O SiO2, Sigma-Aldrich)과 같은 시약

들을 사용하였다.

(3) 전기화학특성시험

양극분극시험에 사용된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은 포화칼로멜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상대전극 (counter electrode)은 고밀도 탄소봉

(high density graphite rod)이었으며 실험온도는 30℃, 60℃, 90℃로 하였다. 고온인

60℃, 90℃에서 SCE 전극을 사용하기 위해 cooling jacket으로 냉각시켜 시험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또 물의 증발에 의해 시험용액의 농도가 변하지 않도록

냉각장치를 설치하였다(그림 5-24). SCE 전극으로부터 전류에 의해 분극되도록 하

는 SCE 기준전극에 접속된 유리세관 끝을 시험시편의 표면에 가까이 함으로써 전

해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시험시편은 그림 5-56과

같이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위해 시험시편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점용접 하였고

열수축 테프론으로 감싸주어 시험재료의 측정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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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용존산소 조건은 실험용액에 99.99% 질소를 1시간 동안 불어넣어 탈기함으로

써 달성하였다. 탈기가 끝난 후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천천히 올렸으며 시험 중

에도 계속하여 질소가스를 흘려주었다. 분극시험 초기에 부식전위보다 낮은 전위인

-1000 mV에서 10분 동안 음극 반응시켜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였다. 측정범위는

-1000 mV에서 +1000 mV로 0.5 mV/sec 속도로 양극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측정 장

비는 EG&G 273 potentiostat와 PC로 구성되어 있으며 Princeton Applied Research

사의 PowerCORR corrosion measurement software를 사용하여 전기화학특성 분극

시험곡선을 얻었다. 분극곡선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전압을 일정하게 두고 측정한

정전압분극곡선 (potentistatic polarization curve), 전류를 일정하게 하고 측정한 정

전류분극곡선 (galvanostatic polarization curve), 그리고 전위와 전류를 동시에 변

하게 하면서 측정한 동전위 분극곡선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있다. 이

시험에서 측정한 것은 세 번째 동전위 분극곡선이며 이 양극분극곡선을 이용하여

시험시편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나. 분극시험결과

90℃의 증류수에서 측정한 SA106 Gr.B 강의 동전위분극곡선을 그림 5-57에 실었

다. 검은색 곡선은 산소포화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이며, 붉은색 곡선은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탈기한 상태 (DO ≤ 10 ppb)에서 측정된 동전위분극곡선이다. 산소포화

상태의 부식전류밀도는 8.49 μA/cm2, 부식전위는 -0.374 VSCE로 측정되었다. 무용존

산소 상태의 부식전류밀도는 산소포화 상태의 부식전류밀도와 거의 동일한 8.4 μ

A/cm2으로 측정되었으나 부식전위는 -0.639 VSCE로 차이를 보였다. 두 조건 모두

동전위 분극곡선에서 활성-불활성 천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식전류밀도가 거의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동전위 분극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형성된 안정한 부식

생성물 피막으로 인하여 부동태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절차

상 부식시편이 실험용액에 침지된 후에 목표 온도인 90℃까지 승온하는데 1시간 가

량 소요되므로, 그 기간 내에 형성된 보호피막이 탄소강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지배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58의 파란색 직선은 90℃ 중성용액에서 Fe3O4의 열역학적 평형전위를 나

타내며, 하늘색 직선은 90℃ 중성용액에서 Fe2O3의 열역학적 평형전위를 나타낸다.

산소포화 상태인 경우의 부식전위는 Fe2O3의 안정영역에 있으므로 생성된 보호피막

은 주로 Fe2O3일 것으로 예상되며, 무용존산소 상태인 경우에는 Fe3O4의 안정영역

에 있으므로 주된 부식생성물은 Fe3O4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절차상 생성되는 보호피막 및 온도 상승에 따른 산소용해도 감소 영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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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기간에 수행되는 전기화학적 시험의 특성으로 인하여 무용존산소의 방식특성

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기화학적 실험 결과 및 전면부식시험 결과와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3. 용존산소에 따른 전면부식 평가

가. 전면부식시험

무용존산소 부식특성 평가재료는 표 5-9에 기재된 폐순환냉각계통 배관 재질로

사용되는 탄소강(SA106 Gr.B)과 폐순환냉각계통열교환기 shell side 재질인 탄소강

(SA516-70)을 이용하였다.

시편준비는 ASTM G 1-03 "Standard Practice for Preparing, Cleaning, and

Evaluating Corrosion Test Specimens"를 참조하였으며, 전면부식 시험은 ASTM

G 31-72 "Standard Practice for Laboratory Immersion Corrosion Testing of

Metals"를 참조하였다. 시편준비는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그림 5-1에 도

시한 바와 같은 형태의 시편을 가공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 #1500 emery paper

를 이용하여 연마하였고 최종적으로 1 ㎛의 alumina 분말을 이용하여 polishing 하

였다. 연마된 시편은 아세톤과 에탄올에서 초음파 세척/건조 한 후 0.1 mg 단위의

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초기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무게 측정이 완료된 시

편은 알코올에 담가 보관하였으며, 시편홀더에 시편을 장착하기 위하여 가공된 구

멍의 내부 면적까지 고려한 시료의 총 표면적은 256.28 mm2로 측정되었다.

전면부식실험은 그림 5-7에 나타낸 항온수조와 부식실험용 초자용기를 이용하여 수

행되었다. 실험 종료 후 반응기로부터 시편을 추출하여 아세톤을 이용한 초음파 세

척을 수행하였으며, 부식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1 mg 단위의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실험 후 무게를 2회에 걸쳐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부식 시편을 접사 촬영하여

부식이 진행함에 따른 시편의 외면 상태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다.

나. 용존산소에 따른 전면부식 특성

폐순환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소재 중에서 탄소강 재질에 대한 무용존산소 방식특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액 중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가스로 약 2

시간 동안 탈기한 시료와 산소가 포화된 상태의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용액의 온도

를 90℃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시편의 표면 상태 변화와 무게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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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관찰 및 무게 측정은 실험 시작 후 각각 24시간, 72시간, 168시간, 504시간

이 경과된 후에 실시되었으며, 표 5-16과 표 5-17은 SA106 Gr.B 강의 용존산소 조

건별 시편 표면을 관찰한 사진이고, 표 5-18과 표 5-19는 SA516-70 강의 실험 결

과 사진이다. 각 표에서 1행은 실험 종료 후 실험용액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

행은 실험용액 내의 부식시편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의 상태, 3행은 시편 세척

후의 부식시편 표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SA106 Gr.B 강의 무용존산소 조건 부식은 표 5-16에 보인 바와 같이, 초기에는

경미한 균일부식과 부분적인 국부부식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부적

으로 부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표 5-17에 나타낸 산소포화 조건

에서는 초기부터 국부적인 부식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국부부식이 심화되는 부식

거동을 확인하였다. 산소포화 조건에서는 SA106 Gr.B 강의 미세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ferrite와 pearlite의 부식 민감도 차이로 인하여 pearlite 조직에서 부식이 활성

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표 5-16의 SA106 Gr.B 강의 무용존산소 조

건 전면부식 시험 중에서 504시간 경과 실험은 밀폐용기 밀봉 불량으로 인하여 시

험 용액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무게측정 분석에서는

배제하였다.

표 5-18과 표 5-19에 나타낸 SA516-70 강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부식 경향은

SA106 Gr. B와 유사하였다. 무용존산소 조건의 경우에는 부식시편 표면 전체적으

로 균일한 부식 반응이 일어났으나, 산소포화 조건에서는 선택적 국부부식이 발전

하여 균일부식의 형태로 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안 관찰로도 SA516-70 강

이 SA106 Gr.B 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전기화학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산소포화 조건에서는 hematite (Fe2O3)가 주로

발생되어 붉은색의 산화철이 부식시편 표면에 부착되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5-20과 표 5-21에 부식실험 전후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실험 재료별로 기재하

였다. 무게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0.1 mg 단위의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3회에

걸쳐 반복 측정한 평균을 기록하였다. 실험 전 무게는 시편 연마를 완료한 후에 증

류수 및 아세톤을 이용하여 세척한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시편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세척한 시편을 30분간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실험 후 1차 측정, 1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에 측정한 결과를 실험한 후 2차 측정

이라 표기하였다.

각각의 재료에 대한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 및 부식률을 도식화하여 그림 5-59 부

터 그림 5-62에 실었다. 산소 포화 조건의 경우는 SA106 Gr.B 강에 비하여

SA516-70 강의 초기 부식률은 2배 이상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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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생성물 피막이 형성되면서 부식률은 두 재료 모두 대폭 감소하였다. 무용존산

소 조건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산소 포화 조건에 비하여 초기 부식률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는 표면에 부착되어있는 잔류 부식생성물 피막의 무게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행 중인 부식생성물 제거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무용존산소의 방식특

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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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SA106 Gr.B 강의 무용존산소 조건 전면부식 시험 결과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24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72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168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50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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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SA106 Gr.B 강의 산소포화 조건 전면부식 시험 결과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24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72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168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504 hr



- 137 -

표 5-18. SA516-70 강의 무용존산소 조건 전면부식 시험 결과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24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72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168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air-saturated

- 50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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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SA516-70 강의 산소포화 조건 전면부식 시험 결과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24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72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168 hr

Distilled Water

- SA106 Gr.B

- 90℃

- deaerated

- 50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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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재료 DO 기간 실험전
실험후

1차 측정

1차 측정

무게변화

실험후

2차 측정

2차 측정

무게변화

90
SA106

Gr.B

탈기

1

0.7551 0.7550 -0.0001 0.7551 0.0000

0.7567 0.7565 -0.0001 0.7566 -0.0001

0.7723 0.7722 -0.0001 0.7722 -0.0002

3

0.7541 0.7538 -0.0003 0.7537 -0.0004

0.7601 0.7599 -0.0002 0.7598 -0.0003

0.7595 0.7593 -0.0002 0.7592 -0.0003

7

0.7513 0.7508 -0.0005 0.7509 -0.0004

0.7555 0.7553 -0.0002 0.7553 -0.0002

0.7654 0.7649 -0.0005 0.7651 -0.0003

21

포화

1

0.7183 0.7177 -0.0006 0.7177 -0.0006

0.7392 0.7386 -0.0005 0.7385 -0.0006

0.7555 0.7549 -0.0007 0.7549 -0.0006

3

0.7393 0.7383 -0.0010 0.7381 -0.0012

0.7536 0.7531 -0.0005 0.7529 -0.0007

0.5695 0.5687 -0.0007 0.5687 -0.0008

7

0.7460 0.7455 -0.0005 0.7451 -0.0009

0.7290 0.7280 -0.0009 0.7280 -0.0009

0.7473 0.7463 -0.0010 0.7463 -0.0009

21

0.7598 0.7607 0.0009 0.7605 0.0007

0.7437 0.7447 0.0010 0.7445 0.0008

0.7487 0.7464 -0.0023 0.7463 -0.0024

표 5-20. SA106 Gr.B 강 전면부식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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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재료 DO 기간 실험전
실험후

1차 측정

1차 측정

무게변화

실험후

2차 측정

2차 측정

무게변화

90
SA516

70

탈기

1

0.7066 0.7066 0.0000 0.7066 0.0000

0.7109 0.7108 -0.0002 0.7105 -0.0005

0.6907 0.6907 0.0000 0.6907 0.0000

3

0.6975 0.6972 -0.0003 0.6972 -0.0003

0.7033 0.7031 -0.0002 0.7030 -0.0002

0.7098 0.7093 -0.0005 0.7092 -0.0006

7

0.7149 0.7146 -0.0003 0.7147 -0.0002

0.7044 0.7041 -0.0003 0.7042 -0.0002

0.7136 0.7133 -0.0003 0.7134 -0.0002

21

0.7235 0.7233 -0.0002 0.7234 -0.0001

0.6906 0.6906 0.0001 0.6906 0.0000

0.6954 0.6953 0.0000 0.6954 0.0000

포화

1

0.7094 0.7081 -0.0013 0.7082 -0.0012

0.7178 0.7165 -0.0013 0.7162 -0.0016

0.7324 0.7307 -0.0017 0.7307 -0.0017

3

0.6887 0.6896 0.0009 0.6896 0.0009

0.6703 0.6691 -0.0012 0.6691 -0.0012

0.7159 0.7037 -0.0122 0.7037 -0.0122

7

0.6716 0.6865 0.0150 0.6866 0.0150

0.6923 0.6668 -0.0255 0.6666 -0.0257

0.7062 0.7141 0.0079 0.7138 0.0076

21

0.7105 0.7091 -0.0014 0.7091 -0.0014

0.7628 0.7618 -0.0010 0.7618 -0.0010

0.6924 0.6909 -0.0015 0.6909 -0.0015

표 5-21. SA516-70 강 전면부식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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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6. 분극시험을 위한 시험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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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용존산소에 따른 SA106 Gr.B 강의 동전위분극곡선 (90℃,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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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8. 용존산소에 따른 SA106 Gr.B 강의 동전위분극곡선과 철 산화물의

평형전위 (90℃,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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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9. SA106 Gr.B 강의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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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0. SA106 Gr.B 강의 시간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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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1. SA516-70 강의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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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2. SA516-70 강의 시간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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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표면산화피막 특성평가

1. 광학현미경(OM) 관찰 결과

방식제 변화에 따른 방식성능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써, 전면부식시

험 후에 생성된 부식시편 표면의 표면산화피막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그림 5-63은 SA106 Gr.B 강을 이용하여 수행된 전면부식 평가 중에서 nitrite와

hydrazine, 무방식제 조건에서 수행된 부식시편 표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EPRI

guideline에는 nitrite가 보호피막을 형성하는데 산소가 필요없는 방식제로 언급되어

있으나, 부식률 측정 및 시편 표면 관찰 결과, nitrite도 다른 방식제들과 마찬가지

로 용존산소가 있는 경우에 더욱 높은 방식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

로 ferrite와 pearlite의 two phase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는 탄소강의 경우에서는 탄

화물과 기저부의 부정합에 의하여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있는 pearlite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부식이 일어난다[30, 31]. 용존산소가 탈기된 조건에서 부식된 시편 표

면은 ferrite와 pearlite의 구분이 산소 포화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부식 정도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Hydrazine

의 부식표면은 탈기된 nitrite 용액에서 형성된 부식표면과 유사하게 pearlite에서 우

선적인 부식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정도가 nitrite에 비하여 심함을

알 수 있다. Hydrazine 조건에서 실험 된 시편 표면의 어두운 부식생성물은 시편고

정용 천공부위에서 형성된 부식생성물이 침적된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인 가공이

가해지면 가공에 의한 소성변형이 심화되어 부식에 취약하게 된다. 시편고정용 천

공부위는 가공 후 연마에 의한 소성변형부위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전반적인 부식

경향보다 부식이 심화되었다. 탈기된 순수에서 탄소강은 방식제가 있는 경우보다

부식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산소 포화된 순수에서는 완연하게 전면부

식이 활성화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면부식 평가에서 측정된 부식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 SA106

Gr.B 강에 비하여 SA516-70의 부식률이 높았다. 그림 5-64에 나타낸 SA516-70 강

의 부식시편 표면 사진 중에서, 초기상태의 시편 표면을 살펴보면 SA106 Gr.B 강

에 비하여 많은 양의 개재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강의 미세조직 중

에서 pearlite의 부식률이 ferrite에 비하여 높은 이유와 동일하게, 개재물 주변은 기

저부에 비하여 부식에 취약하다. SA516-70 강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식률은 탄소강

부식에 미치는 개재물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SA106 Gr.B 강과 유

사하게 산소가 있는 nitrite 용액의 방식성이 부식시편 표면 관찰 결과에서도 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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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보이며, SA516-70에 대한 hydrazine의 방식성은 SA106 Gr.B 강에 비

하여 상당량 감소하여 표면 부식이 매우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지만 부식량 측정 결

과로는 EPRI guideline 기준은 만족시키고 있었다.

2. 주사전자현미경 (SEM/EDX) 분석 결과

탄소강을 시험 용액에서 부식 시킨 후의 표면의 상태와 그 위치에 따른 조성변화

를 SEM/EDX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SEM 관찰 비교는 같은 조건일 때의 변화를

알 수 있게 SA106 Gr.B과 SA516-70을 시편별로, 방식제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EDX 사용하여 부식 후 시료표면의 부식된 부분들의 표면에 대한 조성비를 조사하

여, 각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의 무게의 합을 100%로 normalize하여 각 원소의 무게

비를 계산하였다.

그림 5-65는 탈기된 증류수에서 부식된 SA516-70 강의 SEM 관찰 사진이다. 중

앙에 보이는 약 10 μm 크기의 Al-Si-O 개재물을 중심으로 부식이 발생하고 있는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이로부터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로부터 유추한 개재물의 영향

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산소포화 상태의 nitrite 방식 조건에서 실험한 SA106 Gr.B 강의 표면 사진 및

조성분석 결과를 그림 5-66에 실었다. 전자현미경의 분해능 한계로 5,000배 이상은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나 5,000배 관찰 사진에서도 부식시편 표면에 형성된 침상형태

의 부식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DX를 이용한 성분분석 결과에서 산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하여 부식시편 표면의 부식생성물 두께가 SEM 전자빔

의 투과 두께인 1∼5 μm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67은 hydrazine 25 ppm이 첨가된 수용액에서 3주간 부식된 SA106 Gr.B

강의 표면 부식생성물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itrite가 첨가된 수

용액에서 형성된 부식생성물과는 달리 표면에 구형의 부식생성물들이 침착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구형의 부식생성물들은 금속 표면에서 부식반응에 의하여 용출된

Fe 이온들이 수용액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부식생성물이 부식시편 표면에 침적된

물질들이며, 이러한 부식생성물들이 발견되지 않은 nitrite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식량이 매우 작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Polysilicate 20 ppm이 방식제로 첨가된 수용액에서 실험된 SA106 Gr.B 강의 표

면 관찰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를 그림 5-68에 실었다. 부식시편 표면에 구형의 물

질들이 성기게 부착되어있으며, 성분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Si 함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점성이 높은 polysilicate가 완벽하게 용해되지 않고 부식시편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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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적으로 부착되어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69는 Molybdate 600 ppm이 첨가된 수용액에서 부식된 SA516-70 강의

표면 부식생성물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이다. Molybdate가 첨가된 경우에는

Mo-ferrite계의 부식생성물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표면 부식생성물 분석 결과

에서는 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미량으로 첨가된 molybdate 성분은 부식생성

물 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전면부식 평가 결과에서는 충분한 방식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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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3. SA106 Gr.B 강의 전면부식시험 후 시편 표면

그림 5-64. SA516-70 강의 전면부식시험 후 시편 표면



- 149 -

그림 5-65. SA516-70 강의 표면 사진 (탈기, 증류수) [x700]

그림 5-66. SA106 Gr.B 강의 표면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 (산소포화, Nitrite 800

ppm)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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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7. SA106 Gr.B 강의 표면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 (Hydrazine 25 ppm)

[x5,000]

그림 5-68. SA106 Gr.B 강의 표면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 (탈기, Silicate 20 ppm)

[x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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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9. SA516-70 강의 표면 사진 및 성분분석 결과 (산소 포화, Molybdate

600 ppm) [x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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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방식 메커니즘 분석 및 수화학적 권고사항

폐순환냉각계통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형태나 운전

조건은 매우 유사하나 냉각 급수 온도가 3～5℃인 계통과 10～38℃인 계통, 두 가

지 정도로 구분된다. 폐순환냉각계통은 주로 다양한 금속(구리, 연강, 도금강, 알루

미늄, 스테인리스강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낮은 부식률 요구, 많은 갈바닉 접

촉, 정체수 존재, 주기적 가동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계통의 보충수는 지하수

부터 탈염수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고순도의 탈염수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폐순환냉각계통의 모든 금속은 부식생성

물에 의한 순환계통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 방식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면

을 고려한 부식허용 한계는 표 5-22와 같다.

부식 억제는 계통의 금속학적인 지식과 운전 조건 하에서 금속의 부식에 대한 감

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정 방식제의 적용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방식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침적물이 없는 금속표면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해

야할 사항이다. 폐순환냉각계통의 수처리는 가능한 100% 방식에 근접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알칼리성의 pH와 높은 방식제 농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대

부분의 금속은 pH 8～10에서 가장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므로, 이러한 pH로 수처리

를 실시하면 요구되는 방식제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표 5-23에 부식속도를 고려한

금속별 최적 pH 범위를 나타내었다.

방식제의 목적은 부식 반응을 지배하는 전자의 흐름을 줄이는 것이다. 음극

(Cathodic) 방식제는 음극 구역에서 전자의 흐름을 줄이는 방식이나, 주로 계통 pH

에 따른 영향으로 폐순환냉각계통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양극

(Anodic) 방식제는 양극 구역에서 전자의 흐름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만약 방식제

수급이 부족한 경우나 점점 줄어들어서 양극으로 작용하는 금속표면을 완전히 덮어

두지 못하게 되면, 적은 양극 면적과 큰 음극 면적의 위험한 조합이 이루어져 공식

(pitting)을 유발하게 되므로 공식 유발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5～50 ppm 사이의

hydrazine은 폐순환냉각계통 내를 환원성 환경으로 유지시켜준다. 비록 정상 운전

온도인 24~66℃에서 산소와의 반응은 빠르지 않지만, 이 정도의 hydrazine 농도 범

위를 유지하면 용존산소를 1～10 ppb 정도로 낮춰준다. 추가적으로 장기간의

hydrazine 주입은 철 산화물을 magnetite 형태로 유지시킴으로써 일반 부식률을 최

소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피막형성제(film formers)로 표현되는 방식제는 금속표면

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한다. 금속의 전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므로 이러한 방식제는

양극 또는 음극 방식제로 구분되지 않는다. 구리와 구리합금의 방식에 사용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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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제들이 피막형성제들이다. 표 5-24에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들을 종

류별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본 11절에서는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방식제개선 과제에서 방식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식제들에 대하여 방식 기구와 특성, 적용 범위 등을 기

술하였다.

1. 방식제별 방식 기구

가. Nitrite

Nitrite는 산화제로서 금속의 부식전위를 상승시켜 anode 표면에 부동태 철 산화

피막을 형성한다. 이론적으로는 NO2
- 농도가 46 ppm 이하인 경우에는 부식전위가

철의 부동태 전위 이하로 낮아져 방식성을 나타내지 못하며 공식을 유발한다. 철

-nitrite 복합물은 chromate와 유사하게 매우 얇고 강한 부식생성물층을 형성하여

금속 표면을 덮음으로써 금속을 방식시킨다.

나. Hydrazine

N2H4 + O2 → N2 + 2H2O

N2H4 + 4OH- → N2 +H2O + 4e-

Hydrazine은 위와 같은 두 가지 반응을 통하여 산소 제거제 및 희생양극 역할을

통하여 방식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어 왔으나, 가장 본질적인 방식 기구는 철의

Fe(II)로의 산화반응을 활성화 시키고 가속화시켜 철 표면에 magnetite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35]. 산화막 pore와 같은 국부 anode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hydrazine은 anodic polarization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hydrazine 농도가 낮은 경우

에는 작아진 anodic 영역에서 선택적 부식(pitting)이 발생하지만, 산화막 pore를 충

분히 채울 정도의 hydrazine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완벽한 방식이 이루어지며, 이는

anodic 방식제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게 된다.

다. Molybdate

Molybdate는 연강의 방식제로서 미생물적 유기물의 영양원이 되지 않는 이유로

nitrite 대체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Molybdate는 chromate나 nitrite와 유사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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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기구로 작용하여 anode 표면에 ferric oxide, ferrous oxide, molybdenum oxide

로 구성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함으로서, 철 금속과 비철 금속의 일반 부식과 국부

부식에 대한 방식 효과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철에 대한 방식은 다공성의 산화물

표면에 molybdate가 흡착되어 이온교환 과정을 통해 ferric molybdate (FeMoO4)라

고 알려진 비용해성 피막을 형성하는 기구로 판단된다. Nitrite와 마찬가지로 부동태

전위 이상을 유지해야 방식성이 유지되며, 그 최소 농도는 160 ppm이다.

Molybdate가 안정적인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용존산소가 존재해야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Polysilicate

주로 사용되는 silicate 방식제는 비정질 polymeric silicate이며, silicate는 anode

에서 용해된 금속 이온과 반응한다. silicate의 주요 방식 기구는 물속에서 가수분해

된 silicate가 음전하로 대전된 colloidal particle을 형성하여 anodic area를 저감시키

는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silicate는 산소 흡수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제공하여 부동

태를 조장하며, surface-active 특성에 의하여 부식생성물에 대한 투과성이 좋고 부

식을 방지한다.

2. 방식제별 운전 범위

가. Nitrite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범위는 500～1,500 ppm 내로 권고된다. 최소농도인

500 ppm은 일반 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누수와 미생물적 반응, 산화에 의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수적인 값이다. 최대농도인 1,500 ppm 역시 일반

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결정된 값이지만, 계통 기기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는 농도는 아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00 ppm까지는 carbon

pump seal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0 ppm 이상의 운전은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계통수 불순물 분석 시험과의 간섭

- 방사성폐기물 증가

- 미생물 반응도 증가

그림 5-70은 원자력발전소 배관재질인 SA160 Gr.B 탄소강에 대한 nitrite 농도

영향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itrite의 손실이 없는 상황이므로 200 ppm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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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완벽한 방식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Hydrazine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범위는 5～50 ppm 내로 권고된다. 공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5 ppm 이상 주입이 필요하며, 발전소 운전 경험을 토대로 50 ppm 이

하에서도 충분한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계통기기가 모두 철계 합금으로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는 200 ppm까지도 허용된다. 그림 5-71은 hydrazine 농도 변화

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 거동을 나타낸다. 50 ppm 이상의 hydrazine이 첨가

된 경우에는 시편 표면에 육안으로 관찰되는 부식생성물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 Molybdate

원자력발전소에서 정상운전 범위는 200～1,000 ppm 내로 권고된다. 최소농도인

500 ppm은 일반 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계통 누수를 보상하기 위한 잉여분을

고려한 수치이다. Molybdate는 미생물 반응 또는 산화에 의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nitrite에 비해 적은 비축량을 요구한다. 그러나 방식 초기에는 일반적인 운전 범위

중에서 높은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다. Pump seal의 열화를 고려해도 molybdate

의 최대허용농도는 없으나, 고농도 주입에 따른 전체 계통 조건에 대한 영향은 규

명되지 않았으므로 1,000 ppm 이내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 만약 1,000 ppm 이상으

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계통수 불순물 분석 시험과의 간섭

- 방사성폐기물 증가

그림 5-72는 SA160 Gr.B 탄소강에 대한 molybdate 농도 영향 평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Nitrite와 마찬가지로 손실이 없는 상황이므로 200 ppm인 경우에도 완벽

한 방식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Polysilicate

Silicate는 구리, 알루미늄, 철 합금에 대한 방식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원자력발

전소에서의 사용 빈도는 낮다. 일반적인 사용 경험에 의하여 정상운전 범위는 20～

60 ppm 내로 권고되나, 가끔은 200 ppm까지도 사용된다. 폐순환냉각계통 열교환기

shell 재료로 사용되는 SA516-70 탄소강에 대한 polysilicate의 농도 영향을 나타내



- 156 -

는 그림 5-73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licate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식성능은 높

아지나 충분한 방식성을 가지는 운전 농도는 부식 환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방식제별 특성

가. Nitrite

일반적으로 nitrite는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pH 조절제와 azole과 같은 구리 방식

제와 혼합하여 사용된다. 미생물에 의하여 nitrite가 nitrate 또는 ammonia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된 ammonia에 의하여 구리합금이 부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계통 내에 구리 또는 구리합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리 방식제를 필히 첨가해주

어야 한다. 계통 내에 구리합금이 없는 경우나 구리 방식제가 요구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pH는 8.5～11.0 범위로 유지하면 된다.

(1) 장점

Nitrite는 보호피막을 형성하는데 산소가 필요 없는 방식제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식제이다. nitrite는 chromate보다 sulfate에 대한 저항성은 약간 떨어지

지만 chloride에 대한 저항성은 훨씬 우수하며, chromate에 비해 낮은 독성을 가진

다.

(2) 단점

Nitrite는 미생물 증식을 방지할 수 없으며,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영

양원으로 작용한다. 고농도로 사용되므로 이온교환수지의 수명을 단축시켜 방사성

폐기물 처리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조건하에서는 침전물 직하의 농축기구에

의해서 nitrate 농도가 10,000 ppm 이상이 되는 경우에 탄소강의 응력부식균열을 유

발한다. Nitrite 부산물인 ammonia는 산화성 분위기에서 구리합금의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나. Hydrazine

복합적인 방식기구를 가지고 있는 hydrazine이지만,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서는 산소제거 기능을 고려하여 산소 침투가 낮고 22℃ 이상의 수온으로 가동되는

계통에 적합하다. 운전 환경에 따라 hydrazine은 amine과 같은 pH 조절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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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기도 한다. 계통 내에 구리합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pH 8.5～9.6 이내로 유

지해야하며, 철계 합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pH 8.5～10.5 이내로 운전하

면 된다.

(1) 장점

Hydrazine은 반응부산물이 질소 또는 암모니아이므로 계통 내에 용해성 고체를

추가시키지 않으며, 투입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미량이므로 이온교환 수지의 소모량

이 적다. 또한 미생물에 의한 영향 및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단점

Hydrazine의 부산물인 암모니아는 산소 농도가 높은 경우에 구리합금을 손상시킨

다. 독성 물질이므로 외부 환경으로의 방출은 제제를 받으며, 화학처리를 실시하여

야 한다. 계통 내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부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hydrazine에 의해서 형성된 보호피막은 nitrite나 chromate와 같은 순수 anodic 방식

제에 의해 형성된 피막에 비해 약하다.

다. Molybdate

Molybdate는 수산화나트륨 또는 borate 등과 같은 pH 조절제와 같이 사용되며,

계통 내에 구리합금이 없는 경우나 구리 방식제가 요구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

우에 pH는 9.0～11.0 범위로 유지하면 된다. Molybdate는 sodium molybdate salt

형태로 투입되어 물속에서 molybdate(MoO4
2-

)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만약 용액의

pH가 낮아지면 두 가지 영향이 발생한다. 첫째는 molybdate 이온이 부동태 반응에

작용하지 않는 H2MoO4 화학종을 형성하게 되며, 두 번째로는 polyhydroxy 복합물

또는 polymeric molybdate 화학종을 형성하여 방식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1) 장점

Molybdate는 chromate와 같은 독성이 없으며, 미생물의 증식에 대한 영양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형성된 보호피막은 강하며 chloride와 sulfate에 대해서도 우수한

보호성을 나타낸다.

(2)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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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ybdate는 chromate와는 달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며, 보호피막 형

성에 대한 용존산소의 역할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Molybdate는 99Tc로 붕괴하

는 99Mo로 방사화될 수 있다.

라. Polysilicate

Silicate는 pH 7.0 이하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pH 7.5～11.0 사이에

서 적용된다. Silicate가 폐순환냉각계통수의 pH를 증가시키지만 추가적인 pH 조절

을 위해서 NaOH를 첨가하기도 한다. 구리 합금의 방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은 아니지만 보완하기 위해서 azole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1) 장점

Silcate는 독성이 매우 낮다.

(2) 단점

Silicate에 의한 보호피막 형성 속도는 매우 느리며, 형성된 보호피막도 부서지기

쉽다. Silicate는 주로 anodic 방식제로 여겨지지만 pitting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

지지 않았으며, polysilicate 제품의 보관 수명은 한계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각의 방식제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폐

순환냉각계통의 완벽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방식제별로 장점과 단점이 상이

하므로 적용 대상 냉각계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적의 방식제와 그 조건을

선정하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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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부식률

mild steel 0.2 mpy or less

copper alloys 0.1 mpy or less

stainless steels 0.1 mpy or less

aluminum 0.2 mpy or less

galvanized steel 0.5 mpy or less

공식(pitting)은 허용되지 않음

표 5-22.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부식률 목표치

금속 pH

mild steel 8.5～10

copper alloys 8.5～10

aluminum 7.5～8.5

galvanized steel 8～9

표 5-23. 산소 포화 수용액에서의 최적 pH

Anodic Film Formers Reducing Agents

Nitrite Tolyltriazole Hydrazine

Molybdate Benzotriazole

Chromate Mercaptobenzothiazole

Polysilicate

표 5-24.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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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0. Nitrit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 변화 (상온, 168시간)

그림 5-71. Hydrazin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 변화 (상온, 168시간)

그림 5-72. Molybdate 농도에 따른 SA106 Gr.B 강의 부식 변화 (상온, 168시간)

그림 5-73. Polysilicate 농도에 따른 SA516-70 강의 부식 변화 (상온, 1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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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순환냉각계통 수화학 지침 개정

본 연구과제의 대상 발전소의 1,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의 수화학지침을 가동원전

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참고하여 표 5-25와 같이 1,2차측 폐순환냉각계

통 기기냉각수의 수화학치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연구과제

에서 수행한 방식제에 따른 계통 건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드라진을 대상

발전소의 1,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의 방식제로 추가하였으며 방식제 농도의 운전 제

한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산소 포화된 수용액에서도 hydrazine 50 ppm이면 탄소강의 부식률

을 권고치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용존산소 농도를 50 ppb 이하

로 제한하는 보충탈염수를 사용하는 실제 발전소에 적용하는 최대 hydrazine 양은

50 ppm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EPRI guidelines[2]에서는 발전소 운전 경험

을 통하여 hydrazine 하한치를 5 ppm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실험 결과에 따르면

hydrazine 5 ppm이 첨가된 수용액에서의 탄소강 부식률은 탈염수 대비 88% 정도

로 방식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수적으로 25 ppm으로 hydrazine의 하

한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산소 포화된 수용액에서의 실험 결과이므로, 탈기

된 보충수를 사용하는 현장 CCW에 hydrazine을 연속 주입하는 경우에는 방식에

필요한 hydrazine의 하한치와 상한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ouda and Sayed의 연구 [36]에 따르면 염소 이온이 3 x 10-4 M 이하인 경우에

는 탄소강에 대한 nitrite의 방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EPRI

guidelines[2]에서도 유사 농도인 10 ppm 이하로 운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염소

이온에 의한 내부식 합금의 국부부식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nitrite 사용 조건에서

의 염소 이온의 상한치는 1 ppm으로 선정하였다.

Gouda and Sayed의 hydrazine과 관련된 연구 [35]에 따르면 hydrazine이 들어있

는 수용액에 염소 이온이 첨가되는 경우, 강의 일반 부식은 발생되지 않으나 국부

부식이 심화되며, 염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완벽한 방식에 필요한

hydrazine의 양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0.15 ppm 염소 농도에서 탄소강의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방식에 필요한 hydrazine의 양은 500 ppm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에 따른 부식 허용량을 고려하여 hydrazine 사용량을 제

시한 EPRI guidelines[2]에서는 hydrazine 적용 시 염소 이온 농도를 0.15 ppm 이하

로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현재 대상발전소의 보충수탈염계통에서 생산된 탈염수

의 수질기준에서 염화물은 최대 5 ppb로 FSAR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3],

hydrazine 적용에 따른 CCW 염소 이온 농도의 상한치를 0.15 ppm으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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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된 기기냉각수 수화학 지침서의 대상발전소로는 한국형 표준원전으로 설계되

어 가동중인 영광 3,4호기, 영광 5,6호기, 울진 5.6호기,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에 적용가능하다.

대상원전 : 영광 3&4, 5&6, 울진 5&6, 신고리 1&2, 신월성 1&2

Parameter limit 비 고

pH 9.0～10.0

Chloride (max.), ppm

- for sodium nitrite ≤1.0

or

- for hydrazine ≤0.15

Corrosion inhibitor

- Sodium nitrite/borate, ppm

(for ferrous/copper system)
700～1000 as NO2

발전소 운영자가
선택적으로 사용

or

- Hydrazine, ppm 25～50 as N2H4

Benzotriazole or Tolytriazole, ppm

(for ferrous/copper system only)
삭제

대상발전소 계통
구리합금 미사용

Activity < Detectable

표 5-25. 폐순환냉각계통 1,2차측 기기냉각수 수화학 지침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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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대상원전의 1,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조사, 가동원전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의 계통 및 계통재

질에 대한 특성 파악, 그리고 사용되는 방식제의 종류 및 물리화학적인 특징을 조

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의 냉각수 및 슬러지의 화학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선정된 4가지 방식제에 대한 전면부식 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가동원전별로 폐순환냉각계통의 설계 특성값 (온도, 압력, 유량) 및 구

성기기의 형식, 용량 및 수량 등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구성기기 및 배관

재질의 경우, 대부분의 배관재질은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교환기 쉘측 재

료는 주로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튜브측은 발전소별로 다른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의 수화학지침을 가동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기준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 기기냉각수의 수화학치침은 원전 공급자에 따라 다

양함을 알 수 있었다.

1, 2차측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는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부동태막을

형성하여 보호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부식을 방지하게 되는데, 폐순환냉각계

통 기기 및 배관에 부식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방식제를 사용하는 방식법과 무화학

제를 이용한 방식법을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가동원전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

제 사용현황과 방식제별 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폐순환냉각계통에 적용

되는 방식제는 방식시스템(개방계, 폐회로계, 관류계)에 따라 다르게 선정하여야 하

며, 사용되는 방식제에 따라 pH 운전범위,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재 가동원전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제로는 크롬산, 아질산염, 하

이드라진 등이 사용되며, 구리가 포함된 계통재료에는 tolyltriazole (TTA) 또는

benzotriazole (BTA) 등과 같은 아졸화합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폐순환냉각계통에 사용되는 방식제와 관련약품의 효과를 파악하기위해 냉각수 수

질, 스케일 및 슬러지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광 1호기와 영광 6

호기의 폐순환냉각계통 냉각수 수질분석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

(ICP-AES)와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를 이용하여 용액속의 금속성분이나 금속의

총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성분 분석을 위해 이온크로마토

그라프(IC)를, 그리고 UV/VIS를 이용하여 용액중의 N2H4와 NH4
+를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시료를 눈으로 관찰하였을 때 1호기 시료는 투명하게 보였으나 6호기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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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엷은 노랑색을 띄고 있었다. 시료의 pH는 6호기가 1호기 보다 낮았다. 측정된

화학성분들의 값들이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6호기 시료에서 높게 나왔다. 슬러지 시

료는 0.45μm 필터를 사용하여 기기냉각수를 거른 것으로 슬러지 형태를 SEM/EDS

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속 산화물과 금속부식 생성물들이 관찰되었다. 슬러지

성분의 결정구조를 X-선 회절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FeO(OH) 구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현재까지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발전소의 폐순환냉각계

통 재료의 방식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질산나트륨 방식제가 첨가된

수용액에서 폐순환냉각계통 재료는 반응 초기에는 표면에서 철 이온 용출이 발생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식속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반응의 결과물

로 생성되는 보호피막에 의하여 부식속도가 크게 낮아져서 EPRI 권고 기준치를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 표면에 보호피막을 형성하는데 산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는 아질산나트륨 방식제의 특성상 본 연구결과에서도 용존산소에 의한

아질산나트륨 방식제의 방식성능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온에서 수

행된 하이드라진 방식성능 평가에서는 하이드라진 25 ppm 수용액은 탈염수 대비

약 5배의 방식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50 ppm 이상의 하이드라진이 첨가된 경우에는

EPRI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0oC로 승온하여 가속화

시험을 실시한 결과, 800 ppm의 아질산나트륨이 첨가된 조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소량의 화학물질이 첨가된 25 ppm의 하이드라진 수용액에서도 폐순환냉각계

통의 재료는 반응 초기 약간 높은 부식률을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질산

나트륨의 방식성과 유사한 우수한 방식 특성을 보여주었다. 현재 아질산나트륨이

방식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통에 하이드라진을 대체방식제로 전환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계통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질산나트륨 수용액에서 부식시

킨 시편을 이용하여 하이드라진 수용액에서 부식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질산나트륨

수용액에서 부식된 재료는 동일한 하이드라진 수용액 조건에서의 초기 부식률이 감

소하였으며, 이는 아질산나트륨 방식제에 의해 형성된 보호피막이 금속 표면에 잔

존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 조건에서는 폐순환냉각계통 재료의 방식을 위하여 50 ppm 이상의 하이

드라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에 사용된 수용액이 산소 포화된 탈염수인

연유로 탈산제로의 소비가 많아서 탄소강에 대한 충분한 방식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탈기된 계통수를 사용하는 실제 발전소 계통에 비하여 높은 농도의 하이드라진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 발전소 폐순환냉각계통과 동일하게 탈기

된 수용액을 사용하면서 하이드라진의 연속주입을 실시하게 되면 탄소강의 방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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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이드라진의 양은 50 ppm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현재 대상발전소의 폐순환냉각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제를 아질산나

트륨에서 하이드라진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경우의 방식특성 전환평가 결과, 아질산

나트륨 사용으로 계통재료의 표면에 보호피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드라진

을 대체 방식제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계통재료가 초기 부식률의 증가없이 우수한

방식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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