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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전 냉각계통 부식방지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원전의 고온부식으로 인한 손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조건에 따른  

평가용 DB를 보완․구축하고, 수화학 개선과 부식억제제에 의한 원전 부식 억제기

술을 확립하며, 설계수명과 수명연장 기간 동안 가동하기 위하여 원전 1차 및 2차 

계통 수화학 관리지침과 운전조건을 개선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 수화학상태 평가 기술개발

◦수질상태/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와 억제기술개발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개발

◦수질상태가 터빈 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 기술개발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 및 저감화 기술개발

◦무붕산 수화학 기술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 수화학상태 평가 기술개발

국내 원전의 주기별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변화추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원

전으로 고리원전(1호기 및 2호기)을 선정하고 취출수화학 자료를 전산입력하 다. 

MULTEQ 전산코드의 pH계산 option을 분석하여 농축도에 의한 틈새 pH 계산법

을 정립하 다. 틈새수화학 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

으며 이에 의한 시범원전의 틈새 몰비지수(MRI) 평가를 수행하 다.

원전 증기발생기 틈새 모사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고온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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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위탁과제에서 제작하 으며 이 장치를 연구소에 이전.설치하고 시운전을 수

행하 다. 고압용 순환펌프, autoclave, 히터, 충전펌프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의 기

능시험 및 310℃, 135atm의 누설시험을 완료하 다. 각종 sensor의 보정과 고온 안

정성 시험을 거쳐 각종 불순물에 대한 틈새 잠복 및 방출시험을 수행하 다.

국내 PWR 원전의 2차계통 수화학지침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EPRI 수화학지침을 

개정판별로 분석하 다. 계통 건전성 확보와 양질의 증기공급을 위한 2차냉각수의 

pH, 전기화학전위, 화학종의 출력운전 및 위치에 따른 EPRI 지침개정 이력을 평가

하 다.

2. 수질상태/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와     

 억제기술 개발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요 손상 유형을 비파괴검사자료를 통하여 분

석하 다. 고리1호기 증기발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결함 때문에 20년 가동 후 1988

년 교체되었다. 국내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주요 손상 유형은 pitting, PWSCC,  

ODSCC 및 마모 등이며, 결함 발생 위치는 튜브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위, 튜브

시트 상단 확관 부위, 튜브시트 내부 skip roll 위치, row 1 U-bend 부위 및 반진동 

구조물 위치 등으로 분석되었다.

PWSCC를 연구하기 위해 용액중의 수소분압측정용 Pd-Ag cell의 제작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하 고 수소분압에 따른 PWSCC와 냉간가공량에 따른 균열생성을 평

가하 다. 330℃의 1차측 모사 냉각수중에서 CERT를 이용하여 Alloy 600 CRDM

재료의 PWSCC 성장 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을 평가하 는데 균열 성장속

도는 8∼17ccSTP/kg water의 수소농도조건에서 가장 컸으며 이보다 수소농도가 

작아지거나 커짐에 따라 성장 속도는 감소하 다. 35ccSTP/kg water의 수소농도

를 갖는 330℃의 1차측 모사 냉각수중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균열생성 특

성을 평가하 다. 냉간변형을 가한 M-RUB시편을 사용한 실험결과 냉간 변형량에 

따라 2,000 ∼ 10,000시간 내에 균열생성이 관찰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에서 가능한 환경인 중간 pH 역에서 Ni

기 합금 재료의 부식거동을 평가하 다. 재료들의 응력부식균열지수(PSCC)를 계

산하기 위해 전기화학분극시험을 수행하 다. 100℃, 320℃ 그리고 350℃에서 응력

부식균열시험 결과는 응력부식균열 민감성과 PSCC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350℃에서 Alloy 690 TT 재료를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중성 

pH 용액에서 환원된 황성분에 의한 부식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부식전위측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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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 다. 황성분의 원자가가 감소할수록 부식전위는 상당히 증가하 다. 환

원된 황성분에 의해 부식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PbSCC를 납 농도, 전위, pH등의 함수로 평가하 다. 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bSCC가 가속되었고,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서 PbSCC가 관찰되었다. PbO를 1,000 

ppm 첨가한 300℃, pH 10 분위기에서 전위를 인가하면서 변형율 2×10
-7
sec

-1
로 

SSRT 시험을 수행하 다. Ag/AgCl 외부 전극 기준으로 -520mV 이하에서 

PbSCC가 발생하 으며, -650mV 근처에서 PbSCC 면적비율이 약 41%로 최대치

를 보 다. PbO 첨가에 따라 Alloy 600 재료의 부식전위와 부동태 전류 도가 증

가하 다. 

고온에서 CuO 첨가 유뮤에 따른 전위변화를 pH 4, 7, 10 그리고 12에서 측정하

다. 부식전위는 pH 4에서 12 까지의 용액에 CuO를 1,000ppm 첨가하 을 때 약 

300 ∼ 400mV 정도 증가하 다. pH 10에서 CuO의 농도가 0ppm에서 300ppm까지 

증가함에 따라 부식전위가 급격히 증가하 다. CuO가 용액에 첨가됨에 따라 응력

부식균열 저항성은 감소될 것이다.

TiO2 첨가 유무에 따른 전열관 재료의 염기성분위기 응력부식평가를 수행하

고, 틈새간격에 따른 TiO2 침투를 수행하 다. 또한 TiO2 첨가에 따른 산화막의 전

기화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 다. TiO2 첨가에 따라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 재료의 임계전류 도와 부동태 전류 도가 낮아졌다. 315℃ 10% NaOH 용액

에 TiO2  2 g/ℓ를 첨가했을 때 Alloy 600으로 제작한 wedged CT 시편에서 균열

전파속도가 감소하 다. 입계파단면의 산화막에 Ti 화합물이 관찰되었다. 150℃, 

1% NaOH 용액에서 여러 틈새간격을 가진 시편에 TiO2를 첨가하여 틈새 조건에 

따른 Ti 침투 시험결과로부터 0.05㎜ 이하의 틈새조건에서도 약 20% 정도의 Ti 성

분이 검출됨을 볼 수 있었으며, 틈새세척 조건과 Ti화합물 종류에 따라 Ti 침투 특

성에 변화가 있었다.

3.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 개발

원전 2차계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해, ammonia, morpholine 또는 

lithium hydroxide를 함유하는 130℃ 탈산소 수용액 내에서 탄소강과 저합금강

(1Cr-½Mo 및 2¼Cr-1Mo) 침식-부식 루프시험 결과, 각 시편의 무게손실이 유속, 

오리피스 거리, 재질 및 pH에 의존하 으며, pH 9.5에서 가장 작았다. pH의존성은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magnetite 용해도의 pH의존성과 동일하 다. 1Cr-½Mo 및 2

¼Cr-1Mo의 침식-부식 저항성은 탄소강의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캐나다 원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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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WS 1 원전에서 발생한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이 주로 탄소강의 FAC(Flow Assisted Corrosion)에 기인한 것으로, 또한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평균 운전pH(10.55∼10.66) 하한에서의 300℃ magnetite 용해

도가 최소 용해도(pH 10.3)의 약 2배 이상 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원전에서는 pH 운전범위를 10.2∼10.8에서부터 10.2∼10.4로 변경하여 운전하고 있

다. 다른 한편, pH조절제로 사용되는 ammonia와 morpholine 및 ETA와 MPA의 

온도에 따른 염기세기 및 액상-증기상 분배계수 등을 열역학적으로 계산하고 고온 

열안정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해속도가 여타 amine의 20분의 1 정도로 낮은 

MPA가 pH조절제로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질상태가 터빈 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기술개발

터빈강(3.5NiCrMoV)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에 미치는 온도, 변형속도 및 용존 

산소의 향을 알기 위해서 일정연신률시험을 수행하 다. 온도 50℃∼200℃, 변형 

속도 5×10
-8
 ∼ 1×10

-6
/sec 범위에서 산소가 포화된 환경 및 탈 산소 환경에서 시

험을 수행하 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변형 속도가 감소할수록, 산소 농도가 높을수

록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증가하 다. 수중에 존재하는 용존 산소는 터빈강의 응

력부식 특성에 큰 향을 준다. 산소 포화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증가하

는 것은 금속 표면에 부동태가 형성되지 못하고 용존산소의 증가에 기인한 부식 

전위 증가와 그에 따른 부식 전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터빈강이 수

중에서 피로하중을 받으면 부식 피로 기구에 의해 균열진전속도가 가속화됨을 확

인하 다. 수중에 수소가 존재하면 부식 피로 균열 진전속도가 상당한 정도 증가하

는데 이는 부식 피로 과정중 수소 취화 기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5.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 및 저감화 기술개발

원전 아연주입 실증경험에서 나온 긍정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아연주입 운전은 

현재 원전 냉각계통에서 방사능 축적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

었다.  원전 냉각재내 아연 주입을 위하여 아연의 산화물과 유기산염의 3가지 아연

화합물을 선정하여 검토하 고 가동중 PWR 원전의 경우 고농도로 주입할 수 있는 

zinc acetate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연 화합물에 따라 용존 아연 화학

종의 수용액 평형거동은 ∼300℃ 고온의 중성 pH에서는 주로 아연의 수산화물 착

물 형태로 존재함이 열역학적 계산으로 확인되었다. 원전 1차 계통에 아연 주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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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아연이 정화계통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정화 수지에 미치는 향을 시험

하 다. 원자로급 수지상에 용존 아연 화합물의 흡착율을 비교하기 위해 회분식 흡

착 시험을 수행한 결과 zinc oxide, zinc formate 및  zinc acetate를 용해시킨 아연 

수용액의 흡착 제거 거동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Alloy 600 험프 시편에 대해 여러 환경에서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후, 변위-하중 곡선

의 형상 및 파면을 비교하여 각 조건에서의 입계응력부식민감성을 평가하 다. 험

프(hump)시편을 사용하여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행하면 입계응력부식 유발시간이 

단축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입계응력부식균열의 민감성을 용이하게 상호 비교, 평

가할 수 있다. Alloy 600의 입계응력부식에 미치는 변형속도 및 용존 산소의 향

을 평가하기 위해 360℃, 210기압의 산소가 포화된 순수(aerated pure water) 및 산

소가 제거된 순수(deaerated pure water) 환경에서 변형속도 1.25×10
-7
/sec ∼ 5× 

10
-7
/sec 사이에서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행하 다. 입계응력부식 저항성은 변형속

도가 낮아질수록 커졌으며 산소가 포화된 순수 환경에서가 산소가 제거된 환경에 

비해 더 컸다. 변형속도 감소에 따른 입계응력부식 민감성 증가는 균열선단에서 금

속의 용해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산소 포화 환경에서 입계응력부식 

저항성 증가는 부식 전위의 증가와 그에 따른 조성 금속의 부동태 피막 형성에 기

인한 부식전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연이 주입되면 Alloy 600합

금의 응력부식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압경수로의 방사선 준위 감소를 위하여 국내 각 발전소의 수화학 운전자료를 

검토하 으며 CRUDSIM 코드를 이용하여 시범 발전소의 실제 운전모드와 여러 

가지 pH 운전모드의 경우의 방사능 생성량을 비교 검토하 다. 계통 구성 재질과 

핵연료봉의 건전성이 보장되는 한 냉각재 pH를 상승시키면 방사능 생성감소에 유

리함을 알 수 있었다.

6. 무붕산 수화학 기술개발

중소형/일체형원자로에서 일차냉각수중의 암모니아는 노심에서 방사선에 의해 

분해되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한다. 질소와 수소같은 비활성 기체의 용해도를 계산

하여 질소의 최소용해 온도를 구하 다.  질소용해도, 수소용해도와 암모니아의 방

사화학 평형을 분석하여  농도와 온도에 따른 암모니아의 평형 pH를 계산하고 1차

냉각수의 pH 제어에 필요한 암모니아 농도를 구하 다. 

ASTM Grade 2 Ti 재료에 온도가 300℃∼500℃, 수소압이 100mbar∼300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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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에서 수소장입 시험 후 수화물 형성 거동을 관찰하고, 수소 장입된 시편에 

대해 상온 및 300℃의 온도에서 피로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300℃에서 

수소 농도 35cc/kg H2O인 탈기된 수중에서 부식피로 균열진전 시험을 수행하 다. 

Ti 의 피로균열 진전 거동은 수소장입 여부, 균열진전방향 및 시험온도에 따라 차

이를 보 다. 균열진전 방향에 대한 수화물 형성 방향과의 상호관계, 수화물의 방

향과 집합조직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피로 파괴가 조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300℃, 수소 농도 35cc/kg H2O인 탈기된 수중에서 Ti의 부식 피로균열진전 

시험 결과 균열진전이 T-L방향일 때 부식 피로균열진전속도는

da/dN = 10
-8.65
x(ΔK)

4.19

가 된다. 물 속에 용해된 수소는 본 시험의 부식 피로 시험 조건하(35ccH2/kg H2O, 

0.1Hz, 300℃ 수 중)에서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했다. 본 

시험 조건 하에서 수소 원자가 재료 내부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여 균열 선단의 

Ti 격자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 수화학상태 평가기술 개발

국내 시범원전의 주기별 틈새수화학 평가기술은 원전 건전성 향상 및 증기발생

기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MULTEQ 활용기술과 자체개발한 원전 증기발

생기 틈새수화학 평가코드(CAP)는 원전현장에서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틈새 고온실증 시험장치 제작으로 원전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감

시장치의 실용화 가능성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2. 수질상태/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와     

 억제기술개발

가동원전 비파괴검사자료 분석을 통하여 국내 원전의 손상 경향을 파악하고, 손

상 완화방안을 강구하는데 활용한다.

수소분압에 따른 PWSCC 연구결과로부터  가동원전에 Alloy 600 CRDM 노즐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최적 수소농도조건을 제공하고, 가동원

전에 Alloy 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균열생성에 미치는 수소농도 향평가 

실험자료 제공하여, PWSCC에 의한 손상을 감소 내지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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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pH 역에서 SCC민감도지수를 이용하여 원전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지역

에서의 화학성분을 알면 그 분위기에서 SCC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단기간내에 SCC에 유해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발전소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

를 피함으로 전열관 재료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PbO와 CuO의 농도에 따른 전열관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와 SCC 저항성

을 평가 결과로부터 제반 인자가 SCC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 원전 수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TiO2 첨가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전기화학적 시험 자료와 SCC 저항성 평

가는 원전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의 응력부식손상 억제 방안의 기초 자료가 되며, 증

기발생기 전열관의 틈새 구조와 틈새 세척 조건에 따른 TiO2의 틈새 침투 특성평

가 시험결과는 TiO2의 원전 적용시 증기발생기 운용 조건에 따른 부식 억제제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의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3.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 개발

국내 PWR 및 PHWR 원전 배관재질을 침식-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1Cr-½Mo 

또는 2¼Cr-1Mo로, 기존 pH조절제를 염기세기와 열안정성이 뛰어난 MPA로 대체

함으로써, 배관재질 침식-부식 또는 FAC 저감을 통한 증기발생기 보호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 수질상태가 터빈 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기술개발

원전 터빈 수질 관리에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 농도를 관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긴요하다. 시험결과자료는 터빈 환경의 수질 관리 및 개선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응식부식 시험 자료 및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 자료는 터빈 부품에 균열 

발견시 부품의 수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5.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 및 저감화 기술개발

본 연구에서 획득한 아연 수화학 결과들은 1차계통 냉각재내 용존 아연 거동 및 

아연 물질수지 예측 그리고 아연 주입제 최적 선정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국내 원전의 아연 주입운전에 필요한 자료로써 활용할 계획이다.  

아연 주입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식 조건 조성, 시험 시편의 가공 

균일성, 시험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체계화 및 정량화를 필요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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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행된 시험 결과에 의하면 아연 주입이 Alloy 600의 응력 부식 저항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연 

주입의 효과를 규명하는 국내외 연구가 아직은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

정이므로 아연 주입의 효과 및 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발전소의 수화학 운전 방법의 평가를 위한 방법은 방사선준위 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수화학 운전 모드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6. 무붕산 수화학 기술개발

중소형일체형원자로(SMART)의 1차냉각수 계통에서 기체의 용해도, 암모니아수 

pH 및 방사평형의 계산결과는 SMART 수화학 설계지침에 적용될 것이며 차후 

SMART의 1차계통 냉각수 화학관리에 적용된다.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미치는 용존 수소의 향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및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피로 주파수가 아주 낮은 조건(0.01Hz, 0.001Hz)에서 부식피

로 시험이 수행되어 균열 선단의 수소 원자가 재료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환경에서 수화물 및 수소 취화 과정이 미치는 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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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Corrosion Evaluation and Control of Cooling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supplement the data base to evaluate the high 

temperature corrosion degradation problems taking place in nuclear power 

plants(NPPs) in Korea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to develop 

corrosion mitigation technologies for nuclear power plants by the modification of 

water chemistry and injection of inhibitors, and to modify water chemistry 

guidelines and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ystems of 

NPPs in order to be operated for their design and extended lif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evaluate water chemistry conditions in the 

secondary side crevices of steam generators

◦Production of supplementary data base to evaluat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s by conditions of water chemistry and impurities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water chemistry to protect piping and steam 

generators

◦Production of supplementary data base to evaluate degradation of turbines 

by water chemistry condition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evaluate and lower radioactivity of the 

primary system

◦Production of a data base for water chemistry without bo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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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Project

1. Evaluation technology for chemistry at secondary side 

crevice in steam generator

To evaluate the periodical changes of the crevice chemistry in steam 

generators at domestic NPPs, Kori NPPs(unit 1 and unit 2) were selected as the 

models, and chemistry data such as normal blowdown data and hideout return 

data were collected and filed.

The calculation procedure of crevice pH in steam generator was established 

by the concentration method with calculation option in a MULTEQ computer 

code. Molar Ratio Index(MRI) about  model plants were analyzed by Crevice 

chemistry Analysis Program(CAP) which was developed in this study.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crevice simulation system was constructed in 

a commission project to simulate the crevice environment in a steam generator. 

And then the simul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high pressure pump, 

autoclave, heater and vessels was moved to KAERI, reinstalled and tested. 

Functional test and leak test for the system were carried out at 310℃ and 135 

atm. The verification experiment for hideout and molar ratio control was 

conducted with an impurity such as sodium and chloride.

The secondary chemistry guidelines of domestic PWRs were collected. To 

maintain the system integrity and good quality of steam in secondary system, 

periodical revisions of EPRI's guidelines were evaluated about pH of coolant, 

electrochemical potential, concentrations of species with power levels and 

location.

2.  Evaluation technology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Degrad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s of domestic NPPs was analyzed using 

ECT examination performed during over haul of NPP. Kori 1 steam generators 

was replaced in 1998 after being in operation for 20 years. The degra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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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generator tubings was caused by pitting in crevice between tube and 

sludge file, PWSCC in expansion transition or U-bend, ODSCC in expansion 

transition above tube sheet or in sludge file, and fretting at antivibration bar.

PWSCC rate of Alloy 600 for CRDM and PWSCC initiation of Alloy 600 for 

tubings have been studied as a function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and degree 

of cold work, respectively. A Palladium-silver cell was developed and attached 

to SCC test equipment to measure the in-situ partial pressure of hydrogen.  

The maximum in PWSCC rate was observed for the hydrogen content of 8∼17 

ccSTP/kg-water and further decrease or increase of hydrogen content resulted 

in the decrease of crack propagation rate at 330℃. PWSCC initiation of Alloy 

600 was observed after the exposure time of 2,000∼10,000hours in simulated 

primary water at 330℃ with hydrogen content of 35ccSTP/kg-water depending 

upon the magnitude of pre-strain in modified reverse u-bend specimen. 

The corrosion behavior of Ni based alloys was evaluated in the mid-range of 

pH which is plausible in PWR steam generator crevices. To calculate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parameter, PSCC, the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measuremen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SCC test at 100℃, 320℃ and 350 

℃ showed some correlation between the PSCC and the occurrence of SCC. The 

SCC has been observed in Ni based alloys except Alloy 690 TT at 350℃. 

Corrosion potential were measured as function of valence of sulfur in solution 

pH near to neutral. As the valence of sulfur decreased, the corrosion potential 

increased significantly. Reduced sulfur species seem to increase corrosion.

PbSCC has been studied as a function of Pb concentration, potential and pH. 

PbSCC was enhanced as Pb concentration increased. The presence of PbO in a 

solution increased corrosion potential and passive current density of Alloy 600. 

PbSCC sensitivity of MA Alloy 600 in the solution of 1,000ppm PbO 

concentration and pH 10 at 300℃ performed with SSRT test showed maximum 

at -650 mV vs Ag/AgCl reference electrode.

Corrosion potential behavior has been studied as function of pH ranging from 

4 to 12 in solution with and without CuO at 300℃. Presence of 1,000ppm CuO 

in solution with a pH from 4 to 12 increased corrosion potential about 300 ∼ 

400mV compared to solution without CuO. Corrosion potential increas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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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 concentration at pH 10. So, the presence of CuO in the solution seems to 

enhance SCC sensitivity. 

SCC behavior and polariz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s have been studied 

in caustic solution with and without TiO2. And Ti penetration into the crevice 

has been studied with crevice gap in 1% NaOH at 150℃. The presence of 2 g/

ℓ TiO2 decreased SCC rate in CT specimen and the critical and passive current 

density in 10% NaOH. From the analysis of the fractured surface, 

Ti-compounds are observed in the oxide layer on SCC fractured surface. The 

Ti was observed in concentration of about 20% at the crevice gab size less than 

0.05 mm. The crevice flushing condition and the type of Ti compounds affected 

the Ti penetration characteristics.

3.  Alternative water chemistry technology development 

for piping and steam generator protection

In order to protect the piping and the steam generator of NPPs, we carried 

out experimental loop tests on erosion-corrosion characteristics of carbon steel 

and low alloy steels(1Cr-½Mo and 2¼Cr-1Mo) in ammonia, morpholine or 

lithium hydroxide containing oxygen-free aqueous solution at 130℃ for 500 

hours. The weight loss of each specimen showed flow velocity-, orifice 

distance-, material- and pH-dependence, and the lowest value at pH 9.5. The 

pH-dependence was akin to the pH-dependent magnetite solubility 

thermodynamically calculated at 130℃, and the erosion-corrosion resistance of 

1Cr-½Mo and 2¼Cr-1Mo appeared to be two times more higher than that of 

carbon steel. On one hand, we analyzed origins of PHWR feeder piping wall 

thinning. The magnetite solubility at 300℃ calculated with the pH value of 

10.55, the average pH value of WS 1 and Canadian NPPs, showed to be two 

times more than the minimum solubility at pH 10.3. It appeared that the reasons 

were due to this pH operation history, including the flow-assiste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carbon steel piping material. At present they have applied the 

narrower pH operation range which is not higher than 10.4. On the other hand, 

we thermodynamically calculated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pH-controlling agents such as ammonia, morpholine, ethanolam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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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ethoxypropylamine.

In result, MPA showed the best characteristics for pH-controlling agent in 

view of base strength and relative volatility. It has also high temperature 

thermal decomposition rate much lower than one twentieth of the rest's.

4.  Evalua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corrosion 

fatigue of turbine material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emperature, strain rate and dissolved oxygen on SCC(Stress 

Corrosion Cracking) susceptibility of 3.5NiCrMoV turbine steel. Tests were 

conducted in aerated and deaerated water at temperatures of 50℃∼200℃ at 

various strain rates(5×10
-8
 ∼ 1×10

-6
/s). The SCC susceptibility of the turbine 

steel increased with decreasing strain rate, increasing temperature and 

increasing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Dissolved oxygen significantly 

affected the SCC susceptibility of turbine steel in water. The increase of the 

SCC susceptibility of the turbine steel in higher dissolved oxygen environment 

is due to the non protectiveness of the oxide layer of the turbine steel surface 

and the increase of corrosion current. The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urbine steel increased when the turbine steel experienced fatigue load in 

high temperature water at 150℃. The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was 

accelerated in hydrogen dissolved water. 

5.  Evaluation of the radioactivity leve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reduction in the primary 

system

Based on the positive results from the operational plant experience with zinc 

addition, it should now be considered a verified process for controlling radiation 

buildup in the nuclear reactor coolant system. Three zinc compounds such as 

zinc oxide, zinc formate, and zinc acetate were analyzed as additives for 

injection of zinc to the reactor water. Zinc acetate seemed to be the best 

additive to the PWR plants in operation. Thermodynamic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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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ous zinc system using reliable data showed that hydrolyzed zinc species 

were more stable in the high temperature solution of 300℃ at neutral pH. 

Because early exhaustion of the mixed resin beds in the CVCS was expected 

due to the zinc ion addition to the primary coolant, batch adsorption tests were 

carried out to compare the adsorption rate for three zinc species solution. 

Adsorption rate of zinc ion on nuclear grade resins was almost the same 

regardless of these species expected to have different aqueous equilibrium.

Stress corrosion crack tests with  constant elongation rate tester were carried 

out for the hump specimens in various environment. CERT tes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strain rate and dissolved oxygen on the PWSCC of 

Alloy 600 in aerated and deaerated pure water at 360℃. Hump specimens were 

used to shorten the test time. Tests were conducted with the strain rate of 1.25 

×10
-7
/sec ∼ 5×10

-7
/sec for the specimens of different heat treatment and 

bending procedure. The PW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increased as the 

strain rate decreased in deaerated water. But the PW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decreased as the strain rate decreased in aerated water. The increase of 

IG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with the decrease of the strain rate in 

deaerated water is due to the increase of the dissolution at the crack tip. The 

PWSCC resistance was better in an aerated water environment than in 

deaerated water environment. It was considered  that the increase of PWSCC 

resistance in aerated water was due to the high corrosion potential of metal 

surface, and the according decrease of corrosion current due to the formation of 

protective oxide layer. The PWSCC resistance increased with the the injection 

of 5ppb Zn in water. 

CRUDSIM study reviewed the actual water chemistry operation data of 

domestic PWRs and compared activity buildup of various pH operation mode 

with actual chemistry mode using CRUDSIM code to reduce the activity level of 

domestic PWRs. The higher coolant pH operation was shown to have the 

advantage of the reduction of out-of-core activity buildup if the integrity of 

system structural materials and fuel cladding is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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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echnology development for boron-free chemistry 

Ammonia is used as the pH control agent of primary water at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ome of this ammonia is 

decomposed to hydrogen and nitrogen by radiation in the reactor core.  The 

produced hydrogen gas is used for the removal of dissolved oxygen in the 

coolant. Some of nitrogen gas in pressurizer is dissolved into the primary water.

Because ammonia, hydrogen and nitrogen which is produced by ammonia 

radiolysis exist in the coolant at SMART, ammonia chemistry at SMART is 

different with lithium-boron chemistry at commercial PWR.  In this study, the 

pH characteristics of ammonia and the solubility characteristics of hydrogen and 

nitrogen were analyzed for the management of primary water chemistry at 

SMART. 

Fatigue crack growth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rack growth 

behavior of hydrided ASTM Grade 2 Titanium plate in air at 25℃ and 300℃. 

And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s were conducted to study the 

effect of Hydrogen in hydrogen injected high temperature water (35ccH2/kg 

H2O, 0.1Hz, 300℃). The hydride in the α type titanium was formed by 

ingressing H2 gas(100-300 mbar) at 300℃-500℃. Fatigue crack growth rates of 

the Ti specimens in air at 300℃ were higher than the growth rates at room 

temperature.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s along the rolling direction were 

always higher than those along the transverse rolling direction. The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hydrogen charged Ti was strongly dependent on the crack 

plane orientation in the rolled sheet and the arrangement of hydrides relative to 

the crack growth direction. The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i in 

water at 300℃ is not varied considerably by the dissolved hydrogen(300℃, 35cc 

H2/kg H2O). It is considered that the diffusion of hydrogen is not sufficient to 

induce the decrease of lattice strength at the crack tip of Ti in the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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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

1. Evaluation technology for chemistry at secondary side 

crevice in steam generator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crevice environment about domestic 

model plants, CAP code and application method of MULTEQ code, can be 

contributed to the integrity and life extension of the steam generator. 

Experimental results at a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crevice simulation 

system for steam generator can be applied to the basic technology of crevice 

chemistry monitoring at on-site model boiler.

2.  Evaluation technology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Through analysis of ECT examination data on operating domestic NPPs, 

degrad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s was obtained and thereby employed in 

mitigating degrad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Recommendation of the optimum hydrogen content in primary water in 

operating NPPs will be done to suppress PWSCC propagation of Alloy 600 

CRDM nozzle and PWSCC initiation of Alloy 600 steam generator tubing. 

SCC and electrochemical data obtained in solution with either PbO or CuO 

will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in secondary side water chemistry control and 

sludge control of NPPs.

SCC data in caustic solution with TiO2 showed a possibility of suppressing 

ODSCC in caustic solution and various chemical forms of the Ti compound as 

well as other chemical compounds are under evaluation, the best compound will 

be selected and then NPP operator will be recommended to add an inhibitor to 

secondar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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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ternative water chemistry technology development 

for piping and steam generator protection

In order to reduce erosion-corrosion or flow-assisted corrosion of the current 

piping material in the secondary and primary systems of the domestic PWR and 

PHWR nuclear power plants, it would be more available to use higher 

erosion-corrosion resistant 1Cr-½Mo or 2¼Cr-1Mo instead of carbon steel, and 

MPA instead of current pH-controlling agents. 

4.  Evalua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and corrosion 

fatigue of turbine material

It is considered that hydrogen embrittlement operate in the corrosion fatigue 

process. So it is required that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 and 

hydrogen is controlled strictly in turbine water chemistry. The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data are applied to estimate the allowable life of turbine 

parts. And The test results are useful as information to confirm the integrity of 

the turbine system.  

5.  Evaluation of the radioactivity leve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reduction in the primary 

system

Aqueous zinc chemistry data obtained here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about dissolved zinc equilibrium behavior in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 

expectation of zinc material balance, and the optimum selection of zinc additives 

for the zinc injection program in domestic nuclear reactors.

CERT tests with hump specimens can be applied to determine the IGSCC 

susceptibility of an Alloy 600 specimen within a short time period in various 

corrosion environm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increase of PWSCC 

resistance in aerated water and in 5ppb Zn injected water can be accounted for 

the control of water chemistry of power plant. It is necessary to study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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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firm the beneficial effect of a Zn injection to suppress the PWSCC of 

Alloy 600.

The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coolant chemistry operation is applicable to 

the evaluation of radioactivity level of domestic PWRs and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chemistry operation mode. 

6.  Technology development for boron-free chemistry 

The basic study about gas solubility, pH and radiolysis of ammonia in water 

will be applied to the chemistry design guide and chemistry management for the 

primary water at SMART.

The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data of Ti can be used to develope 

the small and medium integral reactor as basic design data of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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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의 경우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고온고압의 수화학 분위기에서의 

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가동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또는 

세계적인 추세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심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손상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요 부

품의 파손으로 이어져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원전의 건전성 확보에 문제를 일으

키게 되어 고온부식으로 인한 손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 한 평가와 억제 기술의 

확보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증기발생기의 경우 국내에서도 1차측과 2차측에서 응력부식에 의한 손상으로 문

제가 많으며,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 1차계통 방사선물질이 2차계통으로 유입된다.  

고리 1호기의 경우 손상이 심해져서 막대한 교체 비용과 장기간 가동중지로 인한 

전력 손실을 감수하며 1998년도에 증기발생기를 교체하 다.  타 호기 증기발생기

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부식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가동년수가 증가하고 나아가 

수명연장을 고려할 때 원전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

한 손상은 1차계통과 2차계통의 수화학 환경과 원전조건에 크게 좌우되며 2차계통

의 경우 증기발생기 틈새가 불순물 Hide-out에 의한 농축으로 인하여 취약 부분이 

되므로 2차측 틈새에 대하여 보다 정 한 수화학 환경 평가와 제어에 대한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상태, 부식억제제와 운전조건 관점에서 현재 발생․진행

되고 있는 증기발생기 손상을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기술의 개

발이 중요하다.  2차계통 배관의 경우, 국내 원전에서 FAC(Flow Assisted 

Corrosion)에 의한 손상이 심각하며 이러한 손상이 진행되면 대형 leak로 인한 사

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sludge가 증기발생기

로 이동하여 쌓이게 됨으로서 손상 취약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FAC를 줄일 수 있는 2차계통 대체 수화학 기술의 개발이 중요하다.  중수로 fuel 

channel feeder piping의 경우로 이러한 침식/부식으로 인한 손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원전 터빈에서 응력부식과 부식피로에 의한 손싱이 발생하고 있다.  터

빈 블레이드나 디스크에서 균열이 성장하는 경우 터빈의 고속회전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일부 국내 원전의 경우 손상된 터빈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터빈 손상을 평가하고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 가동기간의 증가와 수명연장시 방사선 준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문제를 일

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전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용 전산코드 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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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방사선 준위 저감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당해 단계 연구기간 (1997. 7. 21 ∼ 2002. 3. 31)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 증기발생기 손상의 취약부분인 2차측 틈새의 수화학 환

경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수행하 고, 둘째, 국내 가동원전의 증기발생기의 

응력부식으로 인한 손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응력부식 평가 및 억제 기

술개발을 수행하 다.  셋째, 2차계통 배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FAC로 

인한 손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체수화학 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넷째, 수질

상태가 터빈손상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시험평가 기반기술을 개발하 고, 다섯째, 

1차계통의 방사선 준위 평가와 저감화 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여섯째, KAERI에

서 개발하고 있는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무붕산 수화학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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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1.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수화학 평가기술 개발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전열관 손상은 전열관과 관판사이의 틈새에서 대부

분 발생되고 이 틈새에서의 수질환경에 좌우된다.  틈새에서는 과열도가 높아 미량

의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 수화학 (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

화학과는 달라진다.  전열관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틈새수질을 적절히 제어하

여야 하는 데 이는 틈새 수화학을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

여야 한다.

틈새 수화학 환경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전 계

획정지시에 실시되는 잠복불순물 방출(Hideout Return, HOR) 시험에서 측정된 수

화학자료를 분석하여 틈새 화학 환경을 예측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고온고압의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틈새에서의 농축방출 특성실험을 수행하여 환경을 해석하는 

방법 또는 실제 원전에 모델 보일러를 설치하여 틈새 환경을 감시측정하는 방법이

다.

기존의 틈새 수화학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증기발생기 내부수에 비해 틈새에서 

화학종들이 얼마나 농축되는지를 가정하는 농축도(concentration factor)방법이 있

으나 가정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틈새수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전 증기발생기의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로부터 틈새수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몰비지수(Molar Ratio Index, MRI) 방법이 최근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시되었고 EPRI 산하의 많은 발전

소에서 적용중이며 국내원전에서도 몰비지수에 위한 몰비조절(Molar Ratio 

Control, MRC) 운전을 하고 있다.

몰비조절 방법을 적용할 경우, 발전소 운전 시에 2차측 냉각수의 Na와 Cl의 몰비

를 일정한 값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틈새 화학환경을 평가한 후에 그 다음 주기 운

전에서는 몰비를 새롭게 조절하여 다시 운전하게 된다. 틈새 환경 평가에 HOR 방

법이 사용되는데, 원전 정지운전시 취출수(blow-down)의 불순물 농도를 분석하여 

틈새 pH를 예측하는 것이다. HOR 평가 방법은 HOR 시험 자료를 필요로 하며 자

료 해석 방법에 따라 몰비 지수(Molar Ratio Index, MRI) 접근 방법과 MULTEQ 

를 이용하여 pH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MULTEQ 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HOR 시험 자료를 통해 측정된 모든 종류의 불순물을 포함하여 틈새 pH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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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MRI 접근법은 틈새에서 용해도가 큰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비가 1에 가까

울수록 pH는 중성에 가까워진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전력연구원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에 의해 정의된 MRI는 아래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MRI=
[Na]+[K]

[Cl]+[excess SO4]

위 식에서 각 이온의 몰당량(molar equivalent concentration)은 HOR 시험 자료

를 통해 얻게 된다.  EPRI는 보고서를 통해 MRI가 몰비 조절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적합한 변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1-1].

Baum은 틈새 및 free span 역에서 발생하는 열수력학적 또는 화학적 현상에 

관해 고찰하 다[2-1-2]. 증기발생기에서 형성될 수 있는 틈새는 전열관과 관지지

판( Tube Support Plate, TSP), 전열관과 관판(tube sheet), 전열관과 관판 상단에 

쌓이는 슬러지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의 틈새 실험에서는 주로 열수역학적인 관점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주로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관점에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2-1-3]

Jensen, Cooper, 그리고 Bergles는 수평으로 환형 틈새를 만들고 전기적으로  표

면을 가열하여 대기압 하에서 물의 비등을 연구하 다[2-1-4]. 연구 결과, 틈새 구

조가 아닐 때에 비해서 CHF(Critical Heat Flux)가 약 10배 정도 작은 값을 가졌

다.

Yung Chang과 Shi-Chune Yao는 관판 형태의 아래가 막힌 수직 틈새에 대한 

CHF 실험을 수행하 다[2-1-5]. 아래가 막힌 틈새에서의 CHF는, 가열된 표면에서

의 국부적인 열수력 현상보다는 증기 속도가 가장 빠른 틈새 입구에서의 

countercurrent flooding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Aoki 등은 아래가 막

힌 틈새와 아래가 막히지 않은 관지지판 틈새 형태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 다

[2-1-6].

Johnston 등은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과 TSP 사이에 형성되는 틈새를 모사하여 

비등 현상을 관찰하 다[2-1-7]. 광학기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관찰 및 표면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연구 결과, 전열관과 TSP가 닿는 접촉면 주위로 dry 

patch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틈새 간격이 0.025㎜ 이상이면 dry patch가 다시 

rewetting되었다. 

Yoshiyuki Kozawa와 Shigebumi Aoki는 tube와 tube sheet 사이에서 형성되는 

틈새에 대한 비등 실험을 수행하 다[2-1-8]. 둥근 모양이 아닌 평면 틈새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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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기 히터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가열하 다. 연구 결과, 틈새에서는 규칙적으

로 물의 침투와 방출이 반복되는 역과 물방울이 흩어져서 존재하는 역, 그리고 

열전달 표면이 steam으로 덮인 세 가지 역이 존재함을 확인하 다. 

Baum과 Curlee는 증기발생기의 tube와 TSP 사이에서 형성되는 기하학적인 그

리고 열수역학적인 환경을 모사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2-1-9]. 실험 결과, 특정한 

TSP 구조에서는 틈새에서 물이 침투할 수 없는 역이 존재하여 농축을 유발할 

수 있음을 관찰하 다. 불순물의 농축으로 인한 농축 형태와 해석 모형을 비교하여 

열전달과 물질 전달의 상관 관계를 보 다.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Na 농축에 대해 Campan과 Shoemaker는 체계적인 실험

을 수행하 다[2-1-10]. 방사성 동위원소인 24Na를 이용하여 ‘CLARINETTE’이라

는 장치에서 틈새 농축 실험을 수행하 다. TSP 및 관판 틈새에 대해 hideout and 

return 및 flushing 실험을 실시하 다. 틈새에서의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시간에 따

라 틈새 현상을 관측하 다.

Taylor 등은 288℃의 틈새에서 Alloy 600에 대한 potential 변화를 실시간 측정하

다[2-1-11]. 그러나 Taylor의 실험에서는 틈새 비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증

기발생기의 틈새에서의 전기화학적 변화를 모사하기 위한 실험은 Hermer 등에 의

해 시도되었다[2-1-12]. Ag/AgCl 기준 전극에 대해 Alloy 600의 potential을 측정

하 다.

Lumsden은 실제 증기발생기와 동일한 열적 환경을 갖는 장치를 제작하여 틈새 

농축 실험을 실시하 다[2-1-13,14]. 틈새 및 free span에서의 전열관 ECP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 와 틈새에서의 온도 분포를 실시간 측정하

다. 틈새에서의 농축에 의한 끓는점 상승과 틈새 용액에 대한 추출 및 분석, 그리

고 ECP 측정을 수행하 으며 평형상태에 도달한 이후의 결과는 MULTEQ로 예측

한 값과 잘 일치하 다.

ODSCC/IGA의 inhibitor로서 붕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Damien은 TSP 틈새 환경에서 EIS(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NaOH와 H3BO3의 혼합용액으로 틈새 변화를 관측하 다[2-1-15]. Daret 

등은 틈새 환경 하에서 tube leak 시험 및 표면 분석을 통해 붕산의 작용을 시험하

다[2-1-16]. 그리고 Brunet 등은 TSP 및 tubesheet 틈새 환경 하에서 붕산의 

향을 평가하 다[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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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상태/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와     

 억제기술 개발

가. Pb 분위기에서 응력부식 시험 및 평가

원자력 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이 지금까지는 염기성 

분위기에서 주로 일어났으나 최근에 납(Pb)성분의 오염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응

력부식균열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2-1∼4]. 납이 Alloy 600의 SCC 저항

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2-2-5] 이후, 증기발생기 2차측 환경에서 납 성분이 

발견된 발전소는 세계적으로 30기가 넘으며 St. Lucie-1, Calver Cliffs-1, Farley-2

등에서 납 오염도가 컸으며 그중 Farley-2의 경우 파손된 전열관 표면에서 납 농도

가 최고 10,000 ppm이나 검출된 바 있다[2-2-1]. 한편, 국내에서도 가압경수로형

(PWR)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 납이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

는 응력부식균열이 발견된 바 있다[2-2-6].

증기발생기 2차계통으로 들어가는 납 성분의 근원은 대략 다음과 같다[2-2-8].

   - 납망치 자국(Metallic streaks left by use of lead mallets)

   - 2차 계통수(Plant makeup water)

   - 복수기 누설(Condenser leaks)

   - 보급수 계통의 동합금(Copper alloys in the feed streams)

   - 윤활제(Greases & lubricants)

   - 기 장치(Seals & gaskets)

   - 윤활성 합금(Babbitt  alloys)

   - 방청제(Preservatives & paints)

   - 표시용 연필자국(Marking pencils)

   - 합성수지 속의 Pb성분(Lead chromate tinting in polyethylene

     wrapping materials)

   - Pipe용 용접제(Brazes & Solder used on pipes)

   - 방사선 방호재료(Radiation shielding materials)

납이 수용액 중에 존재함으로써 발생되는 응력부식균열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Alloy 600, Alloy 690, Alloy 800등 전열관 재료의 합금조성에 따른 향, 재료의 미

세조직 향, 납 첨가제의 화학조성에 따른 향, 납의 존재상태(증기, 수용액, 용융

상태 등)의 향 등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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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akai등[2-2-9]은 Pb이온이 Alloy 600의 피막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연구하 고, Costa, Vaillant, Helie등[2-2-11∼13]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 (Alloy 600, Alloy 690, Alloy 800)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평

가하 다. 그러나 피막특성 변화와 응력부식균열 과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온의 물 속에서 불순물의 종류, 응력 상태, 재료의 열처리 조건 등에 따라 

Alloy 600 재료에서 여러 형태의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냉각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국부비등

(local boiling)이 일어나고 불순물이 농축되는 관-관판(tube-tubesheet) 또는 관-

관지지대(tube-tube support plate)의 틈새 및 슬러지가 쌓여 있는 곳이다. 불순물

은 염기성 용액, 산성 황산염(acidic sulfate), 환원성 황산염(reduced sulfate)등이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균열 형태는 주로 금속 결정의 경계를 따라 균열이 전파되는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을 보인다. 그

러나 최근에는 입계균열과 더불어 결정 내부를 관통하는 입내응력부식균열

(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TGSCC)이 혼합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균열의 부근에 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2-2-1]. 

Copson과 Dean[2-2-5]은 고온의 물 속에 Pb를 첨가하면 Alloy 600 재료에 새로

운 형태의 SCC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 는데, 납을 금속상태, PbO 등 

여러가지 형태로 첨가한 316℃ 실험에서 짧은 시간 내에 SCC가 발생함을 관찰하

으며, 이 SCC 균열은 Alloy 600 재료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IGSCC가 아니라 

TGSCC로 균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 Pb화합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PbO형태로 첨가했을 때가 가장 심한 균열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Pb분말, PbO와 

Pb분말의 혼합상태 등의 순 이었다. 용융상태의 Pb속에서는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

는데 이는 Pb의 작용이 수용액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pson등[2-2-14]과 Flint등[2-2-15]은 Fe-Cr-Ni 합금조성에 따른 Pb의 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크롬(Cr)함량이 30%이고 철(Fe) 함량이 6∼13%로 되면 

PbSCC(Pb 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가 Alloy 600에 비해 줄어드는 현

상을 발견하 다. Sarver[2-2-7]는 합금원소의 함량을 조절하여 Cr + 0.25 Fe>31

의 조건이 되면 PbSCC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고온 pH 값이 

2.0이상에서 PbSCC가 일어나며 pH값이 높을수록, Pb 첨가량이 많을수록 그 경향

은 가속화된다고 발표하 으며, 입내균열은 pH가 높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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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iglin등[2-2-16]은 PbO가 첨가된 수용액 속에서 Alloy 600 재료에 TGSCC

가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 는데, 수용액 속에 Pb성분이 존재할 때 이러한 균열

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Airey[2-2-17]는 재료의 미세조직과 시험 분위기

에 따른 재료간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평가하 다. 그는 MA(mill annealed) 재료나 

수소분위기에서 탄소를 제거한(purified) 시편에서는 IGSCC가 일어나는 반면, TT

처리(Thermally Treated, 일반적으로 705℃에서 15시간 정도 열처리함)한 시편에

서는 TGSCC가 일어남을 관찰하 다.  Inco Alloy사에서는 1970년대부터 내식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Alloy 600, Alloy 690, Alloy 800 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여

러 가지 Pb화합물에 의해 나타나는 응력부식 균열시험을 하 다. 그 결과 Alloy 

690이 Alloy 600에 비해서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우수하며 TT 재료에서 입내균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2-2-18]. 

나. 중간 pH 역에서 붕산/염소/황 성분에 의한 전기화학적 특성시험과    

      응력부식시험

최근에 원전 증기발생기 잠복불순물 방출거동 자료 및 인출 전열관의 표면분석 

결과 2차측 틈새환경이 중간 pH 역의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 다[2-2-19,20]. 이 

중간 pH 역과 관련되어서 응력부식균열이 관찰되는 특이한 환경은 납, 구리, 염

소, 환원된 황성분 그리고 붕산 등과 같은 화학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Sakai 등은

[2-2-21] 약산성 환경에서 납이 전기화학적 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양극

분극전류가 690 TT, 600 TT 그리고 600 MA 순으로  증가함을 보 다. Combrade 

등은[2-2-22] 고온의 중성환경에서 환원된 황성분에 대한 향을 평가하 으며 

EDF에서 시험한 결과는  Na2SO4를 사용한 중간 pH 역에서 Alloy 600 MA는 모

두 입계응력부식균열을 보 다[2-2-23].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일부 보고자료를 제

외하고는 증기발생기 2차측에 관련된 응력부식균열 시험은 틈새 역이 산성이나 

염기성 일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주로 고 pH 나 저 pH 역에서 시험한 자료

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고온 고압의 가동원전 환경에서 시험한 자료들은 국외에서

도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본 실험 결과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약알칼리 및 약

산성의 중간 pH 역이나 환원성 분위기에서 재료들의 응력부식균열 평가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가동원전에서 가능한 틈새환경에서의 시험으로 국내외 원전운전자들이 관심을 가

져야 할 시험자료들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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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기성 분위기 응력부식 억제 시험 및 평가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많은 응력부식손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Ti 화합물과 같은 

부식억제제를 이용하여 이러한 SCC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염기성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식 억제제로는 Ti 화합

물(TyzorLA, TiO2, TiB2, TiO2 sol-gel 등)과 H3BO3, Ce(Ac)3, Ce(Cl)3, CeB6 등이 

있다. Ti 화합물 중 TiO2는 증기발생기 가동 중 냉각계통의 수화학적 조건에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Miglin[2-2-24]과 Lumsden[2-2-25]

등의 C-ring과 CERT(constant extension rate test) 등을 이용한 실험에 따르면 

titanium dioxide(TiO2)와 titanium dioxide-silica sol-gel(TiO2-SiO2 sol gel), 

titanium boride(TiB2), titanium chelate가 Alloy 600의 IGA/SCC 발생을 효과적으

로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Daret등[2-2-26]의 model boiler 실험에서 

열린 틈새(open tube support plate crevice)에서는 Ti 화합물들이 염기성 SCC에 

큰 향을 끼치지만 sluge 등으로 인하여 폐된 틈새(packed crevice)에서는 거의 

Ti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증기발생기 가동 조건에서 TiO2가 폐된 틈새

로는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Molander등[2-2-27]의 실험도 비슷한 결

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실험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chemical cleaning과 tube fouling이 반복되는 장기적인 증기발생기 가동기간 동안

에 Ti 화합물들이 어느 정도 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

다. 증기발생기 가동 중 쌓인 sluge 등으로 인하여 폐된 틈새들이 전열관의 화학

적 세정 중에 틈새 내부의 분위기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때 Ti 억제제들이 효과

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열관 표면에 

Ti과 magnetite가 반응하여 형성된다고 알려진 ilmenite(FeTiO3)는 보통 증기발생

기 세척에 의해서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2-2-28]. 현재 미국 Prairie 

Island 1발전소 등에서 Ti 화합물에 대한 현장 적용 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나 증기

발생기 가동 기간 중에 SCC 억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전소 현장 시험결과에 따르면 TiO2 적용에 의

해 증기발생기 가동기간 중 5ppb이하라는 소량의 TiO2 농도가 유지되었다

[2-2-29]. 따라서 이러한 낮은 용해도와 닫힌 틈새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응력부식균열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TiO2의 부식 억제과정에 대한 정

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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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차 계통 수질상태가 증기발생기와 CRDM에 미치는 향 응력부식시험

Alloy 600재료는 1차측 냉각수 분위기에서 입계 응력부식균열 현상(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이 발생되며 실제 많은 가압 경수로형 

발전소에서 이 재료로 만들어진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CRDM(Control Rod Drive 

Mechanism) 노즐에서 가동 중 결함이 발생되고 있다.

1차 계통 냉각수는 로심의 반응도 제어를 위해 다량의 boric acid(H3BO3)를 함유

하며 산도조절을 위해서 lithium hydroxide(LiOH)가 첨가된다. 또한 1차 계통 구성

재료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용존산소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며 방사

화 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농도 이상의 수소가 첨가된

다. 방사화 분해물의 생성속도 계산결과에 의하면 약 15cc/kg 농도의 용존 수소가 

존재하면 모든 운전조건에서 생성된 산화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으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산소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 여유도와 운전의 편

의성을 감안하여 25∼50cc/kg의 수소농도범위를 권장하고 있다[2-2-30].   

최근 들어서는 1차 계통내 방사선원의 발생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저감화 

시킬 목적으로 Li/B 농도의 조절 또는 Li 농도의 증가를 통하여 냉각수의 pH(30

0℃)를 6.9에서 7.4로 높여 운전하는 high pH 운전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수반하

여 구조재료의 손상, 특히 Alloy 600재료(증기발생기 전열관과 CRDM nozzle)의 

PWSCC가 가속화된다고 보고되고 있어[2-2-30] pH 및 Li 농도 변화에 따른 재료 

건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Alloy 600의 PWSCC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1차 계통 냉각재 내의 수소농도의 

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후 많은 연구에서 용존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경

우 PWSCC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드는 일관적인 결과로부터 용존 수소농도가 

Alloy 600의 PWSCC에 향을 미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많

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Fig. 2-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정한 

수소농도 조건에서 Alloy 600의 부식전위를 결정하는 1차 냉각수내의 수소 분압은 

용해도의 차이로 인해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는데[2-2-31] 현재까지의 PWSCC 실

험결과의 대부분은 실제 가동온도보다 높은 온도조건에서 얻은 것으로 이들 결과

로부터는 실제 가동온도 조건에서의 PWSCC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loop 시험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static 

autoclave에서 실험한 경우는 장시간의 실험기간중 수소가 부식 생성물로서 발생

되고 재료내부로의 수소흡수 및 누설 등으로 인해 용존 수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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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가동온도부근(∼330℃이하)에서의 수소농도의 향에 관한 실

험결과를 보면 균열생성의 경우 Fig. 2-2-2와 같은 의존성이 보고되었는데

[2-2-32] 수소농도가 가동 권고범위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서 균열생성에 대한 저

항성이 훨씬 커짐을 알 수 있으며 가동 권고범위 내에서는 수소농도의 변화가 균

열생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험데이터가 많지 않고 

특히 균열생성시간이 약 1000시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 가동 권고범위 내

에서 보다 많은 실험을 통한 정 한 향평가가 요구된다.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에 관한 결과는 CT(Compact Tension) 또는 WOL(Wedge 

Opening Load)시편을 사용한 실험을 통하여 Fig. 2-2-3과 같은 의존성이 보고되었

는데[2-2-32], 이 또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가동 권고범위 내에서의 의존성은 알 

수 없으며 가동 권고범위 이상으로 수소농도가 커지면 균열성장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동온도부근에서 수행된 현재까지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가동 권고범위 내에서 수소농도가 Alloy 600의 PWSCC에 미치

는 향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균열 생성 및 성장속도에 관한 추가 

실험을 통한 정 한 향평가가 수행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3.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 개발

1985년 이후 Trojan 원전을 필두로 하여 많은 원전에서 심각한 2차측 배관 파열

사고가 일어났다. 그 후 1995년까지 보고된 배관의 wall thinning 사례는 385건에 

달하 다[3-3-1]. 배관의 wall thinning은 침식-부식(erosion-corrosion) 또는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기인한다. 이를 적기에 감지․보수하지 않으

면 사전의 경고도 없이 배관이 파열되는 심각한 사고가 야기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침식-부식(erosion-corrosion)은 금속표면과 부식성 유체(corrosive fluid) 사이의 

상대적 진동으로 인하여 부식속도가 가속되거나 또는 증가하는 현상이다. 침식-부

식은 습-증기(wet-steam) 역의 2상(two phase) 침식-부식 및 여타 역의 단상 

침식-부식(single phase erosion-corrosion)으로 대별되며, 그 중의 약 3분의 1이 

후자에 속했다. 침식-부식에 대한 향인자로는 온도, 유속(flow velocity), 용존산

소(dissolved oxygen) 함유량, 수용액 pH, 재질성분 및 배관 형태 등이 있다. 침식-

부식 손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온도범위는 80∼260℃이다. 유속(flow velocity)은 

2m/sec 이상일 때 침식-부식에 크게 향을 미친다. 반면, 용존산소가 100pp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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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함유되면 이를 낮추어야 침식-부식이 감소되며, ammonia 함유 수용액 내에서

는 8ppb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용액의 pH 9.2 이상의 pH실온 역에서 탄소

강 및 저합금강의 침식-부식에 의한 재질표면 마멸속도가 10분의 1 이상 감소한다. 

또한, ammonia에 의해 pH25℃ 9.2로 조절된 경우가 morpholine으로 조절된 경우

보다 탄소강의 금속손실(metal loss)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

어, 탄소강 재질의 화학조성이 고온 수(high temperature water)나 습-증기(wet 

steam) 역에서의 침식-부식 저항성에 크게 향을 준다. 탄소강에 chromium이

나 molybdenum을 첨가하면 침식-부식 저항성이 크게 상승한다[3-3-2].

한편, 국내 PWR 및 PHWR 2차계통 배관재질은 탄소강이다. 이들의 침식-부식

에 의해 용출된 부식생성물들은 증기발생기 내부에 sludge로 쌓이면서 증기발생기

의 고유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수

화학 기술의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반면, 국내 PHWR 1차계통 feeder piping 재질로도 탄소강이 사용되고 있으며, 

10.2∼10.8의 pH 운전범위 내에서 운전되었다. 그러나, WS 1 원전 및 동일형의 캐

나다 원전들에서 wall thinning 현상이 발견된 이후, Joint AECL/Canadian 

Utilities Task Team의 권고에 의해 pH 범위를 10.2∼10.4로 좁혀서 운전하고 있

다. 이는 이상적인 방안이지만, lithium deuteride 주입량이 조금만 틀려도 적정 pH 

범위를 만족할 수 없으며, 주입 후 평형도달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원전현장에

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할 실

정이다.

다른 한편, 국내 PWR 2차계통 pH 조절제로는 ammonia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

는 높은 상대휘발도(relative volatility)에 기인하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에서는 상대휘발도가 비교적 낮은 ethanolamine을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 증

기발생기 내부에 축적되는 sludge의 함량을 크게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3-3-3]. 국내 PHWR 원전에서는 운전초기부터 morpholine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들 morpholine이나 ETA는 또 다른 amine인 3-methoxypropylamine에 비해 

고온에서의 열분해도가 매우 크다. 이들은 분해되어 formic acid, acetic acid 또는 

glycolic acid 등의 유기산으로 전환된다[3-3-4]. 이 유기산들은 계통수 pH를 정

하게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원전 pH 조절제

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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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질상태가 터빈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기술개발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용 로터(rotor) 및 디스크(disk) 재료는 

저합금강(3.5NiCrMoV)를 사용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응력 부식, 부식피로, 고주기 

피로 등의 터빈 부품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미국 원전에서도 터빈 

부품에 대한 균열 조사에서 가동되는 109개 원전의 모든 터빈을 조사했는데 저압 

터빈의 로터 디스크 테두리(rim)의 브레이드(blade) 장착 부위에서 균열 발견이 급

격히 증가하여 부품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원전의 경우는 발전소의 가동 년수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터빈 계통 재료

의 손상이 외국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나 터빈 로터, 디스크, 브레

이드 등의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터빈 브레이드의 

파손으로 인한 터빈 동익(rotor blade)의 교체가 실시된 바 있다. 터빈 부품이 손상

되면 원전의 건전성에 큰 향을 주고 발전소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으므로 큰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므로 터빈 부품의 건전성을 확보

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긴요한 문제이다.  

터빈 부품의 균열은 주로 기상으로 유입된 증기가 최초로 액상으로 상변태되는 

역(윌슨선)에서 액상막이 주기적으로 증발과 응축을 반복함에 따라 터빈 손상에 

유해한 화학종이 터빈 표면에 농축된다. 실제로 저압 터빈 디스크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 근처에서 20 wt%의 NaOH, NaCl이 농축되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 다. 

이러한 현상은 유해 화학종의 농축이 터빈 부품의 부식환경을 악화시켜 균열 생성

을 조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터빈내의 부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유해한 화

학 종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들은 용존산소, 염기성 환경, 기타 화학 종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 화학종이 농축된 지역에서 응력부식균열, 부식피로 등의 재료손상 기

구에 의해 부품 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손상의 근원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터빈 부품의 손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파괴검사, 파괴역학적 분석, 응력해석, 진동특성 분석, 각종 손상에 따른 

부품 수명 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5.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 및 저감화 기술개발

원자로에 사용되는 다양한 계통 재료에는 원자로의 가동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

의 부식 현상이 유발된다. 특히, PWR 원자로 증기발생기 재료로 사용되는 인코넬 

합금은 발전소의 1, 2차 계통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현상이 일어난다. 응력부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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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개선,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의 개발 및 원자로의 가동 환

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원자로의 일차 계통 환경에 아연을 주입하면 

일차계통의 방사선량을 저감화하는 효과와 인코넬합금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증가

시킨다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2년 초반, EPRI 및 GE의 원전 계통 재료의 누적 조사량 데이터의 공동분석에 

의해 원자로의 환경 수중에 아연이 존재하면 누적되는 조사선량이 현저히 감소하

는 것을 발견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BWR 원자로에서 황동 콘덴서로부터 

용해되어 수중에 잔류하게되는 5ppb에서 15ppb 정도의 아연이 원전 계통의 누적 

조사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현상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아연에 의한 누적 조

사량 감소 효과는 아연의 존재에 기인한 스테인레스강의 부식 저항성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련의 실험에 의해 아연 이온이 존재하면 스테

인레스강의 표면에 아연이 없을 때보다 더 강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아연이 스테인레스강의 표면에 강한 보호 산화막을 형성함으로서 스테인

레스강의 부식을 억제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으며, 아연이 용해된 환경(100ppb)에서 

가동되는 BWR 원자로의 계통재료에서는 매우 적은 SCC가 발견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다면, 아연 주입에 의한 계통 재질에 대한 SCC 저항성 증가도 기대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외 적으로 아연이 BWR, PWR 환경에서 계통재질의 SCC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Owners Group)에서는 아연이 함유된 모의 원전 환

경에서 인코넬 합금의 응력부식현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5단계에 걸

쳐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 단계로서 1. 기초 연구로서 아연주입의 장점에 대

한 전반적 연구, 2. 검증 단계 및 시스템 향에 대한 검토, 3. 적용성 결정 단계, 4. 

초기 발전소 적용 단계, 5. 전 발전소 적용단계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 1997년부터 일본 통산성 주관으로 아연 주입에 의한 누적 조사량의 감소 효과 

및 응력부식 균열 저항성 증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원자로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 절감 등의 경제적이 관점에서 경수로에 아연 

주입 기술을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아연 주입이 인코넬 합금의 응력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연 주입의 효과는 미미하다

고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연 주입에 의한 부식 방지 효과 및 기구는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연 주입기술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 및 발전소 적용성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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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붕산 수화학 기술개발

가. pH 제어특성 해석 및 암모니아 방사화 해석

SMART의 1차계통 수화학은 1차냉각수의 방사분해를 억제하고 계통 구조재질

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첨가함으로서 1차냉각수의 pH를 9.5∼10.6

으로 유지한다. 1차냉각수중에는 암모니아와 더불어 암모니아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와 질소가 존재하며, 또한 가압기의 가압용 질소기체는 1차냉각수로 

용해된다. 따라서, 1차냉각수의 수화학 관리를 위해서는 암모니아와 수소 및 질소 

사이의 방사평형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체코, 헝가리 및 핀랜드 등의 VVER-440 및 VVER-1000에서는 일차냉

각수의 방사분해를 억제하기 위해 냉각수에 암모니아를 첨가한다. 암모니아는 중

성자 속(neutron flux) 내에서 대략 25 % 정도 분해되고 식 (2-6-1)와 같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한다[2-6-1].

2 NH3 ＝ N2 + 3 H2 (2-6-1)

암모니아 수화학에서는 이 방사분해반응에 의해 수소가 공급된다. VVER 원전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1차냉각수 중 암모니아 농도와 수소농도의 관계는 Table 

2-6-1과 같으며, 러시아 및 핀랜드 VVER 원전의 1차냉각수중 수소와 산소 및 암

모니아 농도는 Table 2-6-2와 같다. 러시아 VVER 원전에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1∼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소농도 유지범위는 30∼50㎤/㎏ 범위이다

[2-6-2].

핵연료다발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벽면 비등(wall-side boiling)이 존재하며, 이 

조건하에서 얼마간의 수소가 수증기 기포와 함께 액상을 떠나고, 근처의 수소농도

가 감소하게 된다. 이 때 감소한 수소농도만큼 그 부근의 국부적 활성 라디칼

(radical) 농도가 증가하여 재질부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 

PWR 원자로 내의 수소농도는, Table 2-6-3과 같이, 22∼45㎤/㎏ 수준으로 유지되

고 있다[2-6-2].

나. 누적되는 수소분위기에서 Ti 증기발생기 재료의 부식피로 시험평가     

      자료생산

Ti재료의 수소 취성은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중인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 개발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구조특성상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품 재료는 기존의 경수로에서 사용되는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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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대신, α계 Ti 합금이 사용된다.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일반 경수로와는 달리 

냉각제 내에 포함되는 암모니아 가스가 방사능에 의한 방사 분해되어 수소가 생성

되어서 폐된 계통내 수소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가동 시 수소화합

물의 형성과 배관 계통의 유동에 의한 진동(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하여 부식

피로에 의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Ti재료는 표면에 안정한 TiO2 의 보호 산호피막을 형성하여 우수한 내식성을 가

져 원자로 내부의 고온 고압환경의 전열관 재료나, 항공우주재료와 해양재료 등으

로 널리 사용되고있고 핵연료 폐기물의 콘테이너 후보재료로도 검토되고 있다.   

Ti 기지내의 수소는 금속의 파괴 특성에 치명적인 향을 줄 수 있는데, 수소 용해

량이 50-100wppm 정도인 경우에도 재료의 파괴인성이 현저히 감소되고 정하중 

및 피로하중 하에서 수소 취성이 유발된다. 이는 수소가 녹아 있는 용액 또는 부식

액이나 수소 가스 분위기에서 Ti의 표면으로부터 수소원자들이 재료 내부로 확산

되어 들어가서 수소의 고용한을 넘게되면 수소화합물이 석출되고, 수소화합물의 

취약한 성질들에 의해 재료 조직 전반에 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료의 손상에 

미치는 수소의 향 평가, 손상 기구, 수명 평가 등은 Ti부품재료를 사용하는 재료

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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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1  Hydrogen concentration in primary water depending on ammonia 

concentration

Ammonia Concentration Hydrogen Concentration

㎎/㎏ ㎤/㎏

 4.25  9.4

 8.50  13.40

12.75 17.7

17.00 20.0

21.25 22.8

25.50 25.0

29.75 26.9

34.00  28.20

42.50 29.8

51.00 30.9

Table 2-6-2  Specified values of hydrogen, oxygen and ammonia concentrations in 

VVER primary coolant

Country
Concentration

Ammonia, ㎎/㎏ Hydrogen, ㎤/㎏ Oxygen, ㎎/㎏

Russia > 5 30∼60  < 0.005

Finland > 5 30∼60 < 0.01

Table 2-6-3  Hydrogen and oxygen contents in PWR primary coolant

Reactor Type (Country)
Concentration

Hydrogen, ㎤/㎏ Oxygen, ㎎/㎏

EPRI (USA ) 24∼50 < 0.01

KWU (Germany) 22∼44 < 0.005

VGB
(European Community)

11∼44 < 0.005

Japan 24∼35 < 0.005

France 24∼48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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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The changes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with temperature.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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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Effect of dissolved hydrogen content on the crack initiation time of

Alloy 600.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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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Effect of dissolved hydrogen content on the crack growth rate of Alloy

60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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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 수질상태 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시 급수를 통해 2차냉각계통으로 미량의 화학 불순물들이 

유입된다. 수류가 제한된 장소인 증기발생기내 전열관과 관지지판사이의 틈새

(crevice) 또는 전열관과 관판상부의 sludge 사이의 틈새에서는 Fig. 3-1-1과 같이 

과열도가 높아 유입된 불순물이 농축되며 잠복(hideout)현상이 일어난다.   틈새에

서는 미량의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수화학 (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화학과는 달라진다.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전열관 손상은 이들 틈새에서 대부분 발생되고 이 

틈새에서의 수질환경에 좌우된다. 전열관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틈새수질을 

적절히 제어하여야 하는 데 이는 틈새수화학을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원전 정지운전시 증기발생기 내부수가 냉각될 때 잠복불순물은 온도에 따른 용

해도차로 인해  잠복불순물은 방출(hideout return)된다.  이러한 방출특성을 이용

하여 증기발생기 내부로 유입된 불순물의 종류 및 개략적 양을 분석하고 증기발생

기 내부 수질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원전에서는 잠복불순물 방출시험을 한다.

기존의 틈새수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증기발생기 내부수에 비해 틈새에서 화

학종들이 얼마나 농축되는지를 가정하는 농축도 (concentration factor) 방법이 있

으나 가정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틈새수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전 증기발생기의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로부터 틈새수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몰비지수(molar ratio index) 방법이 최근 EPRI에서 제

시되었고 EPRI 산하의 많은 발전소에서 적용중이다[3-1-1].

본 연구에서는 PWR 원전 증기발생기의 틈새수화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로 부터 틈새에서의 몰비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CAP (CRevice-chemistry Analysis Program) 전산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CAP을 국내원전에 적용하여 증기발생기 및 그 틈새에서의 수화학을 평가하 다.

국내원전의 주기별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변화추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원전

으로 K1 과 K2 원전을 선정하고 취출수화학 자료를 전산입력하 다. MULTEQ 

전산코드의 pH계산 option을 분석하여 농축도에 의한 틈새 pH 계산법을 정립하

다. 틈새수화학 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 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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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범원전의 틈새 몰비지수(MRI) 평가를 수행하 다. 원전 증기발생기 틈새 

모사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고온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치를 위탁과제에서 제작

하 으며 이 장치를 연구소에 이전.설치하고 시운전을 수행하 다. 고압용 순환펌

프, autoclave, 히터, 충전펌프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의 기능시험 및 310℃, 135 atm

의 누설시험을 완료하 다. 각종 sensor의 보정과 고온 안정성 시험을 거쳐 각종 

불순물에 대한 틈새잠복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 국내 PWR 원전의 2차계통 수화

학지침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EPRI 수화학지침을 개정판별로 분석하 다. 계통 건

전성 확보와 양질의 증기공급을 위한 2차냉각수의 pH, 전기화학전위, 화학종의 출

력운전 및 위치에 따른 EPRI 지침개정 이력을 평가하 다.

1. MRI 이용 틈새수화학 평가 전산 program 개발

가. 몰비지수

(1) 이론

증기발생기 틈새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열관 부식손상의 원인은 대부분 2차측 

IGA와 IGSCC로 알려져 있다.  IGA와 IGSCC는 pH에 크게 의존하는 데 pH가 중

성에 가까울 때  최소가 된다.  따라서 전열관 부식손상이 최소화되려면 틈새에서

의 pH가 중성 역에 있어야 하고 이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는 1이 되어야 한다.  

몰비지수 (MRI, Molar Ratio Index)로 pH를 평가하는 방법은 용해도가 큰 양이온

과 음이온의 비가 1에 가까울 때 pH가 중성에 가깝게 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몰

비지수는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3-1-1].

MRI=
[Na]+[K]

[Cl]+[excess SO4]
(3-1-1)

위 몰비지수 계산식에 입력되는 값들은 잠복불순물 방출시험결과로부터 각 화학

종의 틈새재고량을 계산해 얻어진다.  틈새재고량 및 방출속도 상수를 계산하기 위

한 방출모델을 Fig. 3-1-2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화학종 B가 틈새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수로 확산될 때의 물질수지식은 다음과 같이 1차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

dAB
dt
=-αBAB (3-1-2)

위 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B=ABoe
-αB t (3-1-3)

여기서 AB =화학종 B의 틈새재고량 (g)



- 29 -

 t  = 방출시간 (hour)

αB = 화학종 B의 잠복방출 속도상수 (hour
-1
)

 ABo = 화학종 B의 초기재고량 

이다.  증기발생기 내부수에서 화학종 B의 농도에 관한 물질수지식은

M
dCB
dt
=10

6αBAB-QbCB (3-1-4)

이다. 식 (3-1-3)의 AB를 식 (3-1-4)에 대입하고 풀면 그 해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CB=
10
6
αB
ABo
M

Qb
M
-αB

[e -αB t-e -(
Qb
M
) t] + CBo e

-(
Qb
M
) t

(3-1-5)

여기서 CB =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B의 농도 (g/kg or ppb)

CBo = 증기발생기 내부에서의 B의 초기농도 (g/kg or ppb)

M = 증기발생기 내부수량 (kg)

Qb = 취출수유량 (kg/hr)

식 (3-1-5)을 적분하면 시험기간동안 방출되는 화학종의 시간에 따른 누적방출

량, R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R=ABo [1-e
-αB t] (3-1-6)

출력 0% 일 때 틈새에서 증기발생기 내부수로 화학종의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

는 데 위 식은 누적방출량이 지수함수적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Fig. 3-1-3에 전

형적인 방출 예를 보 다.  누적방출량자료에 대해 짧은 특정기간에서의 잠복불순

물 방출속도상수, α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α=

- ln [1-
(Rt-Ro)

ABo ]
Δt

(3-1-7)

 화학종의 잠복방출 속도상수는 화학종마다 다르다. 

(2) 몰비지수 계산

몰비지수 계산은 rate constant 법과 semi-constant 법이 있는 데 rate constant 

법에 의한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분석주기별 시료를 채취하고 농도를 측정한다.

- 각 화학종에 대한 누적 잠복불순물 방출량(HOR)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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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HOR 량을 plot한다.

- Hot zero power 기간동안 각 화학종의 plot를 평가한다.

- 식 (3-1-7)의 속도상수를 결정한다.

- 각 화학종의 inventory를 계산한다.

- 식 (3-1-7)의 몰비지수를 계산한다.

출력(hot zero power) 기간동안 각 화학종의 누적 plot를 평가한 결과 식 

(3-1-6)의 지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료를 채취시점에서의 몰비지수를 계산

하는 semi constant 방법을 따른다.

(3) 몰비지수 절차

잠복불순물은 출력감발 및 계획예방 정지운전시 증기발생기 내부수의 냉각에 따

라 불순물의 용해도차로 인해 잠복불순물은 재방출 (hideout return)된다.  이러한 

방출특성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로 유입된 불순물의 종류 및 개략적 양을 분

석하고 증기발생기 내부 수질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잠복불순물 방출시험을 한다.

식 (3-1-1)의 몰비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잠복불순물 방출자료를 database화

하고 계산처리하여 누적방출량 등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AP 전산프로그

램에서  Database 입력항목은 시험변수, 운전변수와 농도변수의 3 가지로 크게 나

누어 진다.  시험변수에는 발전소명, 시험일자와 시험시간의 항목이 포함된다.  운

전변수에 포함되는 항목은 노출력, 냉각재 온도, 증기발생기 수위와 압력, 취출수 

유량 및 급수 유량 등이다.  농도변수는 발전소 각 증기발생기별로 입력되어야 하

며 Na, K, Cl, SO4 과 Mg, F, SO4 와 SiO2 등의 농도 분석치가 입력된다. 

  각 성분의 누적방출량은 어느 시점에서의 증기발생기내에 존재하는 양과 그 

시점까지 증기발생기에서 외부로 방출된 총량 (방출량)을 더하여 계산한다.  방출

시험 시간별 증기발생기 내부수 용적, 도 및 중량, 취출수 질량유량 등의 입력자

료를 처리하여 누적방출량을 계산한다.

위 누적방출량을 방출속도 지수형 모델인 식 (3-1-6)에 적용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각 화학종의 틈새재고량과 방출속도상수를 구하여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을 

평가한다. 또 이 모델에 근거하여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분석주기가 노출력 단계와 

냉각재 냉각단계별로 결정된다.

나. 틈새수화학 평가 program 개발

원전 증기발생기의 틈새수화학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잠복불순물 방출시

험 자료로부터 틈새에서의 몰비지수(MRI, Molar Ratio Index)를 계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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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평가 프로그램, CAP(CRevice-chemistry 

Analysis Program)을 개발하 다. 이 CAP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에 등록하 다.

(1) 목적

원전에서는 증기발생기내 수질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잠복불순물 방출시험을 

한다. 시험자료를 입력하고 입력자료로부터 수화학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량의 계산작업이 요구되나 수작업시에는 입력과 계산 작업과정에서 정확성이 떨

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시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CAP 프로그램은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몰비지수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에 필요한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 정확하며 보고서 형태로 바로 출력할 수 있

고 계산에 필요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2) 사용환경

CAP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사양은 586PC 컴퓨터 혹은 그 이상이며 

운 체제는 Microsoft 한  Windows 95 혹은 그 이상이다. CA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언어는 Microsoft Visual BASIC과 EXCEL VB script이다. CAP 프로그램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icrosoft의 EXCEL 97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주요기능

CAP 프로그램의 적용분야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질관리 분야이며 CAP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증기발생기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입력 및 계산

2. 증기발생기 내부수 및 취출수 질량산출

3.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화학종별 누적방출량 계산

4.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몰비지수) 계산평가

(4) program 내용

몰비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잠복불순물 방출자료를 계산처리하여 각 화학종

의 누적방출량 등을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방출시험자료의 입력시 입

력과 수정이 용이해야 하며 계산이 자동으로 될 것과 database 구축이 쉬울 것 등

을 고려하여  Microsoft 한  EXCEL을 이용한 표 계산용 CAP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Fig. 3-1-4에 CAP 프로그램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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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은 입력, Na, K, Ca, Cl, SO4와 MRI의 총 7쪽(spread she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쪽은 방출자료를 입력하는 쪽이며 Na, K, Ca, Cl과 SO4쪽은 각 화학종의 

누적방출/제거량을 출력하는 쪽이며 MRI쪽은 몰비지수를 출력하는 쪽이다.

CAP의 입력쪽에서 입력항목은 운전변수와 농도변수로 크게 나누어 진다. 운전

변수에 포함되는 항목은 시험시간, 노출력, 냉각재 온도, 증기발생기 수위와 취출수 

유량이다.  농도변수는 원전 각 증기발생기별로 입력되어야 하며 Na, K, Ca, Mg, 

Cl, SO4와 SiO2의 농도 분석치가 입력된다. 또한 입력쪽에서 내부수 비중과 용적 

및 중량이 산출된다.

CAP의 Na, K, Ca, Cl과 SO4 쪽은 증기발생기 운전변수와 잠복불순물 누적 방출

/제거량을 출력하는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불순물의 각 성분의 누적 방출/

제거량은 어느 시점에서 증기발생기내에 존재하는 양과 그 시점까지 증기발생기에

서 외부로 방출된 총량(방출량)을 더하여 계산한다.  방출시험 시간별 증기발생기 

내부수 용적, 도 및 중량, 취출수 질량유량 등의 입력자료를 처리하여 누적 방출/

제거량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CAP의 MRI쪽에서는 Na, K, Cl과 ExSO4의 각 성분의 누적 방출량/제거량으로 

부터 틈새 MRI를 자동으로 계산출력한다. MRI 계산에서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화학종 방출속도를 지수형으로 해석하 고 노출력 0% 이후의 MRI를 산출하 다.

2. 선정된 국내원전의 틈새 수화학 환경 원전주기별 변화 평가

가. pH 계산 전산코드

MULTEQ 전산코드는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되었으

며 원전 고온 냉각수중 화학종 농도에 따른 pH, 전도도, 산화환원 전위 등을 계산

할 수 있다[3-1-2, 3-1-3, 3-1-4].  MULTEQ에는 static system, flowing system, 

titration system, hideout return의 4가지 model option이 있는 데 잠복불순물 방출

시험에서 pH 계산은 hideout return의 option을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코드로는 Framatome에서 개발한 FRAMONA가 있지만 Table 

3-1-1의 MULTEQ와 FRAMONA 전산코드의 비교에서 보는 것처럼 MULTEQ 

코드가 온도 범위나 화학종 수에서 훨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돤된다. 특히 

FRAMONA 코드는 hideout return의 option 이 없어 잠복불순물 방출시험의 pH 

계산은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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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수집 및 Databse 입력

국내원전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평가 대상원전으로 K1 호기와 K2 호기를 선정

하 다. K1 호기는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

된 원전이다. K1 호기는 증기발생기가 2기(SG-A & SG-B)이며 Westinghouse 

Model 51로 관지지판은 Fig.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rilled 형이다. K2 호기는 

1983년 7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하 고 증기발생기는 2기(SG-A & SG-B)이며 

Westinghouse Model F로 관지지판은 broached quatrefoil형이다.

틈새수화학 평가에 사용된 수화학자료는 K1 호기의 경우는 제15차(1997. 3. 29)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이고 K2 호기는 제13차(1998. 2.  1)와 제14차(1999. 3. 

27)방출시험 자료이다. 취출수화학 자료는 각각 시험이전의 월별 평균치를 사용하

다.

다. 국내원전 틈새수화학 평가

국내 PWR원전의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를 CAP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틈

새에서의 몰비지수를 계산하고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을 평가하 다.  국내원전의 

주기별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변화추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원전으로 K1 원전

과 K2 원전을 선정하고 취출수화학 자료를 전산입력하 다.  MULTEQ 전산코드

의 pH계산 option을 분석하여 농축도에 의한 틈새 pH 계산법을 정립하 다.

(1) K1 호기 15차(‘97. 3.)

K1 호기의 취출수(NBD, Nomal Blow Down) 입력자료는 1996년 4월 부터 1997

년 3월까지이고 증기발생기 A와 B의 월별 농도치를 Fig. 3-1-7에, 주기중 평균치

를 Fig. 3-1-8에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 A와 B의 화학종의 농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Fig. 3-1-8의 평균농도치를 농축도(CF, Concentration Factor)에 

따라 게산한 pH 값을 Fig. 3-1-9에 나타내었다. 틈새에서의 농도는 증기발생기 내

부수의 농도보다 10
4
 - 10

5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ig. 3-1-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CF 값이 10
4
 - 10

5 
일 때 pH 값은 산성이다. Fig. 3-1-7의 평균 농도

치로부터 계산한 월별 몰비지수를 Fig. 3-1-10에 나타내었는데 몰비지수가 1보다 

적어 증기발생기 내부수는 산성임을 알 수 있다.

K1 호기의 잠복불순물 방출(HOR) 자료(1997. 3. 29)를 CAP 프로그램으로 처리

하여 Fig. 3-1-6의 출력(hot zero power)기간 동안 방출된 잠복불순물량을 Fig. 

3-1-11에 나타내었다. 황산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된 것을 보여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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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의 잠복불순물 방출량으로부터 농축도에 의한 pH 값을 나타낸 Fig. 3-1-12 

에서도 산성을 나타낸다. 방출시험 자료로부터 계산한 몰비지수를 Fig. 3-1-13에 

도시하 다.

semi constant 방법에 의한 몰비지수 평균치는 증기발생기 A의 경우 0.28, B의 

경우 0.11으로 산성을 나타내었다. 잠복불순물 몰비지수/운전(내부수)몰비지수의 

비는 Fig. 3-1-2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A의 경우 0.76 = 0.28/0.37, B의 

경우 0.30 = 0.11/0.37 이었다.

(2) K2 호기 13차(‘98. 2.)

K2 호기의 취출수(NBD, Nomal Blow Down) 입력자료는 1997년 4월 부터 1998

년 1월까지이고 증기발생기 A와 B의 월별 농도치를 Fig. 3-1-16에, 주기중 평균치

를 Fig. 3-1-17에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 A와 B의 화학종의 농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Fig. 3-1-17의 평균 농도치를 농축도(CF)에 따라 계산한 pH 값을 

Fig. 3-1-18에 나타내었다.  Fig.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 값이 10
4
 - 10

5 
일 

때 pH 값은 산성이다. Fig. 3-1-17의 평균 농도치로부터 계산한 월별 몰비지수를 

Fig. 3-1-19에 나타내었는데 몰비지수가 1보다 적어 증기발생기 내부수는 산성임

을 알 수 있다.

K2 호기의 잠복불순물 방출(HOR) 자료(1998. 2. 1)를 CAP 프로그램으로 처리하

여 Fig. 3-1-15의 출력(hot zero power)기간 동안 방출된 잠복불순물량을 Fig. 

3-1-20에 나타내었다. 황산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된 것을 보여준다.  방출시

험 자료로부터 계산한 증기발생기 A의 몰비지수를 Fig. 3-1-21에 도시하 다.

semi constant 방법에 의한 증기발생기 A의 몰비지수 평균치는 2.34로 염기성을 

나타내었다. 증기발생기 A의 잠복불순물 몰비지수/운전(내부수)몰비지수의 비는 

Fig. 3-1-22에 표시한 바와 같이 4.6 = 2.34/0.51 이었다.

(3) K2 호기 14차(‘99. 3.)

K2 호기의 잠복불순물 방출(HOR) 자료(1999. 3. 27)를 CAP 프로그램으로 처리

하여 Fig. 3-1-23의 출력(hot zero power)기간 동안 방출된 증기발생기 A와 B의 

잠복불순물량을 Fig. 3-1-24과 Fig. 3-1-25에 나타내었다. 황산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된 것을 보여준다.  방출시험 자료로부터 계산한 증기발생기 A와 B의 몰

비지수를 Fig. 3-1-26과 Fig. 3-1-27에 도시하 다. semi constant 방법에 의한 증

기발생기 A와 B의 틈새 몰비지수는 공히 0.45로 산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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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기별 비교

출력(hot zero power)기간 동안 방출된 K1 호기(1997. 3. 29)와 K2 호기(1998. 

2. 1)의 누적 잠복불순물량을 Fig. 3-1-28에 나타내었다.  K1 호기와 K2 호기 공히 

황산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된 것을 보여준다. Fig. 3-1-28에서 K1 호기

(drilled 형) 이 K2 호기(broached quatrefoil 형)보다 누적 방출량이 훨씬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Fig. 3-1-7과 Fig. 3-1-16에서 보듯이 증기발생기 내부수 

농도는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내부수 농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K1 호기가 훨씬 

많은 잠복불순물 방출량을 나타내는 것은 Fig. 3-1-5의 관지지판 형태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K1 호기와 K2 호기의 잠복불순물 몰비지수/운전(내부수)몰비지수의 비를 Fig. 

3-1-29에 나타내었다. Fig. 3-1-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K1 호기와 K2 호기의 운전 

몰비지수는 대략 0.4 정도로 비슷하지만 잠복불순물 몰비지수는 다르다. K1 호기

의 몰비지수비는 약 5 정도이고 K2 호기의 몰비지수비는 1이하이다.

3. 고온 틈새수화학 실증시험 장치제작 및 시험자료 생산

본 연구는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수화학 평가를 위해 실증시험장치를 제작하고 

자료생산을 위해 위탁과제로 수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국부 틈새에서의 수화학 

해석, MULTEQ 전산코드에 의한 해석, ODSCC/IGA 억제를 위한 부식억제제 특

성평가, 몰비조절 실험 등이다. 위탁연구는 3년간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prototype  실험장치  개발 (100℃, 1 atm), 2차년도에는 증기발생기  틈새모사  실

험장치  개발 (280℃, 70 atm), 3차년도에는 부식억제제 평가 및 몰비조절 방법 등

의 실험이 수행되었다[3-1-5].

가. 장치 설계제작

(1) 가열방법

 고온, 고압의 틈새 모사 실험 장치를 설계하면서 주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은 틈

새를 가열하는 방법의 선택이었다.  고려되었던 틈새 가열 방법으로는 고온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Fig. 3-1-30과 같이 stagnant molten salt, 전기 히터, 자연 대류로 

순환하는 molten salt 또는 액체 금속 등이었다[3-1-6]. 장치의 복잡성 면에서 다소 

단점이 있을 뿐 다른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법인 고온의 물을 사용하

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Planar type의 틈새는 저압에서 tubular type에 비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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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설치나 장치 구성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압력차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장치 구

성에 제한이 있다. 이상과 같이 틈새 가열면의 온도 균일성이나 가장 실제 환경에 

근접하는 모사 방법인 고온 물의 순환 방법을 선택하 다.

(2) 일차측 설계

 그림 3-3-31에 전체 실험 장치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을 도시하으며 Table 

3-1-2에 그 제원을 나타내었다. 일차측은 원전 일차측에 해당하는 고온, 고압의 물

이 순환하는 loop을 구성하 다. 1 Gal. 압력 용기가 노심 역할을 하고 고압용 순환 

펌프 및 충전 펌프를 설치하 다. 일차측의 조건은 최고 300℃, 140 기압을 유지하

도록 하 고, 일차측의 수화학 조건은 초순수를 그대로 사용하 다. 재료의 부식 

방지를 위해 질소 또는 수소를 가압하여 산소를 제거하고 환원성 분위기에서 운전

한다.

(3) 이차측 설계

그림 3-3-32는 모사 vessel에 대한 측면도이며 틈새와 bulk에 온도 및 ECP 측정

을 위한 센서를 설치하 으며 vessel은 316SS로 제작 후에 무전해 니켈 도금을 약 

10㎛ 정도로 적용하 다.

이차측은 충전 펌프를 통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기발생기 

모사 vessel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틈새 모사 vessel을 통해 배출되는 물은 재

순환 시키지 않고 바로 역압력 조정기(Back Pressure Regulator)를 거쳐 drain line

으로 연결하도록 하 다. 이차측은 먼저 NaOH를 이용하여 농축도 및 pH 변화를 

측정하고 다른 원소들을 첨가하여 몰비 조절 시험 또는 Inhibitor 시험을 진행한다. 

이차측의 환원성 분위기를 유지해 주기 위해 실제 증기 발생기에서 사용되는 

hydrazine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소를 첨가하여 이차측 산화환원전위를 조절한다. 

나. 고온 틈새수화학 실증시험

고온, 고압 증기발생기 틈새환경 모사 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일차측은 310℃, 

135 atm의 물이 약 10 gpm의 유량으로 회전하고 이차측은 270℃, 약 55 atm의 조

건을 유지하면서, 약 2 L/hr의 유량으로 용액이 주입되고 역압력 조절기를 통해 빠

져나간다. 일차측은 순수에 수소 가스를 가압하여 환원분위기를 유지시켜 주었고, 

이차측은 50 wppm Na 용액을 타이타늄 탱크에 저장하고 수소 가스로 가압하여 

환원 분위기를 유지하 다.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틈새 위치별 온도 변화를 측

정하 고 water-filled Ag/AgCl과 Pt 전극을 이용하여 틈새 및 bulk에서의 전위차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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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및 bulk에서의 potential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water-filled 

Ag/AgCl 전극에 대한 고온 안정성 시험과 온도 변화에 따른 전위차 변화를 측정

하 다. 시험 온도는 240℃와 288℃ 으며, 화학 조건은 약산성, 중성, 약알칼리성

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 다. LiOH와 H3BO3를 이용하여 용액의 pH를 조절하

으며 수소가 첨가된 가스로 가압하여 환원 분위기를 유지하 다. 

온도 및 용액의 pH를 조절하면서 측정한 water-filled Ag/AgCl 전극의 전위차 

변화 실험에서는 고온에서 전위값이 매우 안정적이며 온도 cycling 시험 후의 전위

차 변화는 ±15 mV 이내 다. pH 변화에 따른 전위차 변화는 이론치와 차이가 많

이 발생하 으며 그 원인으로 지르코니아 플러그 임피던스 차이, 고온 pH 자료의 

부정확성 등을 들 수 있다.  측정값의 scattering이 240℃에서는 약 300 mV 다. 

이론적인 계산값과 측정값 사이에 큰 차이를 보 으며 그 원인은 thermal liquid 

junction potential 계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ulk 온도가 약 200℃일 때 이차측 압력 조절 방법을 점검하기 위하여 비등압력

으로 낮춰서 고온 틈새 실증 실험을 실시하 다. 틈새에 비등현상이 일어나면서 틈

새 전위값이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후 다시 압력을 상승시켜 270℃에서 

비등이 일어나도록 하 다. 일차측은 310℃를 유지하도록 하 다. 실험 시간이 짧

아 틈새 농축에 따른 비등점 상승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 제작된 고온고압의 실험장치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이전 설치하고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에서 틈새 간격은 0.15mm이고, 깊이는 40mm이다. 틈새는 

Megnetite로 충전하 다. 일차측 온도는 270℃ 이었고 1차측과 2차측의 온도차,  

Delta T는 15℃, 유량은 4 L/hr, NaOH의 농도는 50 ppm 이었고 환원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수소농도는 0.196ppm 이었다. Fig. 3-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측 압

력을 255℃ 의 수증기 포화압력으로 강하하여 Delta T, 15℃를 유지하 다. Fig. 

3-1-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틈새 위치별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Fig. 

3-1-35는 시간에 따른 vessel 내부와 틈새에서의 ECP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데 내

부에서의 ECP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 원인은 2차냉각수를 수소가스로 충분히 

통과시켜 환원성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하는 데 그 시간이 짧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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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회사별 2차계통 수화학 관련지침 비교분석

가. 서론

2차계통 수화학지침의 목적은 1차계통과와 2차계통의 압력경계지점에 있는 증기

발생기 건전성 확보, 2차계통 BOP(Balance Of Plant) 건전성 유지, 양질의 수증기 

공급이다.

우리나라 원전을 공급회사별로 분류하면 Westinghouse, Framatome과 

Combustion Engineering/한국중공업으로 나눌 수 있다. Westinghouse에 속하는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 2, 3 & 4,  광 1 & 2 호기이다. Framatome으로는 울진 

1 & 2 호기이고 CE/한중은 광 3 & 4와 울진 3 & 4호기이다. 원전 공급사별 수

화학지침을 분석하기 위해 KOPEC, KINS,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3-1-13].

2차계통 수화학관리의 주요인자는 Fig. 3-3-1과 같이, pH, ECP(Electro 

Chemical Potential)과 species(불순물)이다. ECP는 용존수소(dissolved hydrogen)

와 용존산소(dissolved oxygen)에 향을 받는다. 조치기준(action level)은 Table 

3-1-1에서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지는 데 기준초과시 출력이 제한된다. 조치기준

은 출력과 위치에 따라 분류된다.

수화학지침에서 2차계통의 위치는 본 계통과 기타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계통은 증기발생기 취출수, 주급수, 복수탈염기 출구수, 고압급수 가열기 배수조

수, 복수펌프 출구수, 복수기 집수정수, 주증기, 재열증기, 증기발생기 취출수 탈염

기출구수 등이다. 기타계통은 보조계통(보조보일러수, 기기 냉각수), 용수저장조(복

수저장조수, 탈염수저장조수)와 순수제조설비(응집조출구수, 혼상탈염기 출구수)등

으로 나누어진다. 수화학지침에서의 출력은 온도 200℉, 출력 5%와 출력 30% 로 

구분된다.

나. pH

pH 조절제의 주 목적은 2차냉각계통의 부식저감이고 그 선정기준은 휘발도, 이

온화도, 열안정성 등이다. 초기에는 pH 조절제로서 phosphate(Na3PO4)가 사용되었

고 전휘발성 처리기법이 도입되면서 ammonia(NH3)와 morpholine이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ETA(NH2-CH2CH2OH)이 사용되고 있다[3-1-14, 

3-1-15, 3-1-16]. Fig. 3-3-39에 ammonia, morpholine과 ETA의 이온화 상수를 나

타내었는 데 이온화상수는 ETA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3-3-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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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a 농도에 따른 pH를 Fig. 3-3-41에 ETA 농도에 따른 pH를 나타내었다.

2차계통부식과 철분농도는 magnetite의 용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 

magnetite 용해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온도, pH와 ECP이고 주 용해반응

은 아래 식과 같다.

Fe3O4+3(2-b)H
+
+H2 → 3Fe(OH)

( 2-b)
b +(4-3b)H2O

Fe3O4+3(3-b)H
+ → 3Fe(OH) ( 3-b)b +(4-3b)H2O+

1
2
H2

Fig. 3-3-37에 300℃에서 pH에 따른 magnetite의 용해도를 나타내었는 데 대략 

pH 10에서 최저치를 보인다[3-1-17].  FAC(Flow Assisted Corrosion)가 큰 온도 

150℃에서의 magnetite의 용해도는 Fig. 3-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 10.5에서 

최저치를 나타낸다. 

다. 산화환원 전위

환원제는 2차계통에서 용존산소를 제거하고 환원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다. Fig. 3-3-42와 Fig. 3-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계통 주요재질인 탄소강의 

보호피막인 magnetite는 용존산소 즉 ECP에 크게 향받는다. 환원제 선정기준은 

용존산소 제거능력과 환경문제 등이다.

 우리나라 경수로 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hydrazine(N2H4)은 아래와 같이 분해

되어 수소를 발생하여 환원상태를 만든다.

3N2H4 ⇔ 4NH3+N2

2N2H4 ⇔ 2NH3+N2+H2

hydrazine은 아래와 같이 용존산소를 제거하여 부식을 억제한다.

O2+N2H4 → 2H2O+N2

hematite를 magnetite로 변환시켜 보호산화막을 유지한다.

6Fe2O3+N2H4 → 4Fe3O4+2H2O+N2

연구단계에 있는 carbohydrazine은 아래와 같이 분해되어 hydrazine을 생성한다.

(N 2H3)2CO+H2O → 2N2H4+CO2

(N 2H3) 2CO+2O2 → 2N2+3H2O+CO2

라. 불순물 농도

EPRI의 2차계통수화학지침에서의 불순물농도 목표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

세인데 급수계통에서 철분농도는 3ppb이하이고 취출수에서의 전도도는 1μ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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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고 Na의 농도는 1ppb 이하이다.

마. 분석결과

(1) ERPI 개정이력

ERPI의 PWR 2차계통 수화학지침(Secondary Water Chemistry Guidelines)의 

개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 Revision 0, EPRI NP-2704-SR, 1982. 10.

- Revision 1, EPRI NP-5056-SR, 1987. 3.

- Revision 2, EPRI NP-6239, 1988. 12.

- Revision 3, EPRI TR-102134, 1993. 5.

- Revision 4, EPRI TR-102134-R4, 1996.11.

- Revision 5, EPRI TR-102134-R5, 2000. 5.

EPRI의 2차계통 수화학지침 개정 5판에서 출력과 위치에 따른 조치

기준을 Table 3-1-4, 3-1-5, 3-1-6, 3-1-7, 3-1-8 및 3-1-9에 실었다.  ERPI의 2차

계통 수화학지침 개정이력 요약을 Table 3-1-10에 나타내었다. 1982년에 처음 제

정된 이후 1988년 개정 2판에서 잠복불순물 방출(HOR)과 MULTEQ 사용 등이 

추가되었다. 1993년 개정 3판에서는 양이온/음이온 비, 고농도 hydrazine, 저농도 

철분, ETA pH 조절제 등이 보강되었다. 1996년 개정 4판에서는 저농도 불순물과

 몰비조절 등이 수록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2000년 개정 5판에서는 급수에서의 용존산소농

도가 10ppb(action level 2)로 강화되었다. 용존산소 및 환원분위기 관련 hydrazine  

농도는 계속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전 2차계통 수질관리 표준화 지침

한국전력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의 2차계통 수질관리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

여  효율적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전 공급사별 상이한 수질 제한값 및 

조치사항을 EPRI 지침을 적용하여 통일된 표준화안(1997. 6)을 작성시행하 다. 

Table 3-1-11에 그 내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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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질상태 첨가제에 의한 증기발생기 응력부식 평가와 

억제기술 개발

1. 국내 가동원전 증기발생기 부식손상 진행분석

가. 개요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4월 29일 고리원자력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가장 최근인 1999년 12월 3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진원자력 4호기

까지 총 16개 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이들 중 고리원자력의 4개 호기, 광원자력

의 4개 호기 및 울진원자력의 4개 호기 등 총 12개 호기는 가압경수로형 발전소이

며, 월성원자력의 4개 호기는 가압중수로형 발전소이다.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 SG) 유형은 고리원자력 1호기는 WH Delta 60형, 

고리원자력 2, 3, 4호기 및 광원자력 1, 2호기는 WH model F형, 광원자력 3, 4

호기 및 울진원자력 3, 4호기는 CE system 80형, 울진원자력 1, 2호기는 WH 

model 51B형, 월성원자력 1, 2, 3, 4호기는 CANDU형이다.

이들 중 WH model 51형 증기발생기를 가졌던 고리원자력 1호기는 약 20년을 운

전하는 동안 다수의 전열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식손상 및 이로 인한 누설이 

발생하여 1998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증기발생기를 WH model 51형에서 WH 

Delta 60형으로 모두 교체하 다. 

증기발생기 수는 WH형이 8개 호기에서 22개, CE형이 4개 호기에서 8개 및 

CANDU형이 4개 호기에서 16개 등 총 46개이며, 전열관은 총 230,916개가 설치되

어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 유형은 Table 3-2-1과 같이 pitting, 

1차측 응력부식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2차측 

응력부식균열(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마모(wear) 

및 기타 제작결함, 가동전 고온기능시험시 수격 현상으로 인한 전열관 손상, 가동

전 고온기능시험 후 수압시험 결과 관막음, denting,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 관막음,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주변 전열관 손상, 전열관 지지판(Tube Support Plate, TSP) 위치 마모, flow 

distribution baffle plate 위치 마모, eggcrate 위치 마모, feed water pipe 위치 마

모, tube end 용접부 누설, 전열관 1차측 이물질 삽입, 탐촉자 삽입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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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plugging 등이다.

결함 발생 위치는 튜브시트(Tube Sheet, TS) 상단 sludge 축적 부위, 튜브시트 

상단 확관 부위, 튜브시트 내부 skip roll 위치, row 1 U-bend 부위, 반진동 구조물

(Anti-vibration Structure, AVS) 위치 및 기타 전열관 지지판 위치, flow 

distribution baffle plate 위치, eggcrate 위치, feed water pipe 위치, free span 등이

다. 

나. 호기별 전열관 손상 현황 

(1) 고리원자력 1호기

고리원자력 1호기는 587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최초에는 WH model 51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약 

20년을 운전하는 동안 다수의 전열관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식손상 및 이로 인

한 누설이 발생하여 1998년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증기발생기를 WH model 51형에

서 WH Delta 60형으로 모두 교체하 다.

WH model 51형 증기발생기에는 각 3,388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

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MA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875inch (22.225

㎜)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5inch(1.2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19.4℃(607
o
F)이고, coldleg가 282.8℃(541

o
F)이다.   

WH model 51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Eddy Current Test, 

ECT) 결과 2주기 제7차 가동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보수 유형은 1주기 제7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튜브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위의 pitting, 

2주기 제2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hotleg 튜브시트 상단 확관 부

위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튜브시트 내부 skip roll 위치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증

기발생기 전열관에서 가장 안쪽 열에 위치한 row 1 U-bend 부위의 1차측 응력부

식균열, 2주기 제6차 가동중 검사에서 나타난 hotleg 튜브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

위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기타 전열관 지지판 위치의 denting, 가동중 전열관 2

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등이다.

튜브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위의 pitting은 주로 coldleg에서 발생하 으나 

hotleg에서도 나타났다. 2주기 제2차 가동중 검사시 pitting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

었던 튜브시트 상단의 퇴적 sludge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세정을 실시하 으며, 

또한 2차 계통에 사용중인 Cu 합금재료의 교체가 이루어 졌다. 화학세정 후 튜브

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위의 pitting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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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 확관 부위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은 대부분 축 방향 결함

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전열관에서는 원주 방향 결함도 나타났다. 한편 튜브시트 

내부 skip roll 위치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row 1 U-bend 부위의 1차측 응력부

식균열은 모두 축 방향 결함으로 나타났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 sludge 축적 부위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은 모두 축 방향 

결함으로 나타났으며, 결함은 sludge가 많이 쌓이는 전열관 중앙 지역에서 주로 발

생하 다.

WH model 51형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보수 현황은 Table 3-2-2와 같이 2주

기 제7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2,541개 전열관에서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발

생하여 관막음 및 슬리빙 보수를 수행하 다. 이들 중 pitting 결함은 1,652개 전열

관, 1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458개 전열관, 2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344개 

전열관 및 기타 결함은 87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관막음 및 슬리빙 보수

를 수행하 다.

한편 WH Delta 60형 증기발생기에는 각 4,934개의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

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9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75inch 

(19.0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3inch(1.092㎜)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

온도는 hotleg가 319.4
o
C(607

o
F)이고, coldleg가 282.8

o
C(541

o
F)이다.

WH Delta 60형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3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3과 같이 가동전 증기발생기 제작 시 

제작결함으로 총 15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한 것을 제외하고 가동중 검

사에서는 전열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전열관은 건전하게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리원자력 2호기

고리원자력 2호기는 6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5,626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88inch(17.463㎜)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inch 

(1.016㎜)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4.4
o
C(616

o
F)이고, 

coldleg가 287.8
o
C(550

o
F)이다.

고리원자력 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2주기 제5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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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2차측 응력부식균열, U-bend 반

진동봉(Anti-vibration Bar, AVB) 위치에서의 마모, 2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 

나타난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pitting 및 기타 제작결함, denting,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tube end 용접부 누설, misplugging,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주변 전열관 손상, 전열관 1차측 이물질 삽입 등이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은 원주 방향 결함으로 나타났고, 2

차측 응력부식균열은 원주 및 축 방향 결함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전열관에서는 1

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2차측 응력부식균열이 동시에 발생하 다. 모든 결함은 

sludge가 가장 많이 쌓이는 전열관 중앙 지역으로 denting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위

치에서 발생하 다.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증기발생기 A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

하 고, 또한 각 증기발생기에서 row 번호가 큰 전열관 및 coldleg에 있는 반진동

봉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다른 WH model F

형 증기발생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리원자력 2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4와 같이 2주기 제5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717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279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1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2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135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모든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고, 반진동봉 위치

에서의 마모 결함은 530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96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51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47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

음을 수행하 다.

(3) 고리원자력 3호기

고리원자력 3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5년 9월 3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5,626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88inch(17.463㎜)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inch 

(1.016㎜)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6.1
o
C(619

o
F)이고, 

coldleg가 291.1
o
C(556

o
F)이다.

고리원자력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2주기 제4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1주기 제9차 및 2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

에서 나타난 hotleg 및 coldleg 튜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2주기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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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 검사에서 나타난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기타 제작

결함,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등이다.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증기발생기 A, B, C 순으로 많은 결

함이 발생하 고, 또한 각 증기발생기에서 row 번호가 큰 전열관 및 coldleg에 있

는 반진동봉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다른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Hotleg 및 coldleg 튜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은 모두 원주방향 결함으

로 나타났고,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은 sludge가 가장 많이 

쌓이는 전열관 중앙 위치에서 발생하 으나, coldleg 튜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

부식균열은 sludge가 쌓이지 않는 외곽 전열관에서 발생하 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은 원주 방향 결함으로 나타났으며, 

sludge가 가장 많이 쌓이는 전열관 중앙 위치에서 발생하 다.

고리원자력 3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5와 같이 2주기 제4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454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7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399개 전열관에서 발생

하여 55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고, 2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2개 

전열관에서 발생하고 1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1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모두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52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14개 전열관에 대

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4) 고리원자력 4호기

고리원자력 4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6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5,626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88inch(17.463㎜)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inch 

(1.016㎜)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6.1
o
C(619

o
F)이고, 

coldleg가 291.1
o
C(556

o
F)이다.

고리원자력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2주기 제3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제작결함, 가동전 고온기능시험 

시 수격 현상으로 인한 전열관 손상,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등

이다.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증기발생기 A, B, C 순으로 많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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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발생하 고, 또한 각 증기발생기에서 row 번호가 큰 전열관 및 coldleg에 있

는 반진동봉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다른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리원자력 4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6과 같이 2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367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76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304개 전열관에서 발생

하여 47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63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29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5) 광원자력 1호기 

광원자력 1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6년 8월 25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5,626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88inch(17.463㎜)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inch 

(1.016㎜)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6.1
o
C(619

o
F)이고, 

coldleg가 291.1
o
C(556

o
F)이다.

광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2주기 제3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제작결함,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등이다.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증기발생기 A, B, C 순으로 많은 결

함이 발생하 고, 또한 각 증기발생기에서 row 번호가 큰 전열관 및 coldleg에 있

는 반진동봉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다른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광원자력 1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7과 같이 2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544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9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508개 전열관에서 발생

하여 60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36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3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6) 광원자력 2호기

광원자력 2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7년 6월 1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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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626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88inch(17.463㎜)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inch 

(1.016㎜)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6.1
o
C(619

o
F)이고, 

coldleg가 291.1
o
C(556

o
F)이다.

광원자력 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2주기 제3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제작결함,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tube end 용접부 누설, 전열관 1차측 이물질 삽입, 

misplugging, 탐촉자 삽입안됨 등이다.

U-bend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증기발생기 A, B, C 순으로 많은 결

함이 발생하 고, 또한 각 증기발생기에서 row 번호가 큰 전열관 및 coldleg에 있

는 반진동봉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내의 다른 WH 

model F형 증기발생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광원자력 2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8과 같이 2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641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125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반진동봉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593개 전열관에서 발생

하여 84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48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41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7) 광원자력 3호기

광원자력 3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95년 3월 3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E system 80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8,214개의 ∩ 및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HTMA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75inch(19.0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2inch(1.06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7.3
o
C(621.2

o
F)

이고, coldleg가 295.8
o
C(564.5

o
F)이다.

광원자력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4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1주기 제3차 결함 전열관중 일부는 1주기 제2차 등 과년도에 이미 발생하

으나 기록되지 않았음)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가

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등이다.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stay cylinder가 위치한 

중앙지역, 즉 row 22∼40번 및 column 64∼102번 사이의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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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H model F

형 및 CE system 80형의 참조 발전소인 Palo Verde 보다 가동초기부터 심한 마모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원자력 3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9와 같이 1주기 제4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129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2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123개 전열

관에서 발생하여 18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6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4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8) 광원자력 4호기

광원자력 4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96년 1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E system 80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8,214개의 ∩ 및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HTMA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75inch(19.0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2inch(1.06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7.3
o
C(621.2

o
F)

이고, coldleg가 295.8
o
C(564.5

o
F)이다.

광원자력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4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제작결함, 가동중 전

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eggcrate 위치 마모 등이다.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stay cylinder가 위치한 

중앙지역, 즉 row 22∼40번 및 column 64∼102번 사이의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

고,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H model F

형 및 CE system 80형의 참조 발전소인 Palo Verde 보다 가동초기부터 심한 마모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원자력 4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0과 같이 1주기 제4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322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7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310개 전열

관에서 발생하여 6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12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10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9) 울진원자력 1호기

울진원자력 1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8년 9월 10일 상업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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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하 으며 WH model 51B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

에는 3,330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875inch(22.22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5inch 

(1.2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2.8
o
C(613

o
F)이고, coldleg

가 285.6
o
C(546

o
F)이다.

울진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9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4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이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은 hard roll transition 위치에서 발

생하 으며, 모든 결함은 축 방향으로 나타났고, 결함의 길이 성장은 대부분 약 

6mm에서 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1주기 제5

차 가동중 검사를 수행한 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hotleg 튜브시트 상단 hard roll 

transition 위치에 대하여 shot peening을 실시하 으나 shot peening 후에도 1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원자력 1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1과 같이 1주기 제9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2,079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1,002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

막음 및 슬리빙 보수를 수행하 다. 

(10) 울진원자력 2호기

울진원자력 2호기는 95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89년 9월 30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WH model 51B형 증기발생기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

에는 3,330개의 ∩형 전열관이 사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TT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875inch(22.22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5inch 

(1.2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2.8
o
C(613

o
F)이고, coldleg

가 285.6
o
C(546

o
F)이다.

울진원자력 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8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4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이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은 증기발생기 C에서는 발생하지 않

고 증기발생기 A 및 B의 hard roll transition 위치에서만 발생하 으며, 모든 결함

은 축 방향으로 나타났고, 결함의 길이 성장은 대부분 약 6㎜에서 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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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1차측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1주기 제5

차 가동중 검사를 수행한 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hotleg 튜브시트 상단 hard roll 

transition 위치에 대하여 shot peening을 실시하 으나 shot peening 후에도 1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의 발생 및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원자력 2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2와 같이 1주기 제8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1,925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90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및 슬리빙 보수를 수행하 다.

(11) 울진원자력 3호기

울진원자력 3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98년 8월 1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E system 80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

는 8,214개의 ∩ 및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HTMA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75inch(19.0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2inch(1.06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7.3
o
C(621.2

o
F)

이고, coldleg가 295.8
o
C(564.5

o
F)이다.

울진원자력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2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가동전 고온기능시

험 후 수압시험 결과 관막음, 가동중 전열관 2차측 이물질에 의한 마모, 전열관 2차

측 이물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 관막음, eggcrate 위치 마모 등이다.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stay cylinder가 위치한 

중앙지역, 즉 row 22∼40번 및 column 64∼102번 사이의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

고,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H model F

형 및 CE system 80형의 참조 발전소인 Palo Verde 보다 가동초기부터 심한 마모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원자력 3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3과 같이 1주기 제2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117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30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88개 전열

관에서 발생하여 4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29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26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12) 울진원자력 4호기

울진원자력 4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으로 1999년 12월 30일 상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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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시하 으며 CE system 80형 증기발생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

에는 8,214개의 ∩ 및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nel 600HTMA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75inch(19.0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2inch(1.067㎜)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27.3
o
C(621.2

o
F)

이고, coldleg가 295.8
o
C(564.5

o
F)이다.

울진원자력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1주기 제2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1주기 제1차 가동중 검사에서부터 나타나기 시

작한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및 기타 제작결함, row 1 전

열관 U-bend 부위에서 탐촉자 삽입 안됨, 가동중 eggcrate 위치 마모, 전열관 2차

측 이물질에 의한 denting, feed water pipe 위치 마모 등이다.

U-bend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stay cylinder가 위치한 

중앙지역, 즉 row 22∼40번 및 column 64∼102번 사이의 전열관에서 주로 발생하

고, 점차 외곽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WH model F

형 및 CE system 80형의 참조 발전소인 Palo Verde 보다 가동초기부터 심한 마모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원자력 4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4와 같이 1주기 제2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288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총 18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

을 수행하 다. 이들 중 batwing/vertical strip 위치에서의 마모 결함은 270개 전열

관에서 발생하여 13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18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5개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13) 월성원자력 1호기

월성원자력 1호기는 678MWe급 가압중수로형으로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ANDU형 증기발생기 4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는 

3,558개의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loy 800

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25inch(15.87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45inch (1.13

㎜)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10
o
C(590

o
F)이고, coldleg가 

266.7
o
C(512

o
F)이다.

월성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3주기 제2차 가동

중 검사까지의 전열관 손상 유형은 2주기 제6차 가동중 검사에서 나타난 hotleg 튜

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 및 기타 제작결함, 전열관 1차측 이물질 삽입 

등이다.

Hotleg 튜브시트 상단의 2차측 응력부식균열은 3번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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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부위에서 발생하 으며, 결함은 원주 방향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자력 1호기 전열관 손상 현황은 Table 3-2-15와 같이 3주기 제2차 가동중 

검사까지 총 9개 전열관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모든 전열관에 대하여 관막음을 수

행하 다. 이들 중 2차측 응력부식균열 결함은 1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으며, 기타 결함은 8개 전열관에서 발생하여 관막음을 수행하 다.

(14) 월성원자력 2호기

월성원자력 2호기는 700MWe급 가압중수로형으로 1997년 7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ANDU형 증기발생기 4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는 

3,530개의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loy 800

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25inch(15.87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45inch (1.13

㎜)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10
o
C(590

o
F)이고, coldleg가 

266.7
o
C(512

o
F)이다.

월성원자력 2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Table 3-2-16과 

같이 1주기 제3차 가동중 검사까지 전열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전열관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월성원자력 3호기

월성원자력 3호기는 700MWe급 가압중수로형으로 1998년 7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ANDU형 증기발생기 4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는 

3,530개의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loy 800

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25inch(15.87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45inch (1.13

㎜)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10
o
C(590

o
F)이고, coldleg가 

266.7
o
C(512

o
F)이다.

월성원자력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Table 3-2-17과 

같이 가동전 검사까지 전열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전열관은 건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월성원자력 4호기

월성원자력 4호기는 700MWe급 가압중수로형으로 1999년 10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CANDU형 증기발생기 4대가 설치되어 있다. 각 증기발생기에는 

3,530개의 ∩형 전열관이 삼각배열로 설치되어 있고, 전열관의 재질은 Incoloy 800

이며, 전열관의 외경은 0.625inch(15.875㎜)이고, 전열관의 두께는 0.0445inch (1.13

㎜)이다. 증기발생기 1차측의 가동온도는 hotleg가 310
o
C(590

o
F)이고, coldle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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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o
C(512

o
F)이다.

월성원자력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와전류검사 결과 Table 3-2-18과 

같이 가동전 검사까지 전열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전열관은 건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Pb 분위기에서 응력부식 시험 및 평가

가. 개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Pressurized Water Reactor, PWR)의 증기발생기에

는 고온의 1차측 냉각수와 상대적으로 저온인 2차측 냉각수 사이에 열교환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두께가 얇고 단면이 작은 전열관이 격자 지지대에 의해 지지되는 구

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열관 재료로는 고온강도와 우수한 내식성을 갖고 있는 Ni기 

합금인 Alloy 600재료로 제작되어 왔으나 두께가 얇다는 구조적 단점과 1차측과 2

차측 냉각수를 동시에 접촉하게 되는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운전됨에 따라 많은 

발전소에서 전열관 손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손상된 전열관 표면에서 고농도

의 납(Pb)이 검출되었고[3-2-1,2], 많은 실험 결과 납이 첨가된 조건에서 Alloy 600 

재료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이 가속화된다는 결론을 얻

었다[3-2-3]. 또한 구리는 불활성 금속으로 해수냉각 발전소의 복수기 튜브 재질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튜브 부식으로 인한 해수 누설이 잦고 증기발생기 2차측 계

통수에 구리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 다.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로 들어간 구리

는 염소와 용존산소, pH 그리고 열유속 등의 향으로 덴팅이나 응력부식균열 현

상을 일으킨다. 특히 산화구리는 강한 산화제로서 전기화학전위를 증가시켜 Ni기

합금의 SCC 저항성에 향을 줄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손상 결과들이 

보고되었다[3-2-4]. 납에 의한 SCC(PbSCC)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재료 미세조

직, 합금조성, 납 성분의 화학적 조성, 납의 존재상태(증기, 수용액, 용융상태)의 

향 등 여러 가지 가능 인자들이 연구되었고, 납 첨가에 따른 재료의 피막특성 변화

와 SCC와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한 PbSCC 발생 및 진전 기구 규명에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용액에 노출된 합금표면에 생성되는 피막은 응력부식균열 민감

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막의 파괴와 재부동태화가 반복되어 균열이 전파한다

는 설명이 Ni기 합금의 응력부식균열 기구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합금

조성과 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피막의 특성은 균열의 개시 및 전파를 결정

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러한 특성은 pH나 시험온도, 화학첨가제의 종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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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변화될 수 있고 열역학적 안정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식반응에 의해 결정

된다. 따라서 반응초기에 생성되는 얇은 표면피막의 특성에 대한 전기화학적 정보

는 부식반응기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납에 의한 합금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미치는 향에 대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Takamatsu 등은 AVT 용액을 사용하여 Ni기 합금의 부식전위측정 

및 시험용액을 분석하여 부식 기구가 금속원소들의 가속화된 용해 때문이며 부식

전위 증가에 의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3-2-5]. Lu등은 증기발생기 틈새 환경분위

기에서 고온양극분극 시험을 통해 납 첨가에 의한 부동태 전류 도증가 및 활성피

크를 관찰하 다[3-2-6]. 이 연구들은 전기화학 측정시험을 통해 납에 의한 향을 

평가한 결과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 오염에 의한 Alloy 600 MA의 전기화학적 향을 평가하기 위

해 pH와 납 농도 등을 변수로 하여 고온양극분극거동 및 시간에 따른 부식전위 측

정시험을 수행하 다. 구리(CuO)의 유해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온의 탈기된 

용액에서 pH와 농도변화에 의한 부식전위를 측정하 다. 증기발생기 가동 환경에

서 납이 첨가되었을 때 전열관 재료의 전기화학적 성질의 변화에 따른 응력부식균

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가전위가 부가된 조건에서 저속인장실험을 실시하

다.

나.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외경 3/4inch(19.05㎜), 두께1/24inch(1.058㎜)의 전열관

용 Alloy 600 MA 관 재료로서 기계적 성질과 화학조성은 Table 3-2-19, 20에 나

타내었다. Alloy 600 MA는 960℃에서 10분간 mill annealed 조건으로 처리 과정을 

거쳤다. 시편의 탄화물 분포 형상 관찰은 상온의 인산용액(phosphoric acid 80㎖, 

water 10㎖) 속에서 2.5V, 30sec의 조건으로 전해에칭 한 후 입계를 관찰하기 위해 

5% nital용액(methanol 95㎖, nitric acid 5㎖)에서 2.5V, 30sec의 조건으로 전해에

칭 하여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시편은 방전가공법으로 두

께 0.5㎜인 판으로 절단해낸 뒤 80㎛까지 #200과 #600 SiC 연마포로 연마하 다. 

그 후 직경 0.3cm 원판으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15℃의 perchloric산 (20% 

perchloric acid + 80% methanol)속에서 120mA, 17VDC의 조건으로 전해연마(jet 

polishing) 하 다.  장비는 Philips사 model CM20(200 kV)을 이용하 으며 입계 

및 입내에서의 탄화물 분포를 관찰하 다. 

분극시험 장치는 EG&G 273 potentiostat와 IBM PC로 구성되었으며 M352 

corrosion software를 사용하 다. 분극시편은 관 형태의 재료를 길이방향으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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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뒤 납작하게 펴 판상 시편으로 만들었으며 재료에 가해지는 냉간가공도는 약 

2％ 이내로서 PbO 및 CuO 농도와 pH의 향을 비교하는 본 시험에서는 냉간가공

의 향을 무시하 다. 10㎜ × 12㎜ 판상의 Alloy 600 MA 시편을 SiC #600으로 

연마하여 같은 재료의 연결선에 점용접한 뒤 연결선은 열수축 테플론관(PTFE)으

로 절연시켰다. Fig. 3-2-1에 고온 전기화학시험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시험 조건은 Table 3-2-21과 같다. 1 ℓ 용량의 Hastelloy C 재료로 된 압력용기를 

사용하여 pH 조건을 맞춘 초순수 용액에 각각 PbO와 CuO를 첨가시킨 뒤 시편을 

넣고 폐시켰다. 양극분극시험 전에 99.999％의 질소로 1시간동안 탈기한 다음 용

액의 온도를 올린 후 분극시험초기에 부식전위보다 0.2V 낮은 전위에서 10 분간 

음극반응시켜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 고, 1mV/sec의 속도로 양극방향으로 주사하

다. PbO 및 CuO와 같은 산화제가 Alloy 600 MA의 부식전위 변화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부식전위를 측정하 다. 탈산소 과정과 시험장치 

등은 고온양극분극시험과 동일하며 측정시간은 14만sec(39hrs.)로 하 다.

SSRT를 이용한 SCC 시험장치는 Toshin 모델 SERT-MINI-2000B를 이용하

으며, 그 구조는 Fig. 3-2-2에 나타내었다. 이 장치는 Hastelloy C-276 재료로 된 

2ℓ 용량의 압력용기를 갖추어 고온, 고압 하에서 인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

다. 최저 변형률은 5×10
-5
 ㎜/min이며 다단계모터로 인장속도를 조절한다. 하중계

는 최대 2 톤 용량이며, 변위는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로 측정되고 인장축에는 압력용기내의 고온에 따른 압력차이를 보상해 주는 압력

균형(pressure balancing)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시험 중에 얻어지는 하중과 변위

값은 PC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부록A]. 납의 농도와 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SCC 실험은 Table 3-2-22와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인가전위가 부가

된 조건에서 수행한 SCC 실험 조건은 Table 3-2-23과 같으며 인가전위에 사용된 

기준전극은 SSRT를 제조하 던 Toshin에서 제작한 외부형 Ag/AgCl 기준전극인 

pressure balancing type external reference electrode를 이용하 으며 보조전극

(counter electrode)으로 백금선을 사용하 다. 전극과 시험용기 사이의 절연은 

CONAX fitting(TG Gland)을 사용하 으며, 실험 전에 99.999 %의 고순도 질소가

스를 60분 정도 투입하여 수용액중의 용존 산소를 제거하 다. SSRT 장치에 직접 

인장시편과 같은 재료로 분극시편을 설치하여 0.167mV/sec 속도로 양극방향으로 

주사하여 재료의 분극곡선을 얻었다. 인가전위 조건에서 SCC 실험용 시편은 Fig. 

3-2-3에 나타낸 바와 같이 gauge length 17㎜, 단면적이 3.9㎜
2
로 표면적이 작도록 

설계한 인장시편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시험용액은 전도도가 약 1 MΩ∙cm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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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순수에 NaOH를 첨가제로 하여 상온 pH가 10이 되도록 하 고 용액 중에 

PbO를 첨가하여 1000ppm 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온도는 300℃이며 용

액의 온도가 300℃에 도달한 후 10kg의 초기하중을 가하 으며, 인장속도 2×10
-7
 

sec
-1
(2×10

-4
 ㎜/min)로 시험을 실시하 다. 인가전위 조건은 Table 3-2-5와 같다. 

파단이 일어난 시편을 꺼내어 별도의 세척과정 없이 절단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파면의 균열전파 양상과 SCC 민감도를 평가하 다.

다. 미세조직 관찰

Fig. 3-2-4는 960℃에서 10분간 소둔한 Alloy 600MA 재료를 2단계 에칭(인산용

액→nital)하여 관찰한 모습이다. Fig. 3-2-4(a)는 인산용액에서 에칭한 후 광학현

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탄화물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지조성의 탄소함량

이 0.01%로 낮고 탄소의 완전용해 온도인 849℃보다 높은 960℃에서 10분간 소둔

(mill annealed)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기지 속으로 완전히 용해되어 들어갔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Fig. 3-2-4(b)는 이 시편을 다시 nital에 에칭한 후 같은 위치를 관

찰한 것인데 탄화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입계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탄화물의 존재여부와 그 분포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으며 이의 조직사진을 Fig. 3-2-4(c)∼(f)에 나타내었다. Fig. 3-2-4(c)는 

Fig. 3-2-4(a)의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1000배의 배율에서

도 입계 또는 입내탄화물이 보이지 않고 있다. Fig. 3-2-4(d)는 Fig. 3-2-4(b)의 시

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매끄러운 입계만 관찰될 뿐 역시 탄화

물의 생성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Fig. 3-2-4(e)와 Fig. 3-2-4(f)는 고배율로 관찰

한 것으로서 입계의 구조를 더욱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 SCC에 대한 pH와 납 농도의 향

보통 용액의 pH는 금속 재료의 응력부식 특성에 향을 미치는데 본 실험에서도 

Fig. 3-2-5와 같이 납이 첨가된 분위기에서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양상은 상당

한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4-3-22는 납 농도를 0, 5, 100, 10,000 

ppm으로 증가시킬 때 SSRT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써 납이 5ppm 이상이면 

SCC가 발견되며 100 ppm까지는 급격히 SCC 면적비가 증가 하지만 그 이상의 농

도에서는 비슷한 SCC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Fig. 3-2-5와 Fig. 3-2-6은 납 농도

가 10,000ppm 일 때 pH 변화에 따른 SCC 거동과 pH를 10으로 고정하고 납 농도

를 변화시킬 때 SCC 거동 변화를 관찰한 Table 3-2-22의 결과를 그래프와 파면사

진을 같이 보인 그림이다. pH 4의 경우 SCC 면적비와 최대인장강도(UTS)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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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1MPa이나 pH 10에서는 99%와 36MPa로서 염기성 분위기에서 납에 의한 

SCC 발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H 7 중성에서는 SCC를 관찰할 수 없

었다. 납 농도 변화에 따른 SCC 거동을 보면 농도가 100 ppm일 때 SCC 면적비는 

84%로 증가하여 납으로 인한 SCC 가속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10,000 ppm

의 경우 SCC 면적비가 99%로서 거의 전면적에 걸쳐 SCC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UTS 값도 납이 없는 경우 669 MPa 이었으나, Pb 100ppm에서 379Mpa로 크

게 감소 하 고, 10,000ppm에서는 365MPa로서 비슷한 값을 보여주었다. 파단면을 

분석한 결과 pH 10인 조건에서 파단면 전체에 걸쳐 심한 입계응력부식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이 발생하 으나 pH 4인 용액

에서는 표면 일부에서 입계균열이 발생하 다. Miglin과 Sarver는 Alloy 600를 324 

℃에서 시험한 결과 낮은 pH에서는 IGA(Intergranular Attack)가 일어나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IGA/IGSCC가 혼합된 균열 양상을 보이며 염기성 용액인 경우에는 

IGSCC와 TGSCC(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입내응력부식균열)

의 혼합형태가 관찰된다고 보고하 다[3-2-7]. 또한 pH가 높을수록 PbSCC가 더 

잘 발생하는데 낮은 pH에서는 균열깊이가 얕은 반면 알칼리 용액에서는 균열이 매

우 깊게 성장함을 발견한 바 있어서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성 

용액에서는 SCC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PbSCC는 중성에서 알칼리성 쪽으로 벗

어날수록 더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균열전파 양상의 관점을 살펴보면 pH가 10인 

용액에서는 대부분이 입계균열이나 약간의 입내균열이 관찰된 반면 pH 4에서는 

입계균열만 관찰되었고 드러난 입계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균열이 초기에 생성

되고 상당기간동안 용액 중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pH 4에서는 균열의 

개시는 빨랐으나 전파속도는 매우 느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 납에 의한 Alloy 600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

200℃ 염기성 수용액(pH 10)에서 Alloy 600의 납 농도의 변화에 따른 양극 분극 

거동은 Fig. 3-2-7에 보이는 바와 같다. 납 첨가량 증가에 따라 부식 전위나 임계

전류 도 그리고 부동태 전류 도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태 전위 역은 좁아

지고 있다. 이는 납 첨가가 증가함에 따라 Alloy 600 재료의 부동태 피막이 매우 불

안정해짐을 알 수 있다. Ni기 합금은 가해지는 전위의 차이에 따라 응력부식균열 

양상이 변하기 때문에 첨가제의 양에 따른 부식전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

하다. Fig. 3-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lloy 600 재료의 부식전위는 납 농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PbO가 Alloy 600의 기지조성인 Ni, Cr, Fe 등의 산

화반응을 일으키는 산화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pH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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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 수용액에서 PbO가 재료의 부식전위를 높임으로써 SCC를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H 10, 300℃ 용액에서 Alloy 600 MA 재료의 고온 양극분극거동을 살

펴본 결과를 Fig.3-2-8에 나타내었다. PbO 첨가량에 따라 부식전위는 증가하 으

며, 임계전류 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태 역에서 전류 도가 증가했으며 

전위 역은 감소하 다. PbO가 500, 1000ppm 으로 증가됨에 따라 활성 역이 상

당히 넓어지고 있다. Fig.3-2-9는 시간에 따른 부식전위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용

액 중 PbO의 농도가 500ppm 의 경우 측정초기의 전위가 1000ppm 일 경우보다 높

게 나타났다가 계속 감소하 다. 그러나 약 20 시간 전 후로는 PbO 농도에 관계없

이 비슷한 값을 보 다. Kishida 등은 염기성분위기에서 PbO가 Alloy 600MA의 부

식전위를 높여 재질의 양극산화를 가속화하여 응력부식균열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

고하 다[3-2-8]. 분극곡선 실험 결과(Fig. 3-2-7,8) PbO는 약염기성 환경에서 

Alloy 600MA의 부식전위를 증가시켰으며, 부동태 역의 양극전류 도를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PbO가 존재할 때 양극전류 도의 증가는 PbO가 재료의 산화막 

파괴의 원인이 되어 금속원소들의 양극용해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동은 

틈새환경에서 국부 부식을 가능하게 한다. 

바. CuO 분위기에서 전기화학특성시험 

CuO는 강한 산화제이며 전기화학 전위를 올려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향을 줄 수 있다[3-2-9∼11]. 본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pH 값의 수용액과 CuO 

농도 변화에 따른 CuO의 부식거동을 부식전위 관찰을 통해 평가하 다. 

Fig.3-2-10은 pH 4, 7, 10 그리고 12의 300℃ 용액에서 CuO의 농도를 0과 1,000 

ppm으로 변화 시켰을 때 Alloy 600 MA의 부식전위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용액의 

pH가 4에서 10 사이일 때는 CuO의 농도를 1,000ppm으로 첨가했을 때 ∼0.3V 정

도 부식전위가 증가하 고, pH 12 용액에서는 ∼0.4V 정도 증가한 값을 관찰하

다. 따라서 CuO는 Alloy 600 MA의 기지 조성인 Ni, Cr, Fe 등의 산화반응을 일으

키는 강한 산화제 역할을 하며 용액의 pH에 관계없이 부식전위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3-2-11은 pH 10용액에서 CuO 농도변화에 따른 부식전위의 변화

를 관찰한 것이다. CuO의 농도가 100ppm 일 때는 CuO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의 

부식전위로부터 ∼0.2V 높은 값을 보이다가 300∼ 800ppm 사이에서는 소폭의 상

승을 보이고 1000ppm에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CuO 농도에 따른 부식전위

의 증가는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특정한 농도에서 더 큰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

며, 좀더 정확한 부식전위에 대한 CuO 농도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

인 실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CuO는 pH 및 농도에 따라 재료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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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를 높이면서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사. PbSCC에 대한 인가전위의 향

납농도 1000ppm, 300℃, pH 10인 용액에서 인가전위를 Ag/AgCl 전극 기준으로 

100mV부터 -800mV까지 인가전위를 부가하면서 2×10
-7
 sec

-1
의 속도로 SSRT를 

이용하여 저속인장시험 한 결과 Fig. 3-2-12와 같은 인장-변위 곡선을 얻었다. 인

가전위 조건에서 각각의 인장 시험 결과를 종합한 Table 3-2-2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인가전위 -500mV 이상에서는 SCC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Fig. 3-2-13) -520 

mV 이하의 인가전위 역에서 응력부식균열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2-14는 

-650mV 전위를 인가한 조건에서 SSRT 시험 후 파단면을 분석한 SEM 사진으로 

시편 표면으로부터 응력부식균열이 침투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응력부식은 시

편 단면의 모든 테두리에서 일정한 깊이의 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편 둘

레를 둘러싸는 형태로 균열이 발생하여 거의 일정한 속도로 모든 방향에서 균열이 

진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분위기에서 -700mV 인가전위 조건에서 실험한 시

편의 파단면 사진(Fig 3-2-15)을 보면 시편 옆면으로 많은 SCC 균열이 발생하

으며  이중 임계 깊이를 넘어선 균열에 의해서 시편의 파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

인다. 균열들이 서로 결합되어 진전되는 현상도 보이며 Fig 3-2-16의 확대 사진과 

같이 응력부식균열의 양상은 대부분 IGSCC로 관찰된다. Fig 3-2-16은 같은 용액 

분위기에서 pH 7 조건으로 맞추고 -500mV 전위를 가한 실험 결과 시편의 파단 사

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H 7 중성 분위기에서 PbO 농도 10,000ppm, 34

0℃의 고온에서 인가전위를 가하지 않은 실험에서는 SCC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납의 농도가 이보다 1/10인 1,000ppm이고  온도도 40℃ 낮은 300℃에서 -500mV 

인가전위 조건에서 실험하 을 때 시편 전체 단면적에 대해 약 5% 정도의 SCC 균

열이 발생하 다. 또한 pH 10 용액에서 같은 인가전위 역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결과(Fig 3-2-13)와도 비교된다. 이는 pH 조건에 따라 인가 전위의 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계속 수행 중에 있

다. 인가전위 역에 대한 시편 파단면 단면적에 대한 SCC의 면적 비율을 종합하

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3-2-17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mV에서 

-500mV 사이에서는 SCC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520mV 이하의 전위 역에서 

SCC가 관찰되는데 -650mV 전위 역에서 SCC면적 비율 41.3%로 최대의 SCC 균

열이 발생하고 그 이하의 전위 역에서 다시 SCC 비율이 감소하는 포물선 형태

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Miglin[3-2-7] 등은 C-ring 시편을 이용한 실험에서 

Fig 3-2-18과 같이 pH와 전위 역에 따른 SCC 균열 손상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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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C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위 역은 Pourbaix diagram에서 열 역학적으로 납 

성분이 금속으로 안정화되는 역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수행한 상온 pH가 

10인 용액 분위기의 -520mV 이하의 전위 역은 Pourbaix diagram에서 납 성분

이 금속으로 안정화되는 역이었다. Fig 3-2-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iglin

등은 중성 용액 분위기에서도 SCC가 관찰되었으며 대체적으로 pH가 증가할수록 

SCC 균열 깊이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3-2-19는 SSRT 시험 장치

의 압력용기 내에서 측정한 Alloy 600 재료의 분극곡선상에 SSRT 시험 후 파단면

에서 SCC 균열 손상 정도와 파단면 사진을 함께 종합한 그림이다. Fig 3-2-17에서 

보인바와 같이 전위에 따른 SCC 균열 정도의 차이는 Fig 3-2-19와 같이 Alloy 

600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비교하면 잘 설명된다. 분극곡선에서 약 -500mV 

이상에서 부동태 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SCC가 관찰되는 전위 역은 

임계전류 도 근처의 천이 역에서 SCC가 발생하 다. 보통 Alloy 600 재료의 응

력부식균열은 염기성 부식전위로부터 150∼300mV 이상의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

기 시작하는 전위 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PbSCC도 비슷한 전위 역에서 발생

하고 있으며, 임계전류 도가 나타나는 -650mV 전위 근처에서 최대의 SCC가 발

생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SCC 파단면은 모두 입계응력부식균열 형태로 관찰되

었다.

아. 결론

고온의 pH 10인 염기성 용액에서 Alloy 600 재료에 대한 부식전위는 납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전위도 증가하 는데 첨가제인 PbO가 pH 10에서 Ni기 합금에 강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부식전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PbO 첨가

량에 따라 임계전류 도와 부동태 전류 도를 증가시켰다. CuO는 고온의 수용액

속에서 광범위한 역에서 부식전위를 증가시켰다. 300℃, pH 10 용액의 경우 CuO

를 100ppm 첨가시 부식전위가 200mV 증가하고 300ppm 첨가시 어느정도 일정한 

값을 보 다. SSRT 시험 결과 납의 농도가 5ppm 보다 클수록 SCC 균열이 급격히 

증가하 고 pH에 따른 SCC 시험 결과 염기성 용액에서 가장 많은 SCC가 발생하

고 산성 용액에서 약간 SCC가 증가하 으나 중성 pH에서는 SCC가 발생하지 않

았다. pH 10인 염기성 용액에 PbO를 1,000ppm 첨가하여 온도 300℃ 조건에서 인

가전위에 따른 SSRT 시험한 결과 -520mV vs Ag/AgCl 이하의 전위 역에서 

SCC가 발생하여 기본 부동태 전위 역 근처인 -650mV에서 최대의 SCC가 발생

하 다. 분극곡선상 부동태 역인 +100mV ∼ -500mV 전위 역에서는 SCC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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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 pH 역에서 붕산/염소/황 성분에 의한 전기화학적 

특성시험과 응력부식시험

가. 개요

원자력발전소(원전) 증기발생기로부터 잠복불순물 방출과 전열관 틈새 역의 

화학조성 분석 결과로부터 2차측 틈새 환경이 산성이나 알칼리가 아니고 중간 pH 

역의 값을 보이고 있다[3-2-12,13]. 여러 실험실 시험에서 Alloy 600과 690이 중

간 pH 역에서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현상을 보 으며 

이와 같은 SCC 발생가능성은 Pb, Cu, Cl, reduced S, H3BO3 그리고 NaOH와 같은 

화학종을 포함한 경우에 높아진다. 증기발생기 2차측 틈새에서 SCC 발생가능성이

나 가속화에 여러 가지 환경의 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Parkins 와 

Staehle 등은 전기화학적인 측정을 기본으로 하는 SCC 지수(PSCC)를 개발하 다

[3-2-14,15]. 이 방법의 이론적 배경은 양극용해에 기초한 SCC는 기계적인 slip 

event에 의해 부동태 피막이 파괴된 후 그것이 재부동태 되는 속도와 관련이 있다

는 생각에 기초를 둔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2차 계통 틈새의 붕산과 염소

를 포함한 중성 pH 환경에서 SCC가 발생 가능한 전위는 SCC 지수를 이용한 방법

으로 결정하 고 SCC 시험은 C-ring으로 수행하 다. 그리고 농도, 재료의 형상, 

온도, DO등의 변수를 바꾼 가속화된 환경에서 RUB(Reverse U-bend)를 이용한 

SCC 시험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중인 Ni기 합금들의 SCC 저

항성을 평가하 다. 

황 성분은 원전 2차측에서 발견되는 주요 불순물중 하나이다[3-2-16,17]. 여러 가

지 경로로 계통에 유입된 황 성분은 증기발생기 틈새에서 입계부식(IGA) 이나 입

계응력부식균열(IGSCC)을 일으키며 특히 고온이나 환원성 분위기에서 더 유해하

며 공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3-2-18]. 본 시험에서는 중성 pH 역에서 

Na2SO4, Na2S2O3 및 Na2S4O6 용액을 사용하여 환원된 황성분이 Alloy 600 MA의 

부식전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나. 실험방법

(1) 재료 및 시편준비

현재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합금인 Alloy 600, 690 그리

고 800 재료를 사용하 으며 외경 3/4inch(19.05㎜), 두께 1/24inch(1.058㎜)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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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 기계적 그리고 화학적 특성은 Table 3-2-24, 25와 같다.

(2) 전기화학특성 시험

(가) 붕산과 염소를 포함한 용액

10㎜ × 12㎜ 판상의 시편을 사용하여 320℃, 3% H3BO3, 0.2g/ℓCl
-
 탈기된 용액

에서 시험하 다. 기준전극은 외부형 Ag/AgCl을 상대전극은 Ni plate를 사용하

으며 시험 전 99.999%의 질소로 1시간 30분 동안 탈기한 후 온도를 올렸다. 부식전

위보다 0.2V 낮은 전위에서 음극 반응시켜 표면 산화막을 제거하 고 부식전위에

서 900초 동안 유지한 후 양극 방향으로 주사하 다. 안정한 피막과 불안정한 피막

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2가지 속도를 정하기 위해 예비시험을 수행한 뒤 고속주사

속도(fast scan rate)는 20mV/sec로 저속주사속도(slow scan rate)는 0.2mV/sec로 

정하 다. 시험은 고속주사를 먼저 한 후 그 시편으로 부식전위에서 1200초 유지한 

다음 다시 저속주사를 하 다. 재시험시에는 다른 시편을 사용하 다.

(나) 황성분을 포함한 용액

10㎜ × 12㎜ 판상의 Alloy 600 MA 시편을 사용하여 320℃에서 Na2SO4, 

Na2S2O3 및 Na2S4O6의 0.01M 탈기된 용액으로 시험하 다. 용액의 pH는 NaOH 나 

H2SO4로 약 6.5 정도 되도록 조절하 다. 기준전극은 외부형 Ag/AgCl을 상대전극

은 pt wire를 사용하 으며 시험 전 99.999%의 질소로 2시간 동안 탈기한 후 온도

를 올렸다. 부식전위 측정시간은 14만 초로 하 다.

(3) C-ring을 이용한 SCC 시험

시험 시편은 재료의 폭이 12㎜가 되도록 절단하고 그 중 일부는 중심각이 60°가 

되도록 절단하여 Fig. 3-2-20 처럼 제작하 다. 각 합금당 4개씩 재료별 표시를 한 

후 상온 항복강도의 150%에 해당하는 응력을 ASTM G[3-2-19]의 규정에 따라 가

해 주었으며 볼트와 너트는 Alloy 600 재료를 사용하 다. C-ring의 외경정점

(apex) 부분에 인장 응력이 가해지도록 SCC 시편을 제작하 다. Hastelloy C로 된 

1 gallon의 압력용기를 사용하 고 전극, 온도, 용액 및 탈산소 절차 등은 (2)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며 시험조건은 Table 3-2-26에 나타냈다. 시험온도에 도달한 

후 고속 및 저속분극시험 자료로 계산된 SCC 발생가능 전위를 인가하 고 20일 

간격으로 균열검사를 수행하 다. 균열이 관찰되면 그 시편은 시험을 중단하 고 

균열이 관찰되지 않으면 시험을 계속하 다.

(4) U-bend를 이용한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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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은 관을 길이 방향으로 반으로 와이어 커팅 한 후 직경 1inch의 원형 

mendrel을 갖는 bender를 사용하여 시편의 반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경 방향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구부린 RUB 시편을 종류별로 3개씩 제작하 으며 그 형상은 

Fig. 3-2-21에 나타냈다.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응력을 주었다. 가속화된 시험을 

27% H3BO3, 2 g/ℓ Cl
-
, 용존 산소를 포함한 용액을 사용하여 100℃ 및 350℃의 부

식전위에서 수행하 다. 20일 간격으로 균열검사를 하 으며 균열이 관찰된 시편

은 저속 다이아몬드날 절단기로 절단하여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균열

생성여부와 전파양상을 관찰하 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전기화학특성시험

(가) 붕산과 염소를 포함한 용액

시험 재료들의 고속 및 저속분극곡선 결과들을 사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의해 

SCC 지수(PSCC)를 구하 다[3-2-15].

                     i(E)20mV/s      

        RSR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2-1)

                     i(E)0.2mV/s

          여기서 i(E)20mV/s  :고속분극에서 측정된 전류 도

                 i(E)0.2mV/s :저속분극에서 측정된 전류 도

        SCC  ∝ RSR(E)i(E)20mV/s                    (3-2-2)

        PSCC ∝ R2
SR(E)i(E)0.2mV/s                   (3-2-3)

위의 PSCC 계산에는 RSR(E)이 SCC 발생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이 내재하

며 균열 tip에서의 용해는 고속분극에서 측정된 전류 도에 비례한다는 의미를 나

타낸다. Fig. 3-2-22는 여러 가지 Ni기 합금에 대한 PSCC 대 전위값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Alloy 600 MA가 가장 높은 PSCC 값을 보이며 Alloy 600 TT, 690 TT 그리

고 800 MA 순으로 감소함을 보 다. PSCC의 높이와 넓이 와의 상관관계를 Table 

3-2-27에 나타냈다. P
M
SCC는 PSCC의 최고값이며 E

M
SCC는 P

M
SCC에서의 전위값이다. 

ΔE
1/2
SCC 는  P

M
SCC 값의 1/2에 대응하는 E

M
SCC 값의 범위로 SCC 발생가능 역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PSCC가 10 mA/㎠ 보다 클 때 그 피크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

는데[3-2-15] 본 시험에서는 모든 합금에서 이 보다 높은 PSCC 값을 보 으며 

Alloy 600 MA는 1000 mA/㎠으로 다른 합금들에 비해 3 ∼ 30배 이상 높은 값을 

나타냈다. Alloy 800 MA는 PSCC 값은 높지 않으나 가장 넓은 SCC 발생가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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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다. 이 결과들은 Ni기 합금들의 일반적인 부식경향과 일치하 다. Fig. 

3-2-22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0.2V 와 양극분극곡선에서 SCC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부동태 천이 역에 해당되는 전위인 -0.35V를 C-ring을 이용

한 SCC 시험에 적용할 인가전위로 결정하 다.

(나) 황성분을 포함한 용액

Fig. 3-2-23은 320℃에서 Na2SO4, Na2S2O3 및 Na2S4O6의 0.01M 탈기된 용액에

서 Alloy 600 MA의 부식전위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6가의 황원자가를 가진  

Na2SO4는 -0.67V 정도 낮은 부식전위를 나타냈다. 0.01M Na2SO4는 중성 pH 역

이므로 pH는 조절하지 않았다. Na2S4O6는 약산성으로 pH는 0.1M NaOH로 조절 

후 시험하 다. -0.3V 정도의 부식전위를 보 으며 시험 후 유황냄새가 심하게 났

다. +2가의 황원자가를 가진 Na2S2O3 용액은 -0.38 ∼ -0.2V 범위의 부식전위를 보

고 시험 후 시험용기의 박층화(wastage)가 심하 으며 시편도 심하게 오염되어 

부식전위 측정에 향을 미친 것 같다.  부식전위 측정 결과 황원자가가 +6에서 +2

로 낮아짐에 따라 부식전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환원된 황성분은 재료의 

부식전위를 증가시키며 SCC를 조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SCC 시험

Table 3-2-28은 320℃, 3% H3BO3 와 0.2 g/ℓ Cl
-
의 탈기된 용액에서 C-ring을 

이용한 전위인가 시험결과이다. 4개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PSCC 값을 보인 

-0.2V 전위와 활성-부동태 천이 역에 해당하는 전위인 -0.3V에서 모두 4,080 시

간동안 SCC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시험농도가 너무 낮거나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등 호전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C-ring에 가한 응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Table 3-2-29는 100℃, 27% H3BO3 와 2g/ℓ Cl
-
의 산소 포화용액에서 RUB로 

시험한 결과로서 Alloy 600 MAS와 600 MA는 5,760시간 Alloy 600 TT, 690 TT 

그리고 800 MA는 3,360시간 경과 후에도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ph. Berge 등은 

위와 같은 환경에서 RUB 와 C-ring 시편에서 입내균열(TG)과 입계균열(IG)이 발

생하 음을 보고하고 있다[3-2-20].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균열을 관찰하지 못하

다. 시험재료의 열처리 조건 및 시편에 가해준 응력 등의 차이에 의한 향이 큰 

것 같았다.  350℃에서 100℃와 같은 환경에서 RUB로 시험한 결과를 Table 

3-2-30에 나타냈다. Alloy 600 MAS, 600 MA, 600 TT, 800 MA 그리고 690 TT 

순으로 SCC 저항성을 보 다. Alloy 600 MAS는 1,440시간 경과 후 시편 2개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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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1,920시간에 나머지 1개에서도 균열이 관찰되었다. Alloy 600 MA와 600 

TT는 1,920시간 그리고 Alloy 800 MA는 3,840시간에 3개 시편 모두 균열을 보

으나 Alloy 690 TT는 3,840시간 후에도 균열을 관찰하지 못하 다. 시험 후 20일 

간격으로 균열검사를 하여 Alloy 600 TT뿐만 아니라 Alloy 800 MA 에서도 시편

들간의 균열시간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시편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Alloy 

600 TT가 Alloy 600 MA 보다 균열의 수는 적었으나 그 크기가 훨씬 컸다. 모든 

균열이 원둘레가 아닌 축방향으로 먼저 진행되었으며 이는 잔류응력이 축방향 쪽

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험한 시편들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는데 

그 파면의 형상은 IGSCC 다(Fig. 3-2-24∼27).

621℃에서 18시간 열처리로 예민화한 Alloy 600 MAS가 가장 SCC 저항성이 감

소하 는데 이는 열처리 후 재료의 미세조직 변화에 기인한다. Alloy 600 MAS를 

인산용액에서 탄화물을 에칭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입내탄화물은 보이

지 않고 있으나 입계에는 탄화물이 분포하 다. Alloy 600 MA는 입계뿐만 아니라 

입내에도 탄화물이 존재함을 보 다. 따라서 고농도의 붕산과 염소이온에 의해 재

료의 산화피막이 파괴됨에 따라 크롬탄화물 생성으로 인한 입계의 크롬고갈 역

들이 쉽게 공격받게 된다. 금속이 용해되어 나오며 그 내부로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이 들어감에 따라 금속의 용해는 가속화되며 균열이 전파된다. 재료별 SCC 저항성

의 차이는 다른 환경조건들이 같으므로 열처리 조건에 따른 입계 및 입내 크롬탄

화물 생성 양상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증기발생기 재료들을 온도, 붕산과 염소 농도, 용존산소 그리고 재료

의 형상 등의 향을 평가한 결과 재료의 형상과 환경이 같을 때 온도에 의한 향

이 가장 컸다. 염소이온은 붕산이 존재할 때 더 유해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었

으나[3-2-20] 본 시험에서는 비교 시험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Ni-기 합금재료

들의 붕산과 염소이온이 포함된 용액에서의 부식손상 평가는 2차측 튜브시트 및 

튜브지지판 틈새에서 주로 발생하는 SCC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결론

(1) 고온에서 Ni기 합금의 응력부식균열지수(PSCC)를 계산하 다. Alloy 

600 MA>600 TT> 690 TT, 800 MA 순으로 값이 크게 나왔다.

(2) C-ring을 이용한 중간 pH 역의 용액에서 -0.35V 및 -0.2V 전위인가 

한 SCC 시험결과 4880시간경과 후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RUB를 이용한 고농도, 산소포화 용액에서  SCC 시험결과 100℃에서는 

모든 재료에서 5,760 시간경과 후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온도를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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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을 때 Alloy 690 TT를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3,840 시간 내에 균열이 

발생하 으며 Ally 600 MAS> 600 MA> 600 TT> 800MA> 690 TT 순으로 

SCC 저항성이 컸다. 그리고 균열 형상은 모두 IGSCC를 나타냈다. 

(4) 황 원자가가 +6가에서 +2가로 환원됨에 따라 부식전위가 상당히 증가하

다. 

4.  염기성 분위기 응력부식 억제 시험 및 평가

가. 개요

현재까지 가동해온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에서 많은 전열관 손상이 보고되

고 있으며 가동년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후화는 이러한 전열과 손상 사례가 계

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게 한다. 전열관 손상의 많은 부분이 2차 계통의 냉

각수와 접하는 tube/tube sheet 확관 부위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전열관과 sludge 

pile 사이에 틈새(crevice)가 생성되어 이온들의 농축에 의한 부식환경이 조성되고 

확관에 따른 잔류응력과 온도 차이에 의한 응력 발생 등 응력부식균열이 발생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hide-out return 분석 자료를 바탕으

로 MULTEQ code를 이용한 열역학적 pH 계산과 손상된 전열관 인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틈새 환경은 염기성의 높은 pH 분위기가 조성됨을 보여준다

[3-2-21]. 이러한 전열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열관 재료의 교체와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개선 그리고 발전소 가동 중 냉각수의 수화학적 처리 등 운전 조건의 개

선을 통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증기발생기에서 전열관 손상

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냉각수의 수화학적 처리와 운전 조건의 변경을 통한 방법만

이 가능하며, 증기발생기로의 부식생성물 등 불순물 유입의 억제, 환원성 분위기 

유지, Cl 이온 첨가에 의한 몰비 유지(Molar ratio control, MRC), 부식억제제 개발 

등이 현재 발전소에 적용 시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력부식억제제로 알려져 

있는 Ti 화합물(TiO2, TyzorLA 등)의 SCC 억제 효과와 전열관 재료의 분극거동

에 미치는 향을 통해 TiO2의 반응기구를 분석하 으며, 틈새에서 Ti 화합물의 

침투 특성을 실험하 다.

나. 실험방법

현재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 합금에 대한 

TiO2 첨가에 따른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 다. 각 재료의 화학조성은 

Table 3-2-31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TiO2 분말은 가동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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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에 투입된 경험이 있는[3-2-22, 23] Degussa 제품 P25 TiO2 powder가 사용되

었다. 그 조성 및 물성은 Table 3-2-32와 같으며 약 0.06 ∼ 0.2 μm의 입자크기를 

갖는다. XRD 분석에 의하면 P25 TiO2 분말의 결정 구조는 anatase와 rutile 결정이 

약 80:20의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극 시편은 5 ㎜ × 10 ㎜ 판상으

로 제작하여 #600 ∼ #1,000 SiC 연마포로 연마한 뒤 아세톤과 증류수로 초음파 세

척하 다. 건조된 시편을 Ni wire에 spot welding 하 고, Ni wire는 Alpha wire사

의 TFE Teflon tube로 절연시켰다.

응력부식균열 실험은 Fig. 3-2-28과 같은 CT(Compact Tension) 시편을 설계, 

제작하여 시험하 다. 시편 재료는 Alloy 600 MA(heat no.NX9244G, 0.03%C, 1025 

℃ 2h partial solution annealed and water quenching)를 사용하 으며 그 조성과 

기계적 특성은 Table 3-2-33과 같다. CT 시편은 notch 입구에 쐐기를 삽입하여 

notch 선단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하 고, CT 시편의 양쪽 면에는 SCC 균열이 

하중방향에 직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편 두께의 10%정도로 측면 홈

(side groove)을 가공하 다. 

CT 시편에서 SCC 균열 성장은 직류전위차법(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으로 on line측정하 다. DCPD의 전원은 최대 10A 용량을 갖는 

KEITHLEY model 228A voltage/current source를 이용하 으며,  전위 측정시 5 

A의 직류전원을 각각 양극과 음극의 형태로 일정하게 주입하여 시편에 부가된 전

위차는 10A가 된다. 전원은 균열길이 측정을 위한 전위 측정시간 이외에는 흐르지 

않게 하여 시편에 가해지는 분극전위에 향이 적게 미치도록 하 으며, 전위 측정

은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전위값의 측정은 1nV의 정 도를 갖는 KEITHLEY 

model 182 sensitive digital volt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DCPD 제어 프로그

램은 National instruments사의 Labview v.5.1을 사용하 다.[부록B]

실험용액은 탈염수에 NaOH를 첨가하여 NaOH 농도가 10% 되도록 하 으며, 이 

용액에 2 g/l TiO2를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용액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압력용기 안에 시험용액을 주입한 후 시험시편을 장착하고 30분간 질소 가스를 

purging하여 용액중의 산소를 제거하 다. SCC 실험은 315℃에서 시편에 부식전

위(Open Circuit Potential, OCP)로부터 +150mV 또는 +200mV 높은 양극 인가전

위를 가한 상태에서 수행하 다. 재료의 전기 화학적 특성을 보기 위한 분극시험은 

SCC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분극실험 전에 OCP 보다 -300mV 아

래의 전위 구역에서 30분간 전처리를 한 후 1mV/sec 등의 주사율로 분극실험을 

수행하 다. Alloy 600 시편에 대한 분극실험은 시간에 따른 산화막의 전기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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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CC 실험이 시작되기 전과 SCC 실험을 마친 후

에 각각 수행하 다. 분극 실험 및 SCC 실험 중 가해주는 분극 전위는 EG&G사의 

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73과 model 363을 사용하 으며 M352 corrosion 

software로 분극실험을 제어하 다. 시험 장치 개요는 Fig 3-2-29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reference electrode와 counter electrode로는 external Ag/AgCl 전극과 백

금선을 각각 사용하 다. 본 실험 중 Ag/AgCl 기준전극내부는 0.1M KCl 용액을 

채워 넣었고, 전극 바깥쪽에는 냉각수를 공급하여 기준전극이 항상 상온으로 유지

되도록 하 다. SCC 시험 종료 후 시편의 표면 및 파단면은 광학현미경과 SEM으

로 관찰하 고, WDX를 이용하여 표면 성분을 분석하 다. 

Ti 화합물의 침투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Alloy 600 재료를 Fig.4-2-30,  

31과 같이 여러 가지 틈새 간격을 갖도록 설계하여 wire 방전 가공하 다. 침투실

험 후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위하여 시편을 low speed 

diamond saw를 이용해서 Fig. 3-2-30에 나타낸 바와 같이 edge부분과 middle부분

으로 나누어 각각 절단하 다. 절단된 시편의 크기는 5 ㎜ × 5 ㎜정도이고, 분석위

치는 Type 1 시편의 경우 바깥쪽(Fig. 4-2-30의 A-A line)으로부터 edge가 2.5㎜, 

middle이 22.5㎜에 해당된다. 절단 시에는 시편의 산화막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윤활제로 Junsei Chemical사의 Decane[CH3(CH2)8CH3]을 사용하 으며, 

절단 후 분석할 시편을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었다.

Ti 화합물의 틈새 침투 특성시험은 1 gallon의 Ni재료로 된 압력용기에 초순수로 

제조한 1% NaOH 수용액에 TiO2와 TyzorLA를 각각 0.2 또는 2 g/ℓ 첨가하여 실

험온도 150℃로 72시간을 유지한 후 AES를 이용하여 산화막 성분을 분석하 다. 

실험은 조건변화 없이 150℃ 도달 후 72시간 유지한 경우와  150℃도달 후 1시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crevice flushing(1bar drop) 4회 실시 후 총 72시간 유지한 

경우로 그 조건을 달리하 다. 

Crevice Flushing을 절차에 따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Furnace on. 

(2) 150℃도달 후 60분유지(안정화). 

(3) Crevice Flushing 실시(1bar drop).

(4) 45분유지(압력회복 및 안정화). 

(5) 절차 No.(3), No.(4) 단계 3회 추가 반복(총 4회). 

(6) 72시간 유지(150 ℃ 최초 도달 후 유지한 시간). 

(7) Furnac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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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vice flushing을 할 때 압력이 1bar 떨어지는데 소요된 시간의 차이를 달리 하

여 다음과 같이 CF 1과 CF 2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 w/o CF : without crevice flushing.

- CF 1 : 1bar drop in 18minutes, crevice flushing 4 times.

- CF 2 : 1bar drop in 15seconds, crevice flushing 4 times.

AES 분석 장비는 VG Scientific사 micro lab 310D model을 사용하여 시편 깊이

에 따른 산화막의 성분 변화를 관찰하 다. 수직분포 분석(depth profiling)은 시료 

표면에 에너지가 큰 불활성기체로부터 발생시킨 양이온(Ar+)을 충돌시킴으로써 표

면의 깊이에 따른 조성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AES 분석 중 전자빔의 전압은 

10KeV를 사용하 고, sputtering rate는 SiO2 기준으로 1.6Å/sec인 조건에서 이루

어졌다.  시료 표면의 particle과 바닥 부분에서 wide scan(약 20Å)을 실시하 고, 

비교적 particle이 적은 부위(분석면적 20㎛×20㎛)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 침투실

험에 의해 형성된 산화막의 부식전위를 측정하고, 양극분극 곡선의 거동을 관찰하

다. Crevice flushing등 가동조건의 변화에 의한 부식전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침투실험에서 실시하 던 각각의 조건(w/o CF, CF 1, CF 2)으로 시간에 따

른 부식 전위(Open Circuit Potential, OCP)를 측정하 다. 증류수로 제조한 1% 

NaOH 수용액에 TiO2 2 g/ℓ를 첨가한 용액으로 150℃ 온도 환경에서 Alloy 600재

료의 양극분극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시행되었는데 첫째 조

건은 조건변화 없이 수용액온도를 150℃까지 올린 후 1시간 동안 수용액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다음 양극분극 곡선을 얻은 것이고, 둘째 조건은 실험 전에 99.99%의 

질소가스로 1시간 동안 탈기한 뒤 수용액의 온도를 150℃까지 올린 후 1시간 동안 

수용액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다음 양극분극 곡선을 얻은 것이다.

다. TiO2에 의한 전열관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

강한 염기성 용액인 10% NaOH 분위기에서 TiO2 2 g/ℓ를 첨가 했을 때와 첨가

하지 않았을 때의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 

결과를 Fig. 3-2-32에 같이 나타내었다. 실험 중 용액의 온도는 315℃를 유지하

다. TiO2를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재료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Fig. 

3-2-32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분극곡선) 모든 재료에서 대체적으로 Ag/AgCl 전극 

기준으로 전위 역이 -700 ∼ 300 mV인 부근에서 부동태 역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태 역에서의 전류 도는 Alloy 600 재료에서 완만한 변동폭으로 증가하 으

나 Alloy 690과 Alloy 800 재료에서는 부동태 역에서 전류 도의 변화가 더 컸

다. Alloy 690 또는 Alloy 800 재료에서 부동태 초기 전위 역에서 Alloy 600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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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식전류 도 보다 더 낮은 값을 보여준다. 세 재료의 부식전위는 -860 ∼ -900 

mV 사이의 거의 비슷한 전위 값을 갖는다. TiO2를 실험 용액에 첨가한 경우 모든 

재료의 임계전류 도가 감소하 다. TiO2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 Alloy 600의 임계

전류 도는 약10
-2 
A/cm

2
인 반면, TiO2가 용액에 첨가됨에 따라 임계전류 도는 

1.5×10
-3
 A/cm

2
으로 감소하 다. Alloy 690의 임계전류 도는 TiO2가 없는 경우 

각각 8×10
-3 
A/cm

2
이었으나, TiO2가 첨가된 경우 1×10

-3
 A/cm

2
의 전류 값을 보

다. 또한 Alloy 800의 경우도 6×10
-3
 A/cm

2
에서 1.7×10

-3
 A/cm

2
로 감소하 다. 

즉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에서 TiO2가 첨가됨에 따라 임계전류는 약 1/

4∼1/8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부동태 역에서의 전류 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TiO2 첨가에 따라 전류 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Alloy 690과 Alloy 

800에서는 부동태 초기 역에서 약간의 전류 도 증가를 보이며, anodic peak 발생

이 관찰되었다. 실험 용액의 NaOH 농도를 40%로 높여서 pH 변화에 따른 Alloy 

600에 대한 TiO2의 향을 실험한 결과 Fig. 3-2-33과 같은 특성을 관찰하 다. 

Fig. 3-2-32(a)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강염기성 분위기에서 Alloy 600 재료의 분극

특성은 부동태 초기 전위 역에서 비교적 큰 부식전위 도 감소가 있었고, 부동태 

역 중간에 두 번의 anodic peak이 발생하 다. Fig. 3-2-34는 40% NaOH 용액에

서 Alloy 600과 Alloy 690 재료를 주사율 0.166 mV/sec로 분극 실험한 결과이다. 

TiO2를 첨가했을 때 부동태 전위 역에서 부식전류 도가 감소하 고, 부동태 

역이 다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3-2-35는 (a)분극곡선 실험 전에 음극반

응을 통한 시편 표면의 산화막 제거 정도와 (b)양극분극 주사율의 변화에 따른 

TiO2 첨가 향을 실험한 결과이다. 전처리 시간이 길수록 음극반응에 의한 산화막 

제거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Fig. 3-2-35 (a)의 결과에서 전처리 시간이 0인 경우 즉 

산화막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TiO2를 첨가시키고 분극 실험했을 때 부식전류

도가 더 많이 감소하 고 전처리 시간이 길수록 부동태 전위 역 부근에서 전류

도가 증가하 다. (b)에서 분극 주사율의 향은 낮은 주사율로 분극 실험 했을 

때 전류 도도 낮았고 주사율이 증가할수록 전류 도는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준

다. Bandy 등[3-2-24]은 10% NaOH 용액에서 수행되었던 많은 SCC 실험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부식전위를 기준으로 임계전류 도 역인 100mV 근처에서는 

입계부식(Intergranular Attack, IGA)이 주로 관찰되고, 부동태 산화막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150mV에서 300mV 사이에서 SCC가 많이 발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

기서 IGA와 SCC의 특징은 SCC도 IGA와 마찬가지로 염기성 분위기에서 입계균

열을 보이지만 그 균열 전파속도에 있어서 SCC는 IGA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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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재료의 건전성 평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관심사항이 된다. 이러한 IGA와 

SCC의 분극곡선에서의 관계를 볼때 IGA는 재료의 표면에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산

화막이 없거나 파괴되는 분위기에서 주로 발생하고, SCC는 어느 정도 산화막이 존

재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중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두 현상이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하여 재료와 염기성 분위기가 반응한 결과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

는 모델도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임계전류 도 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IGA는 

재료의 입계에 존재하는 성분의 양극용해에 의해서 진행한다. 임계전류 도가 클

수록 입계성분의 용해도 크므로 Fig. 3-2-3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TiO2의 첨

가에 의한 임계전류 도 감소는 IGA를 그만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 SCC 균열측정

인가전위를 부식전위(Open Circuit Potential, OCP)에 대해 각각 150mV와 200 

mV로 가하면서 SCC 균열 속도의 변화를 실험하여 Fig. 3-2-36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이때 실험 조건은 315℃ 온도로 10% NaOH 용액에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부식전위보다 200mV 전위를 인가했을 때 보다 150mV 높은 전위값으로 인가했을 

때  응력부식균열의 진전 속도가 증가하 다. 부식전위에서 150mV 높은 인가전위 

조건에서 TiO2를 2 g/ℓ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 응력부식균열 진전 실

험 결과 Fig. 3-2-37과 같이 TiO2를 첨가한 분위기에서 균열속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균열속도는 TiO2가 수용액 중에 존재 할 때도 비교적 선형적인 증가를 보

다. 그러나 TiO2가 용액 중에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상당히 급격한 변동을 보이

는데 특히 SCC 초기에 심하 다. 이는 균열면에 침전되는 TiO2의 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Pessall[3-2-25]은 315℃, 10% NaOH 분위기에서 Alloy 600 재료에 대해

서 SCC 실험한 결과 전위값에 따른 균열길이의 변화를 관찰하 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균열의 깊이는 전위값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부식전위에 대해 

150mV 높은 전위에서 실험한 결과에서 최대 균열길이를 관찰하 다. 특히 전위가 

150mV에서 200mV로 바뀜에 따라 균열의 길이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도 150mV 일 때 보다 200mV에서 Fig. 3-2-36과 같이 SCC 균열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umsden등[3-2-21]은 50% NaOH 분위기에서 

titanium butoxide 등 Ti 화합물들에 대한 SCC 실험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은 Alloy 600 재료로 제작된 C-ring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TiO2를 

포함한 여러 Ti 화합물들이 첨가제로 시험되었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Ti화합물들

이 150mV vs. OCP의 전위에서 SCC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본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SCC균열 파단면은 SEM과 WDX(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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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sive X-ray spectroscope)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전체적인 균열면 모양은 

Fig. 3-2-38과 같다. 균열 형태는 파단면 전체에 걸쳐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을 

보이고, 균열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39는 TiO2의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iO2가 첨가되지 않은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의 파단면과 TiO2가 첨가된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의 파단면을 서로 비교한 사

진이다. 첨가제 없이 실험한 시편의 파단면에서는 비교적 깨끗한 입계균열면을 보

이는데 반하여 TiO2가 있는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의 파단면은 여러 가지 석출물 

또는 침전물 등이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다. 침전물 또는 석출물들은 Fig. 3-2-40과 

같이 넓게 퍼져있는 모양과 Fig. 3-2-41(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부적으로 응결

된 모양을 갖는다. 산화막과 침전물의 성분을 WDX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Fig. 3-2-41(b), (c)와 같다. 산화막의 성분은 기지 재료의 조성과 비슷한 

Ni-Cr-Fe-Ti 순서이나, 침전물의 성분은 Ni-Fe-Cr-Ti 순서로 Fe의 양이 크게 증

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침전물에서의 Ti의 비율도 산화막에서의 조성과 비교

해 볼 때 크게 증가하 다.  Ni-Cr-Fe계 합금에서 산화막의 특성은 실험분위기의 

pH와 접한 관계를 갖는다[3-2-26]. 즉 산성 용액에서는 Cr이 많이 포함된 얇은 

산화막이 생성되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Ni이 풍부한 두꺼운 막이 형성된다. 본 실

험에서도 WDX 분석결과 Fig. 3-2-41(b)와 같이 산화막의 성분 중에서 Ni성분의 

양이 가장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uger와 X-ray diffr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염기성 분위기에서 150 mV와 200 mV의 전위일 때 산화막은 duplex 

NiO/spinel 형태를 형성한다. 이 산화막은 Fe-Cr-Ni 조성을 갖는 내부 산화막과 

NiO 바깥 산화막의 구조를 갖는다. Hirano 등[3-2-26]에 의하면 염기성 용액에서 

Ni-Cr-Fe계 합금은 안정한 산화막을 이루는 Cr2O3가 CrO
2-
 이온으로 용해되고, 

NiO는 HNiO
2-
 이온 형태로 물에 녹게 된다. 그러나 염기성 분위기에서는 Cr2O3의 

용해도가 NiO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산화막에서 Cr이 선택적으로 용해된다. 염기성 

용액에서  Ni-Cr-Fe 합금의 산화막은 매우 불안정하여 이러한 산화막이 파괴되면 

Ni과 Cr의 재부동태를 통하여 보호 산화막을 다시 형성하기가 어렵다. 염기성 분

위기에서의 SCC는 이러한 산화막의 파괴와 양극 분해과정이 되풀이되어 균열이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O2는 이러한 SCC 과정에서 양극용해를 억제하고, 재

부동태 속도를 증가시키며, 산화막의 연성을 높여 SCC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

다[3-2-21]. Fig. 3-2-32의 결과는 TiO2가 재료의 양극용해를 억제한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마. 침투실험 결과 및 피막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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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실험을 시행한 틈새시편 중 틈새간격이 0.05㎜, 0.2㎜, 0.5㎜, 1.0㎜인 틈새시

편을 AES 분석하 다. 그 분석결과를 크게 틈새간격에 따른 침투특성과 가동조건

에 따른 침투특성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edge’부분과 ‘middle’부분, ‘edge’에서 

‘middle’로의 침투특성으로 구분하 다. 각 세부부분은 (1) 최대 Ti분율, (2) 산화막

의 두께를 그래프로 표현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비교할 자

료로 TiO2를 넣지 않은(나머지 실험조건은 w/o CF와 동일) 1% NaOH 수용액에서 

조건변화 없이 150℃ 온도에서 72시간 유지한 후 AES분석을 하 다[Fig. 

3-2-42(a)]. 이를 ‘base metal’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Ti의 최대 atomic%가 

1∼2% 정도이다. 또한 양이온 성분의 비를 표현한 최대 Ti분율 즉, [Timax. / 

(Timax.+Cr+Fe+Ni)] × 100은 2%이하이다. 또 하나의 비교 자료로는 1% NaOH 수

용액에 TiO2 2 g/ℓ을 첨가한 분위기에서 시편의 조건을 틈새시편이 아닌, 수용액

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조건변화 없이 150℃에 도달하여 14일간 유지(나머지 실

험조건은 w/o CF와 동일)한 후 AES 분석을 하 다[Fig. 3-2-42(b)]. 그 결과를 보

면 최대 Ti atomic%가 30% 정도이고, 최대 Ti분율은 66.7%이다. 이 두 자료는 각 

가동조건과 틈새간격에 따른 Ti 침투정도를 해석하는데 기본 값들이 된다. Fig. 

3-2-43은 틈새시편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착된, 극히 미세한 틈새만이 존재하

는 부분(이를 편의적으로 'closed' 또는 닫힌 부분으로 표현하 다)을 각 가동조건

별로 분석한 depth profile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Ti atomic%가 대략 6∼8% 정도

인데, 이를 최대 Ti분율로 나타내면 8∼12%정도로 base metal에 비해 상당한 양의 

Ti 침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2-44]. 닫힌 부분의 산화막 두께를 

sputtering time으로 표현하면 대략 400초∼800초 정도로 가동조건별 산화막의 두

께변화가 거의 없었다[Fig. 4-2-45]. 이때 산화막의 두께는 Ar
+
 이온으로 표면을 

sputtering하여 들어가다가 산소 peak가 급격히 줄어들어 산소의 atomic%가 5%정

도에 도달하는 시간까지로 정의하 다. Cr의 거동을 살펴보면, 모든 가동조건(w/o 

CF, CF 1, CF 2)에서 sputtering time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Cr이 검출되고 있다. 

특히, 가동조건이 w/o CF인 경우, 0.05㎜∼1.0㎜의 모든 틈새시편에 있어서는 피막 

외각에서 Cr의 고갈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closed 부분에서는 극히 미세한 틈새로 인하여 틈새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액

에 노출되는 정도가 미약하므로 Cr 성분의 선택적 용출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46은 각각의 가동조건(w/o CF, CF 1, CF 2)에 있어서 edge 부분의 피

막특성을 틈새간격에 따른 최대 Ti분율 즉, [Timax./(Timax.+Cr+Fe+Ni)]×100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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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로 표현하 다. Crevice flushing을 하지 않은 경우, 틈새간격이 0.2㎜∼1.0㎜인 

경우는 TiO2 침투가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다[Fig. 3-2-46 (a)]. 틈새간격이 

0.05㎜이면 최대 Ti분율이 20%정도이고, 0.2㎜이상이면 최대 Ti분율이 대략 40%

이상이었다.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 변화는 2,300∼3,300초의 sputtering 

time을 보 다[Fig. 3-2-47 (a)]. Crevice flushing을 한 경우, CF 1 조건에서는 틈

새간격이 0.2㎜이상이면 최대 Ti분율이 대략 20%이하로 틈새간격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Fig. 3-2-46 (b)]. 틈새간격이 0.05㎜인 경우에는 최대 Ti분율이 31%

정도 다.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틈새간격이 0.05㎜일 때 sputtering 

time으로 표현해서 2,200초 정도 고, 틈새간격이 0.2㎜이상인 경우는 대략 600초 

정도로 산화막의 두께가 급격히 감소하 다[Fig. 3-2-47 (b)]. CF 2 조건에서는 최

대 Ti분율이 거의 20%이하 고, 틈새간격의 향은 거의 없었다[Fig. 3-2-46 (c)].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CF 1 조건의 결과와 유사하게 틈새간격이 0.05mm일 때 

1,400초로 가장 두꺼웠으며, 0.2㎜이상의 틈새간격에서는 700초 이하로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3-2-47 (c)].

‘middle'부분의 피막특성은 Fig. 3-2-48, 49와 같다. Crevice flushing을 하지 않

은 경우, edge부분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 다. 틈새간격이 0.2 mm이상이면 

TiO2 침투가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고, 최대 Ti분율은 대략 40%정도 다. 

틈새간격이 0.05 mm이면 최대 Ti분율이 8%정도 다[Fig. 3-2-48 (a)]. 산화막의 

두께변화도 edge부분과 동일한 경향으로 틈새간격과 무관하게 2,600∼3,300초의 

sputtering time을 보 다[Fig. 3-2-49 (a)]. Crevice flushing을 한 경우, CF 1 조건

에서는 최대 Ti분율이 틈새간격에 관계없이 10% 전후의 침투 특성을 보 다[Fig. 

3-2-48 (b)].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틈새간격이 0.05㎜와 0.2㎜경우일 

때 1,600초 이상의 sputtering time을 보여주었고, 0.5㎜와 1.0㎜에서는 850초 이하

다[Fig. 3-2-49 (b)]. CF 2 조건에서는 최대 Ti분율이 틈새간격에 관계없이 대략 

14%이하 다[Fig. 3-2-48 (c)].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0.05㎜의 틈새

간격에서 sputtering time으로 1,100초 정도인 것에서부터 틈새간격이 1.0㎜인 경우 

250초에 이르기까지 틈새간격이 커짐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는 감소하 다[Fig. 

3-2-49 (c)].

각각의 틈새간격0.05㎜∼1.0㎜)에 있어서 가동조건에 따른 최대 Ti분율의 변화를 

시편에서의 위치에 따라 각 틈새 크기별로 정리하면 Fig. 3-2-50과 같다. 또한 Fig. 

3-2-51은 산화막 두께의 변화를 sputtering time으로 표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

다. 먼저 edge 부분만을 보면 틈새간격이 0.05㎜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대 Ti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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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CF 1 조건이 31%로 TiO2 침투가 가장 잘 되었고, w/o CF과 CF 2의 가동조

건에서는 최대 Ti분율이 19%정도 다[Fig. 3-2-50 (a)]. 0.05㎜ 틈새간격에서 가동

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가동조건이 w/o CF일 경우 2,600초의 

sputtering time이었다. w/o CF의 가동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은 sputtering time으

로 400초 정도 감소했고, CF 2 조건은 1,200초 정도 감소했다[Fig. 3-2-50 (a)]. 이

러한 결과들은 AES depth profile에서 최대 Ti atomic%의 위치가 sputtering time

으로 거의 1,000초 이내에서 나타났던 것을 상기하면 틈새간격이 0.05 mm에서 CF 

1 조건은 피막손상이 미세하게 일어났으나 최대 Ti  atomic%가 위치한 sputtering 

time까지는 피막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CF 2 조건은 강한 crevice 

flushing으로 인해 피막손상이 크게 일어나 최대 Ti atomic%가 위치한 sputtering 

time까지 피막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틈새간격이 0.2㎜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대 Ti분율은 틈새간격에 거의 무관하 다. w/o CF 조건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CF 1 조건과 CF 2 조건에서는 최대 Ti분율이 20% 전후로 

w/o CF조건에 비해 감소하 다[Fig. 3-2-50 (b), (c)]. 틈새간격이 0.2㎜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CF 1조건과 CF 2 조건 모두 w/o CF

의 sputtering time에 비해 2,500초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 다[Fig. 

3-2-51 (b), (c)]. 이러한 결과들은 틈새간격이 0.2㎜이상 될 때에는 CF 1 조건과 

CF 2 조건 모두 crevice flushing으로 인해 산화막 감소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ddle'부분에서의 가동 조건에 따른 피막특성은 틈새간격이 0.05㎜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대 Ti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8∼13%정도로 비슷한 침투량

을 보 다[Fig. 3-2-50 (a)]. 0.05㎜의 틈새간격에서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

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일 경우 3,200초의 sputtering time이었다. w/o CF 조

건에 비해 CF 1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1,600초 감소했고, CF 2 조건은 2,100초 

감소했다[Fig. 3-2-51 (a)]. 틈새간격이 0.2㎜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대 Ti분

율은 w/o CF 조건이 40% 전후로 가장 높았고, CF 1과 CF 2 가동조건은 모두 

13%이하로 감소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 다[Fig. 3-2-50 (b), (c)]. 틈새간격이 0.2 

㎜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의 sputtering 

time에 비해 CF 1 조건에서 약 900초가 감소되었다[Fig. 3-2-51 (b)]. 이러한 결과

는 피막손상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Ti분율이 유지되는 

sputtering time이 1,000초 이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약간의 피막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틈새간격이 0.5㎜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은 1,700초 이상 감소했고, CF 2 조건은 2,100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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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감소하 다[Fig. 3-2-51 (c)].

시편의 edge 부분과 middle 부분의 가동 조건에 따른 Ti분율 변화를 살펴보면 

틈새간격이 0.05㎜인 경우 가동조건이 w/o CF일 때에는 edge에서 middle로 분석

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대 Ti분율이 19%에서 8%로 감소하 다. CF 1 조건에서

는 최대 Ti분율이 31%에서 10%로 감소했고, CF 2 조건에서는 19%에서 13%로 최

대 Ti분율이 감소하 다. 다른 가동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이 분석위치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하 음을 볼 수 있다[Fig. 3-2-50 (a)]. 분석위치의 변화에 따

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2,600초에서 3,200초로 변화하 다. CF 1 조건은 2,200초에서 1,600초로 변하 고, 

CF 2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1,400초에서 1,100초로 변화하 다. 모든 가동조건

에서 분석위치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g. 

3-2-50 (a)].

틈새간격이 0.2㎜일 경우 edge에서 middle로 분석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대 Ti

분율은 가동조건이 w/o CF일 때 42%에서 39%로 변하 다. CF 1 조건에서는 16%

에서 12%로, CF 2 조건에서는 17%에서 12%로 최대 Ti분율이 감소하 다[Fig. 

3-2-50 (b)]. 분석위치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3,300초에서 2,900초로 변하 다. 주목해야될 부

분은 CF 1 조건에서 산화막의 두께가 sputtering time으로 600초에서 2,000초로 증

가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틈새간격이 0.2㎜일 경우 edge부분보다 middle부분이 

피막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0.2㎜의 틈새간

격에서 w/o CF 조건의 middle부분보다 sputtering time이 900초 감소한 것을 앞에

서 언급한 바 있다. CF 2 조건에서는 산화막의 두께변화가 없었다[Fig. 3-2-51 

(b)].

틈새간격이 0.5㎜일 경우 edge에서 middle로 분석위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대 Ti

분율은 가동조건이 w/o CF일 때 42%로 변화가 없었다. CF 1 조건에서는 19%에

서 13%로, CF 2 조건에서는 13%에서 12%로 극히 미세한 변화를 보 다[Fig. 

3-2-50 (c)]. 분석위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3,300초에서 2,600초로 변하 다. CF 1 조건에서는 

600초에서 850초로, CF 2 조건에서는 400초에서 450초로 sputtering time이 변하

다[Fig. 3-2-51 (c)]. 

TiO2 농도를 2 g/ℓ와 0.2 g/ℓ로 각각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 Fig. 3-2-52, 5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3-2-52는 시편의 edge 부분에서 분석한 결과이고,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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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은 시편의 middle 부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edge 부분에서는 틈새간격이 0.2 

㎜ 이상일 때 TiO2의 농도에 큰 향을 받지 않았으나 middle 부분에서는 TiO2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Ti분율의 감소가 관찰되었고, 틈새간격 0.2㎜ 이하에서는 두 

부분 모두 TiO2 농도 감소에 따라 Ti분율이 감소하 다. Ti 화합물의 일종인 

TyzorLA를 2 g/ℓ와 0.2 g/ℓ 각각 첨가하여 침투실험 한 후 AES 분석하여 Fig. 

3-2-54, 55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틈새간격 0.2㎜이하인 경우 

TiO2를 첨가했을 때보다 Ti 성분의 검출이 훨씬 작게 나타났으며 Ti 성분 검출이 

안된 경우도 있었다. TiO2를 첨가했을 때 실험 후 시편의 산화막에 대해 XPS 분석

기로 Ti 성분을 분석한 결과 Fig. 3-2-56과 같이 주로 TiO2의 형태로 Ti이 존재하

고 있으며 Ti2O3와 TiO의 화합물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NaOH 수용액에 TiO2를 2g/ℓ 첨가한 분위기에서 w/o CF 조건으로 탈기하

지 않았을 때와 1시간동안 탈기 처리한 조건의 양극분극시험 결과는 Fig. 3-2-57

과 같다. w/o CF 조건에서 탈기 처리한 조건일 때 부식전위는 약 500mV 정도 저

하되었다. 시간에 따른 부식전위의 변화를 각 가동 조건에 대해 측정한 결과 w/o 

CF 가동조건에서는 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부식전위를 보 다[Fig. 3-2-58 (a)]. 

Crevice flushing을 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전위가 떨어졌다[Fig. 3-2-58 

(b), (c)]. CF 1 조건의 경우 CF 2 조건보다 부식전위의 안정화가 먼저 시작되었다. 

안정화된 부식전위는 w/o CF 조건일 경우 -270mV정도 다. CF 1 조건은 -900 

mV에서 안정화되었고, CF 2 조건은 -880mV정도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부식

전위의 변화는 각각의 틈새간격에 있어서 crevice flushing에 의한 산화막의 두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 결   론

TiO2의 첨가에 따라 Alloy 600의 SCC가 억제되었으며, Alloy 600과 Alloy 690, 

그리고 Alloy 800의 임계전류 도를 감소시킨다. TiO2 첨가에 따라 Alloy 600 재료

의  부동태 전류 도가 감소하 다. 이러한 TiO2의 첨가에 따른 분극거동의 변화는 

TiO2첨가에 따라 부동태 피막의 성질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 변화가 SCC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SCC 균열 속도는 전위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mV vs. OCP 일때 최대의 균

열속도를 보 으나 TiO2의 첨가에 의해 그 속도는 약 반으로 감소하 다. 균열면에 

대한 SEM과 WDX 분석을 통해 Ti을 함유한 Ni기 산화막과 다량의 침전물이 발견

되었다. TiO2의 첨가는 Alloy 600의 염기성 균열 형태인 IGSCC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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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에서의 Ti 화합물의 침투 실험 결과 시편의 표면 거칠기 정도의 미세한 틈새

가 존재하는 closed부분에서도 Ti 침투가 관찰되었으며 틈새간격이 closed∼0.2㎜

일 경우 틈새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Ti 침투량이 증가하고, 0.2㎜ ∼ 1.0㎜일 경우 

틈새간격에 관계없이 일정한 Ti 침투 특성을 보인다. Crevice flushing 조건에 따른 

최대 Ti 분율의 경향은 틈새간격이 0.05㎜일 경우 crevice flushing을 실시하지 않

은 경우보다 crevice flushing을 실시한 가동조건에서 Ti 침투량이 더욱 증가한다. 

각각의 가동조건에서 틈새간격이 0.2㎜이상이면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다. 

Crevice flushing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거의 

없다. 틈새간격이 0.2mm이상이면 crevice flushing을 실시함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

가 감소하 다.  산화막에서 TiO2 첨가시 Ti 화합물의 결합 형태는 TiO2와 Ti2O3, 

TiO로 존재한다. TiO2의 첨가 농도를 감소시켰을 때 틈새 간격 0.2 mm 이하의 틈

새조건에서 Ti 성분의 침투율이 감소하 고, TyzorLA의 틈새 침투 특성은 TiO2 

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AES 분석 결과와 전기화학시험 결과로부터 부식전

위가 낮아짐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각각의 틈

새간격에 있어서 부식전위의 변화와 crevice flushing에 의한 산화막의 두께 변화

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 1차계통 수질상태가 증기발생기와 CRDM에 미치는 향 

응력부식시험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원전 가동 권고범위 내에서 수소농도가 Alloy 600의 균열생성 및 

성장에 미치는 향을 1차 계통 냉각수 모사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정  평가하고

자 하 다. 세부 수행내용으로는 1) 실험중 수소분압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Pd-Ag cell의 제작 및 적용기술을 개발하 으며, 2) Pd-Ag cell을 이용하여 온도

에 따른 수소분압 변화 데이터를 생산하 고, 3) CERT(Constant Extension Rate 

Test)를 이용한 가동온도부근에서의 균열성장속도 측정실험 및 4) modified-RUB 

(Reverse U-Bend) 시편을 이용한 균열생성시간 측정 실험 등을 수행하 다.

나. 실험방법

(1) 시험장치 및 1차측 수화학 모사 조건

수소농도에 따른 균열생성 및 성장속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2대의 1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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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모사 순환시험장치(loop)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Fig.3-2-59는 균열성장시

험을 위한 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Li 및 B을 첨가한 저장탱크 내 100

ℓ의 용액은 수소가스로 탈기 처리한 후 Henry's constant [3-2-27]로 계산되는 용

해도 값을 이용하여 수소압력을 조절함으로서 원하는 양의 용존 수소가 존재하도

록 한 후 고압펌프를 이용하여 예열기를 통해 인장시편 또는 rub시편이 들어 있는 

고온의 압력용기로 공급되고 배출된 용액은 냉각되어 다시 용액 저장조로 순환된

다. Loop에는 수질조건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착되어 고온의 압력용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용액에 대한 pH, 전기전도도 및 용존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실험용액은 1차 계통 냉각수의 중간수명(mid of life) 수화학 조건인 2.0 ppm Li 

+ 1,200 ppm B 혼합용액을 사용하 으며 용액순환속도는 시간당 1.2ℓ 다. 실험

온도는 균열생성 및 성장속도 측정시험 모두 330℃에서 수행하 으며 실험전체 기

간에 걸쳐서 용존산소량은 5 ppb이하로 유지시켰다. 

(2) 실험재료의 선정 및 시편제작

Alloy 600의 PWSCC는 가동온도조건에서 수년이상 경과 후에 나타나는 일종의 

경년열화 현상으로 그 민감도는 재료의 기계적 강도와 미세조직, 특히 탄화물의 분

포에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험실적으로 PWSCC 실험결과를 단기간에 얻기 

위해서 시편에 큰 응력을 가하고 실험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본 

실험목적 상 실제 가동온도 근방에서 실험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PWSCC에 

큰 민감도를 갖는 재료를 선정하여 실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우선, 증기발

생기 전열관의 경우는 보유중인 재료중에 가장 PWSCC 민감도가 큰 외경 7/8inch

의 상업용 Alloy 600 LTMA(Low Temperature Mill Annealed) 튜브재료(heat 

NX8688)를 선정하 으며 그 화학조성과 인장 특성 및 미세조직은 각각 Table 

3-2-34와 Fig. 3-2-60과 같은데 입계 탄화물은 거의 없고 수많은 입내 탄화물이 

존재하는 PWSCC에 대한 민감성이 큰 미세조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재

료에 대한 RUB시편을 이용한 360℃에서의 예비실험결과 균열생성까지는 약 2,000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330℃로 실험온도를 낮추는 경우 균열의 생성

까지 수 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 본 실험에서는 냉간 변형을 통해 응력

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서 균열생성시간을 단축시킬 수 modified reverse u-bend 

시편(m-rub)[3-2-28]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그 시편형상 및 제작절차를 Fig. 

3-2-61에 나타냈는데  전열관을 길이방향으로 2등분 절단하여 인장시편형태로 기

계 가공한 후 상온에서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9% 및 20%의 냉간 인장변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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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3-point bending tool을 사용하여 u-bend 시편을 제작하 다. 제작된 시편

의 개수는 9% 변형시편은 5개, 20% 변형 시편은 2개 제작하 으며 2,000시간의 간

격으로 균열검사를 실시하 으며 이러한 실험 과정 중에 PWSCC 민감도가 클 것

으로 기대되는 다른 Alloy 600 전열관(heat 302019)이 확보되어 이로부터 9% 변형

시편 2개 및 20% 변형 시편 5개를 추가 제작하여 함께 실험하 다.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을 평가를 위한 CERT 실험에서도 

Alloy 600 LTMA재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330 ℃에서 예비시험을 수행하 는데, 

Alloy 600의 인장 연신율이 약 50% 임을 감안하여 약 100일(∼3개월) 이내에 파단

까지 도달하여 실험이 종료될 수 있는 변형속도인 6.67×10
-8
/sec로 35ccSTP/kg 

water의 수소농도 조건 하에서 실험한 결과 전체 파면중 입계 파단면의 분율이 

1% 이내로 PWSCC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Fig. 3-2-62(a)). 따라서 PWSCC 민

감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전열관 시편을 판상으로 압연하여 약 5%의 냉간 변형

을 가한 시편을 제작하여 2차 실험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도 역시 거의 PWSCC

가 발생하지 않아(Fig. 3-2-62(b)) 이 전열관 재료를 사용하여 CERT실험을 통해 

균열성장속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실제 가동중 발생되는 Alloy 600의 PWSCC에 의한 손상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은 두께가 1㎜ 정도로 얇아 냉각수 누설을 야기 시키는 관통까지의 성장길

이가 짧기 때문에 균열의 생성 거동이 보다 중요하고 수십 ㎜의 두께를 갖는 

CRDM 노즐재료의 경우는 발생된 균열의 성장 거동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균열성

장특성에 미치는 수소농도 향 평가는 CRDM 재료에 대해 수행할 목적으로 민감

도가 큰 재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Alloy 600 상용 

CRDM 노즐재료에 높은 도의 입내 탄화물이 균일하게 존재하도록 하는 열처리

과정을 추가하여 330℃에서의 CERT실험에서 상당량의 PWSCC에 의한 입계파면

을 보이는 재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재료의 화학조성과 열처리조건 및 미세조직

을 각각 Table 3-2-35와 Fig. 3-2-63에 나타냈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ASTM 

No. 3∼5 다.  

CERT용 인장시편은 Fig. 3-2-64와 같은 칫수 규격으로 CRDM nozzle의 원주방

향이 인장시편의 gauge 방향과 평행하도록 wire cutting으로 가공하 으며 시편표

면은 SiC #1,200을 사용하여 인장방향으로 연마한 후 실험하 다. 

M-rub 시편과 CERT용 인장시편은 각각 zirconia washer 및 tube를 사용하여 

압력용기 및 치구와 전기적으로 절연시켰다. 변형속도는 0.1㎛/min.의 한 조건으로 

실험하 으며 이는 변형율 속도(strain rate)로 환산하면 6.67x10
-8
/sec.에 해당하는 



- 81 -

조건이었다. 

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Pd-Ag Cell의 제작 및 적용기술개발

고온고압의 1차측 모사 냉각수내 수소분압을 직접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제작하

다. Pd-25%Ag 합금은 수소에 대한 투과성(permeability)이 커서 수소를 초고순

도로 정제하기 위한 고온 여과장치의 membrane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측 냉각수내 수소분압을 측정하기 위한 cell을 

제작하 다. 즉, 끝이 봉된 Pd-Ag tube를 1차측 냉각수내에 삽입하면 평형상태

에서 tube 내부의 압력은 외부 냉각수내 수소분압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tube 안

쪽의 내압을 측정함으로써 냉각수내 수소분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평형상태까

지의 도달시간은 동일한 온도에서 Pd-Ag membrane의 벽두께와 cell 내부의 용적

에 의존하게 되는데, 즉, 벽 두께가 얇을수록 확산거리가 짧아지고 내용적이 작을

수록 수소 확산량이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평형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 따

라서 외경 1/8inch(3.2㎜), 두께 0.017inch(0.43㎜)의 Pd-Ag tube로 cell을 제작하

으며 210 bar의 외부 압력으로 인해 tube가 함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Pd-Ag tube 안쪽에는 Inconel 선재를 spring 형상으로 감아 넣어 기계적으로 보강

하 다. Pd-Ag tube의 한쪽 끝은 Inconel plug로 봉하 고 또 다른 한쪽 끝은 

316SS tube를 gold brazing으로 접합하여 압력용기 외부에서 내압을 측정하기 위

한 압력계 및 vacuum pump 등의 부대장치와 연결하 다. Fig. 3-2-65는 CERT용 

압력용기 내부에 장착된 Pd-Ag cell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330℃ / 210 bar의 1차측 모사 냉각수(2 ppm Li+1,200 ppm B)조건 하에서 제작

된 Pd-Ag cell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측정된 수소압력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되어 비교적 빠른 응답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30일간의 연속가동 중 외부 압력에 의한 누설 또는 파손이 발생되

지 않고 동일한 수소 분압이 측정되어 그 내구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2) 1차측 냉각수 모사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수소 분압 변화 측정

2 ppm Li + 1,200 ppm B의 중간수명 수화학 모사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수소분

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6종류의 용존 수소농도 조건(2, 8, 17, 35, 50, 65 

ccSTP/kg water) 각각에 대하여 실제 원전 가동 온도범위인 290∼330 ℃에서 5 

℃의 간격으로 수소 분압을 측정하 는데, Pd-Ag cell의 평형상태까지의 도달시간

을 고려하여 각 온도조건에서 약 2일 이상 유지시킨 후 분압을 측정하 고 모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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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냉각수의 압력은 210±5 bar로 동일하게 유지하 다. Fig. 3-2-66은 이 측정결

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 용해도의 변화로 인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 분

압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각 온도에서의 수소 분압은 용존 수소농도에 대해 직

선적인 비례관계를 보 다. 이 그림에서 점선은 순수의 수소용해도 데이터[3-2-27]

를 이용하여 50ccSTP/ kg water의 수소농도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수소 분압 변

화를 계산한 결과인데 동일한 수소농도 조건에서의 측정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90∼330℃의 원전 가동온도 범위 내에서 수소분압 측정치는 

순수에서의 계산 값보다 항상 컸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져 330℃

에서는 약 50% 정도의 차이에 도달하 다. 

이렇게 수소 분압이 순수에서의 계산 값보다 측정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Li/B

이 첨가되어 용액 내 수소 용해도가 감소하고 또한 임계온도가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압 측정치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순수의 임계온

도인 374 ℃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수소 분압이 0이 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프랑스의 실험결과에서도[3-2-29], 360℃의 Li/B용액중 수소농도 25 

ccSTP/kg water에서의 수소 분압 측정값은 15kPa이었으며 이는 순수에서의 계산

치로 환산하면 93ccSTP/kg water의 수소농도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고된 바 있

다. 이 측정값은 50 ccSTP/kg water의 수소농도 조건의 경우 30 kPa가 되며 이 데

이터를 Fig. 3-2-66의 실험결과에 함께 도식하 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50 

ccSTP/kg water 조건에서의 측정결과의 경향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실제 원전 가동 온도범위에서 1차 냉각계통 내 수

소의 분압(또는 활동도;activity)은 순수에서의 용해도 데이터[3-2-27]로부터 계산

한 값보다 크며, 이는 Li/B농도 등 냉각재 수화학에 따른 수소의 용해도 및 임계온

도 등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수소농도가 PWSCC 성장속도에 미치는 향 평가 시험

용존 수소농도가 Alloy 600 CRDM 노즐재료의 PWSCC 성장속도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330℃, 2 ppm Li + 1200 ppmB의 1차측 수질 모사 분위기에서 

CERT 실험을 수행하 으며 Fig. 3-2-67에 2, 8, 17, 35, 50, 65 cc STP/kg water 

등 6 조건의 수소농도에서 얻은 응력-변형율 곡선결과들을 함께 도시하 다. 수소

농도의 변화에 따라 파단 연신율(또는 파단시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

한 응력-변형율 곡선을 보 으며 따라서 이들 결과는 각 시편들간의 기계적 불균

질성에 의한 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소농도의 변화만을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수소농도가 65cc로부터 감소함에 따라 파단 연신율은 감소하여 17cc에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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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 으며 수소농도가 그 이하로 더 작아지면 파단 연신율이 다시 증가하 다.  

Fig. 3-2-68은 6조건의 수소농도에서 파단된 각 시편들의 파단면 사진과 

PWSCC에 의한 입계 파단 지역을 구분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편의 파단

면에서 부분적인 입계파괴 양상이 관찰되어 실험중 PWSCC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입계 파단면의 분율, 입계 균열의 최대 깊이, 평균 및 최대 균열성장속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2-36과 같다. 평균 및 최대 균열성장속도는 

각각 평균 균열깊이(입계 파단면의 분율×시편의 두께÷2) 및 최대 균열깊이를 파

단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된 값들이다. 입계 파단면의 분율은 파단 연신율과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 는데 PWSCC에 대한 민감도가 클수록 파단 연신율(또는 파단시

간)이 작게 나타났다. 수소농도가 65cc로부터 감소할수록 입계 파단면의 분율은 증

가하여 8cc에서 최대값을 보인 후 2cc조건에서는 다시 감소하 다.  최대균열의 깊

이도 비슷한 의존 양상을 보여 17cc에서 최대값을 보 고 이보다 수소농도가 커지

거나 작아짐에 따라 최대균열의 깊이는 감소하 다.   

평균 및 최대 균열성장속도의 수소분압값에 대한 의존관계를 Fig. 3-2-69에 도

시하 다. 최대 균열성장속도는 수소분압이 54kPa에서 13kPa로 감소함에 따라 현

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최대 균열성장속도는 7kPa에서 최대값을 보 다. 360 

℃에서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 수소분압 의존성에 대한 review 결과를 살펴보면

[3-2-29] 10∼15 kPa의 수소분압 범위에서 균열성장이 가장 빠르다고 보고되었는

데 이는 330℃에서 수행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균열성장의 민감도에 미치는 수소의 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의 수소농도 보

다는 수소 분압을 변수로 하여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일정한 수소농도에서 수소분압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수소농도 조

건이라 할 지라도 온도가 변하면 수소분압 또한 달라지므로 여러 온도에서 수행된 

수소농도의 의존성에 관한 실험결과들을 수소분압을 변수로 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25℃에서 수소농도가 30ccSTP/kg water (∼20 kPa)로 낮아짐에 따라 Alloy 

600 CRDM재료의 균열성장이 빨라진다는 실험결과가 프랑스 연구자들에 의해 보

고되었는데[3-2-29, 30] Fig. 3-2-70에 이 결과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도시하여 비

교하 다. 30cc 이상의 수소농도 조건에서 얻은 이들의 실험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즉, 수소농도가 커짐에 따라 균열성장이 억제되는 일관

된 경향을 보 다. 따라서 가동온도 부근에서 균열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소

농도 권고범위인 25∼50cc내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농도조건에서 운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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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8∼17cc의 수소

농도 조건에서 균열 성장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바,  실제 원전 가동중 방사화에 

의한 산화성 생성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소모되어 농도가 감소될 수 있음

을 감안 할 때 권고범위 하한치인 25cc 부근의 수소농도조건에서 운전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려된다. 

(4) 수소농도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PWSCC 생성속도에 미치는    

향 평가 시험

용존 수소농도가 Alloy 600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PWSCC 생성속도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1차 연구로서 330℃, 2 ppm Li + 1200 ppmB의 1차측 수

질 모사 분위기에서 M-RUB시편을 사용하여 35ccSTP/kg water의 수소농도 조건 

하에서 균열생성시간 측정 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3-2-37에는  사용재료, 냉간 

인장 변형량 그리고 냉간 인장 변형시 가해진 최대 응력값 등 시편의 종류와 제작

조건 등을 정리하여 실었다. 현재 각 시편별로 8,000∼10,000시간 실험이 완료되었

으며 현재 13,000시간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  Fig. 3-2-71은 10,000시간까지의 누

적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Heat No. NX8688 전열관으로 제작된 시편들의 경

우 20% 냉간 변형시편 2개 모두가 2,000시간 실험 후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9% 냉

간 변형시편은 5개중 1개(8688-1)가 6,000시간 후에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나머지 4

개는 10,000시간까지 균열이 생성되지 않았다. Heat No. 302019 전열관으로 제작된 

시편들은 9% 및 20% 냉간 변형시편 모두 8,000시간까지 균열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아서 PWSCC에 대한 저항성이 NX8688 전열관에 비해 훨씬 크고 또한 본 실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1차 실험결과를 통하여 Heat No. NX8688 전열관 재료를 냉간 변형

시킨 M-RUB시편의 경우 330℃의 가동온도 부근의 실험조건에서도 PWSCC에 의

한 균열생성을 일부 시편에서 관찰 할 수 있었는데, 20% 냉간 변형시편의 경우 큰 

냉간 변형량으로 인해 높은 응력이 시편에 작용되어 균열생성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다수의 시편을 사용한 확률적인 균열생성시간의 평가와 수소농도와 

같은 환경의 향을 평가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9% 냉

간 변형시편의 경우는 10,000시간(약 1.5년) 후에 5개 시편 중 1개에서만 균열이 발

생되어 균열 생성시간의 분포 측정을 통한 확률적인 평가에는 적합하지만 너무 장

시간의 실험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3,000시간 실험 후 추

가적인 균열생성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15% 냉간 변형시편들을 사용하여 수

소농도가 전열관의 균열생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한 본 실험을 수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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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라. 결론

(1) 1차측 수질조건을 모사하는 고온고압수중에서 수소분압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Pd-Ag cell의 제작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하 다. 

(2) 원전 가동온도범위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1차측 냉각수중 수소분압 측정 자료를 

생산하 다. 원전 1차 계통 냉각수의 중간수명 수화학 모사조건에서 수소분압의 실

제 측정치는 수소 용해도로부터 계산된 값보다 컸으며 이는 Li/B의 첨가에 따른 

수소 용해도의 감소 및 임계온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3) 330℃의 1차측 모사 냉각수중에서 CERT를 이용하여 Alloy 600 CRDM재료의 

PWSCC 성장 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을 평가하 는데 균열 성장속도는 

8∼17ccSTP/kg water의 수소농도조건에서 가장 컸으며 이보다 수소농도가 작아

지거나 커짐에 따라 성장 속도는 감소하 다.

(4) 35ccSTP/kg water의 수소농도를 갖는 330℃의 1차측 모사 냉각수중에서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균열생성 특성을 조사하 다. 냉간변형을 가한 M-RUB시편

을 사용한 실험결과 냉간 변형량에 따라 2000∼10000시간 실험후 균열생성이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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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개발

1985년 Trojan 원전, 1986년 Surry-2 원전 및 1990년 Loviisa 원전에서 심각한 2

차측 배관 파열사고가 일어났다. 그 후 1995년까지 보고된 배관의 wall thinning 사

례는, Fig. 3-3-1에서와 같이, PWR에서 약 270건에 그리고 BWR에서 약 115건에 

달하 다[3-3-1]. 배관의 wall thinning은 주로 침식-부식(erosion-corrosion) 또는 

FAC(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기인한다. 이를 적기에 감지․보수하지 않으

면 사전의 경고도 없이 배관이 파열되는 심각한 사고가 야기된다. 이에 따라, 2차계

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H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배관재질의 침식-부식

(erosion-corrosion) 시험자료 및 단일 amine에 의한 배관재 침식-부식 비교시험 

평가자료를 생산하고, 국내 PHWR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Flow Assisted 

Corrosion) 저감화 자료를 분석하 으며, pH조절제의 특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 다.

 서론

침식-부식(erosion-corrosion)은 금속표면과 부식성 유체(corrosive fluid) 사이의 

상대적 진동으로 인하여 부식속도가 가속되거나 또는 증가하는 현상이다. 원리상, 

유체유동(fluid flow)의 향이 커지면 침식-부식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따

라 반응성 화학종(reactive species)의 질량이동(mass transport) 속도가 증가하거

나, 금속표면으로부터의 부식생성물(corrosion product) 제거속도가 증가하기 때문

에 일반부식(general corrosion)이 가속된다.

침식-부식은 습-증기(wet-steam) 역에서 2상(two phase) 침식-부식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독일 데이터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76년 사이에 

96건의 침식-부식이 발생하 고, 그 중의 약 3분의 1이 단상 침식-부식(single 

phase erosion-corrosion)이었다[3-3-2].

현재 2차계통 배관재질로 사용되는 탄소강(carbon steel)과 저합금강(low alloy 

steels)의 침식-부식 저항성(erosion-corrosion resistance)에 향을 주는 수화학 

환경인자(environmental factor)로는, Fig. 3-3-2에서와 같이, 온도, 유속(flow 

velocity),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함유량, 수용액 pH, 재질성분 및 배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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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온도가 침식-부식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단상 침식-부식 손상의 대부분은 

80∼230℃의 온도범위에서 일어나며, 2상(two phase) 침식-부식 손상은 대부분 

140∼260℃의 온도범위에서 일어난다. 침식-부식이 최대로 일어나는 온도범위는 

수용액 pH 등의 기타변수들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단상조건 하에서는, Fig. 3-3-3

에서와 같이, 약 130∼150℃이다[3-3-2].

유속(flow velocity)도, Fig. 3-3-3에서와 같이, 침식-부식에 크게 향을 미친다. 

이는 수용액 화학종들이 금속표면을 스쳐 지나갈 때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힘이 유

체의 이동속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금속표면을 때리고 지나가는 수용액 중에 산소(oxygen)가 존재하면, Fig. 3-3-4

에서와 같이, 탄소강이나 저합금강 침식-부식에 의한 재질표면 마멸속도(wear 

rate)가 감소한다. 수용액 내에 용존산소가 없을 때에 침식-부식이 가장 크게 나타

난다. 따라서, 용존산소가 100 ppb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낮추어

야만 침식-부식이 감소된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ammonia가 첨가된 수용액에서

의 탄소강 침식-부식 억제를 위해서는 용존산소를 8 ppb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3-3-2].

온도와 유속 및 용존산소 함량 이외에도, 재질의 침식-부식에 크게 향을 미치

는 인자로는 수용액의 pH가 있다. Fig. 3-3-5에서와 같이, 9.2 이상의 pH실온 역

에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침식-부식에 의한 재질표면 마멸속도가 10분의 1 이

상 감소한다. pH 조절을 위해 수용액에 첨가되는 휘발성 염기(volatile base)들의 

향을 살펴보면, 225℃ 탈 산소(de-oxygenated) 수용액 내에서의 분사충돌(jet 

impingement) 시험에서 ammonia에 의해 pH25℃ 9.2로 조절된 경우가 morpholine으

로 조절된 경우보다 탄소강의 금속손실(metal loss)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Morpholne 존재 하에서 관측된 낮은 침식-부식 속도는 이 pH-조절제의 염

기세기에 의해 고온에서의 pHt가 더 높아지는 데에 기인한다[3-3-2].

이와 더불어, 탄소강 재질의 화학조성이 고온 수(high temperature water)나 습-

증기(wet steam) 역에서의 침식-부식 저항성에 크게 향을 미친다. Fig. 3-3-4

에서와 같이, 탄소강에 chromium이나 molybdenum과 같은 전이금속 원소를 첨가

하면 단상 및 2상 침식-부식 조건 하에서의 침식-부식 저항성에 아주 좋은 향을 

준다[3-3-2].

현재 국내 PWR 및 PHWR 2차계통 배관 및 PHWR 1차계통 feeder piping들에 

사용되는 재질은 탄소강이다. 이들은 침식-부식에 의한 wall thinning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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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으키고 있으며, 용출된 부식생성물들은 증기발생기 내부에 sludge 형태로 쌓

이게 되면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고유기능에 부정적인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배관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침식-부식을 최소화시켜

야만 한다.

한편, 국내 PWR 2차계통은 급수계통, 습분분리계통, 복수계통, 승온계통 등으로 

구성되며 계통수 ammonia를 pH 조절제로 사용하여 왔다. Ammonia는 다른 amine

들에 비해 상대휘발도(relative volatility)가 높기 때문에, 액상(liquid phase) 보다

는 증기상(vapor phase)에 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온도와 유속이 상이한 일부 

계통부위에서의 pH가 적정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써 배관재질의 침식-부식을 

증가시키게 하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최근 국내 PWR 원전에서는 이러한 

ammonia의 단점을 대체하기 위하여 상대휘발도가 비교적 낮은 ethanolamine을 

pH 조절제로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부에 축적되는 

sludge의 함량을 크게 저감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3-3-3]. 한편, 국내 PHWR 2

차계통에서는 상대휘발도가 ammonia보다 낮은 morpholine을 pH-조절제로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orpholine이나 ETA는 3-methoxypropylamine(MPA)에 비해 고온에서

의 열분해도가 매우 크다. 이들은 분해되어 formic acid, acetic acid 또는 glycolic 

acid 등의 유기산으로 전환된다[3-3-4]. 이 유기산들은 계통수 pH를 정 하게 유지

하는 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차계통 배관재질 뿐만 아니라 PHWR 1차계통 feeder piping 

재질로도 탄소강이 사용되고 있다. PHWR 1차측 계통수의 pH는 lithium 

deuteride(LiOD)로 조절되며 약 10.2∼10.8의 pH 범위 내에서 운전되었었다. 그러

나, WS 1 원전의 feeder piping에서 wall thinning 현상이 발견된 이후 pH 범위를 

좁혀서 운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2차계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강과 저

합금강의 단상 침식-부식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여 대체재질을 제시하 고, 국

내 PHWR feeder piping에 대한 FAC 및 저감화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제시된 방안

의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2차측 계통수 pH-조절제로 사용되는 amine들의 화학

적 특성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 다.

 pH 변화에 의한 배관재 침식-부식 시험자료 생산

원전 2차계통 배관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탄소강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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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들의 단상 침식-부식 특성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다.

탄소강의 침식-부식 시험은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험시간을 보다 단축하

기 위하여 침식-부식 가혹조건을 선정하 다. 탄소강계의 단상 침식-부식 손상은 

대부분 2 m/sec 이상의 유속과 130∼150℃의 온도를 지닌 용존산소가 없는 수용액

에서 크게 일어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실험은 유속 4 m/sec(부분적으로 9 

m/sec)의 130℃ 탈산소 수용액 조건 하에서 pH가 ammonia로 조절되면서 500시간

동안 수행되었다.

침식-부식 시험루프(Erosion-Corrosion Test Loop, Fig. 3-3-6의 사진 참조)를 

제작하고, 수용액 pH와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DO)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On-Line Monitoring pH-meter(Omega Co. 제) 및 DO-Analyzer(샘 

Electrics Co. 제)를 Fig. 3-3-7에서와 같이 루프에 장착하 다. 이 sensor들의 재료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계통을 실온으로 냉각하 다. 대상재질로는 Table 3-3-1에서

와 같은 사양을 지닌 탄소강(A106 Grade B)과 저합금강(A336 P11 및 A335 P22)

을 선정하 으며, 이들을 고리형(ring-type) 시험시편으로 가공하 다. Fig. 3-3-8

과 같이 이들을 시편다발(specimen bundle) 내에 배열하고, 시편다발의 전단에 내

경 0.4㎜ 및 0.6㎜의 오리피스(orifice)를 장착하여 각각 9m/sec 및 4m/sec의 유속

을 얻었다. 이 시편들을 오리피스로부터 6.8㎜, 13.6㎜, 20.4㎜ 및 27.2㎜ 떨어진 위

치에 배치하 다. 이 시편다발을 Fig. 3-3-7과 같이 침식-부식 시험루프 내에 장착

하 다.

가. 탄소강 침식-부식의 유속 의존성

온도 130℃ 및 pH 8.0의 탈 산소 수용액에서 유속을 4m/sec 및 9m/sec로 하고 

500시간동안 침식-부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오리피스로부터 20.4㎜ 떨어진 지점에

서 탄소강 시편의 무게손실(weight loss)이 Fig. 3-3-9와 같이 나타났다. 유속 

9m/sec에서의 무게손실은 4m/sec에서의 무게손실보다 대략 25% 정도 더 많았고 

이에 따른 침식-부식의 유속 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나  탄소강 침식-부식의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

동일한 실험조건 하에서 오리피스로부터 6.8㎜, 13.6㎜, 20.4㎜ 및 27.2㎜씩 떨어

진 위치에서의 탄소강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10과 같이 나타났다. 유속 4m/sec 

및 9m/sec에서 시편의 무게손실은 오리피스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 다. 

유속이 9m/sec인 경우에는,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이 13.6㎜에

서보다 약 30% 정도 크게 나타났다. 유속이 4m/sec일 경우에는, 오리피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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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에서의 무게손실이 20.4㎜에서보다 약 15% 정도 더 컸다. 일반적으로, 오리

피스의 바로 후단에서는 laminar flow와 turbulent flow가 형성된다. 본 실험에 사

용된 시편다발 오리피스의 후단에는 역류(reverse flow)를 동반하는 복합적 유속장

(complex velocity field)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이 나타

났다고 할 수 있다. 탄소강 침식-부식에 대한 현장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는 침식-

부식의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탄소강 침식-부식의 재질 의존성

탄소강의 침식-부식 특성은 또한 재질에 함유된 합금원소(alloy element)에 따라 

달라진다. 유속 4m/sec 및 9m/sec의 130℃ pH 8.0의 탈-산소 수용액에서 수행한 

탄소강 침식-부식 시험의 결과에서,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500시간 후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11과 같이 나타났다. 저합금강 1Cr-½Mo 및 2¼Cr-1Mo의 

무게손실은 탄소강 무게손실의 절반에 불과하 다. 이는 chromium이나 

molybdenum 같은 VI B 전이금속 원소를 탄소강 합금격자(alloy matrix) 내에 첨

가하는 것이 침식-부식 저항성을 원래의 탄소강보다 약 두 배 이상 크게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원전 2차계통 배관재질을 탄소강 대신에 1Cr-½Mo 

또는 2¼Cr-1Mo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탄소강 침식-부식의 pH 의존성

수용액 pH에 따른 탄소강과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 침식-부식의 

변화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유속 4m/sec 및 9m/sec 하에서 130℃ 탈-산소 수용

액의 pH를 8.0에서 9.7까지 변화시키면서 탄소강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을 

측정한 결과, 500시간 후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12와 같이 나타났다. 각 시편의 무게손실은 8.0에서 9.5까지의 pH 구간에서 

pH 증가에 따라 감소하 고, pH 9.5 부근에서 최소이었다가, pH 9.7에서 증가하

다. 이러한 탄소강 침식-부식의 pH 의존성은 2차측 계통수 pH 운전범위를 설정하

는 근거가 된다.

마. 침식-부식의 magnetite 용해도-의존성

일반적으로, 고온 고유속 탈 산소 수용액 내에서의 탄소강 침식-부식 기구

(erosion-corrosion mechanism)는 탄소강 표면에 형성된 보호성 산화물 막

(protective oxide film)인 magnetite(Fe3O4)가 화학적 환원과정을 거쳐 용해

(chemical reductive dissolution)되는 반응기구로 알려져 있다[3-3-5]. 이 Fe3O4의 

용해는 수용성 철 화학종(soluble iron species)의 질량이동을 증대시킨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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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얻은 무게손실의 pH 의존성을 Fe3O4 용해도(solubility)의 pH 의존성과 비교

하기 위하여, 고온 수용액 내에서 Fe3O4로부터 용해되는 이온성 철 화학종들의 농

도를 열역학적으로 계산하 다. 다음의 반응식을 사용하여 Fe3O4로부터 용해되는 

Fe
2+
, FeOH

+
, Fe(OH)2aq, HFeO2

-
, FeO2

2-
, H2FeO3

-
 및 이들의 전체농도를 계산하

다 :

(3-3-18)Fe3O4 + 2 H
+
 = 2 FeOOH + Fe

2+
                                                

(3-3-19)Fe3O4 + 1 H
+
 + 1 H2O = 2 FeOOH + FeOH

+
                                                

(3-3-20)Fe3O4 + 2 H2O = 2 FeOOH + Fe(OH)2aq                                                

(3-3-21)Fe3O4 + 2 H2O = 2 FeOOH + HFeO
-
2  + 1 H

+
                                                

(3-3-22)Fe3O4 + 2 H2O = 2 FeOOH + FeO
2-
2  + 1 H

+                                                

(3-3-23)Fe3O4 + 1 H2O = 1 H2FeO3 + 1 H
+
                                                

130℃의 온도조건으로 계산한 결과를 Fig. 3-3-13과 같이 pH에 따라 도시하

다. Fig. 3-3-13에서 보면, pH 5.0∼9.5 구간에서는 용해성 철 화학종의 전체농도에 

기여하는 개별적 철 화학종이 주로 반응식 (3-3-1)과 반응식 (3-3-2)에 의해 생성

되는 Fe
2+
 이온과 FeOH

+
 이온이고, pH 범위 9.5에서 12까지에서 주로 기여하는 화

학종은 반응식 (3-3-4)와 반응식 (3-3-5) 및 반응식 (3-3-6)에 의해 용해되는 

HFeO2
-
 이온과 FeO2

2-
 이온 및 H2FeO3

-
 이온이며, 반응식 (3-3-3)에 의해 용해되

는 중성분자인 Fe(OH)2aq는 pH와는 무관하게 일정량을 기여하고 있다. 

온도 130℃에서 계산된 magnetite 용해도의 pH 의존성은 본 실험으로부터 얻은 

탄소강과 저합금강 무게손실의 pH 의존성과 매우 흡사하 다. 이는 탄소강이나 저

합금강의 pH에 따른 침식-부식이 자신의 표면에 형성된 magnetite의 용해에 직접

적으로 의존하며, 이 용해반응들은 온도와 유속 등의 환경인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촉진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속 4m/sec 및 9m/sec 하의 130℃ 탈 산소 수용액에서 pH를 

ammonia로 조절하면서 500시간동안 수행한 탄소강과 저합금강(1Cr-½Mo 및 2¼

Cr-1Mo)의 침식-부식 특성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탄소강 및 저합금강 시편들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은 유속 의존성과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 및 재질 의존성과 수용액 pH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

- 무게손실의 pH 의존성은 magnetite 용해도의 pH 의존성과 매우 유사하 다 ;

- 저합금강 시편들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은 탄소강의 무게손실의 절반 

이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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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전 2차계통 배관재질인 탄소강을 1Cr-½Mo 및 2¼Cr-1Mo과 같은 저

합금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일 및 혼합 아민에 의한 배관재 침식-부식 비교시험 평가

자료 생산

PWR 2차측 pH 조절제인 ammonia로 pH가 유지된 수용액 조건 및 PHWR 2차

측 pH 조절제인 morpholine으로 pH가 유지된 수용액 조건에서의 탄소강 및 저합

금강 침식-부식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morpholine으로 pH를 조절하면서 침식-

부식 실험을 수행하 다.

가  Morpholine함유 수용액 내에서의 탄소강 침식-부식 특성

온도 130℃의 탈 산소 수용액에서 4m/sec 및 9m/sec의 유속 하에서 수용액 pH

를 morpholine에 의해 8.5로 유지하면서 500시간동안 침식-부식 시험을 수행한 결

과, 오리피스로부터 20.4㎜ 떨어진 지점에서의 탄소강 시편 무게손실(weight loss)

이 Fig. 3-3-14와 같이 나타났다. 유속 9m/sec에서의 무게손실은 4m/sec에서의 무

게손실보다 대략 50% 정도 더 많았고 유속-의존성을 보 다. 이는 동일한 경우에 

ammonia로 pH를 8.5로 유지하 을 때 약 2% 정도 더 많은 것에 비하면 그 증가율

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실험조건 하에서 오리피스로부터 6.8㎜, 13.6㎜, 20.4㎜ 및 27.2㎜씩 떨어

진 위치에서 탄소강 시편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은 Fig. 3-3-15와 같이 나

타났다. 유속 4m/sec 및 9m/sec에서 시편의 무게손실은 오리피스로부터 상대적으

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증가하는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을 보 다. 유속이 

9m/sec일 때, 오리피스 거리 20.4㎜ 및 27.2㎜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이 13.6㎜ 이하

에서보다 약 10% 정도 크게 나타났다. 유속이 4m/sec일 경우는, 오리피스 거리 

27.2㎜에서의 무게손실이 20.4㎜에서보다 대략 30%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유속 4m/sec 및 9m/sec로 130℃ pH 8.5의 탈 산소 수용액에서 수행한 탄소강의 

침식-부식 시험 결과, 500시간 후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16과 같이 나타났다. 저합금강 1Cr-½Mo 및 2¼Cr-1Mo의 무게손실은 

탄소강 무게손실의 5분의 1에 불과하 다. 이는 ammonia로 pH를 8.5로 유지하

을 때 3분의 1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그 감소율이 1배 반정도 더 큼을 알 수 있다.

탄소강의 침식-부식이 morpholine로 조절된 수용액 pH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유속 9m/sec 하에서 130℃ 및 pH 8.5 및 9.3의 탈 산소 수용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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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탄소강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을 측정한 결과, 500시간 후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17과 같이 나타났다. pH 9.3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은 pH 8.5에서의 손실의 3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하 다. 이는 ammonia

로 pH를 8.5 및 9.3으로 유지할 때보다 2배 정도나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morpholine이나 ammonia로 pH가 조절된 경우에서 탄소강 및 저합

금강 침식-부식의 유속 의존성과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 및 재질 의존성은 서로 유

사하 다. 그러나 morpholine으로 수용액 pH를 조절한 경우가 유속의 감소와 pH 

및 합금원소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시편 무게손실의 감소폭이 ammonia의 경우보

다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pH 조절제의 화학적 특성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  Morpholine과 Ammonia에 따른 탄소강 침식-부식의 재질 의존성 비교

원전 현장에서는 2차측 계통수 pH 운전조건을 전열관 부식의 최소화를 위하여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급수(feed water)의 pH 값에 기준을 둔다. Morpholine과 

ammonia로 급수 pH25℃를 각각 동일하게 유지할 때에 대한 침식-부식의 재질 의

존성을 상세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두 화학종에 의한 pH25℃ 값을 각각 8.5로 유지

하고 유속 4m/sec 하에서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무게손실을 측정하 다. Fig. 

3-3-18에서와 같이, 각 화학종에 따른 무게손실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저합금강들

의 무게손실은 두 화학종의 경우 모두가 탄소강 무게손실의 절반에 불과하 다. 

즉, 저합금강들의 침식-부식 저항성은 morpholine이나 ammonia 중에서 어느 것으

로 수용액 pH를 조절하더라도 탄소강에 대비하여 두 배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Morpholine이나 ammonia로 pH25℃를 제공하기 위한 두 화학종의 초기농도는 온

도에 무관하게 일정하지만, 고온의 pHt 값은 다르게 된다. 두 화학종에 의해 조성

된 pH25℃에 대한 실험온도에서의 pH130℃ 값을 계산하고 Fig. 3-3-19에 도시하 다. 

Fig. 3-3-19에서 보면, 동일한 pH25℃일 때 morpholine에 의한 pH130℃ 값이 

ammonia에 의한 값보다 다소 높다. 이에 따르면, morpholine으로 pH를 조절할 경

우의 시편 무게손실이 더 작아야 하는데, Fig. 3-3-18에서는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

났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오차를 감안하여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 PHWR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Flow 

Assisted Corrosion) 저감화 자료 분석

CANDU형 PHWR 원전 1차측 feeder piping은 탄소강 재질로서 이에 따른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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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ning이 발견되고 있다. 이 wall thinning은 FAC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상대적으

로 느린 과정이다. 본 항에서는 이 feeder piping에 대한 FAC 발생사례와 원인 및 

저감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 다.

가  PHWR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 발생 사례

2001년 3월 6일 캐나다 Point Lepreau 원전(New Brunswick Power 소유) 

(PHWR, 680MW, 상업운전 '83. 2)에서 feeder piping이 누설되어 발전정지 상태로 

들어간 사례가 발생하 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

- 2001년 2월 28일 중수누설 증상이 최초로 확인된 후 점차 누설량 증가됨에 

따라 3.6일 발전소 정지(누설량 : 14 kg/h)

- 누설부위 확인 : K-16 feeder의 동편 출구측 단말 최초 곡관 부위 (2.5inch 

배관)

- 예비 초음파 검사 결과 결함은 균열로 추정

- 1997년 1월에 결함이 보고되었던 feeder S-08과 결함 크기, 위치, 방위 등이 

유사

정비현황(3. 13 현재)은 다음과 같았다 :

- K16 연료 채널로부터 위치 고정기(positioning hardware)를 제거하기 위한 

검사계획 승인

- AECL/NBP 소속 정비팀이 mock up 훈련을 수행하고 위치 고정기 제거 후 

feeder 절단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설치

- K-16 feeder 격리 등 관련조치 수행

Feeder 검사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

- 총 200개의 feeder에 대한 초음파 검사 수행: east side 150개, west side 50개

- Q-08 feeder(east side)에서도 결함증상 추가 발견관련 원인규명을 위한 

상세검사(RT, UT) 수행

이와 같은 PHWR feeder piping 누설사고는 FAC에 의한 매우 느린 wall 

thinning 과정이 오랫동안 축적된 후에 발생하는 것이다. Gentilly 2 및 WS 1 원전

에서도 이러한 wall thinning이 발생하 다.

나  국내 PHWR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 발생 원인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을 유발하는 FAC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되지만, 주

로 수화학 조건 및 재질특성 등에 복합적으로 의존한다.

수화학 인자 중에는 pH가 FAC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적정 pH 운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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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 표면에 형성된 보호성 산화막인 magnetite의 용해가 최소로 되는 pH 역

으로 결정된다. 이 pH 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Bohnsack이 정리한 열역학적 데이

터[3-3-5]를 근거로 하여, 200℃ 및 300℃에서 magnetite로부터 용해되는 철 이온

종들의 농도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Fig. 3-3-25에 도시하 다. pH 범위 10∼11 사

이에서 용해성 철 화학종 농도가 최소로 나타났다. PHWR 1차측 계통수 pH는 이

에 근거하여 10.2∼10.8로 운전되었다. 반면, 1차측 수화학 운전온도에 접근하는 

300℃에서 magnetite 용해도를 계산하여 도시하여 보면, Fig. 3-3-26과 같이 나타

난다. 최소의 magnetite 용해도는 pH 10.3을 약간 윗도는 구간에서 나타난다. 10.3

보다 높은 pH 역에서는 용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만약에 pH를 10.8로 맞

추면 용해성 철 농도가 4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pH 범위 10.2∼10.8로 운

전된 이력이 PHWR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이 지속적으로 기여하 을 것으

로 추정된다. 

한편, 탄소강 침식-부식에 대한 본 실험결과에 의하면, 탄소강 내에 chromium이

나 molybdenum이 일정량 이상 존재할 때 침식-부식 저항성이 적어도 2배 이상으

로 증가한다. WS 1 원전의 경우는 feeder piping 재질이 이 합금원소가 없는 탄소

강이었다. 이점이 WS 1 원전에서의 wall thinning을 초래하게 한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Lithium Hydroxide함유 수용액 내의 탄소강 침식-부식 특성실험

PHWR 1차측 계통수 내에서 lithium deuteride에 의해 유지되는 pH 10.2∼10.8 

범위에서의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침식-부식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pH 10.2 및 

11.0에서 각각 실험을 수행하 다. Lithium deuteride 대신에 화학적 특성이 동일하

고 가격이 저렴한 lithium hydroxide를 사용하 다. 실험방법은 앞에서와 동일하

다.

유속 4m/sec 및 9m/sec의 130℃ 탈 산소 수용액에서 pH를 lithium hydroxide에 

의해 10.2로 유지하면서 500시간동안 침식-부식 시험을 수행한 결과, 오리피스로부

터 20.4㎜ 떨어진 지점에서의 탄소강 시편 무게손실(weight loss)이 Fig. 3-3-20과 

같이 나타났다. 탄소강 시편의 무게손실은 유속 의존성을 보 으며, 9m/sec에서의 

무게손실이 4m/sec에서보다 대략 50% 정도 더 많았다. 

오리피스로부터 6.8㎜, 13.6㎜, 20.4㎜ 및 27.2㎜씩 떨어진 위치에서 탄소강 시편

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은 Fig. 3-3-21과 같이 나타났다. 유속 9m/sec에서 

시편의 무게손실은 오리피스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증가

하 다. 오리피스 거리 20.4㎜ 이상에서의 무게손실이 13.6㎜ 이하에서보다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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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도 더 컸다.

유속 4m/sec 및 9m/sec로 온도 130℃ 및 pH 10.2의 탈 산소 수용액에서 수행한 

탄소강의 침식-부식 시험 결과, 500시간 후 오리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

손실은 Fig. 3-3-22와 같이 나타났다. 저-합금강인 1Cr-½Mo 및 2¼Cr-1Mo의 무

게손실은 탄소강 무게손실에 비해 2분의 1에 불과하 다. 

탄소강의 침식-부식이 lithium hydroxide로 조절된 수용액 pH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유속 9m/sec 하에서 130℃ 및 pH 10.2 및 11.0의 탈 산소 

수용액에서 탄소강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을 측정한 결과, 500시간 후 오리

피스 거리 20.4㎜에서의 시편 무게손실은 Fig. 3-3-23과 같이 나타났다. pH 10.2에

서의 무게손실은 11.0에서 대략 2배 이상 크게 증가하 다. 

즉, lithium hydroxide로 pH가 조절된 경우 탄소강 및 저합금강 침식-부식의 유

속 의존성과 오리피스 거리 의존성 및 재질 의존성은 ammonia로 조절된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반면, pH 증가에 따라 무게손실이 증가하 다. 이는 130℃의 

열역학적 magnetite 용해도가, Fig. 3-3-13에서와 같이, pH 9.5 이상에서 증가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Lithium hydroxide 및 ammonia에 따른 침식-부식의 재질 의존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두 화학종에 의한 pH25℃ 값을 각각 10.2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유속 4m/sec 

하에서 탄소강과 저합금강의 무게손실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Fig. 3-3-24에서와 

같이, 두 화학종에 따른 무게손실 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두 경우 모두가 저-합

금강들의 무게손실은 탄소강 무게손실의 절반에 불과하 다.

즉, 저합금강들은 ammonia나 morpholine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lithium 

hydroxide 수용액에서도 탄소강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침식-부식 저항성을 지닌다.

라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 저감화 방안 해석

CANDU형 PHWR 특히 WS 1 원전의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이 문제로 

대두된 이후, Joint AECL/Canadian Utilities Task Team은 그 원인이 탄소강 재질

의 FAC에 기인한다고 규명하고 WS 2, 3, 4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주요대책을 제시

하 다.

-1차측 pH 운전범위를, Table 3-3-2와 같이, 10.2∼10.4로 좁힌다.

: Table 3-3-2에서 보면, 캐나다 원전과 WS 1 원전에서 그동안 운전해오던 pH

의 평균이 10.5를 초과하고 있다. Fig. 3-3-26에서, 이 pH 값에서는 magnetite 용해

도가 pH 10.3에서의 최소 용해도에 비해 대략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pH 

상한을 10.4로 설정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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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의 chromium 함량을 캐나다 원전에 사용한 양보다 충분히 높게 한다.

: 이는 캐나다 원전이나 WS 1 원전에서 wall thinning이 발생한 원인중의 하나

가 piping 재질의 chromium 함량이 미흡한데 기인하 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WS 2, 3 및 4에서는 다행히도 feeder piping 재질 내의 chromium 함량이, Table 

3-3-3에서와 같이, 캐나다 원전이나 WS 1 원전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후속기의 재질설계 시에는 우수한 침식-부식 저항성이 입증

된, 1Cr-½Mo 또는 2¼Cr-1Mo와 같은, 저합금강 재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벽두께(wall thickness)에 캐나다 원전에서보다 충분한 여유도를 준다.

한편, 계통수 pH 범위 10.2∼10.4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원전 화학

부의 실무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lithium deuteride 주입량이 조금

만 모자라거나 초과하여도 이 pH 범위를 만족할 수 없으며, 주입 후 평형에 도달하

는 시간이 짧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인들의 애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

제적인 방안은 pH 외적인 대안 즉 저합금강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piping 두께에 

충분한 여유도를 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PHWR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을 줄이기 위해서는 pH 운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도 좋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1Cr-½Mo 또는 2¼Cr-1Mo와 

같은 저합금강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민의 화학적 특성 및 유기산 생성 분석

원전 2차측 수화학계통은 증기발생기 취출(Steam Generator blowdown, S/G)계

통, 습분분리기 재가열기(Moisture Separator reheater, M/S) 배수(drains)계통, 복

수(condensate, C/D)계통, 저온급수(Low Temperature Feed Water, LT/FW)계통, 

가열기 배수탱크(Heater drain Tank, H/T), 최종급수(Final Feed Water, F/W)계

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통부위에서의 온도와 유속은 Table 3-3-4와 같이 

서로 다르다. 

전휘발성 처리(All Volatile Treatment, AVT)는 PWR 2차측 수화학 관리를 위한 

현장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휘발성 처리기술이 좋은 효과를 제공하여 왔지만 

만병통치는 아니었다. Ammonia는 염기세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각 계통온도에

서의 휘발성은 꽤 크다. 이 특성들은 수증기가 첫 번째로 형성되는 복수

(condensate)의 pH를 적정범위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에는 복수계

통 내의 부식속도와 습-증기 배관의 침식-부식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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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ine은 ammoni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휘발도를 지니지만, PWR 온

도 하에서 열분해를 일으켜서 일부가 ETA를 생성한 후 유기산으로 전환되며, 그 

정도가 ammonia에 비해 매우 크다[3-3-4].

본 항에서는 현재 국내원전 2차측 pH-조절제로 사용중인 ammonia와 ETA 및 

morpholine과 더불어 대체 amine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MPA에 대해 그 화학

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원전 pH 조절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

다.

가  아민의 화학적 구조와 일반특성

Ammonia와 morpholine 및 ETA와 MPA의 화학적 구조를 HyperChem 

software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도시하면, Fig. 3-3-27과 같다. Ammonia는 분자량

이 17인 가장 단순한 화학적 구조를 지니며 생성열이 -5.5 k㎈/㏖이다. ETA는 분

자량이 61로서 생성열이 -58.7 k㎈/㏖이고, ammonia 분자 H2-N-H의 수소원자 대

신에 ethanol -CH2-CH2-OH가 치환된 H2N-CH2-CH2-OH 구조이다. Morpholine

은 분자량이 87이며 생성열이 -49.5 k㎈/㏖로서, ETA 분자 H2N-CH2-CH2-OH의 

amine기 수소원자와 -OH기 수소원자 대신에 ethanol -CH2-CH2-OH가 치환되어 

고리형(cyclic form)을 이룬 cyclic-H2N-(CH2-CH2)2-O 구조이다. MPA는 분자량

이 morpholine과 비슷한 89이며 생성열이 -61.5 k㎈/㏖로서, ETA 분자 

H2N-CH2-CH2-OH의 -OH기 산소원자 대신에 -CH2-O-CH3가 치환된 사슬형

(chain-form)의 CH3-O-CH2-CH2-CH2-NH2 구조이다. 이러한 화학적 구조와 생성

열 등의 열역학 데이터에 의해 각 amine의 염기세기 및 상대휘발도 등이 결정된다.

나  온도별 염기세기, 상대휘발도 및 분배계수

Ammonia와 morpholine 및 ETA와 MPA의 온도에 따른 염기세기와 상대휘발도 

및 분계계수를 다음의 식들로 계산하 다.

산-염기 평형(acid-base equilibrium)에서, 염기성 분자 B의 이온화는 다음과 같

다 :

(3-3-24)B + H2O = BH
+
 + OH

-
                                                

이에 따른 염기세기는 다음의 평형상수로 나타난다 :

(3-3-25)Kb = 
[BH+] [OH-]

[B]
                                                

물 해리의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다 :

(3-3-26)Kw = [H
+
] [O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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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평형상수는 Gibbs 자유에너지 변화, △G로 표현된다 :

(3-3-27)△G = - R T ln K                                                          

(3-3-28)
(△GT2 - △GT1) = - △ST1 (T2-T1)                                                 

+ ⌠⌡

T2

T1
△Cp dT - T 

⌠
⌡

T2

T1
△Cp dlnT                              

여기에서, R은 이상기체 상수(ideal gas constant), T는 절대온도, 엔탈피

(enthalpy, heat content) 변화 △H = △GT2-△GT1, S는 엔트로피, Cp는 열용량

(heat capacity)이다.

상대휘발도(relative volatility, RV)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3-3-29)RV≡
molality in vapor phase

total molality in liquid phase
=
ppm (steam)
ppm (water)

                                                

비-휘발성 화학종을 생성하는 경우를 고려한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는 다음과 같다 :

(3-3-30)Kd≡
molality in vapor phase

un-ionized molality in liquid phase
=

RV
(1 - α)

                                                

여기에서, α는 해리도(degree of dissociation)으로서 산-염기 평형으로부터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

(3-3-31)α = 
[BH

+
]

[BH+] + [B]
                                                            

각 amine들의 농도가 10ppm일 경우의 온도에 따른 Kb 값을 계산하여 pKb로 도

시하면 Fig. 3-3-28과 같이 나타난다. pKb ≡ -log Kb이므로, pKb 값이 작을수록 

염기세기가 크다. Fig. 3-3-28에서, 염기세기의 크기는 ammonia ≈ morpholine < 

ETA << MPA 순으로 나타난다. Ammonia는 220℃ 이하에서 morpholine보다 큰 

염기세기를 지니지만, 220℃ 이상에서 가장 작은 염기세기를 지닌다. 전체 온도구

간에서 염기세기가 가장 큰 것은 MPA이다.

각 amine의 농도가 10ppm일 경우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각 amine의 RV 값을 

계산하고 이를 log RV로 도시하면 Fig. 3-3-29와 같이 나타난다. Amine 화학종이 

액상이나 증기상에 동일하게 분배되는 이상적인 경우의 RV 값은 1이며 그 log RV 

값은 0이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Fig. 3-3-29에서 보면, ammonia나 ETA 

보다 morpholine이나 MPA가 보다 나은 pH 조절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배특

성은 비이온화된 화학종 농도를 고려한 분배계수 Kd를 계산하여 log Kd로 도시하

면 Fig. 3-3-30에서와 같으며, 이 경우에도 앞의 RV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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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amine들의 염기세기 측면에서 보면, pH-조절제로서 ammonia나 

morpholine보다는 ETA가 더 나으며 ETA보다는 MPA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각 amine들의 상대휘발도나 분배계수 측면에서 보면, pH 조절제로서 ammonia보

다는 ETA가, ETA보다는 morpholine이, morpholine보다는 MPA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즉, pH-조절제의 염기세기 및 액상-증기상 분배계수 측면으로 보면, 

MPA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고온 열분해 및 유기산 생성 특성

Morpholine과 ETA 및 MPA의 고온 열분해 특성은 HyperChem software로 계

산된 각 생성열 값을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고온에서 

상대적으로 열분해를 잘 일으키는 amine은 morpholine(△Hf = -49.5 k㎈/㏖) > 

ETA(△Hf = -58.7 k㎈/㏖) > MPA(△Hf = -61.5 k㎈/㏖) 순일 것이다.

Gilbert와 Lamarre 및 Macay는 amine 분해에 대한 HPTBS(High Pressure Test 

Boiler System, Calgon Center, Pittsburgh, PA) 실험데이터로부터, boiler 온도 28

6℃와 feed water heater 온도 140∼280℃에서의 1차 속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3-3-4].

(3-3-32)dC
dt
 = - k t                                                                           

여기에서, k는 분해속도 상수(decomposition rate constant)로서, morpholine의 k 

값은 140∼280℃에서 7.47 ×10
-5
 sec

-1
, 286℃에서 4.08 × 10

-6
 sec

-1
 이며, ETA의 

k 값은 140∼280℃에서 5.87 × 10
-5
 sec

-1
, 286℃에서 1.06 × 10

-6
 sec

-1
 이고, MPA

의 k 값은 140∼280℃에서 2.87 × 10
-6
 sec

-1
, 286℃에서 검출되지 않았다[3-3-4].

이에 근거하여 morpholine과 ETA 및 MPA에 대한 분해속도를 상대 값으로 도

시하면 Fig. 3-3-31 및 Fig. 3-3-32와 같다. Morpholine의 분해속도 상수는 ETA

의 1.3∼3.8배이고 MPA의 26배 이상이며, ETA의 분해속도 상수는 MPA의 20배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각 amine의 고온 열분해 특성을 고려하면, morpholine나 

ETA 보다도 MPA가 pH 조절제로서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Gilbert와 Lamarre는 morpholine의 고온 열분해 반응기구를 Fig. 3-3-33과 같이 

제시하 다[3-3-7]. Fig. 3-3-33에서 보면, morpholine은 ETA와 ethylene glycol로 

분해된 후에 ammonia와 glycolic acid 및 formic acid와 acetic acid 및 carbon 

dioxide를 생성한다. 이들은 2차계통 부위에 따라 생성량이 다르다. 국내원전 A의 

2차측 계통수에서 ETA가 분해되어 생성된 유기산들의 양은 Table 3-3-5 및 Fig. 

3-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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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WR이나 PHWR 2차측 계통수의 pH 조절제로 사용중인 ammonia나 ETA 

또는 morpholine은 MPA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 온도에 따른 amine의 염기세기 순서는 MPA > ETA > morpholine > 

ammonia 순이다.

- 온도에 따른 상대휘발도 또는 액상-증기상 분배계수가 1에 접근하는 amine의 

순서는 MPA → morpholine → ETA → ammonia 순이다.

- 고온 열분해속도 상수가 작은 amine의 순서는 MPA << ETA < morpholine 

순이다.

결론적으로, amine의 염기세기와 상대휘발도 및 열분해속도를 고려하면, MPA가 

현용 pH 조절제들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원전에서도 MPA와 같은 대

체 amine 적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결론

PWR과 PHWR 원전 2차계통 배관재질 및 PHWR 1차계통 feeder piping 재질은 

탄소강이며, 이는 각 계통수화학 환경 내에서 침식-부식(erosion-corrosion)이나 

FAC(Flow Assisted Corrosion)에 의한 wall thinning을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원전 2차계통 배관 및 증기발생기 보호를 위한 대체 수화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얻었다.

2차계통 배관재질의 침식-부식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합금강의 큰 침식-부식 

저항성을 확인하 다 :

- 제작한 침식-부식 시험루프 내에서 4m/sec(또는 9m/sec)의 유속을 지닌 

130℃의 탈 산소 수용액으로 탄소강과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의 

단상 침식-부식(single phase erosion-corrosion) 시험을 수행하 다. 수용액 

pH는 ammonia로 유지하 다.

- 각 시편의 침식-부식에 의한 무게손실은 유속, 오리피스 거리, 재질 및 pH에 

의존하 다. 

- 각 시편의 무게손실은 pH 9.5에서 가장 작았으며, pH 의존성은 계산한 

magnetite 용해도의 pH 의존성과 동일하 다.

-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의 침식-부식 저항성은 탄소강의 2배 이상 

높았다.

- 원전 2차계통 배관재질을 탄소강에서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으로 

대체하면 침식-부식 저항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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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amine에 의한 배관재 침식-부식 비교시험 평가자료를 생산하 다 :

- 수용액 pH가 morpholine이나 ammonia로 유지된 경우의 탄소강 및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 침식-부식은 모두 유속과 오리피스 거리 

및 재질에 동일하게 의존하 다.

- 유속의 감소와 pH 증가 및 합금원소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시편 무게손실은 

ammonia 함유 수용액의 경우보다 morpholine 함유 수용액의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의 침식-부식 저항성은 morpholine이나 

ammonia 중에서 어느 것으로 수용액 pH를 조절하더라도 탄소강 저항성의 두 

배이었다.

국내 PHWR 원전 feeder piping에 대한 FAC(Flow Assisted Corrosion) 저감화 

자료를 분석하고 신규원전을 위한 대체재질을 제시하 다 :

- 캐나다 Gentilly 원전과 Point Lepreau 원전 및 국내 WS 1 원전에서 feeder 

piping의 wall thinning이 발생하 다.

- Lithium hydroxide함유 수용액에서 수행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침식-부식 

시험결과, 저합금강(1Cr-½Mo 및 2¼Cr-1Mo)의 침식-부식 저항성이 

ammonia 및 morpholine함유 수용액에서와 유일하게 탄소강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WS 1 원전이나 캐나다 원전의 feeder piping 재질은 chromium이나 

molybdenum이 함유되지 않은 탄소강이다. 침식-부식 저항성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주는 이들 합금원소가 없다는 점이 이들 원전에서의 wall thinning을 

상대적으로 가속시킨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탄소강 표면에 형성된 보호성 산화물 magnetite의 pH에 따른 300℃ 용해도에 

대한 계산결과는 최소 용해도가 pH 10.3 구간에서 최소임을 보 다. 이 

용해도는 캐나다 원전 및 WS 1 원전의 pH 허용범위(10.2∼10.8)의 상한에서 

최소 용해도의 약 4배 이상이었고 그리고 이 원전들의 평균 운전 

pH(10.55∼10.66)의 하한에서 약 2배 이상이었다. 이 점이 이들 원전에서의 

wall thinning을 촉진시킨 또다른 원인이 될 것이다.

- PHWR 원전에서의 feeder piping wall thinning 저감화를 위해, 

기존원전에서는 pH 운전범위를 10.2∼10.4로 축소․운전하고 있으며, 신규원전 

재질설계에는 1Cr-½Mo 또는 2¼Cr-1Mo와 같은 침식-부식 저항성이 큰 

저합금강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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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의 화학적 특성 및 유기산 생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

하 다 :

- Ammonia와 morpholine 및 ethanolamine(ETA)와 3-methoxypropylamine 

(MPA)의 온도에 따른 염기세기(Kb)와 상대휘발도(RV) 및 액상-증기상 

분배계수(Kd)를 열역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들의 고온 열분해자료를 

분석하 다.

- 이들 amine의 염기세기 및 액상-증기상 분배계수를 비교하면 MPA가 pH 

조절제로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Morpholine과 ETA 및 MPA 등의 amine들은 2차측 수화학 환경에서 분해되어 

formate나 acetate 또는 glycolate 등의 유기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는 계통수 pH를 정 하게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 Morpholine과 ETA의 열분해 속도상수는 각각 MPA의 20배 이상이며, 이는 

2차측 수화학 환경 내에서 MPA가 두 amine보다 열적으로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Amine의 염기세기와 상대휘발도 및 열분해속도 특성 측면에서 보면, MPA가 

현용 pH 조절제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원전에서도 

MPA와 같은 대체 amine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면, 원전 배관재질 탄소강의 각 계통수화학 환경 내에서의 침식-부

식이나 FAC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배관재질을 침식-부식 저항성이 확인된 1Cr-

½Mo 또는 2¼Cr-1Mo로, pH 조절제를 MPA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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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질상태가 터빈 손상에 미치는 향 평가기술 개발

1. 연구 배경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용 로터(rotor) 및 디스크(disk) 재료는 

저합금강(3.5NiCrMoV)을 사용한다. 원전의 터빈 부품은 터빈의 부식 환경에서 장

시간 사용되면 응력부식, 부식피로, 고주기 피로 등 여러 가지 재료 손상 문제가 발

생한다.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원전에서 터빈 부품의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 1969년 

국의 Hinkley Point에서 터빈 디스크가 응력부식균열에 의해 파손되어 터빈 발

전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이래[3-4-1,2], 미국, 남아프리카, 대

만[3-4-3] 프랑스[3-4-4]등지에서 터빈 부품의 손상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3-4-5, 

3-4-6]. 1986년 프랑스의 EDF(Electricite de France)의 900MWe 열수축 방식으로 

장착된 NiCrMoV 강재 터빈 디스크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 균열은 터빈 로터의 

중심 부위에서 양쪽으로 4번째 날개 부위에 집중되었다. 1995년 미국 원전에서도 

터빈 부품에 대한 균열 조사가 수행되었다. 미국에서는 가동되는 109개 원전의 모

든 터빈을 조사했는데 1980년 최초 조사보다 저압 터빈의 로터 디스크 테두리(rim)

의 브레이드(blade) 장착 부위에서 균열 발견이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원전의 경우

는 발전소의 가동 년수가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터빈 계통 재료의 손상이 외

국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 원전도 터빈 로터, 디스크, 

브레이드 등의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다. 터빈 브레이드

의 파손으로 인한 터빈 동익(rotor blade)의 교체가 실시된 바 있다. 터빈 부품이 손

상되면 원전의 건전성에 큰 향을 주고 발전소가 정지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으므로 큰 경제적 손실이 유발된다.  

터빈 부품의 균열은 주로 기상으로 유입된 증기가 최초로 액상으로 상변태되는 

역(윌슨선)[3-4-7]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터빈 디스크 및 로터의 열 분포가 

주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윌슨선의 위치도 주기적으로 이동한다. 윌슨선의 주

기적 이동은 윌슨선에 형성되는 액상막이 주기적으로 증발과 응축을 반복함에 따

라 터빈 손상에 유해한 화학종이 터빈 표면에 농축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증기의 

흐름이 정체된 지역 및 산화물 브리스터(blister)아래에서 균열 생성이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저압 터빈 디스크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 근처에서 20 

wt%의 NaOH, NaCl이 농축되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 다[3-4-8]. 이러한 현상은 

유해 화학종의 농축이 터빈 부품의 부식환경을 악화시켜 균열 생성을 조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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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터빈내의 부식 환경을 악화시키는 유해한 화학종으로 보고

되고 있는 것들은 용존산소[3-4-9], 염기성 환경, 터빈 기계작업의 윤활제로 사용

되는 MoS2, 페인트 마커로 사용되는 카보네이트 컴파운드(carbonated compounds)

등이 있다. 이러한 유해 화학종이 농축된 지역에서 응력부식균열, 부식피로 등의 

재료손상 기구에 의해 부품 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손상

의 근원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터빈 부품의 손상

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파괴검사, 파괴역학적 분석, 응력해석, 진동특성 분석, 각종 

손상에 따른 부품 수명 평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3-4-2].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터빈 수질 인자로서 터빈 부품 재료의 응력부식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용존 산소, 온도 및 변형률 등의 향을 분석하

다. 

2.  터빈 재료 SCC 손상 평가 시험

가. 시험방법

응력 부식 시험은 Fig. 3-4-1에 보인 바와 같은 스테핑 모터 방식으로 작동하는 

고온고압 일정 연신률 시험 장치(Constant Elongation Rate Test, CERT)를 이용

하여 Fig. 3-4-2와 같은 형태의 터빈강(3.5NiCrMoV) 시편에 대해 일정 연신률 시

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조성 및 기계적 특성은  Table 3-4-1과 

Table 3-4-2에 보 다. 

시험 조건은 Table 3-4-3에 보 다. 온도 50℃∼200℃의 범위에서 탈 산소 환경 

및 산소 포화 환경에서 수행하여 두 환경에서의 응력 부식 거동 차이를 비교 분석

하 다. 용존 산소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질소 가스를 부식 환경에 주입하 다. 

용존 산소가 10ppb이하로 제거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 가스를 24시간 이상 

주입하 다. 용존 산소 농도를 탈기 된 경우(10ppb 이하)와 공기 포화된 경우의 사

이 값을 가지도록 조절하기 위해 산소와 질소 가스를 1:100 혼합하여 사용하 다. 

한편, 용존산소가 균열 선단의 부동태 피막 형성 과정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위해 변형률을 변화시켜 CERT시험을 수행하 다. 변형속도는 5×10
-8
/sec ∼ 1×

10
-6
/sec 사이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CERT 시험후, SEM으로 파단 모드를 관찰하여 응력 부식 발생 여부를 확인하

고 변위-하중 곡선 형상, 파단까지 걸리는 시간 및 최대 연신률을 비교하여 각 환

경에서의 응력부식민감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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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극시험을 수행하여 산소가 제거된 환경 및 산소가 포화된 환경에서 용존

산소가 분극 거동에 미치는 향을 비교, 평가하 다. 분극 시험은 Table 3-4-4에 

보인 바와 같이 상온 및 150℃에서 전위 범위 -800mV ∼ 1500mV 범위에서 스캔

속도를 초당 0.01mV∼1mV로 하여 수행하 다. 

나. 시험 결과

150℃의 탈 산소 수 중 및 산소 포화된 수 중에서 터빈강에 대해 변형속도 

1x10
-7
/sec로 CERT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3-4-3의 변형에 따른 하중 변화 곡

선에 보 다. 변형-하중 곡선은 변형 초기에는 변형의 증가에 대해 하중이 탄성적

으로 변화하다가, 변형이 일정한 값이 이르면 선형적인 관계를 잃고 변형에 대한 

하중 증가 기울기가 감소하여 서서히 최대 하중에 도달한 후 파단에 이르는 형태

를 갖는다. 최대 변형량은 탈 산소 환경에서는 3.7㎜(연신률: 약15%) 정도가 되나 

산소가 제거된 환경에서는 1.7㎜(연신률: 6.5%)정도이다. 산소가 포화된 환경에서

는 최대 변형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하중도 산소가 포화된 경우

가 산소가 제거된 경우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소:질소 가스 비율

을 1:100으로 혼합한 가스를 주입한 환경에서는 최대 변형량 및 최대하중이 탈 산

소 환경 및 산소 포화 환경 결과의 사이 값을 가졌다. 

Fig. 3-4-4는 파단된 시편을 측면에서 관찰한 사진이다. 산소가 포화된 경우는 

균열 주위에 변형을 수반하지 않고 표면에서 생성된 균열이 내부로 성장해서 취성 

파괴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탈 산소환경에서는 표면에 균열이 생성되기 이전 

상당한 변형이 일어나서 연성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3-4-5는 150℃ 수중에서 터빈강을 변형속도 5×10
-8
/sec ∼ 1×10

-6
/sec 사

이의 범위에서 CERT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 다.  변형속도가 작아질수록 최대 

연신률이 감소하고 최대 하중도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4-6은 

변형 속도에 따른 파단 형태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변형속도가 가장 작은 5×

10
-8
/sec일 경우에는 파단면 주위에 큰 변형이 수반되지 않고 파단에 이르 으나 

변형속도가 큰 1×10
-6
/sec의 경우에는 파단면 주위에 큰 변형을 수반한 후 파단에 

이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변형 속도 차이에 따른 최대 연신률 차이는 이와 같은 

파단 형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7은 변형속도가 1×10
-7
/sec 일 때 50℃, 100℃, 150℃, 200℃에서 

CERT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온도가 커질수록 최대변형률이 감소하고 최대 하중

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4-8은 온도변화에 따른 파단 형태의 차이를 보

인 것이다. 50℃일 때는 상당한 변형을 수반한 후 파단에 이른 것을 관찰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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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반되는 변형이 감소하여 150℃, 200℃에서는 거의 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균열 진전에 의해 파단에 이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4-9

는 여러 온도에서 시험한 시편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시험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단면적 감소율이 줄어든다. Fig. 3-4-10은 온도에 따른 

최대변형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변형이 선형적으로 감

소한다. 

부식 환경 수중에서 터빈강의 분극 거동에 미치는 산소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150℃의 산소가 포화된 환경, 혼합가스로 용존산소를 조절한 환경 및 산소가 제거

된 환경에서 분극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4-11과 Table 3-4-5에 보 다. 

Fig. 3-4-11에 볼 수 있듯이 산소 존재 유무를 떠나 부식 전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전위가 증가 할 때 부식 전류 도는 계속 증가한다. 전위 증가에 따른 전류 도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터빈강은 순 수중에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50℃ 수중에서 용존산소의 농도에 따른 부식 전위 및 부식 전류 변화를 Table 

3-4-5에 보 다.  부식 전위(corrosion potential)는 용존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탈 산소 환경의 경우는 -500mV, 중간 농도에서 -75mV, 공기포화농도에서

는 -20mV 근처에서 결정된다. 부식 전류도 용존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420 

nA/cm
2
, 770 nA/cm

2
, 1460 nA/cm

2
로 증가한다. Fig. 3-4-12 및 Table 3-4-6에 온

도에 따른 부식 전위 및 부식 전류 변화를 보 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식 전

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 고찰

본 연구의 시험 결과 (파단면의 형태, 하중-변형 곡선의 형태, 최대 하중 및 연신

률)에 근거하면 환경 수중에 용해된 산소의 농도는 터빈강의 응력부식 거동에 큰 

향을 준다. 수중에 산소가 포화된 환경에서는 탈 산소 환경에서 보다 터빈강의 

응력부식균열 경향이 증가하 다.  

산소 포화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산소 농도 증가에 따른 

부식 전류(corrosion current)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금속 재료의 

부식은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과 수중에 용해된 수소이온 혹은 산소의 환원 반응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수중에 용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 과정 중 환원 반

응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산소의 환원에 의해 일어난다. 

O2 + 2H2O + 4e -> 4OH
-

이 환원 반응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환원반응에 소요되는 전류의 량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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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게 된다. 부식 전위(corrosion potential)는 산소의 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한 전

류와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 전류가 상쇄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산

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환원에 소요되는 전자를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에 의해 공

급해 주어야 하므로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도 증가하여 평형을 이루는 전위에서 

부식 전위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부식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조성 금속의 산화에 수반하여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부식전위가 증

가하면 부식전류가 급격히 감소하지만 터빈강의 경우에는 순수 중에서 용존산소가 

포화된 경우에도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부식 전위의 증가와 병행하여 

부식 전류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Fig. 3-4-11을 보면 150℃ 순수 중에서 탈 산소 환경의 경우 터빈강의 부

식전류는 420 nA/cm
2
 정도이지만 산소가 포화된 경우 부식 전류는 1460 nA/cm

2
 

정도로 용존산소 농도 증가에 따라 부식 전류 및 부식 전위의 증가한다. 이와 같은 

용존산소의 증가에 따른 부식 전위 및 부식 전류의 증가가 터빈강의 응력부식 경

향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온도의 증가도 부식 전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으므로 용존 산소의 증가와 유사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형속도에 따른 응력부식거동의 변화도 용존산소의 향을 반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응력부식균열은 통상 부동태 피막의 파단과 부식용해에 의해 진전한다. 

터빈강은 순수 중에서 용존산소가 포화되더라도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변형속도가 작아질수록 균열 선단에서 부식 전류의 증가에 따른 부식 용해량이 증

가하여 응력부식균열이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라. 결론 

터빈강을 순 수중에서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하 을 때 용존 산소 농도는 응력부

식균열 거동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터빈강의 응력부식 경향은 탈 산소 수중

(deaerated water)에 비해 산소 포화 수중(aerated water)에서 더 증가하 다.  용

존 산소 농도가 높은 수중에서 응력부식 경향이 증가한 이유는, 용존산소의 증가에 

따른 부식 전위 및 부식 전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터빈 재료 부식 피로 손상 평가 시험

가. 시험 방법

터빈강의 부식 피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Fig. 3-4-13에 보인 것과 같은 CT 시

편(W=25㎜)을 이용하여 공기 중 및 수 중에서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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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식환경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피로 하중을 부과하기 위해 Fig. 3-4-14, Fig. 

3-4-15 및 Fig. 3-4-16에 보인 것과 같은 물 순환 루프(loop)가 장착된 인스트롱 

만능시험기를 사용하 다. 균열길이 측정을 위해 DCPD방법을 사용하 다. 균열 

길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터빈 강에 대해 별도로 균열 길이 보정 곡선을 

작성하여 사용하 다. 균열 길이 보정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측 균열 길이 

vs. 실측 전위 변화(potential drop)의 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공기 중에서는 균열 

길이를 이동식 현미경을 사용하여 실측하 다. 터빈 강에 대해 공기중에서  균열 

성장 길이(두방향: 압연에 수직한 방향(direction 1), 압연에 평행한 방향(direction 

2))를 보정한 결과 곡선을 Fig. 3-4-17 및 Fig. 3-4-18에 보 다. 수 중에서는 피로 

시험 도중에 피로 하중을 감소시켜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편에 균열 선단의 

선(Fig. 3-4-19 참조)이 나타나도록 한 다음 시편을 인출하여 이 균열 선까지의 길

이를 실측하여 구하 다. 실측 전위 변화는 피로 하중을 감소시키는 시점에서 전위 

변화를 측정하여 구하 다. 실측된 균열 길이와 DCPD방법에 의해 구해진 균열 길

이를 Fig 3-4-20에 보 다. 실측 길이와 DCPD방법에 의해 구해진 길이가 거의 일

치하여 DCPD 방법에 의한 균열 길이 측정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부식 피로 시험 환경은 상온 및 150℃, 공기 및 수 중 분위기 다. 피로하중은 

60kgf∼300kgf, 혹은 80kgf∼400kgf를 부과하 고 하중비는 0.2, 주파수는 0.05, 

0.1, 1, 10Hz를 부과하 다. 시험 환경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림 3-4-16에 보

인 것과 같은 물 순환 루프(loop)를 사용하 다. 물 속에서 시험을 수행할 경우 산

소가 포화된 경우 및 수소가스를 주입(purging)하여 용존 산소를 제거한 후 수소압

을 1.7기압으로 하여 용존 수소 농도가 35cc/kgH2O가 되도록 조절한 한 경우를 비

교 시험하 다. 시험 조건을 Table 3-4-7에 정리하 다.

나. 시험 결과

공기 중에서 터빈강의 피로 균열 진전 속도 측정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4-21에 보 다. 시험은 상온 및 150℃에서 주파수 1 Hz 및 10Hz로 수행하 다. 

상온에서 피로균열진전속도는 ΔK가 20MPam
1/2
일 때 2×10

-5
mm/cycle 정도이고 

30MPam
1/2
일 때 1×10

-4
mm/cycle 정도가 된다. 피로 주파수가 1Hz일 경우와 10Hz

일 경우 유사한 값을 갖는다. 피로 균열 진전속도에 미치는 주파수의 향은 거의 

없다. 150℃ 시험에서는 ΔK가 작을 경우에는 피로균열진전 속도는 상온에서의 피

로균열진전속도에 비해 큰 경향을 가지나 ΔK가 커질수록 온도의 향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상온에서 1Hz로 동일하게 시험한 경우, da/dN vs. ΔK 관계 직

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의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이 도시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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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gta의 직선은 하중비(R)=0.5인 경우이므로 본 시험(R=0.2)의 경우보다 피로균

열 진전속도가 약간 크다. 

수 중에서는 상온 및 150℃에서 피로주파수 0.1Hz 및 0.05Hz로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 다. 부식 환경은 산소가 포화된 수 중 및 수소 가스로 퍼징

(purging)하여 산소를 10ppb이하로 낮춘 물 속이었다. 순환 루프에 장입하는 초기 

주입수의 전기 저항은 16MΩ 이상이었다. 

상온 및 150℃, 산소 포화된 수중에서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시험한 결과를 Fig. 

3-4-22에  보 다. 상온, 산소 포화 수중에서 피로균열진전속도는 ΔK가 

20MPam
1/2
일 때 2x10

-4
mm/cycle 정도이고 30MPam

1/2
일 때 6.5×10

-4
mm/cycle 정

도가 된다. 상온 공기 중에서 시험한 경우보다 6.5∼ 10배 정도 속도가 증가하 다. 

150℃에서 시험한 경우 피로균열진전 속도가 상온에서 시험한 경우보다 약간 크거

나 유사한 값을 가진다. 온도 증가가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에 큰 향을 미치

지 못했다.

상온에서 용존 수소 농도가 35cc/kgH2O인 탈기된 수중에서 피로주파수 0.05Hz, 

0.1Hz로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4-23에  보 다. 피로 

주파수의 향은 크지 않다. 피로균열진전속도는 ΔK가 20MPam
1/2
 일 때 4x10

-4
㎜

/cycle 정도이고 30MPam
1/2
일 때 9×10

-4
㎜/cycle 정도가 된다. 산소 포화 수중에서 

시험한 결과와 비교하면 ΔK가 20MPam
1/2
일 경우에는 2배 정도 피로균열진전 속

도가 증가하 다. ΔK가 30MPam
1/2
일 경우에도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증가하나 증

가 폭은 줄어들었다.   

150℃, 수소 가스에 의해 탈기된 수중에서 피로주파수 0.05Hz, 0.1Hz로 부식 피

로 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4-24에  보 다. 피로 주파수의 향은 

크지 않다. 피로균열진전속도는 ΔK가 20MPam
1/2
일 때 3×10

-4
㎜/cycle 정도이고 

30MPam
1/2
일 때 7×10

-4
㎜/cycle 정도가 된다. 상온, 수소 가스에 의해 탈기된 수중

에서 시험한 결과와 비교하면 ΔK가 20MPam
1/2
일 경우 및 30MPam

1/2
일 경우에 

모두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Fig. 3-4-25에 선형 스케일로 상온 및 고온 탈기 수중에서 시험한  ΔK vs. da/dN 

관계를 보 다. 피로 주파수의 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150℃에서 보다 상온에서 

시험한 경우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증가하 다.

다. 고찰

상온 및 150℃ 산소 포화 수중에서 터빈강의 피로균열진전속도는 공기 중에서 

보다  10배 정도 증가하 다. 물 속에서 발생하는 터빈강 표면의 부식 현상이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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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용이하게 하여 피로균열진전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터

빈 강의 응력부식에 관한 기술에서 보 듯이 터빈강은 산소 포화 수중에서는 높은 

응력부식민감성을 가진다. 산소 포화 수중에서 터빈강은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 진

전속도와 기계적 피로균열 진전 속도가 중첩되어 공기 중에서 보다 현저히 높은 

부식피로균열 진전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파수가 0.1Hz일 경우와 0.05Hz일 경우 부식피로균열진전 속도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주파수 차이에 의해 균열선단이 노출되는 시간 차이가  본 시험의 부

식 환경에서 응력부식 속도에 향을 줄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 속에 용존 수소가 존재 하면 터빈강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가 증가하

다. 피로 응력이 작은 경우 피로 균열 진전 속도의 증가가 더 현저하고 피로 응력

이 커지면 용존 수소의 효과는 작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식 환경수 중에 수소

가 존재하면 부식 피로 균열 진전 과정중 수소 취화가 기구가 작용하는 것을 시사

한다.  R. Rungta 등[3-4-10]에 의하면 포텐셜 값이 H2-H
+
 평형 전위 보다 

-1080mVH, -1280mVH에서 부식 피로 균열진전속도가 증가하는 시험 결과를 얻

었다. 이들의 연구도 터빈강의 부식 피로 가속화에 수소취화 기구가 작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산소 포화되어 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상온 및 

고온에서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수소가 부식 분위기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상온에서의 피로균열진전속도가 고온에서의 피로균열진전속도보다 크다. AISI 

4340강의 경우, 재료가 수소 가스 분위기에 존재할 때, 수소 취성은 보통 상온에서 

가장 잘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4-11]. 본 시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소 

취화 기구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터빈강이 수중에서 피로하중을 받으면 부식 피로 기구에 의해 균열진전속도가 

가속화됨을 확인하 다. 수 중에 수소가 존재하면 부식 피로 균열 진전속도가 상당

한 정도 증가하 는데 이는 부식 피로 과정 중 수소 취화 기구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 터빈 수질 관리에 용존 수소 농도를 관측하고 조절하는 것

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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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1차계통 방사선 준위 평가 기술 및 저감화 기술개발

1. 아연 주입효과 분석 및 아연 주입이 1차계통의 정화계통에  

 미치는 향평가 시험자료 생산

가. 서론 

원전 1차계 선량율 상승은 구조 재료로부터 냉각수에 용출하는 극 미량의 부식 

생성물이 원자로 노심에서 방사화 되어 생성한 코발트-60 등이 구조 재료의 내부 

표면에 침적되는 것에 의해 발생되며 이것은 작업 종사자의 피폭과 연관된다. 원전 

1차 계통 방사선량의 제어는 계통표면 침적 방사성 핵종의 제염, 부식 생성물의 생

성과 이동의 제어를 위한 고 pH 수질관리, 냉각재내 부유 방사성 물질 제거를 위한 

미세 여과재의 적용, 계통재질의 개선 등에 의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제어기술

들은 고유의 취약성 때문에 1차 계통 방사선량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키는 데에 한

계를 보이고 있다.

1983년 1차측 냉각재내 5∼15ppb 농도의 아연 환경에 노출된 계통의 배관에서, 

아연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계통 방사선량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1989년부터 아연주입 운전이 많은 BWR 원전에서 실시되었으며 최근에는 PWR 

원전에도 적용을 위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3-5-1,2,3,4,5]. 

아연주입 운전은 1차계의 노심 이외의 지역에서 방사능 침습 억제를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존에 개발된 타 기술에 비해 보다 근원적이며 능동적인 방사선량 저감

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1차계 중에 미량의 아연을 주입하여 방사능 축적

을 억제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절 제1항에서는 BWR 및 PWR 원전에서의 아연주입 실증 실험의 운전경험과 

아연 주입효과 및 아연 이외에 기타 첨가제 주입효과를 분석하 다. 그리고 아연 

화합물에 따라 용존 아연 화학종의 평형상태는 상이할 것으로 예측되어 용존 아연 

수용액 평형거동을 계산하 고, 정화계통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원자로

급 수지상에 용존 아연 화합물의 흡착율을 비교하기 위한 흡착 시험을 수행하 다.

나. 아연 주입효과 분석

(1) 아연 주입 반응 매커니즘

아연주입에 따른 1차 계통내 방사선량 감소 효과는 계통내 구조 재료의 부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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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다. 즉, Fig.3-5-1 및 Fig.3-5-2에서와 같이 과도 부식

생성물 형성층에서 계통내 재질표면에 금속이온의 결합을 갖는 형태로 구성된 산

화막(magnetite 결정구조)에 아연이 혼입되므로 보호적 성질을 띠는 산화막이 형

성되며, 이로부터 부식생성과 산화막 성장이 억제됨과 동시에 부식 생성물의 용출

이 감소되어 결국 계통내 방사선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6]. 

최근에 수행된 아연주입에 의한 산화막 형성 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각재내 

아연의 존재는 Inconel 합금 및 304 SS 강 산화막내 철과 크롬 성분을 농축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크롬의 결합 에너지 분석으로부터 

Cr-Zn 혼합상이 보호성 산화막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산화막 내

에서의 Cr의 안정화가 이들 재료의 일반적 부식과 PWCSS를 억제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아연 동위원소 및 감손 아연

천연에 존재하는 아연의 동위원소를 살펴보면 Table 3-5-1과 같이 평균 원자량

이 65.39로서 5가지의 동위원소가 주로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중 천연 아

연 동위원소 가운데 Zn-64 함량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Zn-64 다음으로 Zn-66의 

함량이 약 30% 정도로 천연 아연에 함유되어 있다. Zn-64는 Table 3-5-2에서 보

는바와 같이 중성자와 반응(electron capture)하여 감마선을 방출하고 Zn-65로 된

다. 이 반응은 평균 중성자 속도가 2,200m/s일 경우 중성자 흡수 단면적은 

0.78barns이다. 생성된 Zn-65는 방사성 동위원소로써 234.8일의 반감기를 가지며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여 Cu-65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성된 Zn-65는 다

시 1차계통 환경에서 중성자에 의해 안정 동위원소인 Zn-66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천연 아연중 약 19% 함량으로 존재하는 Zn-68도 또한 중성자에 의해 

Table 3-5-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단반감기를 가진 Zn-69로 전환될 수 있다.

1차 계통 방사선 준위를 낮추기 위하여 Zn-64가 다량 포함된 천연 아연의 계통

내 주입은 Zn-65와 같은 또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 1차 계

통내 아연 주입으로 방사선 준위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천연 아연대신 

Zn-64 함량을 1%이하로 줄인 감손 아연의 사용이 부각되어왔다. 그러나 고도의 

동위원소 분리공정으로 생산되는 감손 아연의 사용은 고가이긴 하지만 원전 형태

에 따라 경제적인 우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용의 당위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

날 아연 주입운전을 하는 대부분의 BWR 원전에서는 감손 아연 산화물을 사용하

고 있다. 반면 PWR 원전에서는 여전히 아연주입 운전기술을 평가하는 단계로 감

손 아연의 유기산 염을 사용하여 적용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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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 아연의 생산기술은 기상 원심분리공정을 이용하여 동위원소의 분자량 차이

에 의하여 수백 개의 고속 회전 원통에서 분리되어 연결되는 일련의 캐스케이드 

단위공정을 거치면서 농축되는 공정이다. 감손 아연 분리를 위해 폭발성 diethyl 

zinc를 원료로 주입하며 최종 농축된 기상 감손 아연은 산화물이나 유기산 염 화합

물 형태의 펠렛, 분말 또는 과립상의 안정된 화학 제품으로 전환하여 생산된다.

PWR 원전의 경우 고가의 감손 아연사용으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경우 Zn-64

의 함량이 5% 정도인 감손 아연 사용이 1% 미만 함량의 감손 아연보다 더 효과적

인 사용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3) 시범원전 아연 주입효과 분석

1982년도 초에, EPRI 와 GE Nuclear Energy에 의해 공동으로 지원을 받고 수행

한  BWR의 방사선 준위 생성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 원자로 계통수에 이온상 아

연이 존재하면 일차계통의 방사선량이 작아진다는 상관 관계가 있음을 입증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아연이 계통내 스테인레스 강의 부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함으

로써 계통내 방사선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실험실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 후 Hope Creek 발전소를 시작으로 Millstone Pt 1, 

Nine Mile Pt 2, Fitz Patrick, Monticello 및 Perry 발전소 등에서 아연주입과 방사

선 준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3-5-1,2,3]. 이러한 발전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연주입을 실시한 발전소의 방사선량은 훨씬 감소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발전소 구성 요소들의 재질에 따라 계통수내에 자연

적으로 아연이 존재하는 발전소들에서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

연주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Zn-65 방사능의 증가와 핵연료봉 침적물의 방출로 인한 

Co-60 준위의 상승 및 수화학 운전방법의 차이 등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실험실 연구나 먼저 실시한 BWR의 연구로부터 아연주입이 일차계

통 재질의 부식속도, 방사선장 그리고 Alloy 600의 PWSCC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PWR에서도 동일한 아연주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실증실험들이 

미국, 독일 등에서 진행 중에 있다[3-5-4,5,7,8,9]. 

OECD Halden 연구로와 Farley-2 원전을 대상으로 한 EPRI와 Westinghouse 

Owners Group (WOG) 지원에 의한 협력 프로그램 연구는 Alloy 600의 PWSCC, 

방사선장 역확산 완화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 부식에 대한 아연의 향을 평가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lloy 600의 PWSCC 억제 효과가 실제 한 가동원전에

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과정에 있고, 아연주입이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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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부식에 미치는 유해성 등의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독일 RWE Energy AG사의 아연주입 평가 연구는 Biblis 원전 B호기에서 

수행되어 오고 있는바, 냉각재의 화학 및 방사 화학적 환경 분석, 조사 선량율, 감

마 방사능 측정, 핵연료 검사, 냉각재 펌프씰 검사, 증기발생기 등의 검사를 내용으

로 하는 운전 시험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다. 

이미 BWR에서 방사선량의 확실한 제어효과가 입증되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PWR이 주종인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향후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

로, 아연 주입에 따른 1차 냉각계통 재질의 건전성 평가 및 수질관리 지침을 위한 

관련 연구 등이 요구된다.  

(4) 기타 첨가제 주입에 의한 향분석

1차계통내 Zn-64가 다량 함유된 천연 아연 주입은 Zn-65 생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감손 아연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감손 아연은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인 것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아연 주입의 대체기술이 검토되어 오고 있다. 

Zn이외에도 Mn, Ni, Mg 등이 스텐레스 스틸 표면에서의 코발트 침적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실험한 바 아연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다른 금속들은 아연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일본 동북전력회사 소속의 Saitoh 등[3-5-10]은 미량의 Zn와 

Mn, Ni, Mg 등의 혼합 금속의 주입 효과를 시험하 다.  혼합 금속 주입에서 아연

은 Zn-65의 생성의 향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량 아

연을 주입함에 따라 계통내 재질에서 Co-60의 축적을 줄이는 효과 저하를 다른 

Mn, Ni, Mg과 혼합 사용하므로 조금이라도 보충될 수 있다고 했다. BWR 냉각수

에서의 감손 아연의 사용이 필요치 않는 천연 아연의 허용한계는 약 1ppb정도이다. 

비록 이 수치는 막연한 수치이나 미량의 Zn와 Mn, Ni, Mg과의 혼합 주입으로도 

코발트 침적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모의 시험 루프에서 보여주었다. 그래서 원

전 냉각 계통내 1ppb이하의 미량 아연이 혼합된 금속 주입으로도 코발트 침적 저

감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험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Kurchatov 연구소에서는 고가의 감손 아연 사용의 경제성

과 아연의 유기산염 주입이 핵연료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원전 1차 냉각 

계통수내 알루미늄 주입으로도 방사선 축적을 저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하

다[3-5-11]. 알루미늄 주입으로 방사능 노심 표면에서 침적 물을 줄일 뿐만 아니

라 부식생성물 입자 크기를 감소시키고 부식 생성물의 유출 효율을 증대시키므로 

계통회로 내부 표면의 방사성 동위원소 축적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 116 -

이것은 계통 순환회로에서 이온이나 수산화물 형태의 반응성 알루미늄을 주입하

여 Al
3+
의 양이 부식생성물에 작용하는 Fe

2+
이온의 양보다 적어도 2배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주입하는 방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냉각계통에서 Al의 몰농도가 2

가 이온인 Fe
2+
 이온보다 2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양의 철 이온이 

3가(trivalent) 형태로 존재할 때는 알루미늄과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냉각계

통 내로 반응성 알루미늄 주입은 급수나 복수기의 응축수에 용존 알루미늄 화합물 

형태로 들어간다. 주입방법은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알루미늄 함유 화합물을 통해

서 냉각계통 급수에 의한 우회 여과라인으로 주입된다.

반응성 알루미늄 주입 방법은 전기 화학적 금속 알루미늄 용출에 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전해주입법인데 이 방법은 저온수 그리고 높은 

전기 전도도에서 사용된다. 두 번째 방법은 알루미늄 합금 부식으로 형성되는 알루

미늄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약 200℃이상의 온도에서 사용된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주입 계통에 채워진 특별한 알루미늄 함유 산화물 펠렛에 의해 용출된 

용존 알루미늄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알루미늄 용액 공급장치는 수중에서 용존 

알루미늄의 농도가 정상온도에서 1ppm 농도까지 복수기 공급라인으로 보내진다. 

또 하나의 주입 방법은 냉각재내 알칼리 금속의 알루미늄 화합물(수중에서 가수

분해 시 Al(OH)3)을 주입하는 것이다. 비등 경수로에서는 KAlO2를 사용할 수 있고 

가압 경수로에서는 KAlO2와 LiAlO2 모두 사용 가능하다. 알루미늄 염(즉, 

Al(NO3)2)에서 해리되어 생성된 Al(OH)3의 주입도 고려할 수 있다.  

중성 수화학에서 알루미늄 화합물 주입은 계통 재질의 부식 저항을 증가시키게 

한다. 알루미늄 주입으로 계통회로 재질 내부 표면에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보호 

피막인 예비 보호막이 형성되며 또한 수 화학 유지도 용이하다. 계통회로에서 방사

성 부식생성물 동위원소의 축적과 이동에 향을 주는 알루미늄의 메커니즘은 근

본적으로 아연 주입 메커니즘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반응성 형태인 알루미늄 주입

의 경우 ferrite대신에 알루미늄 화합물이 형성된다. 이들 알루미늄 화합물의 용해

도는 ferrite보다 훨씬 높다. 

알루미늄 화합물의 용존 형태는 방사능 노심 계통 표면상의 부착 형성과정에서 

사실상 침전이 형성되지 않는다. 알루미늄 화합물 형성의 주된 이유는 250℃이상의 

고온에서 계통 환경의 알칼리화를 방해하는 aluminum hydroxide의 양쪽성 성질 

때문이다. 알루미늄 화합물 형성은 본질적으로 2가 Fe의 농도를 줄이기 때문에 3

가 iron hydroxide의 형성 속도에 향을 준다.

냉각재 내에서 반응성 Al과 2가 Fe 이온이 존재할 때 magnetite나 hematite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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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루미늄 화합물의 일차적 형성이 관찰되었다. 이와 동시에 2가 금속들(Co, Zn, 

Ni 등)의 이온을 포함하는 ferrite 대신에 이들 금속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형성된다. 2가 금속 농도보다 낮은 알루미늄의 농도에서는 냉각재의 알루미늄 주입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냉각재에서 Fe 농도와 Al 농도의 이온 형태간 요구되는 어떤 최적비가 

존재하게 된다. 이 알루미늄 주입비율에 의해 노심 표면에 부착되는 Co를 포함하

는 철 산화물인 부식생성물의 형성을 작게 하는 한편 계통회로의 파이프라인과 장

치 표면에 알루미늄 화합물 침적형성을 억제한다.

2가 금속 이온이 철 산화물보다 Al과 쉽게 회합될 수 있어서 노심 표면에서 부착 

형성을 줄여 방사성 부식 생성물 생성을 억제한다. 동시에 계통 회로로부터 ferrite 

보다 비교적 용해도가 큰 알루미늄 화합물의 부식 생성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역

할을 촉진한다. 그래서 알루미늄 주입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을 관리하고 노심 

이외의 지역으로의 방사능 침적 억제뿐만 아니라 장기 운전 정지시의 제염방법으

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통 회로 재료 표면에 부식 생성물 침적과 중성 수화학 냉각재에서의 부식 생성

물 거동에 미치는 알루미늄의 향을 알기 위해 수행된 실시 예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알루미늄 주입은 Al 합금(BIT)을 사용한 양극 전해 용출법으로 우회 라인

으로 주입하여 계통내 조건을 Table 3-5-4처럼 유지하여 시험한 것이다. 실험 결

과 계통회로에서의 Al 침습 속도는 계통 표면에서의 철의 침습 속도를 능가하여 

알루미늄 주입시 다소 노심 침적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5-5).  

그래서 25-270℃의 온도 범위에서 알루미늄이 주입되었을 때 노심 표면에서의 

침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노심 입출구에서 30℃의 온도차(240-270℃)

로 이들 성분의 침적은 유발되지 않으며 알루미늄 주입에 의한 효과는 산소 농도

에 의해서도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Al 합금 B1T를 사용하여 주

입된 알루미늄은 노심 표면에 철 산화물 침적율을 10배이상 줄이고, 알루미늄 부식 

생성물의 침적 형성 속도를 현저히 낮게 한다(3g/cm
2
‧h이하)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주입이 없을 때 장치에 설치된 필터에서는 Fe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알루미늄 주입으로 필터에는 Al과 Fe가 모두 발견되었다.  이것은 다음 

화학 반응식들과 같이 FeAl2O4와 같은 용해성 알루미늄 화합물이 형성되었음을 입

증하는 것이다. 

Co(OH)2+2Al(OH)3=CoAl2O4+4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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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OH)2+2Al(OH)3=MnAl2O4+4H2O

Fe(OH)2+2Al(OH)3=FeAl2O4+4H2O

결론적으로 이 기술은 반응성 알루미늄 주입으로 노심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 부

식 생성물의 생성속도와 침적되는 두께를 줄여 계통회로 내부의 방사능 축적을 감

소시킬 수 있어서 원전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알루미늄 주입으로 

강의 일반 및 국부 부식 저항성을 가지게 하며 그리고 침적물내에 포함된 원소에 

의한 중성자 포획의 감소로 핵연료 유용시간을 길게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기 때

문에 국내에서도 아연 이외에 새로운 첨가제 주입기술로써 이 기술의 확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아연주입이 1차계통의 정화계통에 미치는 향평가 시험자료 생산

(1) CVCS 정화계통 분석

원자로 입구관으로부터 배출된 원자로 냉각수는 재생 열교환기(regenerative 

heat exchanger)를 거치면서 1차 냉각된다. 이 열교환기의 튜브쪽으로 충전수

(charging stream)를 흐르게 하여 원자로로 회수되기 전에 이곳에서 260℃정도로 

예열된다.  재생 열교환기를 거친 추출수는 추출관 오리피스(letdown orifice)를 거

치면서 감압되고 다시 비재생 열교한기(non-regenerative HX 또는 letdown HX라

고 함)에 의해 2차 냉각되어 다음에 설치된 이온교환기 운전에 적합한 온도(60℃미

만)를 유지케 한다. 추출수는 여전히 높은 압력(약 350psig)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

재생열 교환기 후단에는 감압밸브(PCV)가 설치되어 감압밸브 전단의 압력을 정격

압력으로 유지케 하고 후단의 압력을 재차 낮추어 지도록 되어 있다. 

일부 발전소에서는 추출수 감압밸브 후단에 붕소 분석기 및 방사능 감시기를 설

치하여 원자로 내의 붕소 농도변화 및 방사능 준위를 연속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추출수 온도 조절밸브(TCV)는 이온교환기로 흐르는 추출수의 온도가 허용

온도 이상일 경우 이온교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온교환기를 우회토록 연동장

치(interlock)가 되어 있다. 온도조절(TCV) 밸브를 거친 추출수는 정상 상태에서 

정화계통을 항상 통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추출수 정화를 위한 혼상이온 탈염기

(mixed bed)와 원자로 냉각수 pH제어와 핵연료 피복재 손상시 세슘(Cs) 방사능 제

어를 위해 양이온 탈염기(cation bed)가 설치되어 있다.

일부 발전소에서는 노심 말기 냉각수중 붕산 제거를 위한 음이온 탈염기

(deborating demineralizer)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양이온 탈염기 및 음이온 탈

염기는 정상운전 중에는 우회 운전되며 혼상이온 탈염기에서는 냉각수중의 C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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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 생성물 및 기타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데 이온교환시 원자로 냉각수중의 리

튬(Li) 및 붕소(B) 농도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이온 교환수지의 이온교환기

는 -Li형으로 음이온 교환수지의 이온교환기는 -BO3형으로 치환되어 있는 상태의 

혼상 이온교환 수지를 사용한다.

정화용 탈염기를 거친 추출수는 여과기를 거쳐 누출된 이온교환 수지의 파편을 

거른 후 정상적으로 체적 제어계통 탱크(VCT) 상부의 분사노즐로 보내어 진다.

RCS 체적 증가시는 붕산회수계통으로 보내어 지는데 이곳에는 원자로 냉각수 

계통의 화학처리가 수행된다. 예를 들면 pH제어제(Li
7
OH), 용존산소 제어제(N2H2)

는 약품 주입탱크(chemical mixing tank)를 통하여 충전수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

어 지며,  또한 정상 운전중 용존 산소 제어용인 수소(H2)기체는 체적제어계통

(VCT) 상부의 봉 기체로서 일정압력(보통 15psig 이상)을 유지케 함으로서 충전

수 중의 수소 용해도를 조절한다. 또한 반응도 제어제는 보충수 계통의 운전 방식

에 따라 붕산수 저장탱크(BAT)로 부터의 고농도 붕산수와 희석수로서의 탈염수가 

각기 유량 조절되므로서 냉각수 보충, 냉각수의 붕산 농도 증가 및 감소 기능을 수

행한다. 

노 냉각수중의 핵분열 생성 기체는 체적제어계통(VCT) 상부 수소기체층에서 일

부 용출되는데 시료분석을 통하여 이곳의 핵분열 기체 농도가 과다할 경우 기체 

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배출(purge)시킨다.

충전펌프는 체적제어 탱크로부터 추출수를 취하여 재생 열교환기를 거쳐 가열한 

후 추출관과는 다른쪽의 원자로 입구쪽으로 보내어지는데 일부는 각 원자로 냉각

수 펌프의 봉수로서 일정량 연속 공급된다.

(2) 정화장치의 탈이온 기능

노 냉각수 제어 계통의 탈이온 장치에는 앞서 기술한대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혼상이온 탈염기, pH제어 및 Cs제어를 위한 양이온 탈염기 그리고 노심 말기에 반

응도 제어를 위한 음이온 탈염기 등이 있다.  이들은 이온교환수지의 특성, 운전방

식 및 용도상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가) 양이온 탈염기(cation bed)

냉각수 중의 양이온 특히 pH 제어제인 Li
7
과 핵분열 생성물 중 방사성 Cs 동위

원소를 제거하는데 이용되며 보통 노심 수명기간 동안 운전될 수 있는 량이 충전

된다. 교체 시점은 Li 또는 Cs을 기준으로 탈염기 전후단의 농도비 즉 제염계수

(Decontamination Factor, D.F.=탈염기 입구 방사능/탈염기 출구 방사능)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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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Cs
134
, Cs

137
, Y

90
 및 Y

91
등을 측정하여 DF<10일 때 교체토록 한다.  여기서 사

용되는 수지는 H형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에는 적합지 못하며 운전 

허용온도는 121℃이하이다.

(나) 혼상 탈염기(mixed bed)

이 장치는 냉각수 중에서 방사성 옥소 동위원소 등의 방사성 물질과 염소, 불소 

등의 용해염류 그리고 CRUD제거를 위한 것으로 이 탈염기는 보통 2대가 설치되

며 탈염기 내에 Li
7
형의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와 OH형의 음이온 교환수지로 된 

Li
7
/OH형 혼상 이온 교환수지를 충전함이 원칙이나 H/OH형의 혼상 이온 교환수

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운전에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양이온 수지는 Li
7
OH

로 음이온 수지는 붕산으로 치환시켜 냉각수의 pH 및 반응도에 향을 주지 않도

록 유지 해야한다.

노 냉각수 제어계통에 붕산 제어용 음이온은 탈염기가 설치되지 않은 발전소에

서는 혼상 이온 탈염기의 한 대에 붕산치환을 시키지 않은 Li
7
/OH형 또는 H/OH형 

혼상 이온 교환수지를 충전하고 대기시켜 노심말기에 붕산 제어용으로 대신할 수

도 있다.

이 수지 역시 장기 보관에는 적합치 못하며 음이온 교환수지의 운전 허용온도가 

낮으므로 60℃이상에서의 운전은 수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탈염기가 운전중일 때는 성능 점검을 수시로 한다.  만일 전 방사능에 대한 

제염계수가 DF<10에 도달되면 탈염기는 새로운 수지로 교체토록 한다. 

(3) 이온교환 수지의 화학구조 및 이온교환기

이온 교환수지에는 용도상 일반용,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프용, 제약용 및 원자력

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용수처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대개가 일반용이고 원자로 용

수처리에는 원자력용이 쓰인다.

이온 교환수지의 모체는 초기는 석탄산, formaldehyde의 중합체(석탄산계 이온

교환수지라 함)가 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 styrene과  divinyl benzene의 중합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DVB(divinyl benzene)는 그물의 망목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가교제

(cross-linkage agent)라고 하며 망목구조의 조 도를 나타내는데 DVB의 사용량 

즉 DVB% (DVB/monomer×100)를 사용한다. 또한 DVB%를 가교도라 한다. 이온

교환수지는 보통 16∼50mesh 크기의 구상 또는 무정형의 입자로서 수많은 (약 

10
17
개) 이온교환기가 존재한다. 이온교환수지는 물에 녹지 않는 산 또는 염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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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는데 가교의 정도, 다공성, 내 산화성, 입경 및 산성 또는 염기성의 강도

에 따라 분류가 된다.

(가) 양이온 수지

양이온 교환수지는 양이온(cation)을 교환할 수 있는 이온 교환수지로서 3차원적

으로 축중합해서 제조된 다공성 고분자 골격에 교환기로써 -SO3H, -COOH, -OH, 

-PO2H2 등의 산기를 결합한 구조이며 수중에서 다음과 같이 전리한다.

   R-SO 3H  →  RSO
-
3 +H

+   

이 수지는 산과 같이 해리하여 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에 불용인 

산으로 볼 수 있다.  R-SO3H형의 수지는 강산성이므로 강산성 양이온 수지이라 

하며 R-COOH, R-OH형의 수지는 약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산성 양이온 

교환수지이라 한다.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는 styrene계 합성수지 모체에 sulfonic acid기(-SO3H)의 

이온교환기를 가진 것으로 강산성 양이온 교환수지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지인데 교환용량이 비교적 크고 반응속도가 빠르며 내구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3-5-3은 양이온 교환수지의 생성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음이온 수지

음이온 교환수지는 양이온 교환수지와 같이 3차원적으로 축중합 다공성 고분자 

골격에 교환기로서 1∼3급 아민(-NH2, -NHR, -NR2) 및 4급 암모늄을 결합시킨 

구조이며 수중에서 교환기가 염기와 같이 해리하므로 물에 불용성 인 염기로 볼 

수 있다.

   R-NH 2+H 2O  →  R-NH
+
3 +OH

-   

1∼3급 아민기 교환기로 가진 수지를 약 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라 하며, 4급 암

모늄기를 교환기로 가진 수지를 염기성이 높아 강염기성 음이온 교환수지라 한다. 

Fig.3-5-4는 음이온 교환수지의 생성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다) 원자로급 이온교환 수지

원전 1차계통 냉각수 제어계통(CVCS)의 정화용 탈염기는 수지의 제조 공정상이

나 보관시에 함유될지 모르는 불순물의 양을 고려하여 수지내 함유 불순물의 양이 

냉각수내 용출율이 현저히 낮은 원자로급 수지가 사용된다. Table 3-5-6은  롬엔

하스사의 Amberlite
®
 IRN 수지 계열의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4) 아연 화합물 및 아연 수용액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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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연주입을 위한 아연 화합물

BWR원전에서는 주로 감손 아연 산화물(ZnO)을 특별한 추가공정을 사용하여 용

해시켜 용존 아연 수용액을 주입하고 있다. 이 경우 초기에 아연 용출 공정에 충전

해야 할 다량의 값비싼 감손 아연 산화물이 필요하게 되어 높은 초기 투자비가 필

요로 한다. 아연 산화물은 용해도가 수 ppm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유

량으로 용존 아연 용액을 주입해야 하며 계통수내 목표치까지의 아연농도를 주입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순도 아연 산화물의 주입으로 별다른 

불순물이 유입될 확률이 낮아서 기존 1차 계통 수화학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수 마이크론 이하의 불용 미세 입자나 콜로이드 상태의 아연 산화물이 

계통수내로 유입될 수 도 있다.

반면 PWR시범 원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아연의 유기산 염은 비교적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의 용출 주입 공정이 필요 없고 작은 유량으로 고농도 주입이 가

능하여 계통수내 목표치 아연 농도까지 단시간 내에 도달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유기산 이온이 공존하게되어 1차계통 수화학 관리에 향을 줄 수도 있다.

PWR이 주류인 가동중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아연 주입제로 zinc acetate의 유기

산염의 사용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Zn-65생성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감손 아연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화계통에서의 소모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아연 수용액 평형

수용액에서 아연산화물(zinc oxide)과 유기 아연금속 화합물들(zinc formate, 

zinc acetate)은 다음과 같은 해리 반응으로 Zn
2+
 이온이 생성된다. 

Zn 2++H 2O= ZnO( s)+H
+ , K=2.0×1011 at 25℃

Zn
2+
+2HCOO

-
=(HCOO) 2Zn(s) , K=0.0832 at 25℃

Zn
2+
+2CH 3COO

-
=(CH 3COO) 2Zn(s) , K=0.0126 at 25℃

수용액에서 해리되는 acetate나 formate의 유기 이온은 다음과 같은 용액 평형 반

응이 수반된다.

HCOOH(aq)+OH
-
=HCOO

-
+H 2O

CH 3COOH(aq)+OH
-=CH 3COO

-+H 2O

수용액에서 산화수가 2가인 아연은 물의 가수분해에서 생성되는 수화된 전자에 의

해 아연이온(Zn
+
)으로 환원된다. 1가 아연이온(Zn

+
)은 불안정하여 OH의 라디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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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빈져 존재시 다음 반응식에 의해 Zn
2+
이온이 생성된다.    

Zn
+
+OH=Zn

2+
+OH

-

용존 아연 수용액에서는 산화수가 2가 이상인 아연화합물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

정한 2가 아연화합물 즉, Zn
2+
이온을 포함한 다핵 수용 착물인 Zn(OH)

+
, 

Zn(OH)2(aq), Zn(OH)3
-
 의 화학종만 여기에서 고려하 다. 

수중에서 아연이온의 가수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이 온도 의존성 평형상수 값들

을 갖는 용액 평형 반응식들로 고려된다[3-5-12,13].  

Zn
2+
+H 2O= ZnOH

+
+H

+, log 10Kq=-
3869.87
T

+5.5392

Zn 2++2H 2O= Zn(OH) 2(aq)+2H
+ , log 10Kq=-

4229.87
T

+2.7028

Zn
2+
+3H 2O= Zn(OH)

-
3 +3H

+, log 10Kq=-
5029.87
T

+2.4902+ log 10Kw

이들 가수분해 반응들은 용존 아연의 수산화물 화학종간의 평형상태를 나타낸다. 

상기 식에서 물의 해리상수(KW=[H
+
][OH

-
])는 Marshall-Frank [3-5-14,15]의 상관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용존 아연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아연 화학종 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Zn]= [Zn
2 +
]+[Zn(OH)

+
]+[Zn(OH) 2 (aq) ]+ [Zn(OH)

-
3 ]     (3-5-1)

희석 용액에서 비이상 용액 향를 보정하기 위하여 열역학적 화학반응 평형상수

(Keq)는 활동도 계수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Keq=Kc⋅K γ                          (3-5-2)

이 개념은 비이상 용액 향은 개개 화학종의 화학적 구조가 아니라 전기적 전하

량에 의해서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개략적 분자 이온활동도 계수(estimated molal 

ionic activity coefficients, Υz)는 다음과 같이 Debye-Huckel 관계식[3-5-15]을 이

용할 수 있다.

log γ z=-AZ
2
i [ I 0.5

1+ I
0.5 ]     (3-5-3)

여기서 이온 활동도 계수는 쿨롬(coulomb)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이온 용질들의 역

할을 특성화하는 것으로 그 정의는 다음 식과 같이 벌크 상의 개개 이온 전하 값의 

자성으로 곱한 이온 농도의 합으로 나타낸다.  

I=0.5∑
i
Z
2
i [S i ] (3-5-4)

여기에서, z는 이온 전하(ionic charge), I는 이온세기(ionic strength), 그리고 A

는 Mesmer, Baes, 그리고 Sweeton 데이터에 의해 유도된 온도 의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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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ye-Huckel 한계 기울기 상수이다[3-5-15].

아연 수용액 평형계산은 가수분해 화학 반응식들의 평형상수 값에 기초한 연립 

계산식들의 수치계산을 수행하므로 개개 용존 아연 화학종(Zn
2+
를 포함한 

hydrolytic Zn 이온들) 평형 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Fig.3-5-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전체 용존 아연의 농도가 10
-6
mol/kg(∼

65ppb)일 때 상온 산성 역에서는 naked Zn 이온이 주로 존재하 으며 pH 7을 

경계로 Zn(OH)
+
 이온의 농도 증가를 알 수 있다.  염기성 역에서는 주로 아연의 

수산화물 화학종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조건의 고온수(∼300℃)

에서 용존 아연의 거동은 Fig.3-5-6에서와 같이 중성 pH 역에서는 Zn(OH)
+
와 

Zn(OH)2(aq)의 화학종이 주된 용존 아연 성분으로 예측된다.  상온에서 존재하는 

naked zinc이온(Zn
2+
)은 고온으로 갈수록 감소하 으며, hydrolytic Zn 이온들의 농

도가 증가된다.  용존 아연 주입으로 인한 계통 표면재질과의 회합반응은 용존 아

연 성분중 Zn(OH)2(aq)의  중성 화학종과의 반응으로 추정된다. 

300℃의 중성 pH 역에서는 Zn(OH)2(aq)의 화학종이 안정된 아연 성분임을 추

측할 수 있는데 실제 고온수에서 스피넬 산화물 형태의 비양론적 부식생성물

(NixFe3-xO4)에 대한 이들 용존 아연의 침습거동은 이 반응에 수반되는 표준 자유

에너지 값을 구하므로 반응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원전 냉각재에서 방사화

된 부식생성물은 코발트가 침습된 형태의 산화물(CoyNixFe3-x-yO4, 여기서 x+y≤1

이며 y<<x)로 확인된 바, 아연 분위기에서는 아연은 코발트와 경쟁적으로 침습하

기 때문에 이러한 코발트의 침습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다.  

(5) 원자로급 이온교환수지상 아연 흡착 기초실험

PWR 아연 주입 시범 원전 가운데 가장 많은 운전 데이터를 생산한 미국의 

Farly 2호기의 아연 주입 운전기간(10주기) 동안에 약 10.9kg의 순수한 아연이 주

입되었다. 이 원전에서 아연에 관한 물질수지를 평가한 결과 주입된 용존 아연 가

운데 약 35%만이 1차 계통수내에 용존되어 있거나 계통재질 표면에 회합되어 방

사선 저감화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65%인 7.1kg정도는 정화

계통에서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입된 아연은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소모되

기 때문에 이 원전에서 계통내 목표치 아연농도 ∼40ppb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시간당 2g의 순수한 아연이 주입되었다.

계통수내 아연주입은 상기 사실로 미루어 보아 1차 계통수 정화장치에서 다량 

제거되기 때문에 정화장치의 탈염수지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

화 탈염수지는 통상 1주기 이상의 노심 수명기간동안 충분한 정화능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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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연 주입으로 인한 노심 주기 이내에 정화수지 수명에 미

치는 향은 미미하나 아연 흡착에 의한 정화수지 수명을 위한 확인 시험 평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 화합물에 따른 이들의 용존 수용액상에서 원자로급 정화수

지상에서 흡착되어 감소되는 제거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분식 흡착시험을 수행하

다. 

(가) 실험방법

(이온교환 수지)

원자로급 이온교환 수지로 롬엔하스사의 Amberlite
Ⓡ
 IRN 77 양이온(H

+
형) 수지

와 IRN 150(H
+
/OH

-
형) 혼합수지를 선정하 다. 이들 수지는 

styrene-divinylbenzene이 주성분인 미세 세공을 가진 겔타입형의 전구체이다. 

Table 3-5-7은 실험에 사용된 수지의 사양이다. 수지들은 먼저 18MΩ/cm정도의 

초순수에 담가 충분히 세척하고 불순물을 용출시켜 제거하 다.

이중 일부는 H
+
형의 양이온 수지를 Li

+
형으로 치환하기 위하여 Aldrich사의 

lithium hydroxide monohydrate(LiOH‧H2O, 99.95%)를 초순수에 희석시켜 이론적 

교환용량보다 충분히 많은 양의 0.1N의 LiOH 용액에 수지를 담가 24시간 방치하

다. 이렇게 Li
+
형으로 치환된 수지는 다시 초순수에 여러 번 세척하여 항습이 유

지되는 데시케이터에 넣어 보관하 다.

(용존 아연 수용액 조제)

용존 아연화합물은 아연의 acetate 및 formate의 유기산염 화합물과 아연 산화물

로부터 용액을 제조하 다. 흰색 분말 형태의 99.99% 순도의 미국 Aldrich사의 

zinc acetate dihydrate (Zn(OOCCH3)2․2H2O)와 일본 Showa사의 98.5% 순도의 

zinc formate dihydrate (Zn(HCOO)2․2H2O)를 각각 초순수에 용해시켜 500ppm용

액을 만들어 저장용액으로 하 다. 

본 실험에서의 모든 용존 아연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화학분석실에 의뢰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 Model: Jobin Yvon JY38 plus, polychromator, JYOCY)을 사용한 분석결

과를 이용하 다. 여기에서 총 용존 아연의 농도([Zn])는 식(3-5-1)과 같이 앞서 아

연 수용액 화학평형에서 언급한 4가지 대표적 용존 아연 화학종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아연 산화물로부터의 용존 아연 용액은 Aldrich사의 미세 분말 형태인 zinc 

oxide(ZnO, 순도 99.99%)를 장시간 초순수(18MΩ/cm)의 에 분산시켜 이것을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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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ulose acetate membrane이 내장된 bottle top filter를 이용하여 흡인 여과시

켜 아연 용존 용액만을 취하여 저장용액으로 하 다.  아연 산화물로부터 용존 아

연의 수용액이 다량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과정으로 아연 수용액을 만들

어 저장용기에 모은 후, 여기서 채취한 저장용액의 아연 농도는 ICP분석을 통하여 

3.4ppm임을 확인하 다.     

(회분식 흡착장치)

흡착장치는 Ace Glass사의 2L용량의 이중 자켓형 반응조를 사용하 다.  외부 

자켓쪽으로 항온조의 물을 순환시켜 25℃의 온도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흡착시

험은 zinc acetate와 zinc formate로부터 얻은 아연 수용액은 5ppm의 수용액으로 

희석시켜 1.5L 수용액을 만든 다음 여기에 양이온 교환수지(Amberlite IRN-77) 또

는 혼상 이온 교환수지(Amberlite IRN-150) 일정량 즉 1.5g(평균 함수율 50-60% 

포함한 수지의 무게)을 일정시간 교반기로 분산시켜 흡착실험을 수행하 다. 흡착 

도중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용액 시료를 채취하여 수지에 흡착되어 감소되는 아연 

농도 추이를 살펴보았다. 회분식 흡착 반응조에 pH(OMEGA
®
 PHCN-37) 및 전도

도(OMEGA
®
 CDCN-90A)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이들의 변화도 동시에 관찰하

다. 

(나) 결과 및 고찰

Fig.3-5-7은 Zn(CH3COO)2를 용해시킨 아연 수용액(5 ppm)으로부터 양이온 교

환수지(IRN 77)에 의한 회분식 흡착 반응시 이때 감소되는 용존 아연 농도와 pH 

및 전도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IRN 77 양이온 수지는 수중에서 다음과 같이 H
+

형으로 전리한다. 이 수지는 산과 같이 해리하여 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

로 물에 불용인 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흡착 반응이 지남에 따라 pH 변화는 산

성 성질을 나타내며 양이온 교환 시 높은 한계 전도도 값을 갖는 H
+
 이온이 유리되

어 많아지기 때문에 전도도는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3-5-8은 Zn(CH3COO)2를 용해시킨 Zn 수용액(5 ppm)으로부터 혼상 이온 교

환수지(IRN 150)에 의한 흡착 반응 시 이때 감소되는 용존 아연 농도와 pH 및 전

도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혼상 수지인 IRN 150에는 아민에 OH
-
형의 교환기를 

가진 IRN 78의 음이온 교환수지와 혼합된 혼상 수지이다.  이중 음이온 수지는 수

중에서  OH
-
형으로 전리하여 염기와 같이 해리하여 염기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

으므로 pH변화는 초기에는 아연 이온과의 H
+
이온의 교환으로 pH가 산성쪽으로 

변화하나 흡착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OH
-
 이온의 유리에 의해 pH값이 상승하

다.  혼상 이온교환 수지에 의해 수중에 존재하는 Zn 양이온 및 acetate 음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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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되어 전도도는 감소하게 된다. 

Fig.3-5-9은 ZnO로부터 용출시킨 아연 수용액(3.4ppm), Zn(HCOO)2 및  

Zn(CH3COO)2를 용해시킨 아연 수용액(각각 5 ppm)으로부터 원자로급 이온교환 

수지인 양이온 교환수지(IRN 77) 및 혼상 이온 교환수지(IRN 150)에 의한 흡착 속

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세로축은 초기농도에 대한 감소된 농도의 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양이온 교환 수지에서나 혼상 이온교환 수지에 의한 아연 흡착속도

는 용존 아연 화합물에 관계없이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양이온 교환수지가 혼상 

이온 교환수지 보다 2배정도 양이온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흡착 속도가 빠르게 나

타났다. 이것은 주로 존재하는 용존 Zn 화학종이 Zn
2+
를 비롯하여 Zn(OH)

+
등 주로 

양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아연 성분이 흡착된다.

수용액에서 용존 아연 화학종중 이온 형태의 아연인 경우 주로 Zn
2+
와 Zn(OH)

+
 

형태로 존재하며 양이온 사이트인 H
+
에 대한 선택성은 다른 2가 금속이온보다 약

하다. 

한편 음이온 수지에 의한 아연제거는 Zn(OH)3
-
의 존재가 극미량이기 때문에 아

연 흡착에는 그 향이 적다. 그러나 acetate 이온(CH3COO
-
)이나 formate 이온

(HCOO
-
)이 공존하여 이들이 소모될 때 용액내 이온들의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이온 수지에 의한 Zn
2+
와 Zn(OH)

+
 흡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Fig.3-5-10은 ZnO로부터 용출시킨 Zn 수용액(3.4ppm), Zn(HCOO)2 및  

Zn(CH3COO)2를 용해시킨 Zn 수용액(각각 5 ppm)으로부터 Li(2.2 ppm) 및 B(1000 

ppm) 공존시 원자로급 이온교환수지인 Li
+
/OH

-
형 혼상 교환수지(IRN 150) 및 

H
+
/OH

-
형 혼상 이온교환 수지(IRN 150)에 의한 흡착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

농도에 대한 감소된 농도의 분율은 아연 화합물에 관계없이 비슷한 제거율을 보여

주었다.

라. 결론

BWR 및 PWR 원전에서의 아연주입 실증 실험의 운전경험과 아연 주입효과 및  

기타 첨가제를 분석하 다. BWR의 경우 미국내 많은 원전들이 본격적으로 감손 

아연 산화물을 사용한 아연 주입운전을 실시하여 방사성 부식생성물 저감화 효과

를 실현하고 있다. 국외 몇몇 PWR 원전은 향후 아연 주입운전을 목표로 최종 점

검을 위한 실증시험 단계에 있다. 그 시험 내용으로 아연 주입에 따른 1차 냉각계

통 재질의 건전성 평가, 수질관리, Alloy 600의 PWSCC 억제효과 검정, 그리고 핵

연료 피복관 부식에 대한 아연의 향 평가를 면 히 검토하고 있다. 고가의 감손 

아연을 대체하기 위한 알루미늄 또는 아연 함유 혼합금속 주입으로도 1차 계통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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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준위를 낮출 수 있다는 국외 연구보고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이들의 확인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전 냉각재에 아연 주입을 위하여 아연의 산화물과 유기산염의 3가지 아연화합

물을 선정하여 검토하 고 가동중 PWR 원전의 경우 고농도로 주입할 수 있는 

zinc acetate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연 화합물에 따라 용존 아연 화학

종의 수용액 평형거동은 ∼300℃의 고온에서는 주로 아연의 수산화물 착물 형태로 

존재함이 계산으로 확인되었다. 

원전 1차 계통에 아연 주입시 상당수의 아연이 정화계통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정화 수지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원자로급 수지상에 용존 아연 화합물의 흡

착율을 비교하기 위해 회분식 흡착 시험을 수행한 결과 ZnO, Zn(HCOO)2 및  

Zn(CH3COO)2를 용해시킨 아연 수용액의 흡착 제거 거동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다. 

용존 아연에 의한 탈염 수지탑의 수명을 시험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지 칼럼을 이

용한 일정농도의 용존 아연 수용액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출구 아연 농도 추이로 

구성되는 파괴곡선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공학적인 시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탈염 수지탑내의 처리수의 체류시간과 유동을 모사할 

수 있는 규모의 항온 이온교환 수지탑 시험장치가 필요하다.

2. 아연 주입이 계통 재질의 SCC에 미치는 향 평가

가. 계통재질에 부식 거동에 미치는 아연주입의 향

(1) 일반 부식에 미치는 향 

계통 재질의 일반부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J. N. 

Esoposito 등[3-5-16]은 아연 주입환경에서 일반 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환

경은 아연 농도가 20ppb 이하, 1200 ppm boron, 2.2 ppm lithium 및 25cc H2/kg 

H2O의 수소가 용해된 수중이었다. 이들이 연구에 사용된 계통 재질은 304SS, 

Alloy 600MA, Alloy 600TT, Alloy 690TT, Alloy 750, Zircaloy-4, Zirlo 및 Stellite

이었다. 부식 시험은 아연이 주입된 환경 및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2500

시간 동안 수행하여 상호 시험결과를 비교하 다. 재료 표면으로부터 떨어져나간 

금속의 양(metal release)은 Fig. 3-5-11에 보인 바와 같이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다 총 부식 속도 및 부식 유출 속도(corrosion 

release rate)가 감소하 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스테인레스강 및 인코넬 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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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반 부식 시험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3-5-17].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아연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 비해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는 산화물의 양이 

현저히  적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문헌 의하면 원전 환경에 아연이 주입되면 계통 재료의 일반 부식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2) PWSCC initiation 

웨스팅하우스 오우너 그룹(Westinghouse Owner Group)에서 PWSCC에 미치는 

다양한 화학 성분의 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아연 주입은 증기발생

기 전열관 재료의 PWSCC 생성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Esposito 등은 

RUB(Revesed U Bend)시편을 사용하여 응력부식생성(PWSCC initiation)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12% 및 24% 변형시킨 Alloy 600 MA, Alloy 

600 TT, Alloy 690 TT 튜브가 사용되었다. RUB시험 데이터로부터 50%의 샘플이 

균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통계 분석하여, 아연이 주입된 환경과 아연이 주

입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험 결과를 Fig. 3-5-12에 비교하여 보 다. 이 그림은 

아연이 20 ppb  용해된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의 생성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여준

다. 균열의 도 및 길이, 깊이의 관점에서도 아연이 주입되면 응력부식균열 정도

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3) PWSCC 민감성 평가(CERT시험) 

Kawamura 등[3-5-18]은  산소를 제거하고 수소가 일정 양 용해된 50ppm B + 

2.2 ppm Li을 함유한 모의 원전 수 환경(simulated PWR Primary Water 

Chemistry environment; PWC environment)에서 표면 산화막을 형성시킨 Alloy 

600MA 시편에 대해 SSRT 시험을 수행하 다. 이들은 360℃의 PWC 환경에서 

1000시간, 2000시간 Alloy 600MA 시편에 예비 산화막을 형성시킨 다음, PWC환경

에 10ppb의 아연이 용해된 환경(ZWC)에서 1000시간 2차 예비 산화막을 형성시킨 

후 SSRT 시험을 수행하 다. SSRT시험의 변형속도는 1.25x10
-7
s
-1
정도 다. 

Fig. 3-5-13에 SSRT시험의 2종류 열처리된 Alloy 600MA 시편의 응력-변형 곡

선을 보 다. ZWC 환경에서 예비 산화막이 형성된 시편 및 예비 산화막이 형성되

지 않은 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 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a)환경에서 시험

한 경우와 아연이 주입된 (b)환경에서 시험한 경우를 비교하면 925℃, 1025℃에서 

열처리한 Alloy 600MA 시편 모두 아연이 주입된 (b)환경에서 연신률이 증가하

다. Fig. 3-5-14는 아연이 주입된 환경 및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입계 파



- 130 -

괴 분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925℃ 및 1025℃에서 열처리된 Alloy 600MA 시편 모

두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입계 파괴 분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4) PWSCC  균열진전 속도

Kawamura 등[3-5-18]은 925℃에서 30분간 열처리한 Alloy 600 MA(76.66% Ni, 

15.40% Cr, 7.24% Fe, 0.021% C, 0.33% Si, 0.34% Mn, 0.002% Cu, 0.004% P 및 

0.002% S)에 대해 DCB(Double Cantilever Beam) 시편을 이용하여 PWSCC 균열

진전속도를 측정하 다. 시험환경은 360C, 50ppm B, 2.2 ppm Li, 25cc H2/kg H2O 

수용액분위기 다. 10 ppb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PWSCC 균열진전속도는 ZWC 

환경에서 5000시간 예비산화막을 형성시킨 시편의 경우,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

경(PWC)에서 예비산화막을 형성시키지 않은 시편에 비해 Fig. 3-5-15에 보인 바

와 같이 1/10 정도로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David S. Morton 등[3-5-19]은 탈산소 hydrogenated water 분위기에서 Alloy 

600 및 EN82H , X-750 재료에 대한 아연 주입에 의한 SCC 균열진전속도 감소효

과를 시험하 다. 이들은 뚜렷한 아연 주입효과를 관측하지 못했다. 동일한 시편에 

대해 시험 도중 아연의 농도를 변화시킨 시험에서도 아연 주입효과가 뚜렷하지 않

았다. 아연 주입 효과를 관찰하지 못한 이유로 저자들은 아연이 균열선단의 니켈 

산화물에 혼입되는 안정한 산화막을 형성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다. 

(5) Zn 첨가에 의한 PWSCC 저항성 증가 원인 분석

(가) 표면 산화막 분석

Esposito 등[3-5-20]은 아연이 주입된 환경과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다

양한 시편을 부식 시험 한 후, 시편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을 오제분석장치(Auger 

Electorn Spectroscopy,AES) 사용하여 산화막의 두께 및 산화막의 성분을 분석하

다.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시험된 시편은, 표면에 아연 농도가 10%정도 존재

하고 상당한 깊이까지 아연이 존재하는 반면,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아연은 시편표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표면 산화막의 두께도 아연이 주입된 환

경과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 는데 아연이 주입된 환경

에서 표면 산화막의 두께가 얇은 반면 아연이 주입되지 환경에서는 산화막의 두께

가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 다.  

Kawamura등[3-5-18]은 Zn 주입이 재료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특징에 미치

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AES, XPS, XRD에 의해 산화막의 구조 및 화학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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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2층 구조를 가지는 예비 산화막은 외각층은 페

라이트(ferrite), 내부 층은 니크로메이트(nichromate)로 구성된다.  10ppb 아연 주

입에 의해 외각 층의 역 스피넬 산화 층(inverse spinel oxide layer)이 감소하여 산

화막 층의 총 두께가 감소하 다. 아연은 내부의 니크로메이트(nichromate) 스피넬 

산화막에 함유되고, 산화층에 크롬량과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은 접한 관계를 가

지는 것을 관찰하 다. 부식환경에 아연이 주입되면 산화층에 Ni, Cr의 농도는 증

가하고 Fe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산화막의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들은 아연이 주입되면 크롬-아연 상이 형성되고 크롬은 이상에서 안정화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상의 결과로부터 모의 원전수에 아연 첨가는 아연-크롬

으로 형성되는 산화막을 안정시키고 결과적으로 Alloy 600 MA 합금의 PWSCC 균

열진전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 산화막 파괴 변형 및 재부동태화 해석

Angeliu 등은[3-5-20] 288℃의 고온 수중에서 철계 합금의 입계응력부식 특성에 

미치는 아연 주입 효과를 슬립-용해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하 다. 이 모델에 의하

면 표면 산화막의 파괴 변형 및 재 부동태 거동 특성의 향상은 입계응력부식 저항

성을 증가시킨다.  288℃의 탈산 분위기에서 아연의 농도를 100ppb정도로 유지하

을 때 Fe-12%Cr 강의 재부동태 속도는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들의 수명 예측 모델에 의하면 보호 산화막 파괴변형량의 증가와 재 부동태 속

도의 증가에 의해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의 관점에서 철계 합금

의 수명이 최소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는 아

연의 양이 증가하면 균열진전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CT 시편에 대한 균

열진전시험 및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측정된 응력부식균열 속도와 비교

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Reactor 적용 검증 시험

경수로의 1차 계통 수에 아연을 주입하면 누적 조사선량을 감소시키고 Alloy 600

의 PWSCC 응력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어 오고 있기 때문

에 EPRI 및 WOG(Westinghouse Owner Group)는 Farley Unit 2 원자로에 실제로 

아연을 주입하여 아연주입효과를 관측하 다[3-5-21]. 이 프로젝트는 실제 원자로

에서 아연을 주입하여 응력부식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및 누적 조사선량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고 핵연료 피복관 등 계통 재질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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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주입 가동 후 비파괴 검사 방법으로 전열관 재료의 결함을 평가하 다. 아

연 주입 이전에 비해 결함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검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

과는 아연 주입 기간이 아연 주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짧고 이전 주기

에서 수행된 숏 피닝 효과와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 아연 주입에 의해 균열

의 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증 시험을 수

행한 연구자들은 아연 주입에 의한 PWSCC 저항성 증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들은 약 9개월간 아연 주입한 Farley-2 원자로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인출하여 산화막의 특성을 조사하 다. 인출된 전열관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과 아

연 주입하지 않은 9주기 후에 전열관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의 두께 및 구성을 오제

분석기(Auger Electoron Spectroscopy,AES)로 관찰, 비교하 다. 10 주기 운전 후 

표면의 아연 농도는 약 20% 정도 다. 아연의 침투 깊이는 실험실 연구 결과와 비

교해서 작았지만 아연의 농도는 실험실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아연 주입 전에는 

전열관 튜브 표면에 전혀 아연이 관측되지 않았다. 

한편, 연료봉의 표면 부식생성물의 방사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아연의 향을 파

악하기 위해 Farley-2의 9주기 말 및 10주기 말 정지기간동안 연료봉의 표면 부식

생성물을 수거하여 분석하 다. 아연을 주입하면 핵연료의 상단에 부식생성물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들은 평가하 다.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에 미치는 아연 주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할덴 연구로에

서 로내 아연 주입 관련 검증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아연 주입에 의해 지르

칼로이 합금의 부식 거동에 악 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 다. Farley-2 검증 시험

에서 10 주기운전 후의 핵연료 피복관 산화막의 두께가  9주기 운전 후의 두께보다 

큰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차이는 아연 주입에 의한 부작용이기보다는 과도한 열 

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내 검증 시험 결과 아연 주입이 피복관의 산화 

거동에 뚜렷한 악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Hump시편에 의한 Alloy 600의 응력부식 가속화 시험

(1) 연구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 냉각수는 순수(pure water)에 여러 첨가물이 주입된 형

태로 사용되어 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키고 누적 방사선량의 저감화를 도모한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1차 계통 원전수의 첨가물로서 Zn를 주입하면 계통재료의 입

계응력부식저항성이 증가하고 누적 방사선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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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제로 Zn주입방법은 BWR 원전에 적용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PWR에도 실험실적 실증 시험 및 원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3-5-22∼25]. 원전계

통재료의 부식저항성에 미치는 첨가제의 향을 파악하는 것은 원전의 건전성 향

상 및 수명 평가를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통상의 인장시편을 이용하여 Alloy 600

의 IGSCC에 미치는 첨가제의 향을 파악하는 것은 순수(pure water)분위기에서

는 균열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재료에 다축 잔류 응력이 작용하면 PWSCC의 균열 생성이 용이해지고 및 균열진

전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Totsuka등[3-5-26]은 통상의 인장시편에 굴

곡부를 형성시킨 험프시편을 사용하여 PWSCC시험을 수행 한 결과 시험시간을 단

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험프 시편에 의한 응력부식 시간 단

축효과를 확인하고 일정한 변형에서 일정연신률 시험을 중단한 후 단면 조직을 관

찰하여 균열의 생성여부를 확인하여 균열 생성 시점을 분석하고 시편의 변형 및 

균열 형성과정을 파악하고자 하 다.

(2) 시험방법

시험은 스테핑 모터 방식으로 작동하는 고온고압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시험장치를 이용하여 Fig. 3-5-16에 보인 바와 같은 Alloy 600 hump 시

편에 대해 연신률 2.5 × 10
-7
/sec를 부과하여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3-5-8에 보 다. 험프 시편에 의한 응력부식 가속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합금 A, B, C에 대해 상온에서 360℃사이의 온도에서 용

존산소 10ppb이하의 탈 산소된 수중에서 부식 시험, 250℃ 탈산소된 수중 및 상온

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상호 비교하 다. Table 3-5-9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 환경, 조건 및 시험 결과를 보 다. 험프 시편의 가공에 따

른 굴곡부의 조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 현미경으로 단면 조직을 관찰하 고 

굴곡부를 따른 경도를 측정하 다. CERT 시험 후, SEM으로 파면을 관찰하여 파

단 모드를 파악하 고 변위-하중 곡선 형상, 파단까지 걸리는 시간 및 최대 연신률

을 비교하여 각 환경에서의 응력부식민감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한편 균열의 

생성 과정 및 생성 시점을 알기 위해 일정한 변형에서 일정 연신률 시험을 중단한 

후 단면 조직을 관찰하여 균열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 

(3) 시험 결과

360℃, 탈 산소된 수중에서 저속 변형 응력 부식 시험(hptest-3) 결과 및 250℃, 

탈 산소된 수중 시험(hptest-4)결과, 공기중에서 상온 인장 시험(hptest-2)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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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3-5-17의 변형-하중 곡선에 보 다. 360℃ 탈 산소된 수중에서 시험된 

hptest-3의 하중-변형 곡선과 상온 및 250℃에서 시험된 hptest-2 및 hptest-4의 

하중-변형 곡선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 다. hptest-3의 경우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이 100kgf정도의 최대값 근처에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hptest-2 및 hptest-4의 경우는 하중이 최대값까지 단조 증가

한 후 바로 파단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 다. 

시험번호 hptest-1에서 hptest-9까지 Alloy 600 시편을 2.5×10
-7
/sec의 변형 속

도로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5-9에 보 다. Table 3-5-9에 의

하면 이 시험들을 수행할 때 파단까지 걸린 시간은 100시간에서 150시간 사이 다. 

상온 및 250℃에서 수행한 시험에서 파단은 모두 연성 파괴에 의해 진행되었다. 

360℃에서 시험한 경우 모든 시험에서 입계응력부식 균열이 관찰되었다. 재료의 파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 3-5-18에 보 다. hptest-3의 경우 파면은 

Fig. 3-5-18에 보인 바와 같이 입계 파괴 형태를 띠고 취성파괴 거동을 보이는 반

면 hptest-2 및 hptest-4의 경우는 전형적인 연성파괴거동을 보 다.

재료의 파괴 거동 차이는 Fig. 3-5-19를 관찰하면 명확히 구별된다. 취성 파괴 

거동을 보이는 hptest-3의 경우 험프 시편의 굴곡부가 거의 변형 없이 균열이 진전

되어 초기 굽힘각이 유지되는 반면 연성 파괴 거동을 보이는 hptest-2의 경우는 굴

곡부가 심하게 변형되어 초기 굽힘각이 상당히 벌어져서 커진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취성파괴 거동을 보이는 경우는 시편에 거시적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굴곡부 

내측 노치부근에 응력부식 균열이 생성되어 균열 입구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굴곡

부 노치 부근의 미시적 변형을 감소시킨다. 반면에 연성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는 

시편에 거시적 변형의 증가에 따른 굴곡부 내측 노치 부근에 응력부식 균열이 생

성되지 못하고 대신에 심한 변형이 유발된다. 

험프 시편의 굴곡부 조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굴곡부의 단면 조직과 미세경도

를 측정하 다. Fig. 3-5-20은 험프 시편의 굴곡부 단면 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험프 형태로 가공되면서 굴곡부의 결정립들이 변형된다. 굴곡부 

외측은 인장 응력을 받아서 결정립들이 길게 늘어난 형태를 가지고 굴곡부의 내측

은 압축 응력을 받아서 결정립들이 수축된다. 굴곡부의 외측면에서 내측면을 따라

서 가공시 걸려지는 응력이 인장 응력에서 점차 압축응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5-21은 험프 시편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미세경도를 측정한 결

과이다. 험프의 시편 굴곡부의 정점 부근과 양쪽 어깨 부근의 경도는 320(HV)정도

이고 가공되지 않은 부위의 경도는 200(HV)정도이다. 가공된 부위의 경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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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정 연신률 시험 과정 중 균열이 생성되는 시점 및 일정 시점에서 굴곡부의 단

면을 관찰하여 균열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 다. 이 시험들은 

360℃ 수중에서 수행되었는데 시험 hptest-int1(A재료, 초기 공기 포화, 새 압력용

기: 용기표면에 산화막 미 형성)과 hptest-int2(B재료, 초기 공기 포화, 용기표면 산

화막 기 형성)이다. hptest-int1은 재료 A시편에 대해 변형이 1.8㎜정도 진행되고 

응력이 16.9 kg/㎟정도 되었을 때 시험을 중단하고 굴곡부의 단면을 관찰하여 균열

의 생성 여부를 확인한 시험이다. Fig. 3-5-22 및 Fig. 3-5-23에 보인 바와 같이 최

종 파면을 형성하는 현저한 균열은 관찰되지 않고 노치를 중심으로 미세한 입계 

균열이 상하로 관찰된다. hptest-int2는 재료 B시편에 대해 Fig. 3-5-23에 보인 바

와 같이 변형이 2.5㎜정도 진행되고 응력이 23.1 kg/㎟정도 되었을 때 시험을 중단

하고 균열 여부를 관찰한 시험이다. Fig. 3-5-24의 단면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치부가 심하게 변형되어 결정립이 하중방향으로 길게 늘어서는 경향을 보

이지만 균열은 형성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치 상하로 미세

한 입계균열도 관찰되지 않는다. 

(4) 고찰

360℃, 탈 산소된 수중에서 부식 시험한 hptest-3의 경우 Table 3-5-9에 보인 바

와 같이 파단까지  소요된 시간은 119시간(약 5일)이다. 통상의 인장 시편을 가지

고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할 경우 1∼3 개월(720시간 ∼2160시간)이 소요된다

[3-5-18]. 즉 6배에서 18배 정도로 시험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통상의 시편을 사

용한 경우, 수 개월 시험 후에도 입계 파면의 분율은 10∼30% 정도이기 때문에 서

로 다른 조건의 시험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입계 파면의 분율로부터 

환경 인자의 향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에 험프 시편에 형성되는 파면을 

보 다. 약 5일 정도 시험한 시편에서도 대부분의 파면이 입계파괴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보 다. 따라서 험프 시편을 사용하면 응력부식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

고 환경인자의 향에 따라 입계 파면 분률 및 하중-변형 곡선의 형태가 뚜렷한 차

이를 보이므로 시험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험프 시편의 경우, 균열이 생성되기 전에는 거시적인 변형은 주로 굴곡부에 집중

된 변형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통상 인장 시편에서 네킹이 생기기 전 까지 나타

나는 시편의 게이지 길이 전체에 걸친 균일 변형에 해당하는 시간이 없다. 따라서 

총 파단 시간이 감소하여 단기간에 시편이 파단에 이르게 된다. 또한 파단까지 걸

리는 시간은 험프시편을 통상의 인장 시편과 비교할 때 균열의 생성/성장 거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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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해서도 단축된다. 통상의 인장시편을 험프 시편과 같은 형태로 가공하면 굽

혀진 부분이 Fig. 3-5-21에 보인 바와 같이 경화될 뿐만 아니라 Fig. 3-5-20에 보

인 바와 같이 결정입계의 형상이 굴곡부의 내측에서 외각으로 가면서 변화한다. 이

와 같은 굴곡부의 가공에 의해 굴곡부에 복잡한 응력 분포가 도입된다. 

험프시편에 인장 하중이 부과되면 굴곡부에 회전력이 걸린다. 이 회전력은 굴곡

부를 원래의 상태로 펼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펼치는 힘은 굴곡부 내측 노치에

서는 인장 응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굴곡부의 외각에서는 압축 응력으로 작용한다. 

Fig. 3-5-24를 참고하면 이러한 응력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외부 하중 방향에 수

직한 굴곡부의 단면을 기준으로 이 단면에 수직으로 상, 하 방향(y)으로 주 응력이 

작용하고 단면상에 굴곡방향으로의 응력(x방향) 및 굴곡부 측면(z방향)으로의 응

력이 형성된다. 수직 방향의 응력(y방향)은 굴곡의 외각 방향(x 방향)으로 갈수록 

달라진다. 인장 응력에서 압축 응력으로 변화한다. 강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이 응력 변화에 따라서 x방향으로의 응력이 발생해야 한다. 시편의 두께 방향

(x방향)의 길이에 비해 측면 방향(z방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두꺼운 

판재에 형성되는 평면 노치에 작용하는 평면 변형 상태와 유사한 3축 응력 상태가 

된다. 이 3축 응력 상태가 소성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균열의 

용이하게 생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5) 결론 

험프(hump)시편을 사용하여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행하면 입계응력부식 유발시

간이 단축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입계응력부식균열의 민감성을 용이하게 상호 비

교, 평가할 수 있다.  곡률이 다른 Alloy 600 험프 시편에 대해 여러 환경에서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응력부식 시험을 수

행하 다. 시험 후, 변위-하중 곡선의 형상 및 파면을 비교하여 각 조건에서의 입

계응력부식민감성을 평가하 다.  입계 응력부식 민감성은 험프 시편 굴곡부 결정

립의 변형 거동에 큰 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균열 생성 시점을 파악

하기 위해 일정한 변형에서 일정연신률 시험을 중단 한 후 단면 조직을 관찰하여 

균열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는데 균열의 생성거동은 하중-변형 곡선의 기울기에 

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험프 시편을 이용한 일정연신률 시험은 시편 굴곡부의 응력부식을 가속화하여 

단기간에 입계응력부식 민감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험프시편 굴곡부의 가공 형태 및 결정립 변형 거동은 재료의 응력부식거동에 

현저한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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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균열은 하중-변형 곡선의 기울기는 응력부식 거동을 반 한다. 

다. Alloy 600 험프 시편의 입계응력부식 균열에 미치는 변형 속도의 향

(1) 연구배경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거동은 재료의 변형 거동과 긴 한 관계를 가진다. 재료에 

외력이 작용하면 변형이 일어나거나 균열이 생성, 성장하게 된다. 재료에 변형이 

일어나는가 혹은 응력부식균열이 유발되는가는 재료에 형성되는 응력 조건과 부식 

조건에 좌우된다. 일정 연신률 시험에 의해 재료의 응력 부식 균열 특성을 평가할 

때 시편의 변형 속도가 바뀌면 균열 선단에 형성되는 응력 조건은 동일하나 부식 

조건이 변화하게 되어 응력부식균열 거동 변화가 유발된다.

변형속도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거동의 변화는 다양한 재료-부식 환경에서 보고

되고 있다[3-5-27]. Magnin등[3-5-28]에 의하면 316 스테인레스강은 153℃의 

MgCl2 용액 속에서 변형속도 10
-7
/sec ∼ 10

-4
/sec 범위에서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

행 시, 변형속도가 3x10
-5
/sec 이상일 때는 최대 인장 응력이 공기 중 시험 값과 유

사하여 연성 파괴 경향을 보이다가 3x10
-5
/sec 이하일 때는 최대 인장응력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변형속도가 10
-6
/sec일 경우에 1/3배 정도로 감소하여 취성 파

괴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티타늄(Ti)은 3% NaCl 용액 분위기에서 좁은 범

위의 변형속도 역에서 입내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나고 이 범위 외의 변형속도에

서는 연성파괴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3-5-29].

그리고 Berry 등[3-5-30]의 연구에 의하면 탄소강은 80℃의 

carbonate-bicarbonate 용액에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변형속도에 의존한다고 

보고하 다. 변형속도가 10
-5
/sec 이하일 때 변형속도가 작아질수록 SCC의 민감성

이 커진다. 또한 이들은 평균 균열진전속도도 변형 속도에 의존하는 것을 관찰하

다. 82℃에서 전위 -1.010V(Cu-CuSO4 전극기준)를 부과한 탄소강 시편을 33% 

NaOH 용액에서 응력부식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 을 때, 변형 속도가 3×

10
-6
/sec 이상일 때는 응력부식균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변형 속도가 감소하

여 2.5×10
-6
/sec에서 1×10

-7
/sec 범위에서는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여 10

-6
㎜/sec 

정도의 속도로 균열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 다.

응력부식균열 시험시 변형 속도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의 변형

과 유사한 거동을 갖는 연성 파괴 양상을 보인다. 변형 속도가 임계값 이하로 점차 

감소하면 균열 선단의 부식에 의해 용해량이 증가하여 응력부식균열 경향이 증가

하여 취성 파괴 양상으로 변하게 된다. 변형 속도가 극단적으로 작아지면 재부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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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진전에 의해 균열 선단의 부식에 의한 용해량이 다시 감소하게 되어 공기중 

파괴 거동과 유사하게 된다.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증가되는 변형 속도 범위는 재

료-부식 환경 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Alloy 600 합금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되는데 증기발

생기의 부식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에 PWSCC, Fretting 등 다양한 부식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lloy 600 합금을 고온 고압의 탈 산소 수 중 및 산소 

포화 수 중에서 일정 연신률 시험을 수행하여 변형 속도가 변화함에 따른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거동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 다. 

(2) 시험 방법

응력부식균열 시험은 스테핑 모터 방식으로 작동하는 Fig. 3-5-25에 보인 바와 

같은 고온 고압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Fig. 

3-5-16과 같은 형태의 Alloy 600 hump 시편에 대해 변형속도  1.25×10
-7
/sec, 2.5

×10
-7
/sec, 3.75×10

-7
/sec, 5×10

-7
/sec를 부과하면서 변형률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

다. Alloy 600 합금은 B & S AIRCRAFT Alloy 사에서 제작된 튜브형태의 재료

를 사용하 고 험프 시편은 자체 제작한 금형을 사용하여 성형하 다. 시험에 사용

된 Alloy 600 시편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3-5-8에 보인 바와 같다. 시험은 210 기

압, 360℃에서 탈 산소된 수 중(deaerated water, dissolved oxygen(DO) 〈 10 

ppb) 및 산소가 포화된 수 중(aerated water, 8ppm)에서 수행하 다. 수 중에 존재

하는 용존 산소 농도는 저수 탱크에 시험 종료 시까지 연속적으로 분당 60cc 정도

의 질소가스를 흘려줌으로서 10 ppb 이하로 농도를 유지하 다.  시험 속도를 가속

화하기 위해 Fig. 3-5-16에 보인 바와 같은 중심부위가 험프(hump)형태의 시편을 

사용하 다. CERT 시험 후, SEM으로 파단 모드를 관찰하여 입계응력부식 발생 

여부를 확인하 고 변위-하중 곡선 형상, 파단까지 걸리는 시간 및 최대 연신률을 

비교하여 각 변형 속도에서 입계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3) 결과

산소가 제거된 360℃의 수중 (DO(dissolved oxygen) < 10 ppb)에서 변형 속도를 

1.25×10
-7
/sec ∼ 5×10

-7
/sec로 하여 CERT 시험을 수행하 을 때 하중-변형 거동 

변화를 Fig. 3-5-26과 Table 3-5-9에 나타냈다. Fig. 3-5-26을 보면 변형에 따른 

하중 변화가 변형 속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형 초기인 

0.5㎜까지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하중 증가 기울기가 

감소한다. 변형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초기에 최대 하중 근처에 도달한 후 하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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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후 하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최종적으로 파단 

변형 근처에 이르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5-26을 보면 변형속도가 5×10
-7
/sec 에서는 최대 하중 220kg, 최대 변형 

3.7㎜ 정도이나 변형속도가 1.25×10
-7
/sec에서는 최대 하중 80kg, 최대 변형 약 2

㎜ 정도가 된다. 변형 속도가 1/4로 감소함에 따라 최대하중 및 최대변형이 약 1/2 

정도 감소하 다. 시험이 수행된 변형속도 범위에서는 변형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최대 하중 및 최대 변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5-27은 변형속도 2.5×10
-7
/sec 및 3.75×10

-7
/sec로 CERT 시험 후 파단면 

전체를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변형속도가 2.5×10
-7
/sec일 경우 입계 파괴가 

시편의 내측 표면에서부터 진행되어 시편 전체 두께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최외

각의 일부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불안정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파면

이 입계파괴로 형성되었다. 반면에 변형속도가 3.75×10
-7
/sec일 경우 표면에서 시

작된 입계파괴가 시편 전체 두께의 1/2 또는 2/3정도 되는 지점까지 진행되다가 불

안정 파단이 일어난다. 입계파괴분율은 변형속도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Fig. 3-5-28은 산소가 제거된 360℃의 수중 (DO(dissolved oxygen) < 10 ppb)에

서 변형속도가 2.5×10
-7
/sec 및 3.75×10

-7
/sec일 때 입계파괴된 역을 SEM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그림이다. 모두 전체적으로 입계파괴 형태를 띠면서 국부적으로 

입내파괴 양상을 보인다. 변형속도가 2.5×10
-7
/sec인 경우 입계의 경계가 뚜렷하여 

요철이 심한 파단면이 형성되나 변형속도가 3.75×10
-7
/sec인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입내 파단된 표면에서 비교적 매끈하고 평탄한 면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산소가 포화된 360℃ 수중에서 변형속도가 1.25×10
-7
/sec 및 2.5×10

-7
/sec

일 때 CERT 시험결과를 Fig. 3-5-29에 하중-변형 곡선으로 나타냈다. 변형 속도

가 1.25×10
-7
/sec 일 경우 최대하중 270kg, 최대 변형 3.75㎜ 정도이고 변형속도가 

2.5×10
-7
/sec일 경우 최대 하중은 200kg, 최대변형 3.25㎜정도이다. 변형속도가 

1.25×10
-7
/sec일 경우 변형속도가 2.5×10

-7
/sec일 경우에 비해 최대 하중 및 최대 

변형이 크다. 산소가 포화된 수중에서는 산소가 제거된 수중에서의 시험과 상반된 

거동을 보이는데 변형속도가 작은 경우 오히려 최대 하중 및 최대 변형이 크다. 

Fig. 3-5-30에 SEM 파면을 보 는데 변형속도가 큰 2.5×10
-7
/sec일 경우가 변형 

속도가 작은 1.25×10
-7
/sec일 경우에 비해 입계 파괴분률이 작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5-31에는 Fig. 3-5-30의 파단면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된 부분을 

확대하여 보 다.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난 부분은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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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단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용존산소가 제거된 환경에서는 변형속도가 작아질수록 

입계응력부식 민감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나 산소가 포화된 수중에서는 산소가 

제거된 환경에 비해 입계부식 민감성이 작아지고 변형속도가 커질수록 입계응력부

식 민감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4) 고찰

탈 산소 수중에서는 변형속도가 감소하면 최대 연신률이 감소하고 변형-하중 곡

선 상에서 동일 변형에 대응하는 하중 및 최대 하중도 감소하나 파단면상의 입계

응력부식균열 분율은 증가한다. 반면에 산소포화 수중에서는 변형속도가 감소하면 

연신률이 증가하고 변형-하중 곡선 상에서 동일 변형에 대응하는 하중 및 최대 하

중도 증가하나 입계응력부식균열 분율은 감소한다.

일정 변형률 시험(CERT)은 시편의 단위 시간당 변형(시편의 거시 변형)을 일정

하게 유지시키면서 대응하는 하중의 변화를 관찰하여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

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험프 시편을 사용한 CERT 시험에서 거시적 변형이 유발되

기 위해서는 험프 시편의 1) 굴곡부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변형되어 연성 파괴되

든지 혹은 2) 굴곡부에 국부적인 균열이 생성, 성장하여 균열의 개구부가 열리는 

취성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험프 시편을 사용한 일정 변형률 시험에서 최대 연신률이 변화한다는 것은 험프 

시편의 굴곡부에서 1) 연성 파괴 경향(굴곡부의 균일 변형)과 2)취성 파괴 경향(굴

곡부의 국부적인 균열 생성 및 성장)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대 

연신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험프 시편의 굴곡부에서 연성 파괴 경향에 비해 취성 

파괴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최대 연신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굴곡부 

전체에 걸친 균일한 변형에 의해 재료의 거시적 변형이 유발되기보다는 굴곡부에 

국부적인 균열이 생성, 성장하여 균열의 개구부가 열려서 시편의 거시적 변형이 유

발된다는 의미이다.

응력부식균열은 재료 표면에 있는 보호피막이 파괴되고 이 파괴된 부위에서 금

속의 용해가 국부적으로 집중되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균열은 1)균열 선단 피

막의 재부동태화(repassivation), 2)균열 선단의 슬립에 의한 산화막 파손, 3)균열 

선단에서 금속의 용해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한다[3-5-31].

탈 산소 수중에서 변형속도가 감소하면 험프 시편의 굴곡부에 취성 파괴경향이 

증가하여 최대 연신률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거시 변형 

속도가 빠른 경우는 굴곡부의 균열 진전 속도가 충분히 커서 균열의 벌어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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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거시 변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를 경우에만 취성 파괴가 일어난다. 슬립

-산화에 의한 균열 성장 모델에 의하면 5)균열은 균열선단의 부식 용해량과 비례

하여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금속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지 않으면 

금속의 부식 용해량은 시간에 의존한다. 탈 산소 수중에서는 산소 농도가 낮아서 

부동태 피막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거시 변형속도가 빠르면 균열 선단의 

부식 용해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균열의 성장에 따른 개구 변위의 증가에 의한 거

시 변형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탈 산소 수중에서 거시 변형 속도가 늦으면 균열

선단 표면이 보호막 없이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선단

표면에서 부식 용해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변형속도가 늦으면 균열의 성장에 

의한 개구 변위의 증가에 의해 거시적인 변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균열 선단에서 금속의 부식 용해량이 많으면 동일 변형에 대응하는 하중도 감소

하고 최대 하중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 하중의 감소는 기계적인 하중에 의한 균열 

성장보다 부식 용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식 현상에 기인한 균열의 성장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탈 산소 수중에서는 본 시험의 변형속도 역에서 변형속도

가 감소함에 따라 입계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증가하게 한다. 

한편, 산소 포화 수중에서는 보호피막이 잘 생성되어 탈 산소 수중에서와는 다른 

입계응력부식균열 거동을 보인다. 산소 포화 수중에서는 보호피막 형성이 용이하

므로 변형속도가 감소하여 부식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오히려 균열 선단 표면에

서 단위 시간당 금속 부식 용해량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소포화 수중에서 변

형속도가 감소하면 균열 선단표면에서 부식 용해량이 감소하고 균열은 성장이 둔

화되어 입계응력부식균열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5) 결론

210기압, 360℃의 탈산소 수중 및 산소 포화 수중에서 변형속도가 변화함에 따라 

Alloy 600 합금의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 민감성은 현저한 차이를 보 다. 36

0℃의 탈 산소 수중에서 alloy 600이 변형속도 1.25×10
-7
/sec ∼ 5×10

-7
/sec 범위

에서 변형될 때, 변형 속도가 감소하면 입계응력부식균열 (IGSCC) 민감성은 증가

하나, 360℃의 산소 포화 수중에서는 변형속도가 감소하면 입계응력부식균열

(IGSCC) 민감성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입계응력부식 거동은 탈 산소 수중 및 산

소 포화 수중에서 균열 선단 표면에 형성되는 부동태 피막의 형성 거동 및 부식 용

해 량과 긴 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동태 피막 형성 정도 및 부식 용해량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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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lloy 600의 PWSCC에 미치는 용존산소의 향

(1) 연구배경

수중에 존재하는 용존 산소 농도는 금속 재료의 부식 거동에 큰 향을 준다. 보

통 용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철강 재료의 부식 속도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

다. [3-5-32]. 원전 배관용 탄소강, 터빈재료용 저합금강 등 원전에 사용되는 구조 

재료도 용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5-33]. 용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원전 계

통 재료 표면의 포텐셜 증가를 유발하여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므로 원

전 수화학 환경의 용존 산소 농도는 엄격히 조절되고 있다[3-5-34, 3-5-35].

용존 산소 농도는 Alloy 600의 입계 응력 부식 거동에 큰 향을 줄 것으로 사료

되나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1차 계통 

부식 환경에 존재하는 용존 산소가 Alloy 600의 입계 응력 부식 거동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존 산소 농도를 달리한 부식 분위기에서 험프 시편을 이

용하여 일정 연신률 시험을 수행하 다. 

(2) 시험방법

시험은 스테핑 모터 방식으로 작동하는 고온고압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시험장치를 이용하여 Fig. 3-5-16에 보인 바와 같은 Alloy 600 hump 시

편에 대해 연신률 2.5 × 10
-7
/sec를 부과하여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3-5-8에 보 다. 열처리 및 험프 가공을 달리한 시편들에 대

해 1) 360℃ 탈 산소된 수중(deaerated water, DO(dissolved oxygen) < 10 ppb), 2) 

360℃, 산소포화 수중(aerated water, DO=8ppm) 3) 용존 산소 농도(50ppb∼

15ppm)를 달리한 수중에서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3-5-9에 본 연구

의 시험 조건을 보 다. CERT 시험후, SEM으로 파면을 관찰하여 파단 모드를 관

찰하여 입계응력 부식 발생 여부를 확인하 고 변위-하중 곡선 형상, 파단까지 걸

리는 시간 및 최대 연신률을 비교하여 각 환경에서의 응력부식민감성을 상호 비교, 

평가하 다. 입계 응력 부식 시험 후 파단면에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조성 분포를 

알기 위해 Auger분석을 수행하 다. 

(3) 시험 결과

Table 3-5-9에 입계응력부식 시험 조건 및 결과를 보 다. 이 결과는 시험 재료 

및 험프 가공 조건이 상이한 3 쌍(1)hptest9-hptest3, 2)hptest7-hptes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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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ptest21-hptest24)의 시편을 360℃의 산소가 포화된 순수(aerated pure water) 

환경, 탈 산소된 순수(deaerated pure water) 환경 및 용존 산소 농도(50ppb∼

15ppm)를 달리한 수중에서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3쌍의 시험에 대한 

하중-변형 곡선을 Fig. 3-5-32 ∼ Fig. 3-5-34에 보 다.  용존 산소 농도(50ppb∼

15ppm)를 달리한 수중에서 응력부식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Fig. 3-5-35에 보 다. 

3쌍의 시편 모두 산소 포화 환경에서의 하중-변형 거동은 탈 산소 환경에서의 하

중-변형 거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Fig. 3-5-32를 보면 수중에 산소가 포화

된 환경에서 수행된 시험(hptest-9)의 경우 하중-변형 곡선은 변형이 증가함에 따

라 하중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최대 하중 값에 도달한 후 바로 파단에 이

르는 형태를 가졌으나, 수중에 산소가 제거된 환경에서 수행된 시험(hptest-3)의 

경우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 초기에 최대 하중에 도달하고 이 값이 최종 파단

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유지되는 형태를 가졌다. 최대 하중 값은 산소 포화 환경에

서 260kg정도이고 탈 산소 환경에서는 80kg정도로 탈 산소 환경에서 시험한 경우 

훨씬 작다. 파단까지의 변형은 산소 포화 환경에서 3.9㎜, 탈 산소 환경에서 3.2㎜정

도로 연신률도 탈 산소 환경에서 작다. 이와 같은 경향은 Fig. 3-5-33과 Fig. 

3-5-34에 보인 열처리가 다른 B 재료에 대한 시험(hptest7-hptest25) 및 험프 가공 

방법이 다른 시편에 대한 시험(hptest21-hptest24)에서도 유사하다. 

용존 산소 농도가 50ppb∼15ppm의 범위에서 수행한 결과를 Fig. 3-5-35에 보

다. 50ppb이상 용존 산소가 존재하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응력부식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일정 연신률 시험 후, hptest-21 시험(탈 산소 수 환경) 및 hptest-24 시험(산소 

포화 수 환경) 시편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3-5-36 및 Fig. 

3-5-37에 보 다. 탈 산소된 hptest-3인 경우 시험 초기에 입계 균열이 발생하여 

시험의 최종부까지 입계 균열이 계속된 것을 볼 수 있고, 산소 포화된 hptest-9의 

경우에는 입계 응력 부식 균열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른 2쌍의 시험

(hptest7-hptest25, hptest21-hptest24)에서도 유사한 파단면 형태를 보 다. 

Auger 분석기에 의해 산화막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Fig. 3-5-38에 보 다.  탈 

산소 수 환경인 hptest-3인 경우 최외각 표면 부위에 Ni의 농도가 크고 Fe 농도가 

큰 층이 나타나는데 반해 산소 포화 수 환경인 hptest-9의 경우 최외각 표면 부위

에 Fe 농도가 큰 반면 Ni농도가 작은 층이 형성된다.  

(4) 고찰

본 연구의 시험 결과 (파단면의 형태, 하중-변형 곡선의 형태, 최대 하중 및 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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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근거하면 환경 수중에 용해된 산소의 농도는 Alloy 600의 입계응력부식 거동

에 큰 향을 준다. 수중에 산소가 포화된 부식 환경(hptest-9, hptest-25, 

hptest-24)에서는 산소가 제거된 부식 환경(hptest-3, hptest-7, hptest-21)에서 보

다 Alloy 600의 입계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양호하 다. 

산소 포화 환경에서 입계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은 산소 농도 증가

에 따른 부식 전위(corrosion potential)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

의 터빈 관련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속 재료의 부식은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

과 수중에 용해된 수소이온 혹은 산소의 환원 반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수중에 

용존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 과정 중 환원 반응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산소의 환

원에 의해 일어난다. 

O2 + 2H2O + 4e
 _
> 4OH

-

이 환원 반응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반응에 대한 평형 전위가 높아진

다. 산소의 환원 반응에 대한 평형 전위가 높아지면 산소의 환원 반응에 대한 분극 

거동(전극 전위 vs. 부식 전류)도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전극 전위 변화에 

대해서 산소의 환원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의 량이 변화하게 된다.  

부식 전위(corrosion potential)는 산소의 환원 반응에 의해 발생한 전류와 조성 

금속의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한 전류가 상쇄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용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식 전위는 높아진다. 산소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부식 전위가 

낮아서 조성 금속이 active한 역에서 부식 전류가 결정되지만, 산소 농도 증가에 

의해 부식 전위가 높아지면 조성 금속이 부동태를 형성하는 전위 역에서 부식 

전류가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실제로는, 부식 전위가 먼저 결정되고 다

음에 부식 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식 전위와 부식 전류가 동시에 결정되

는 것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와 같이 기술함). 이 부동태를 형성하는 전위 

역에서는 조성 금속의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가 극히 적으므로 부식이 현저

하게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산소의 농도 증가에 따른 입계응력부식 

균열 저항성 증가는 이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용존 산소의 농도가 큰 역에서는 

부식 전위가 높게 형성되고 이 전위 역에서 조성 금속의 표면에 부동태가 형성

되어 입계응력부식 균열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 Fig. 3-5-37에 보인 산화막의 조

성 변화도 이와 같이 용존 산소 농도 변화에 따른 부동태 피막 형성 과정이 변화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Hump 시편을 이용한 PWSCC 민감성 시험에서 용존 산소 농도는, 재료의 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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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특성 및 가공 방법보다 응력부식균열 거동에 더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Alloy 

600의 PWSCC 저항성은 탈 산소 수중(deaerated water)에 비해 산소 포화 수중

(aerated water)에서 더 우수하 다.  용존 산소 농도가 높은 수중에서 PWSCC 저

항성이 우수한 이유는, 산소 농도 증가에 따른 산소 환원 평형 전위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분극 거동의 변화 및 조성 금속의 부동태 형성에 기인한 부식 전류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Alloy 600의 응력부식에 미치는 아연 주입 효과 시험

(1) 연구 배경

원전 1차 계통수에 아연이 주입되면 계통에 누적되는 방사선량을 감소시키고 계

통 재질, 특히 전열관으로 사용되는 Alloy 600의 응력부식저항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아연 주입 연구 동향 관련 항목에

서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 주입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5 ppb 아연이 주

입된 원전 모의 부식 환경에서 일정 연신률 시험을 수행하 다. 

(2) 시험 방법

Alloy 600합금의 응력부식 민감성에 미치는 아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아연

을 주입한 물 속에서 CERT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험프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

여 수행하 다. 순수 100L에 3.6 ppm Zinc borate 모용액 139 ml을 주입하여 수중

에 아연이 5 ppb 용해되도록 조성하 다. 360℃에서 질소 주입하여 용존 산소 농도

를 10 ppb이하로 떨어뜨린 후 1.25×10
-7
/sec ∼ 5×10

-7
/sec 사이의 변형속도로 시

험을 수행하 다. 기타 시험 방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3) 시험 결과

5 ppb 아연이 주입된 수용액에서 CERT시험(hptest-35 ∼hptest-40)한 결과를 

Table 3-5-9 에 보 다. Fig. 3-5-39에 5 ppb 아연 주입되고 용존 산소가 제거된 

수용액에서 2.5×10
-7
/sec 변형속도로 Alloy 600 험프 시편에 대해 CERT시험한 하

중-변형 거동 결과를 보 다. 초기에 하중 80kgf 정도까지 유사 탄성 역을 형성

한 후 하중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역(일정 하중 역)이 나타난다. 이후 다

시 하중이 증가하고 최종 파단에 이른다. 

Fig. 3-5-40에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과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수행된 시

험을 비교하 다. 두 환경에서 하중-변형 곡선의 형태가 차이를 보인다. 아연이 주

입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유사탄성 역이후 하중이 90kgf에서 97kgf 사이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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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복을 보인 후 최종 파단에 이른다. 반면에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는 유사 

탄성 역과 일정 하중 역 이후 최종적으로 하중이 80kgf에서 120kgf까지 상당

히 증가한 후 파단에 이른다.  최대하중는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97kgf정도이

고 아연이 주입된 경우는 120kgf정도이다. 아연이 주입된 경우 최대하중이 증가하

다. 연신률도 차이가 나는데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 비해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연신률이 크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최종 변형이 2.5㎜정도 이다. 

아연이 주입된 경우 최종 변형은 2.9㎜정도로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증가하 다. 

Fig. 3-5-41에 360℃, 아연 농도 5 ppb, 용존 산소 농도 10 ppb이하에서 1.25×

10
-7
/sec ∼ 5×10

-7
/sec 사이의 변형속도로 일정연신률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

다. 최대하중은 변형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속도가 1.25

×10
-7
/sec일 경우 최대하중은 100kgf정도이고 변형속도가 5×10

-7
/sec가 되면 최대

하중은 170kgf정도로 현저히 증가한다. 최대변형도 변형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속도가 1.25×10
-7
/sec, 2.5×10

-7
/sec의 경우 최대 변형은 2.9㎜

정도이다. 변형속도가 3.75×10
-7
/sec, 5×10

-7
/sec가 되면 최대 변형은 3.4㎜정도가 

된다. 

변형속도의 변화에 따라 하중-변형곡선의 형태 및 최대 변형, 최대 하중이 변화

하는데 Fig. 3-5-26과 비교하면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거동 변화

가 현저하지 않다. 5 ppb 아연이 주입되면 변형 속도 1.25×10
-7
/sec일 경우 최대 

변형의 증가가 가장 현저하다. 변형속도 2.5×10
-7
/sec일 때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변형이 상당히 증가한다. 변형 속도가 큰 3.75×10
-7
/sec, 5×10

-7
/sec일 

경우에는 아연 주입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변형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4) 고찰

일정 연신률 시험 결과, 부식 환경에 5 ppb 아연이 주입되면 아연이 주입되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최대 변형 및 최대 하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대 변형 및 

최대 하중의 증가는 재료의 연성 파괴 경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식 환

경에 아연이 주입되면 Alloy 600합금의 응력부식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연이 Alloy 600합금 표면 산화층의 성상을 변화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16, 18]. 실제로 아연은 산화층의 상당한 깊이까지 침

투하여 표면 산화층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ppb 아연이 주입될 

경우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고 2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외부에는 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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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층, 내부에는 니크로메이트(nichromate) 층이 형성된다. 아연의 니크로메이

트층에 침투하여 아연-크롬상을 형성하고 이 상에 의해 크롬이 안정화하여 응력부

식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다. 한편, Angeliu등은[3-5-20] 실제로 288℃의 

고온 수중에서 철계 합금의 입계응력부식 특성에 미치는 아연 주입 효과를 슬립-

용해 모델의 관점에서 평가하 다. 이들에 의하면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는 보호 

산화막의 파괴변형량의 증가와 재 부동태 속도의 증가에 의해 철계 합금의 수명이 

최소한 4배 이상 증가한다. 아연 주입은 이와 같이 재료 표면 산화층의 특성을 변

화시켜서 응력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원인 및 기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표면 산화층에 대한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5) 결론 

시험 결과에 의하면 아연이 주입되면 Alloy 600합금의 응력부식 저항성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부식 조건 조성, 

시험 시편의 가공 균일성, 시험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체계화 및 정량

화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시험 결과에 의하면 아연 주입이 Alloy 600의 

응력 부식 저항성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직

까지는 아연 주입의 효과를 규명하는 국내외 연구가 아직은 제한적인 수에 불과하

여 미흡한 실정이다. 아연 주입의 효과 및 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3.  전산코드(CRUDSIM)을 이용하여 pH운전모드 경로에 따른

방사선 준위 평가

가. CRUDSIM 코드 

(1) CRUDIM 코드의 개념

수화학 인자를 평가하는 CRUDSIM 모델은 시간의 함수로써 외부 피폭량의 형성

에 대한 부식생성물의 침전과 용출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일차

냉각재 화학 data(ppm Li, ppm B, H2, 온도 출력)의 이용에 기초하 다. 발전소에

서 관찰된 피폭량과 계산된 값의 비교는 이 모델이 실제 발전소 결과를 얼마나 잘 

모사 하 는가의 기준이 된다. 이 모델은 발전소 피폭 선량에 대한 여러 가지 화학 

운전의 향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전체과정 (노심 침적물의 축적, 노심침적물의 방사화, 방출된 방사화 생성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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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축적)을 합리적으로 기술하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시간 개념의 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계는 정량적인 1차냉각재 계통 화학 자료가 반드시 시간 순서로 주어지

도록 되어야만 한다. Crud 에 대한 용해도 온도 계수의 단순한 평균 또는 pH 나 

pH 관련 매개변수의 평균은 방사화 과정에 대한 시간의 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주어진 기간의 운전된 온도에서 붕소와 

리튬 농도에 따라 pH가 계산되고 그 pH에 의해 부식생성물의 거동의 driving 

force인 용해도가 계산되어 방사화 과정이 설명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  선정된 단순화된 모델을  CRUDSIM 모델이라 한다. 이 모델을 

Fig. 3-5-42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계산식에 이용된 몇 가지 변수들의 정의를 수록

했다. Fig. 3-5-42에서 hot tank 는 1차 계통의 노심 부분을 나타내며, cold tank 는 

계통의 전체 노외 부분을 나타낸다. 부식생성물은 일정한 속도 R (kg Fe/day)로 

cold tank에 유입된다. hot tank와 cold tank는 모두 각 탱크에 존재하는 조건에서 

고체와 용액 사이에 완전한 평형이 되도록 혼합된다. 고체는 탱크 바닥 근처에 점

선으로 표시된  filter screen에 의해 각 탱크에 잔류한다. 깨끗한 물은 cold tank의 

바닥에서 1차계통 유속 F (kgH2O /day)로 유출되어 같은 속도로 hot tank의 상부

로 들어간다. 이 유량의 일부(βF)가 hot tank를 통과하여 그 탱크내 고체 함량과 

평형이 된다. 그 나머지 부분은, (1-β)F, cold tank의 윗 부분으로 직접 되돌아간

다. 이 β는 실험 매개변수이며, 이것은 노심을 통과한 주요 부분이 노심에 침적된 

물질과 평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Cold tank 로부터  hot tank로, 또한 hot tank로부터  cold tank로 철의 이동은 오

직 용해된 물질에 의한 것이다. hot tank 로 들어가는 수중 전체  용해 철 (cold 

tank 내에서의 우세한 용해도 조건에 의해 고정된다)이  hot tank 온도 및 그 온도 

pH에서 철함유 고체의 용해도를 초과하면, 철 함유 고체의 hot tank내 양은 증가한

다. 이것은 철 함유 고체에 대한 용해도의  음의 온도계수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hot tank와 cold tank에 대한 온도의 선정은 어느 정도 임의적이며 매개변수 β의 

선정과 관련된다. 초기에 몇 가지 가정된 일차 냉각재 화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하여 cold tank 온도 (tc)를 285 C로 가정했으며, hot tank 온도 (th)는 다음과 같

이 계산하 다.

    th=  tc  + 0.35 P

여기서, P 는 전출력의 percent(%) 이다. 보다 일반적인 온도 선정은 다음과 같

다.

    th=  tav + b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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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tav - bc' P

    tav =   b0'  +  b1' P

여기서, b0', b1', bh', bc' 는 발전소 고유 상수이다.

모델의 가정에 따라, 시간 간격 (δθ) 에 따른 hot tank 와 cold tank내 철 함유 

고체 양(kg Fe)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δIh  =  βF ( Sc - Sh )  δθ

     δIc  =  -δIh  + R δθ

여기서,  Sc 는 cold tank내 고체로부터 철의 용해도(kgFe/kgH2O) 이며, Sh는 

hot tank 고체로부터 철의 용해도이다. R은 cold tank내 철 생성량이다. 각 tank에

서의 isotopic exchange에 따른 Co
60
 에 대한 방사능 양(Curies)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δ Ac 60=-[β⋅F( Sc⋅ Ac
60

Ic
-
Sh⋅ Ah 60

Ih
)+ λ 60⋅ Ac 60 ]⋅δ⋅θ

(3-5-5)

δ Ah 60= [ α 60⋅P⋅Ih+β⋅F( Sc⋅ Ac
60

Ic
-
Sh⋅ Ah 60

Ih
)+ λ 60⋅ Ac 60 ]⋅δ⋅θ

(3-5-6)

여기서
, 
 λ60 은

  
Co60 에 대한 붕괴상수

이며
 α60은 전 출력 열중성자속

의 평균값과 고체내  Co/Fe 비의 발전소 고유값으로부터 유도
된 
Co60에 대한 생성 

속도 상수이다
. 
Co58에 대해서도 유사한 식이 유도되나, 고체내 Ni/Fe 비

와 
Ni58(n,

p)
C

o58 fast neutron reaction 에 대한  평균 중성자속의 발전소 고유값을 α
58
에 적용하

다. 이 모델에서 고려된 유일한 방사성 동위 원소는 Co
60
과 Co

58
이다.

(2) CRUDSIM 모델의 내용

발전소 고유 상수들, 철 함유 고체로부터 철의 용해도 계산식들, 적절한 β의 선

정, hot tank와 cold tank의 온도 등이 주어지면 CRUDSIM 모델은  매우 간편히 1

차계통 수화학 조건과 방사화 부식생성물의 거동을 관련 지울 수 있다. Fig. 

3-5-43에 일반적 계산 과정을 기술하 다.

첫째, 각 상수들과 초기조건을 고정시킨다. 먼저 초기 조건 중에 hot tank와  

cold tank내  철과 방사능 양을 고정시킨다. 1주기의 경우 초기 방사능 양은 분명히 

(zero)이다. cold tank에 대한 초기 철의 양은 이 아니며, 미임계(pre-critical)운

전 동안 축적된 양에 해당하는 적은 양을 취한다. Hot tank내 초기 1주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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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양(core deposit)은 논리적으로 이 아니다, 그러나 방사능 양의 증분 계산식

에서 Ih로 나누는 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으로 나누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적

은 양의 Ih 값을 선정하여 계산한다. 2주기와  3주기에 대하여는, 노심내 지역들 사

이의 연료 재배열로 인해 초기 철 양의 선정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발전소 데이타

의 평가를 위하여, 노심을 나누어 냉각재가 βF/3로 흐르는 3 역으로 구분 

(central, annular, peripheral region)하 다. 철과 방사능 양은 각 역에 각각 분리

되어 축적된다.

두 번째로  출력, ppm Li, ppm B, 용존 H2/kgH2O 및 운전 날짜를 읽는다. 이들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전의 값을 그 다음 값을 이용할 때까지 사용한다. 측

정자료 이용시 평균값을 외삽하진 않았다. 다음, 서브루틴을 이용해 냉각재 화학 

자료와 온도 자료로부터 hot tank와 cold tank에 적용할 수 있는 고온 pH 값을 계

산한다. pH 계산은 hot tank의 300 C 이상 온도에서 적용 가능한 Mesmer와 

Baes[3-5-36]의 붕산 이온화식을 이용하 다. Sweeton, Mesmer, Baes [3-5-37]의 

식에 비해 300 C  이상의 온도에서 훨씬 정확히 물의 이온화상수를 계산하는 것

으로 인정되고 있는 Marshall과 Franck[3-5-38]의 식을 채택했다.

또한 이 서브루틴에서 Kunig와 Sandler[3-5-39∼41]의 Ni-ferrite 용해도 실험에 

대한 자료로부터 Lindsay [3-5-42] 가 만든 실험식을 이용하여 고온 pH, 온도, 및 

용존 수소 농도로부터 철의 용해도를 계산하 다. 그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S= 10 6⋅A⋅P 1/( 3-x)
H2 ⋅( K 0

z 2

γ 21
+ K 1z

K 2

γ 0
+

K 3

γ 21z
)       

(3-5-7)

여기서, S = iron solubility (μmols/kg)

A = stoichiometric factor for the solid = (1-x)(1-x)/(3-x)

with x = the value of x for nickel-ferrite, or

x = the sum x+y for nickel-cobalt-ferrite

z = hydrogen ion concentration, given by   z = 10
-pH

PH2 = hydrogen partial pressure (atm)

γ1 = generic activity coefficient for univalent ions

γ0 = activity coefficient for neutral species

상수 K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10K0 = A0 +B0/T

log10K1 = A1 +B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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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10K2 = A2 +B2/T

log10K3 = A3 +B3/T +log10Kw

여기서,

Kw = thermodynamic ion product for water

T  = absolute temperature (K)

다른 열역학적 특성들과 함께  매개변수 Ai 와 Bi 는 철 용해도 실험 결과를 최소 

자승법으로 처리하여 결정하 다.

위의 모델을 유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 다.

a. 용해된 철 이온은 Fe
++
, Fe(OH)

+
, Fe(OH)2, Fe(OH)3

-
만을 고려하 다.

b. 용액내에 ferric iron species는 없다.

c. 고체철의 표면으로부터 용액으로 철 1몰의 이동은 3가 철 2/(3-x) 몰과 2가 철 

(1-x)/(3-x) 몰을 함유한다.

d. 일반적 activity coefficient는 오직 적용된 ionic strength 에만 의존한다.

적분 과정은 수화학 자료가 적용되는 기간에 관련된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철과 

방사능 양을 계산함으로써 진행된다. 0.01 day의 시간 간격이 계산 과정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기간의 계산이 완료되면 다음 기간의 기록을 읽기 전에 계

산된 양을 기록한 후, 다음 기간에 대한 pH, 용해도, 및 적분과정을 반복한다. 최종

적으로, 주어진 핵연료 주기에 대한 기록이 끝났을 때 노심과 노외에 축적된 Co
60

과 Co
58
의 방사능 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표준방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피

폭 양과 관련 지울 수 있다.

CRUDSIM 코드를  개발한 Westinghouse사의 Bergmann 등[3-5-43]은 이 코드

의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PRI의 지원하에  미국의 발전소 ( Troyan, 

Salem unit 2, Sequoyah unit 2, Farely unit 1 등)에서 수년동안의 노외 핵종농도, 

피폭선량, 상세한 냉각재 화학 자료 등을 취하 으며, CRUDSIM 코드의 계산에 필

요한 몇 가지 상수들을 실제 발전소 자료와 계산 결과들을 비교하여 최적 상수들

을 결정하 다. CRUDSIM 코드에 사용된 최적 상수들의 값을  Westinghouse와  

C.E.사의 경우로 나누어 Table 3-5-10에 나타내었다. 

나. CRUDSIM code를 이용한 국내 운전 수화학 원전 평가

(1) 국내 4기의 PWR 운전이력 및 방사선준위 평가

CRUDSIM 코드를  이용하여  PWR 1차냉각재  수화학 조건이 원전 종사자 방

사선 피폭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초로 국내에서 운전된 원자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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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 고리 1호기와 8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4호기 1주기의 수화학 운전

자료를 취하여 수화학 운전이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용한 수화학 운전 자료는 

운전날짜, 원자로 출력, Boron 농도, Lithium 농도, 용존 수소 농도이다. 국내 원자

력 발전소 운전의 역사는 20여 년에 이르고 있지만 수질관리와 방사선준위 사이의 

관계는 86년대 중반에 Westinghouse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운전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발전소 설계자와 EPRI의 권고에 따라 1차 계통의 pH를 조절하여 운전하

고 있다. 과거 국내 원전의 운전이력을 검토하기 위해 magnetite의 용해도를 기준

으로 제시된 운전범위와 elevated Li 운전방법을 비교하여 Fig. 3-5-44에 고리 1호

기의 붕소-리튬운전 자료, Fig. 3-5-45에 고리 1호기의 pH 운전자료, Fig. 3-5-46

에 고리 4호기의 붕소-리튬 운전자료, Fig. 3-5-47에 고리 4호기의 pH운전자료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들에서 운전정지시의 B-Li 농도는 삭제되었다. 이 그림들에 의

하면 실제로 발전소를 공급자가 제시한 pH 운전방법에 맞추어 얼마나 충실하게 운

전하 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리 1 호기의 경우 국내 최초의  상업  발전용  원

자로인 관계로 운전 초기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운전 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pH 운전방법이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고리 4호기의 운전결과를 보면 그 동안의 발전소 운전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설계자인 Westinghouse에서 추천한 운전방법에 따라 잘 운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4호기 뿐 아니라 광 1호기와 울진 1호기의 가동 1주기 수화학 운

전 자료로부터 CRUDSIM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Table 3-5-11에 나타내

었다. 각 발전소의 노심(in-core)과 노외(ex-core) 부분에서의 Co
58
과 Co

60
의 생성

량 및 부식생성물(Iron)의 생성량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계산결과를 Fig. 3-5-48

과 Fig. 3-5-49에 각 발전소의 Co
58
과 Co

60
의 운전날짜에 따른 변화를 각각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리 1호기의 방사능 양 증가는 명확하나 나머지 3

기의 발전소는 유사한 화학 조건에서 운전되었으므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울진 1호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운전 정지 기간중의 방사능 붕괴의 향으로 

노외 방사능 양이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 발전소의 이러한 결과는 운전 미숙

으로 인한  운전 정지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서로간에 비교치가 될 수는 없다.

(2) 장주기 운전에 따른  국내시범 원전 수화학 운전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주기(12개월 주기)는 장주기에 비하여 잦은 연차보수로 인

한 발전소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증대, 많은 보수인력 필요, 과도한 폐기물 발

생 그리고 전력계통의 안전관리 및 경제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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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기는 장주기로 전환되어 운전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전 세계적

으로 보편화된 장주기 운전 방침은 Table 3-5-12에 몇 가지 예를 나타낸 바와 같

이 우리나라의 기존 경수로형 발전소에서도 채택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3-5-44]. 장주기 운전과 관련된 수화학 운전 변수의 변화로는 운전

초기의 붕소농도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12개월 표준주기 운전시에는 붕소

농도를 1200ppm에서 시작하지만 15개월 이상 18개월로 증가하면 운전 초기의 붕

소농도가 약 500ppm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심 초기의 붕소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그 에 적절한 리튬 농도 조절을 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수

로형 발전소 중 고리 4호기를 모델 발전소로 선정하 으며, CRUDSIM 코드를 이

용하여 장주기 운전에 따른 수화학 운전이 발전소 방사선 준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Table 3-5-13에 고리 4호기의 상업발전 가동 이후의 운전자료를 

나타내었다. 고리 4호기는 1986년도 에 가동된 이래로 표준주기 운전을 지속해오다

가 제 7주기부터 장주기 운전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주기 운전의 초

기 1단계에서는 핵연료 농축도를 3.8%로 하여 15개월 주기의 운전을 하 으며 2단

계에서는 핵연료 농축도응 4.2%로 하여 18개월의 일반 장주기 운전을 하 다.

 먼저 고리 4호기의 장주기 운전과 관련된 수화학 운전 이력을 검토하 다. Fig. 

3-5-50에 고리 4호기의 6주기 붕소-리튬의 수화학 운전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내었

다. 아직 단주기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초기 붕소농도가 1200ppm 정도에서 시작

함을 볼 수 있다. 리튬 농도를 2.2ppm 근처에서 운전하고 있으며 운전 초기의 pH

는 7.0이상이며 노심 말기에 이르러서는 pH는 약 7.3에서 운전되고 있다. 비교를 

위하여 장주기 운전에 돌입한 8주기 운전 자료를 Fig. 3-5-51에 나타내었다. 운전 

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심 초기 붕소농도는 약 1500ppm 근방까지 증가하 으며 

리튬농도를 2.2ppm 근방에서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심 초기의 일부에서 pH가 

7.0보다 낮게 운전되는 역이 존재하 다. 이러한 단주기 운전과 장주기 운전의 

pH 운전 모드가 발전소 방사선 준위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CRUDSIM 코드를 이용하 으며 고리 4호기의 6주기와 8주기 운전자료를 이용하

여 Fig. 3-5-52와 Fig. 3-5-53에 노외의 방사능 생성양을 Co
58
과 Co

60
의 방사능 양

으로 각각 나타내었다. 장주기 운전의 경우 운전 일수가 증가하므로 최종적인 방사

능량 축적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노심 초기의 pH값이 리튬농도의 제한으로 인

해 7.0 보다 낮은 역에서 일부분 운전되므로 운전 초기의 방사능 생성량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핵연료 봉의 건전성이 

보장된다면 노심 초기의 리튬온도를 2.2ppm 이상 상승시켜 운전 초기의 pH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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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pH 운전모드 경로에 따른 방사선 준위 평가

가장 최근의 EPRI 의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3-5-45]에 따르면 원

자로 운전 초기에는 pH=6.9이상을 유지하다가 현장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pH 7.1

이상과 7.4이하 사이에서 운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발전소 운전자료를 이용하여 EP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전방법의 경우가 방사

선 준위에 미치는 향을 CRUDSIM 코드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Fig. 3-5-54에 

고리 4호기 7주기의 실제 운전 자료와 가상운전자료를 나타내었다. 실제 운전자료

는 고리 4호기가 Modified chemistry에 의해 잘 운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교를 

위한 가상운전 자료는 pH=6.9, 7.2 및 7.4의 조건을 따라 운전하 다고 가정하 다. 

이상과 같은 운전자료에 따라서 CRUDSIM 코드에 의한 방사능양 생성에 관한 

계산결과를 구하 다. Fig. 3-5-55 와 Fig. 3-5-56에 CRUDSIM 코드에 의해 계산

된 노심과 노외에서의 Co
58
의 생성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높은 pH로 운전할수록 

생성되는 방사능량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리 4호기에서 운전된 

Modified chemistry 모드는 pH=6.9 운전보다는 방사능 준위 형성에 유리하지만 

pH 7.2이상의 운전에 비해서는 불리함을 볼 수 있다.  CRUDSIM 코드에 의해 계

산된 노심과 노외에서의 부식생성물의 변화에 대한 계산 결과를 Fig. 3-5-57과 

Fig. 3-5-58에 각각 나타내었다. 각각 4가지의 운전 모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증기발생기에서의 부식생성물량이 노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pH가 높을수록 노심에서의 부식생성물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pH 운

전 방법에따라 부식생성물의 노심 침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방사선 준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pH에서의 수화학 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

연료 공급자가 냉각수의 리튬농도 상승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며 핵연료와 

계통의 건전성이 보증된다면 가능한 한 pH를 7.4 정도까지 상승시키는 것이 발전

소의 방사선 준위 감소에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다. 공급회사별 1차계통 수화학 관리지침 비교분석

(1) 발전소별 수화학 설계변수 비교 

국내의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는 초창기의 Westinghouse형을 시작으로 

Framatome형도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CE형을 모체로 한 한국표준형 원전(KSNU)

이 설계 건설되고 있다. 각각의 발전용량 및 설계사양들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발전소 설계사에 따른 수화학 운전지침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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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전소의 원자로 냉각재 계통설계사양과 수화학 처리의 주요 계통인 화학 및 

체척 제어계통의 설계사양을 Table 3-5-14에 나타내었다. 계통의 설계 자료는 

Westinghouse사와 Framatome사의 설계는 유사하나 CE사의 모델은 발전소 출력

이 다르므로 해서 설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 1차 계통의 수화학 운전변수는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조절 매개변수(control parameters)는 계통재질의 건전성을 위하여 엄격히 조절

되어야 하는 항목들 정의되며, 진단 매개변수(Diagnostic Parameters)는 일차계통 

수화학의 변화, 방사선 준위의 형성, 계통 재질 및 핵연료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자

료를 나타낸다. Table 3-5-15에 국내의 발전소 공급회사별 수화학 관련지침을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냉각재내의 용존산소는 금속에 대한 각종 부식 및 응력부식균

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을 일으키는 주요인자이므로 가능한 한 최소 

농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는 방사선에 의한 물의 분해에 의해 산소를 

생성하므로 냉각재중 용존산소 제거와 함께 물 분자의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냉

각재에 수소를 주입한다. 고온수에서 산소가 존재할 때 austenitic stainless steel 

이 chloride ion에 노출될 때 chloride로 인한 SCC가 일어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냉

각재 화학조건에서는 SCC의 가능성이 적다. sensitized stainless steel 만이 

fluoride 로 인한 SCC 에 민감하다. SCC를 일으키는 가장 낮은 fluoride ions 의 농

도는 10 ppm이다. 붕산이 용액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SCC가 일어나지 않았다. 

sulfate는 BWR 에서 stainless steels의 SCC에 대해 chloride정도로 유해하다. 

Revisions 3 에서  sulfate를  control parameter로 채택했다. 현재 냉각재의 

suspended solids 농도와 침적물 양 사이에 명확한 관계식은 없다. 그러나, 노심 침

적물의 생성속도는 냉각재내의 suspended solids 의 농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해도와 관련된 침적이 전체 침적 공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spended solids 농도가 계속 높으면(350ppb 이상), RCP seal water 

filter 의 plugging  또는 RCP seals 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발전소 운전이 위협받

을 수 있다. 1차 냉각재 내에 다른 불순물의 농도가 상당 양 존재하지 않는다면, 

pH 와 lithium 과 boron 농도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2) EPRI의 1차계통 수화학 지침서 비교 검토

EPRI에서는 1차계통의 수화학에 관련된 축적된 경험자료와 연구결과들을 종합

하여 주기적으로 수화학 지침서를 개정하여 출판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수로에서 

수화학 운전의 지침서로써 활용하고 있다. EPRI의 수화학 지침서는 1986년도에 최

초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1999년도에 4번 째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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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이와 같은 EPRI의 지침서의 개정 이력을 비교 검토하여 1차 계통 최적 

수화학 운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able 3-5-16에 EPRI의 1차계통 수

화학 지침서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제 4 개정판에서는 특정한 값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각 개정판에서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Rev.02

- 증기발생기 튜브와 다른 Alloy 600 재질이 PWSCC에 민감한 발전소에 대하여 

용존수소 농도를 25-35cc/kg로 운전하는 시간을 최대화할 것을 추천함.

- Plant-specific pH programs에 대한 기술적 자료와 운전방법을 제시함. pH<6.9 

에서의 운전은 핵연료 침적물을 증가시키고, Li>2.2ppm에서의 장기 운전은 

PWSCC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이러한 조건하에서 Elevated pH 운전 방법

은 방사선 준위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됨.

- 일부 장주기 운전의 초기에 요구되는 높은 붕소농도는 핵연료 침적물의 최소화

와 PWSCC 최소화의 필요성과는 상충된다. Li>2.2ppm과 pH>6.9에서 운전할 때 

핵연료와 구성 재료의 감시 program을 제시하 음.

- 1차계통 pH는 노심의 평균 온도로 계산되어야 한다.

B. Rev03

- 25-50ccH2/kg 범위에서 PWSCC에 대한 수소의 향이 최소라는 점을 인식하여 

PWSCC에 민감한 발전소에 대하여 25-35cc/kg라는 rev02의 제한조건을 삭제함

- 리튬 농도가 2.2ppm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pH(t) >6.9를 유지하는 Modified 

Chemistry 운전 방법이 방사선 준위 관리 측면에서 유리함을 주장함.

- RCS의 silica에 대한 고려사항을 수정함(Boraflex의 degradation에 기인함)

- Sulfate 가 SCC에 대한 향으로 인해서 control parameter에 추가되었다.

C. Rev04

- 향상된 핵연료 성능(higher burnup, longer fuel cycles)이 핵연료봉 부식과 수화

학 조절방법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

- Fuel clad deposit와 AOA(Axial Offset Anomaly)같은 관련된 문제점을 갖는 발

전소에 대한 constant high pH 운전의 이점에 관한 논의

- 핵연료봉의 부식에 대한 리튬 농도와 pH의 향에 대한 검토; 리튬 농도가 높으

면 핵연료봉의 부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핵연료봉의 침적물을 감소시켜 

급격한 부식과 AOA가 일어날 기회를 줄일 수 있음.

- 핵연료봉 부식에 대한 silica의 향에 대한 검토; silica농도가 1000ppb이상일 때

의 운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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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선량과 PWSCC를 개선하기 위한 첨가제로써 zinc의 사용에 대한 논의

- Coordinated Chemistry at elevated pH (such as constant pH 7.0 or constant 

pH 7.1, with a lithium limit of 3.5 ppm)의 사용에 관한 논의

- Chlorides, fluorides 및 sulfates에 대한 Action level 1 limits를 control 

parameters 에서 삭제함; plant-specific limits를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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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무붕산 수화학 기술개발

1. pH 제어 특성 해석 및 암모니아 방사화 해석

가. 서론

중소형/일체형원자로에서 1차냉각수중의 암모니아는 노심에서 방사선에 의해 분

해되어 질소와 수소를 생성한다. 질소와 수소같은 비활성 기체의 용해도를 계산하

여 질소의 최소용해 온도를 구하 다.  질소용해도, 수소용해도와 암모니아의 방사

화학 평형을 분석하여  농도와 온도에 따른 암모니아의 평형 pH를 계산하고 일차

냉각수의 pH제어에 필요한 암모니아 농도를 구하 다.

본 계산의 목적은, SMART 1차계통 구조재질 부식의 최소화를 위해 일차냉각수

의 pH 제어 및 방사분해 억제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암모니아가 일차냉각수에 첨

가되는 바, 이 암모니아의 방사분해반응으로 생성되는 수소와 질소의 일차냉각수 

온도에 따른 용해도 특성 및 암모니아의 pH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

차냉각수중 용존 암모니아와 수소 및 질소의 방사평형 농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것

이다.

SMART 일차계통 수화학 관리의 목적은, 어떤 운전모드에서도 원자로 노심을 

비롯한 각종 기기들이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핵연료봉 건전성이 보증

되며 계통구조 재질부식이 최소화되고 계통 내 방사선장 축적이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재질 부식의 원인물질인 산화성 화학종들이 생성되는 일차

냉각수의 방사분해반응이 억제되어야 하며, 핵연료봉 표면에 부식생성물이 침적되

어 방사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SMART에서는 상용 PWR의 일차냉각수 

정화용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과 같은 설비가 없기 때문에, 계획정지기간 

중에 별도의 정화설비를 이용하여 일차냉각수를 정화한다.

따라서 일차냉각수의 방사분해를 억제하고 재질부식을 최소화하며 부식생성물의 

노내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수화학 제어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SMART 일차

계통수에는 암모니아 수화학(ammonia water chemistry)이 적용된다.

(1) 암모니아 수화학

상용 PWR 일차냉각수에는 반응도 제어용 chemical shim으로 붕산이 첨가되며, 

핵연료주기 기간에 따라 노심초기에 약 1400 ppm이나 2000 ppm 이상의 붕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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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기초기의 붕산농도는 일차냉각수를 산성분위기로 

조성하기 때문에 pH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산화리튬이 첨가된다. 그러나 

Li 농도가 2.2 ppm 이상에서는 zircaloy 핵연료봉의 부식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 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SMART의 일차냉각수는 순수(pure water)에 암모니아만을 첨가한 수용액으로서, 

상용 PWR 일차계통에서 야기되는 리튬에 의한 재질부식이 초래되지 않는다.

1차냉각수를 구성하는 물분자는 노심 역에서 방사분해에 의해 주로 산소와 산

화성 화학종 및 수소를 생성한다. 산소와 산화성 화학종들은 계통재질 부식의 주요

원인으로서 그 생성이 억제되어야 한다. 1차냉각수에 수소가 존재하면 이 방사분해

반응이 억제된다.

1차냉각수에 첨가되는 암모니아는 냉각수중에서 이온화되는 동시에 노심 역에

서 방사화학반응(radiolysis)에 의해 수소와 질소로 분해된다. 냉각수의 pH 요구범

위 9.5∼10.5는 암모니아의 이온화에 의해 유지되며, 냉각수의 방사분해는 암모니

아 분해생성물인 수소에 의해 억제된다. 

한편, 1차냉각수에 존재하는 질소는 가압기의 가압용 질소기체가 냉각수에 용해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가 암모니아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

서, SMART 1차냉각수 수화학에서는 주로 암모니아와 수소 및 질소의 화학적 특

성 및 상호관계가 고려된다.

수처리에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점은 물과 함께 증기발생기에서 휘발하여 전 

계통을 순환하며 복수될 때 수중의 pH 증가를 유도하여 계통 구성재질의 부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구리 부식을 촉진시키는 단점이 있으며 고

온에서 이온화 경향의 감소로 인하여 pH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계통수 온

도 및 암모니아의 농도에 따른 pH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물의 방사분해

1차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이 방사분해되면 식 (3-6-1)과 같이 수소와 산소 및 과

산화수소가 주로 생성된다. 과산화수소는 일차냉각수 온도의 향으로 물과 산소

로 분해된다 [3-6-2].

H2O 
hν
─→ e

-
aq+H3O

+
+H+OH+H2+ H2O 2+HO2+ O

-
2 (3-6-1)

이 1차냉각수의 방사분해반응은 냉각수중에 수소기체가 일정농도 이상 존재할 

때 억제되며, 동시에 재질부식의 원인물질인 산소 및 활성 라디칼의 농도가 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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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화학반응계의 반응수율(reaction yield)은 흡수된 단위에너지 당 전환 또

는 형성된 분자의 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 에너지단위로 100 eV를 사용하

고 있다[3-6-2].

(3) 수소와 질소 및 암모니아의 물성

수소와 질소 및 암모니아의 물성은 Table 3-6-5와 Table 3-6-6 및 Table 3-6-7

과 같다[3-6-5].

암모니아는 무색의 알카리성 기체로 공기보다 가볍고 자극성냄새가 있으며 물에 

쉽게 흡수되고, 암모니아 가스 1kg이 물에 용해될 때 약 521kcal의 열이 발생되며 

온도 증가시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수용액에서는 해리되지 않은 NH4OH 분

자보다는 NH3․H2O 및 2NH3․H2O의 복합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염기성으로 물속에서 적게 이온화되어 1 molal 농도의 수소이온(OH) 농도는 가성

소다의 약 1/100 수준이다.

암모니아의 농도별 비중과 분포계수를 각각 Table 3-6-12와 Table 3-6-13에 나

타내었다[3-6-5].  알카리성 금속 및 알카리토금속은 암모니아수에 쉽게 녹으며, 

용존산소 존재시 구리금속은 암모니아에 의한 부식의 향을 받기 쉽다. 암모니아

는 상온에서 비교적 안정하나, 450 ∼ 500 (대기압)부터 수소와 질소로 분해되고 

1000 에서는 거의 완전 분해되며, 분해율은 접촉하고 있는 표면의 상태에 큰 향

을 받는다.

화기 및 폭발성 약품은 아니지만, 암모니아 가스농도가 높을 때는 강한 점화원에 

의해 발화 및 폭발할 수 있고, 물과 친화력이 강하여 습윤피부를 자극하며 눈, 코, 

목 및 허파 등의 민감한 표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약품 취급시에는 보호장구

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인체피폭허용치(Tolerance Limit Value)는 50 ppm이고, 질

식 및 치사농도는 5000ppm이다.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은 가역반응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

하여, 계통내 수증기 역에서는 pH 저하로 인한 계통재질 부식이 높은 단점이 있

다. 암모니아의 용해도 상수를 Table 3-6-10에 나타내었다.

나. SMART 운전특성

(1) 1차계통 운전조건

SMART는 Fig. 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체형이고 열출력은 330 MWt,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중소형/일체형원자로(SMART) 일차계통은 약 15 MPa 및 270∼

310℃의 조건으로 폐회로에서 운전되며, 주요계통 재질로는 zirconium 합금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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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봉과 titanium 합금으로 된 증기발생기, 그리고 내부식성 stainless steel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3-6-2].

(2) 가압기 특성

SMART의 자기가압기는 heater나 spray 없이 열수력 특성과 노심온도에 따라 

스스로 일정압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참조: Table 3-6-4)[3-6-4]. 자기가압기

의 압력조절과 유지를 위해 포화상태의 물/수증기와 질소기체가 사용된다. 가압기

내 질소기체의 일부는 일차냉각수로 용해되며, 질소기체의 용해특성은 압력과 온

도에 의존한다. 질소기체의 용해도는 가압기 내부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원자

로 운전중에 이 질소기체는 일부가 가압기를 이탈하여 냉각수에 용해되고 일차계

통을 순환한다. 용존 질소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증기발생기 표면에서 용출되

어 gas pocket 등을 형성하며 이는 증기발생기의 열전달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 기체의 용해도

(1) 수소 및 질소의 용해도

온도에 따른 수소기체 및 질소기체의 고온수중 용해도는, Henry의 분압법칙, 식 

(3-6-2) 및 Henry 법칙의 상수를 구하기 위한 D. M. Himmelbrau의 비활성기체 

수중용해도 계산식 (3-6-3)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3-6-6].

Xi  =  Pi / H (3-6-2)

H*  =   
H

   H max

(3-6-3)

여기에서, Xi는 몰분률이며, Pi는 비활성기체의 분압(atm)이고, H는 Henry 법칙

의 상수(atm/몰분률)이다. Hmax는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한 최대의 H(atm/몰분률)

로서 Table 3-6-8의 값을 사용한다. H*는 식 (3-6-4)에 의해 구한다.

- logH
*
=1.142-2.846 ( 1T )

*

+ 2.486( 1T )
*2

-0.9761 ( 1T )
*3

+0.2001( 1T )
*4

(3-6-4)

(1/T)*는 식 (3-6-5)과 같이 정의된다.

( 1T )
*

=
( 1T )- (

1
Tc )

( 1
T max )- (

1
Tc )

(3-6-5)

여기에서, T는 절대온도 (K)이며, Tc는 물의 임계온도(647 K)이다.

(1/Tmax)는 Hmax 에서의 1/T 값 (1/K)이다. 각 기체에 대한 Hmax와 (1/Tmax)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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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Table 3-6-8과 같다. 이 Himmelbrau의 용해도 방정식의 상대오차는 Table 

3-6-9와 같다.

이에 의해 구해진 몰 분률, Xi로부터 식 (3-6-6)의 몰 분률 정의에 의해 용존기체

의 몰수, ni를 구할 수 있다. 

Xi =
ni

n i + nwater
(3-6-6)

여기에서 nwater는, 물 1kg의 몰수, 55.5 몰이다. 

원전 원자로 계통수 내 기체의 용존농도 단위를 [㏄-H2/㎏-H2O]으로 나타내고자 

할 경우, ni로부터 식 (3-6-7)의 표준상태에서 기체 몰-부피 값을 사용할 수 있다.

Vo = 22.414 x 10
3
ℓ/ (3-6-7)

여기에서, Vo는 기체의 몰-부피 (STP) [ℓ/몰].

농도단위를 원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pp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ni로부

터 기체의 분자량을 고려한 식 (3-6-8)를 사용할 수 있다.

wppm (in 1 ㎏-H2O) = ni x M.W. x 10
3 (3-6-8)

본 계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어진 온도 T 값을 식 (3-6-5)에 대입하여 ( 1T )
*

 값을 구한다.

2) ( 1T )
*

 값을 식 (3-6-4)에 대입하여 H* 값을 구한다.

3) H* 값을 식 (3-6-3)에 대입하여 H 값을 구한다.

4) H 값을 식 (3-6-2)에 대입하여 xi 값을 구한다.

5) xi 값을 식 (3-6-6)에 대입하여 ni 값을 구한다.

6) ni 값의 단위를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식 (3-6-7)를 사용한다.

(2) 암모니아의 용해도

암모니아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상수는 Table 3-6-7과 같다[3-6-7].

암모니아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계통내 수증기 역에

서는 pH 저하로 인해 계통재질 부식률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3) 결과

본 계산은, Henry의 법칙과 Himmelblau의 방정식 및 러시아 원전에서 사용되는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수소-질소 평형농도 계산식을 사용하 으며, 25∼320℃의 

온도범위에서, 용존수소 농도범위 1∼50 ㏄/㎏와 질소 분압범위 5∼150atm 및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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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아 농도범위 1∼30ppm 내에서 수행되었다. 

온도에 따른 질소기체의 수중 용존농도별 분압을 Fig. 3-6-2에 나타내었다. 계산

범위는 온도 25∼325 ℃ 및 질소분압 5∼150 atm이다. Fig. 3-6-2와 같이 질소기체

의 용해도는 분압에 무관하게 약 80℃ 근처에서 최소로 나타났다. 질소용해도가 최

소인 온도는 약 80℃ 부근이므로 
14
C의 생성과 air pocket 발생 등의 억제측면에서 

가압기 운전온도는 80℃ 전후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온도에 따른 수소기체의 수중 용존농도별 분압을 Fig. 3-6-1에 나타내었다. 계산

범위는 온도 25∼325℃ 및 용존수소 농도 1∼50㏄/㎏-H2O이다. Fig. 3-6-1과 같이 

수소기체의 분압은 용존농도에 무관하게 약 50℃ 근처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즉 원

자로 일차냉각수 온도인 300℃에서 수소용해도는 상온보다 훨씬 작다. 

가압기내 고압 질소기체의 일부는 일차냉각수에 용해되어 일차계통을 순환하다

가 원자로심 역에서 중성자를 포획하여 
14
N (n, p) 

14
C 반응에 의해 

14
C을 형성한

다. 이 핵종은 작업종사자들의 피폭관리 및 장수명 방사성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최

소화해야할 핵종 중의 하나이다[3-6-11].

가압기에서 질소가 1차냉각수로 용해되면 그만큼 방사분해에 의한 암모니아 손

실이 감소되어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 농도를 요구범위 이내로 유지하기가 쉽다. 또

한,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 농도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압용 질소기체는 산

소함유량이 0.001 % by volume 이하인 높은 품질을 지녀야 한다.

본 계산결과는 차후 SMART의 1차계통 수화학 관리에서 1차냉각수중의 암모니

아와 수소 및 질소의 화학평형 농도를 제어하는 데에 적용될 것이다.

라. 암모니아수의 pH

(1) 이온화

암모니아는 물에 용해되어 식 (3-6-9)과 같이 이온화된다. 이 가역반응의 평형농

도 관계식은 식 (3-6-10)와 같이 나타난다[3-6-1]

NH3 + H
+
  ⇄  NH

+
4

(3-6-9)

Kb  =  
[NH+4 ] [OH

-]

KW [NH3]
(3-6-10)

여기에서, Kb를 온도의 함수로 나타내면 식 (3-6-11)과 같다.

LogKb = 10.0106-0.0329798Tc+7.86471x10
-5
Tc

2

-9.68690x10
-8
Tc

(3-6-11)

암모니아의 온도에 따른 고온수중 pH 특성과 평형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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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변화하는 물의 이온화적 상수와 도 및 암모니아의 질량 균형식과 전

하 균형식이 요구된다.

(2) 물의 이온화적 

물은 식 (3-6-12)과 같이 이온화된다. 식 (3-6-13)의 물의 이온화적 상수, KW은 

온도의 함수이고 Marshall과 Frank가 제시한 계산식은 식 (3-6-14)와 같다

[3-6-8]. 

H2O ⇄ H
+
 + OH

- (3-6-12)

Kw = [H
+
][OH

-
] (3-6-13)

logKw = -4.098-3245.2/T
-1
+2.2362×10

5
/T

2

-3.984×10
7
/T

3
+(13.957-1262.3/T

-1

+8.5641×10
5
/T

2
) logρ liq  

(3-6-14)

25 ℃에서 KW는 10
-14
 이다. 

(3) 물의 도

식 (3-6-1)에서 ρliq는 물의 도(g/㎤)이며 식 (3-6-15)에서 구할 수 있다.

ρliq=
1+0.1342489θ

1/3
-3.946263×10

-3
θ

3.1975-0.3151548θ
1/3
-1.203374×10

-3
θ+7.489081×10

-13
θ
4

(3-6-15)

여기에서, θ = 647.26-T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3-6-10].

(4) 질량 균형식

수중 암모니아의 질량 균형식은 식 (3-6-16)과 같다. 

NH3T = [NH
+
4 ] + [NH3] (3-6-16)

(5) 전하 균형식

수중 암모니아의 전하 균형식(양성자 균형식)은 식 (3-6-17)과 같다.

[NH4]
+
 + [H

+
] = [OH

-
] (3-6-17)

(6) 계산 방법

Fig. 3-6-5의 NH3-H2O 계에 대해 물의 이온화적, 암모니아의 이온화식, 질량 균

형식 및 전하 균형식 들을 비선형 연립방정식으로 정리하여 수치해석법으로 구성

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위 식 (3-6-10), (3-6-13), (3-6-16)와 

(3-6-17)의 비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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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다.

(7) 결과

본 계산은 물 속에서의 암모니아의 평형, 물의 ion product, 질량균형식 및 전하

균형식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온도에 따른 수중 pH의 암모니아 농도 의존성은 

Table 3-6-11 및 Fig. 3-6-3과 Fig. 3-6-6에 나타내었다. 1차냉각수 pH는, 암모니

아 농도가 5ppm 이상일 때 온도상승에 따라 감소하 고, 1 ppm 미만일 때 온도상

승에 따라 감소하다가 약 250 ℃ 이상에서부터 약간 증가하 다. 암모니아 농도가 

10ppm일 때 25℃의 pH는 약 10이고 300 ℃의 약 6.4로 된다.

따라서, 1차냉각수 pH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농도가 적어도 5 

pp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 농도의 상한치

는 냉각수 pH 요구조건에 의해 설정되며, 하한치는 냉각수의 방사분해 억제에 필

요한 용존수소 농도를 고려하여 설정된다[3-6-3]. 1차냉각수의 방사분해 억제를 위

한 암모니아의 요구농도는 적어도 10㎎/㎏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3-6-2].

마. 암모니아의 방사분해

암모니아는 1차냉각수 조건하에서 주로 물의 방사분해생성물들과 반응하여 분해

되며, 수소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진행되어 다시 합성된다. 이 암모니아

의 분해 및 재결합 반응은 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평형에는 가압기의 가압

용 질소기체가 일차냉각수로 용해되는 만큼 향을 받는다.

암모니아는 노심 역에서 중성자나 감마선 등의 방사선으로 조사될 때, 최종적으

로 식 (3-6-18)와 같이 분해된다[3-6-9].

2 NH3  →  3H2 + N2 (3-6-18)

암모니아의 방사분해는 [NH3]/[H2] 비가 7∼8일 때 그 비에 비례한다. PWR의 정

상조건하 수소농도 범위(25 ㎤/㎏ (1.1×10
-3
 M)의 2 배 미만)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속도가 출력에 의존하며 겉보기로는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 일차이다.

1차냉각수에서 수소와 암모니아 및 질소 사이의 평형농도 관계식은 식 (3-6-19)

와 같다[3-6-9].

[NH3]  =  1.8 [H2] [N2]
1/3 (3-6-19)

여기에서 [NH3], [H2] 및 [N2]는 각각 몰/ℓ로 표시되는 1차냉각수중 각 용존기체

의 농도이다.

Fig. 3-6-7은 VVER 원전에서 암모니아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농도와 아

모니아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Fig. 3-6-8은 식 (3-6-19)의 값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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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암모니아와 수소농도의 상관관계이다. 원으로 표시한 VVER 원전에서의 

값과 직선으로 표시한 값(계산치)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식 

(3-6-9)에서 적용한 평형상수 1.8에 좌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후 러시

아 원전의 경험치를 사용하여 보완될 예정이다.

가압기에서 질소가 1차냉각수로 용해되면 이 용존질소에 의해 식 (3-6-18)에서

의 반응평형이 역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방사분해에 의한 암모니아 손실이 감

소되어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 농도를 요구범위 이내로 유지하기가 쉽다[3-6-2].

한편, 가압기의 가압용 질소기체의 산소함유량이 크면, 반응식 (3-6-18)에 의해 

생성된 수소가 이 산소와 결합하는데 소모된다. 그만큼 식 (3-6-18)의 반응은 평형

은 정방향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1차냉각수중 암모니아 농도는 감소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압용 질소기체는 산소함유량이 0.001 % by volume 이하인 

높은 품질을 지녀야 한다[3-6-2].

질소기체 내의 산소량이 이 정도로 낮으면, 산소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수소의 양

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체 방사분해에 의해 수소를 공급하는 암모니아의 농도는 크

게 보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2. 누적되는 수소 분위기 하에서 Ti 증기 발생기 재료의 부식

피로 시험 평가

가. 연구 배경

Ti 및 Ti 합금은 저 도(철 도의 60%) 원소이면서 합금화와 변태과정으로 경

화되며, 높은 비강도(146 MPa/g/cm
3
)와 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식저항성 및 

열전도성 측면에서도 다른 구조재료에 비해 우수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Ti재료는 표면에 안정한 TiO2 의 보호 산호피막을 형성하여 우수한 내식성을 가

져 원자로 내부의 고온 고압환경의 전열관 재료나, 항공우주재료와 해양재료 등으

로 널리 사용되고있고 핵연료 폐기물의 콘테이너 후보재료로도 검토되고 있다.  그

러나 Ti의 사용상 문제점은 수소와 반응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Ti 기지내의 

수소는 전형적인 금속내부 불순물로 금속의 기계적 성질에 유해한 향을 주는데, 

수소 용해량이 50-100wppm 정도인 경우에도 재료의 파괴인성이 현저히 감소되고 

정하중 및 피로하중하에서 수소 취성이 유발된다[3-6-17∼3-6-20]. 이는 수소가 

녹아 있는 용액 또는 부식액이나 수소 가스 분위기에서 Ti의 표면으로부터 수소원



- 167 -

자들이 재료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가서 수소의 고용한을 넘게 되면 수소화합물이 

석출되고, 수소화합물의 취약한 성질들에 의해 재료 조직 전반에 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중인 다목적 중소형 일체형 원자

로 개발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3-6-21, 22]. 즉, 다목적 중소형 일체

형 원자로의 구조특성상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분의 재료는 기존의 경수로에서 사

용되는 Alloy 600합금 대신, α계 Ti 합금이 사용된다. 일체형 원자로에서는 일반 

경수로와는 달리 냉각제 내에 포함되는 암모니아 가스가 방사능에 의한 방사 분해

되어 수소가 생성되어서 폐된 계통내 수소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가동 시 수소화합물의 형성과 배관 계통의 유동에 의한 진동(flow induced 

vibration)에 의하여 부식피로에 의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α계 Ti인 ASTM Grade 2 Ti에 수소를 장입하여 수소화합물을 

형성시켜, Ti 내부의 수소화합물 생성 특징과 그에 따른 피로 균열 진전 속도를 측

정하 고 실제 일체형 원전 분위기를 모사한 고온 고압 수중에서 용존 수소가 부

식피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나.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편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6-1와 같다. 수소 장입 시험

을 위한 시편과 피로균열진전시험을 위한 CT(Compact Tension)시편의 형상을 

Fig. 3-6-9에 나타내었다.CT시편은 판재의 압연방향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제작하 다. 압연방향에 평행하게 균열이 진전되도록 노치를 만든 경우 

T-L(Transverse-Longitudinal)방향, 수직한 경우를  

L-T(Longitudinal-Transverse) 방향으로 표시하 다.

(1) 수소 장입 시험(Hydrogen Charging Test)

수소장입에 따른 수소화합물(hydride) 형성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Fig. 

3-6-10에 보인 바와 같은 순서로 수행하 다. 우선 시편 표면에 잔류하는 산화막 

제거를 위하여 산세처리(5㎖ HF + 45㎖ HNO3 + 50㎖ water, 10sec 침적)를 실시

하 다. 다음에 Fig.3-6-11과 같은 수소 장입 장치의 석 관 내부에 시편을 장착한 

후, 진공(10
-6
 Torr 이하)을 유지시키면서 300-500℃ 사이의 온도에서 수소압력을 

100-300mbar 사이로 변화시키며 5시간동안 수소가 장입되도록 한 후, 시편 온도를 

24℃/hr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상온까지 냉각시킨 시편을 파이렉스관에 넣어 진공 

봉한 후 400℃에서 5시간 동안 균질화처리(homogenizing)시켜 수소가 시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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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확산되도록 하 다.

수소가 장입된 시편은 에폭시 수지로 마운팅한 뒤 #600-2000 SiC 연마페이퍼로 

연마하고, 최종 0.05㎛ 알루미나(Al2O3) 분말을 이용하여 미세 연마하 고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후 에칭(1㎖ HF + 30㎖ HNO3 + 30㎖ Lactic acid, 30sec 침적)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을 관찰하 다. 제조된 시편내부의 수소화합물 생

성을 확인키 위해 X-ray분석 실험을 실시하 으며, vacuum extraction법을 적용한 

수소분석기(hydrogen determinator)를 이용하여 수소 함유량 분석을 수행하 다.

(2) 집합조직관찰

ASTM Grade 2 Ti 판재(plate)는 제조과정에서 압연에 따른 집합조직이 형성된

다. 시편의 집합조직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을 판재의 표면 방향(short), 압연방향

(longitudinal), 횡방향(transverse)에 수직하는 3방향 단면으로 절단하여, (0002)면

의 극점도(pole figure)를 X-Ray 회절방법으로 조사하 다. 

(3) 피로균열진전 시험

균열 진전 길이 측정은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rop)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균열의 진전에 따른 시편의 단면적 감소와 그에 따른 시편의 저항증가 

및 포텐셜 분포변화를 감지하여, 이것을 균열길이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직류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시편에 일정한 양의 전류(5A)가 흐르도록 조절하면

서 균열이 진전함에 따른 전압변화를 고분해능(0.1㎶)의 전압측정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이 전압변화를 균열 길이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직류전원공급장치로는 

Keithley사의 228A power supply를 사용하고 전압측정장치로는 Keithley사의 

2001A multimeter를 사용하 다. 데이터 수발용 프로그램은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windows/CVI Language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한편 하중 부과용 핀은 

프라즈마 용사에 의해 알루미나를 두께 100㎛정도로 코팅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균열길이비(a/W)와 전위변화

비(V/Vr)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정 곡선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여기서 a는 균열

길이, W는 시편의 폭, V는 전압값, Vr은 기준 전위값이다. 시편을 미리 0.5㎜ 정도

의 간격으로 선을 그어놓고 균열의 진전을 100배까지 확대 가능한 이동식 현미경

을 사용하여 성장하는 균열이 미리 표시한 선에 닿을 때의 전위값을 측정하여 균

열 길이(a) 대 전압값(V)의 관계를 얻은 다음 이 데이터들을 회귀분석하여 Fig. 

3-6-12의 균열 길이 보정 곡선을 얻었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방법에 의해 성장하는 균열의 길이를 25㎛정도의 오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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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은 균열길이비(a/W)에 대

한 전압변화비(V/Vr)의 비율이므로, 한번 보정곡선을 얻으면 시험온도, 시험환경 

및 시편재질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 

피로균열진전실험은 ASTM E 647에 규정된 절차[3-6-23]에 의하여 수행하 고, 

본 실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Instron사의 만능시험기(1 ton)를 사용하 으며, 실험의 

조건은 CT시편에 예비균열(pre-crack)을 a값(균열길이)이 6.5mm정도가 되도록 낸 

다음 R(하중비: 최대하중에 대한 최소하중의 비)는 0.2, 그리고 피로주파수는 1㎐를 

적용하여 피로균열 진전 시험을 실시하 다. 피로균열진전시험 조건은 Table 

3-4-15에 보 다.

온도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온과 300℃에서 피로균열진전 시험을 실시하

으며, 수소화합물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소 장입 유무에 따라서 실시하

다. 응력확대계수의, ΔK의 계산은 

ΔK=
ΔP( 2+α)

B W( 1-α)3/2
( 0.886+4.64α- 13.32α

2
+ 14.72α

3
- 5.6α

4
)

로 하 다. 여기서 B는 두께, w는 폭, α=a/W(a/W≥0.2)이다.

피로균열진전 시험이 끝난 시편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저온파단 한 후에, JEOL

사의 JSM-5200 주사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피로파단면을 관찰하 다.

(4)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시험

Ti의 부식 피로 특성에 미치는 수소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Fig. 3-6-9에 보인 

것과 같은 CT 시편(W=25㎜)을 이용하여 수소가 존재하는 수 중에서 부식 피로 균

열 진전 시험을 수행하 다. 부식환경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피로 하중을 부과하기 

위해 Fig. 3-4-14, Fig. 3-4-15 및 Fig. 3-4-16에 보인 것과 같은 물 순환 루프

(loop)가 장착된 Instron 만능시험기를 사용하 다. 균열길이 측정을 위해 DCPD방

법을 사용하 다. 균열 길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Ti에 대해 별도로 균열 

길이 보정 곡선을 작성하여 사용하 다. 하중 감소법을 사용하여  시편에 비치 마

크(beach marks)(Fig. 3-6-13 참조)이 나타나도록 한 다음 시편을 인출하여 이 균

열 선까지의 길이를 실측하여 구하 다. 실측 전위 변화는 피로 하중을 감소시키는 

시점에서 전위 변화를 측정하여 구하 다. 실측된 균열 길이에 근거한 DCPD 보정 

곡선을 Fig 3-6-14에 보 다. 

부식 피로 시험 환경 및 시험 조건을 Table 3-6-16에 보 다. 시험 분위기는 수

소 주입된 300℃의 수 중 분위기 다. 시험 환경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림 

3-4-16에 보인 것과 같은 물 순환 루프(loop)를 사용하 다. 수소 가스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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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ging)하여 용존 산소를 제거한 후 수소압을 1.7기압으로 하여 용존 수소 농도

가 35cc/kgH2O가 되도록 조절하 다. Fig. 3-6-15에 시간에 따른 용존산소 및 Fig. 

3-6-16에 수소압에 따른 용존 수소 농도 변화를 보 다. Fig. 3-6-17에 수소 주입

된 수중에서 부식 피로 시험을 수행할 때,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의 변화를 보

다. 피로하중은 50 kgf∼250kgf를 부과하 고 하중비는 0.2, 주파수는 0.1을 부과하

다.  

다. 실험 결과 및 고찰

(1) 수소화합물 형성거동

Fig. 3-6-18에는 300℃, 400℃, 500℃에서 수소 장입 분압이 각각 100mbar, 

200mbar, 300mbar일 때 5시간 동안 수소 장입된 Grade 2 Ti 수소화합물의 광학현

미경 조직을 보 다. 검게 에칭된 부분이 수소화합물로 300℃에서 장입된 경우에는 

수소화합물이 작은 점들의 형태로 나타나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400℃에서는 점차 

결정립계 및 입내에 수소화합물 형성 빈도가 높아지고 500℃에서는 입내에 다량의 

수소화합물이 판상으로 형성되어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500℃, 300mbar 수소

장입 시편을 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ig. 3-6-19에 보인 바와 같이 γ

-hydride의 peak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소화합물은 낮은 온도에서는 일단 결정립

계에 생성되고 충분히 수소가 확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500℃에서는, 결정립계뿐만 

아니라 입내에도 방향성을 가지며 생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화합물의 생성 거

동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위치(미세경도기 인덴터 표시)주위의 형성된 수소화합

물 및 결정립계에 각각 다른 에칭조건을 적용하여 비교 관찰한 결과 Fig. 3-6-20과 

같이 길게 늘어선 판상의 흰색 수소화합물이 결정립계 및 입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iu[3-6-24]에 의하면 α-Ti내 (1010) 면에 수소화합물이 잘 

생성된다고 하 다. 일반 Ti 내의 수소화합물 생성 habit plane은 (0001), (1017), 

(1010), (1011)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있다[3-6-25].

장입 온도와 수소 분압에 따른 Grade 2 Ti의  수소 함유량 분석결과를 Fig. 

3-6-21에 나타내었다. 300-400℃에서 장입한 경우 수소분압 증가와는 거의 무관하

게 수소함량의 변화가 적었다. 500℃에서는  수소분압의 증가에 따라 급격한 수소

함유량의 증가를 보 다. 이와 같은 급격한 수소함유량의 증가는 온도와 수소압력

변화에 따른 수소확산기구의 변화로, 낮은 온도에서는 계면을 통한 확산이 활발하

나, 온도가 상승할수록 높은 분률의 수소원자들이 격자를 통한 확산하여 수소원자

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소의 함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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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2) 집합조직

Fig. 3-6-22은 피로균열 진전 시험에 사용된 Ti 시편에 대한 X선 회절 분석에 

의한 판재의 표면 방향으로의 (0002) pole에 대한 극점도들이다. Fig. 3-6-22에서 

a)는 판재의 두께 방향(short, S방향)에 수직한 단면에 대한 극점도이고, b)는 압연

방향(longitudinal, L방향) 수직한 단면, c)는 압연방향에 수직한 방향(Transverse, 

T방향)에 수직한 단면에 대한 극점도이다. a)의 두께방향에 수직한 단면에 대한 극

점도에서 (0002) pole이 대부분 극점도의 중심부에 집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방

향으로 대부분의 (0002) pole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c)에서 (0002) 

pole들이 b)의 (0002) pole들에 비해 중심부에 더 집된 것으로 미루어 L방향에 수

직한 단면보다 T방향에 수직한 단면에 (0002) pole들이 더 높은 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압연 판재의 결정립들의 (0002) pole들은 판재 표면

에 수직한 방향(short, S방향)으로 가장 높은 분포 분률을 가지고 다음으로 압연방

향에 수직한 방향(T방향), 압연방향(L방향) 순서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3) 피로균열진전거동

피로균열진전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수소 장입은 500℃에서 수소분압 300mbar에

서 5시간 유지한 조건에서 수행하 는데, 이 시편에는 Fig. 3-6-21에 보인 바와 같

이 900ppm 정도의 수소가 장입된다.  

Grade 2 Ti의 상온 및 300℃에서의 피로균열 진전 시험 결과를 Fig. 3-6-23 ∼ 

Fig. 3-6-28에 보 다. Fig. 3-6-27과 Fig. 3-6-28은 균열 진전 속도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X-Y축(응력확대계수범위-피로균열진전속도)에 로그 스케일(scale) 대신 

선형 스케일을 적용하여 도시하 다. Fig. 3-6-27는 상온에서 피로균열진전 시험 

결과이다. 피로응력 확대계수 범위가 20MPam
1/2
에서 수소가 장입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균열진전방향이 압연방향과 평행(T-L 방향)할 때 피로 주기당 균열진전길이가 

0.5㎛정도이고, 균열진전방향이 압연방향에 수직(L-T 방향)한 경우는 피로 주기당 

균열진전길이는 0.3㎛정도로, T-L 방향일 경우가 L-T 방향일 경우에 비해 피로균

열진전속도가 크다.   수소가 장입된 Ti 시편에 대해 상온에서 피로균열진전 시험

한 결과도, T-L 방향으로 균열이 진전하는 시편이 L-T 방향으로 진전하는 시편에 

비해 균열진전속도가 현저히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300℃에서 피로균열진전시험 결과를 Fig. 3-6-28(선형 스케일)에 보 다.   상온 

시험에서 보다 균열진전속도가 전 응력확대계수범위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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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확대계수범위가 20MPam
1/2
에서 수소가 장입되지않은 경우, 두 방향의 시편 모

두 피로주기당 약 0.8㎛정도의 균열진전속도로, T-L 방향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

와 L-T 방향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의 차이가 상온시험에서와 같이 현저하지 않

다. 그러나, 수소장입된 Ti 시편은 T-L 방향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가 L-T 방향

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에 비해 크고 응력확대계수범위가 커질수록 이와 같은 경

향이 뚜렷하다.

Fig. 3-6-29, Fig. 3-6-30에  SEM으로 촬 한 피로파면의 관찰 결과를 나타내었

다. Fig. 3-6-29은 상온에서 수소가 장입되지 않은 경우의 시험에 대한 파면이고, 

Fig. 3-6-30는 300℃에서 수소가 장입된 시편에 대한 파면이다. 이 그림은 파면내

의 ΔK값이 다른 3곳에서 촬 한 사진으로 각 위치에서의 ΔK값이 표시되어 있다. 

상온, 수소 장입되지 않은 경우 파면 및 300℃, 수소 장입된 경우 파면 모두 전형적

인 피로줄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ΔK값이 커질수록 피로줄무늬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피로줄무늬 사이에, 파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2

차 균열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방향성을 가진 조 육방정의 벽개 파단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SEM촬  사진으로부터 수소가 장입된 시편과 장입되지 않은 

시편간에 현저한 파면 형태 차이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수소 장입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상온 및 300℃에서 균열진전이 T-L 방향인 경우

가 L-T 방향인 경우보다 피로균열진전속도가 증가한다. 이것은 Ti 압연판재에 형

성되는 집합조직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Fig.3-6-22에 보인 바와 같이, 

ASTM Grade 2 Ti 압연 판재에서 (0002)면의 pole 분포 분률은, 판재의 두께방향

으로 가장 크고, 압연방향에 수직된 방향, 압연방향 순서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

다. 이와 같은 경향은 Clarke[3-6-27]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Clarke는 본 연

구와 동일한 재료인 ASTM Grade 2 Ti 압연 판재 재료에 대해 정하중시 파괴 거

동에 대하여 연구하 는데, 두께방향, 압연방향에 수직된 방향, 압연방향으로의 기

저면 pole 분포 분률이 각각 0.64, 0.27, 0.09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Ti 

판재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Meyn[3-6-17]은 Ti재료의 기저면(basal plane)의 방향은 재료의 파괴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즉, 응력 방향에 수직으로 배열된 기저면의 분률이 

증가할 수록 재료의 파괴 저항성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압연 판재는 Fig. 

3-6-14에서 언급했듯이, T 방향에 수직한 파단면에서 (0002) pole 분률이 L방향에 

수직한 파단면에서보다 크므로 T-L 방향 균열진전속도가 L-T 방향 균열진전속도

에 비해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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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장입된 시편의 경우 상온 및 300℃에서 T-L 방향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

가 수소장입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L-T 방향으로는 큰 차

이가 없다. 이와 같이 수소장입시편에서 T-L 방향으로 균열진전속도가 현저히 증

가하는 반면, L-T 방향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Ti의 피로균열

진전속도는 균열진전방향과 수화물의 방향사이의 상호관계에 향을 받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면 T-L 방향으로 성장하는 균열은, 이 균열 진전 방

향에 대한 수화물의 방향이 균열 성장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L-T 방향으로 성장하는 균열에 대해서는 수화물이 균열 성장을 방해하는 방

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L 방향 균열 진전시 수화물은 집합조직

의 기저면과 일정한 방향관계를 가지고 피로하중이 작용할 때 국부적인 벽개 파괴

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L-T 방향으로 성장하는 균열에 대해서는 수화물이 파단면

에 2차 균열(secondary crack branching) 혹은 균열 굴곡(deflection) 등을 유발하

여 균열저항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균열진전 저항성은 수소의 장입여부, 재료의 집합 조직 분포, 수화물의 형성 방향

에 향을 받으며 이들 변수들의 상호관계에도 큰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균열 진전 방향에 따라 수소 장입의 향이 다르다는 사실은 Ti에서 피로 균

열 진전에 대한 저항성은 판재에 형성된 집합조직의 방향 분포와 수화물의 형성 

방향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합조직을 갖는 Ti  

재료의 균열 진전 저항성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

열성장 방향과 집합조직과의 상호 관계, 균열 성장 방향과 수화물의 형성 면사이의 

상호관계, 집합조직과 수화물 형성 방향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면 한 연구가 요

구된다. 

(4) 부식피로 균열진전 거동

300℃, 수소 농도 35cc/kg H2O인 탈기된 수중에서 Ti의 부식 피로균열 진전 시

험 결과를 Fig.3-6-31에 보 다. T-L 방향 및 L-T방향의 2 방향에 대한 시험 결

과이다.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T-L 방향에 대해 2번 시험(T1-CF3, T1-CF4)을 

수행하 다. 균열 진전이 T-L방향일 때 피로응력 확대계수 범위가 20MPam
1/2
에서

는 da/dN가 0.6μm/cycle 정도이고 피로응력 확대계수 범위가 30MPam
1/2
에서는 

da/dN이 3μm/cycle 정도이다. 균열 진전이 T-L방향일 때 부식 피로 균열진전속

도를 Paris가 제안한 식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면 

da/dN = 10
-8
.65x(ΔK)

4.19

가 된다. 균열 진전이 L-T 방향일 때는 피로 응력 확대 계수 범위가 20MPam
1/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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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da/dN은 0.5μm/cycle 정도이고 피로응력 확대계수 범위가 30MPam
1/2
에서는 

da/dN이 1.5μm/cycle 정도이다. L-T 방향일 때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식은

da/dN = 10
-6.21
x(ΔK)

2.26

이 된다. 수소가 용해된 수중에서도 균열 진전 방향에 따라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MPam
1/2
∼ 30MPam

1/2
의 범위에서 T-L 방향으로

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가 L-T방향으로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에 비해 

1.2∼2배 정도 속도로 빠르다.

Fig. 3-6-32에 수중에서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 및 수소 주입된 시편의 공

기 중 피로균열진전 속도를 같이 보 다. 상온, 공기 중에서 피로 응력 확대 계수 

범위가 20MPam
1/2
에서 Ti의 L-T방향으로 피로균열진전속도(da/dN)는 0.3㎛/cycle

로 300℃, 수중에서 Ti의 L-T방향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비해 0.6배 정도이다. 

공기 중, 300℃ 환경에서 수소 주입되지 않은 Ti시편에 대한 피로 응력확대계수범

위가 20MPam
1/2
일 때  L-T방향으로의 피로 균열 진전 속도는 0.7㎛/cycle이고 

20MPam
1/2
∼ 30MPam

1/2
의 범위에서 유사한 값을 가진다.  공기중, 300℃ 환경에서 

수소주입된 Ti시편은 피로응력확대계수범위가 20MPam
1/2
일 때  L-T방향으로의 

피로 균열 진전 속도(da/dN)는 0.6㎛/cycle로 35cc/kg H2O 수소 용해된 순수한 물

속에서 L-T방향으로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와 유사하다. 정리하면 300℃, L-T방향

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는 1)수소 주입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공기 중 속도, 2) 

수소 주입된 시편에 대한 공기 중 속도 및 3) 수소가 용해된 수 중에서 속도가 유

사한 값을 가진다. L-T방향으로는 수소가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공기중, 300℃ 환경에서 1)수소 주입된 Ti시편의 T-L방향으로의 피로 균

열 진전 속도(da/dN)는 피로응력확대계수범위가 20MPam
1/2
일 때 1.5μm/cycle 정

도가 되어 2) 수소 주입되지 않은 시편에 대한 T-L방향 속도, 3)수소가 용해된 순

수한 물 속에서의 T-L방향 속도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을 가진다. 수소는 Ti의 T-L

방향으로의 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준다. 그러나 2)와 3)의 속도가 거의 유

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균열 선단에 수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균

열진전속도에 미치는 향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 주입된 시편

의 경우 앞에서 보인 바와 같이 수소는 수화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 수화물과 균열 

진전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피로균열진전속도를 가속화한다. 반면 물 속에 용해된 

수소는 본 시험과 같은 부식 피로 시험 조건하(35cc H2/kg H2O, 0.1Hz, 300℃ 수 

중)에서는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

중에 존재하는 수소 가스는 균열 선단에서 수소 분자 혹은 수소 원자 형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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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료 내부로 수소가 침투하기 위해서는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로 분리되고, 

이 수소 원자가 균열 선단의 재료 내부로 확산하여야 한다. 본 시험 조건하에서 수

소가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1) 수소 원자가 재료 내

부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여 재료 내부에 수화물을 형성하지 못하고, 2)균열 선단

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Ti 격자의 결합을 약화시키지[3-6-28] 못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미치는 용존 수소의 향에 대한 연

구를 심화 및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피로 주파수가 아주 낮은 조건(0.01Hz, 

0.001Hz)에서 부식피로 시험이 수행되어 균열 선단의 수소 원자가 재료 내부로 침

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환경에서 수화물 및 수소 취화 과정이 미치는 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라. 결론

1) ASTM Grade 2 Ti 재료에 온도가 300℃∼500℃, 수소압이 100mbar∼

300mbar의 조건에서 수소장입 시험 후 수화물 형성 거동을 관찰하고, 수소 장입된 

시편에 대해 피로균열 진전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장입온도와 

수소분압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내의 수소함유량이 증가하 다. 특히 500℃ 장입 온

도 조건에서 수소 원자의 확산이 활발하여 수소 함량이 현저히 증가하 다. 수소화

합물은 수소 분압과 장입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입계에 주로 생성되었고, 수소분압

과 장입온도가 증가할수록 입내에 판상의 형태로 생성되었다. 

2) Ti 의 공기 중 피로균열 진전 거동은 수소장입 여부, 균열진전방향 및 시험온

도에 따라 차이를 보 다. 피로균열진전속도는 고온에서 더 큰 경향을 보 다. 수

소 장입이 유사할 때, 균열진전이 T-L 방향인 경우가 L-T 방향인 경우보다 피로

균열 진전속도가 큰 경향을 보 는데 이것은 Ti 압연판재에 형성되는 집합 조직에 

기인한, 파단면에 평행한 Ti 재료의 기저면의 분률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수소장입된 시편에서, 수소장입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특정 방향(T-L 방향)

으로 공기 중 피로균열진전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거동을 보 는데, 이러한 현상

은 균열진전 방향에 대한 수화물 형성 방향과의 상호관계, 수화물의 방향과 집합조

직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피로 파괴가 조장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300℃, 수소 농도 35cc/kg H2O인 탈기된 수중에서 Ti의 부식 피로균열진전 시

험 결과 균열진전이 T-L방향일 때 부식 피로균열진전속도는

da/dN = 10
-8.65
x(ΔK)

4.19

가 된다. 균열 진전이 L-T 방향일 때는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는

da/dN = 10
-6.21
x(ΔK)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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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수소가 용해된 수중에서 균열 진전 방향에 따라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

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20MPam
1/2
∼ 30MPam

1/2
의 범위에서 T-L 방향으로

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가 L-T방향으로의 부식 피로 균열 진전 속도에 비해 

1.2∼2배 정도 속도로 빠르다.

5) 물 속에 용해된 수소는 본 시험의 부식 피로 시험 조건하(35ccH2/kg H2O, 

0.1Hz, 300℃ 수중)에서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했다. 본 

시험 조건하에서 수소가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큰 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수

소 원자가 재료 내부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여 재료 내부에 수화물을 형성하지 

못하고, 균열 선단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Ti 격자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i의 부식피로균열진전속도에 미치는 용존 수소의 향

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및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피로 주파수가 아주 낮은 조건

(0.01Hz, 0.001Hz)에서 부식피로 시험이 수행되어 균열 선단의 수소 원자가 재료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환경에서 수화물 및 수소 취화 과정이 미치

는 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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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Comparison of pH calculation codes

          

MULTEQ FRAMONA 

Developer EPRI, USA FRAMATOME, 
FRANCE 

Output 
pH, Conductivity, 

Composition 
Redox 

pH, Conductivity, 
 Composition 

Species 
Primary: 25 

Combination: 300
Precipitate: 40 

Primary: 18 
Combination: 29 
Precipitate: 21 

Option CF, BPE, Flowing CF 

Temp. 20 – 320 C 20 – 300 C 

OS Windows 3.1 Windows 3.1 

Developed Early 1990 Early 1990 

Note EPRI members, 
KPG Purchased 



- 178 -

Table 3-1-2  Specification of crevice chemisry simulation loop

Primary Secondary

Temperature (℃) Max. 310 270

Pressure (㎫) 13 - 14 5.6

Flow rate (ℓ/hr) ∼2000 ∼4

Water Chemistry H20 H2O/Species

ECP Reducing Reducing

Crevice Materials N/A Open/P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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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Action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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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Guidelines for feed water chemistry(<5% power)

(a) Site specific p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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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Guidelines for feed water chemistry(>5% power)

(a) Site specific chemistry program

(b) Site specific pH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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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Guidelines for SG secondary side chemistry(RCS<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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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Guidelines for SG secondary side chemistry(<30% power)

(a) Site specific chemist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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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Guidelines for SG secondary side chemistry(>30% power)

(a) Site specific chemistr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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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Guidelines for condensate chemistry(>5%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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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0  Revision of guidelines for secondary water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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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1 Standard guidelines for secondary water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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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orrosion damage on the korean steam generator tub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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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Degradation and repair in Kori unit 1(Re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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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Degradation in Kori unit 1(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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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Degradation in Kori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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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Degradation in Kori uni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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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Degradation in Kori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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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Degradation in Yonggwang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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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8  Degradation in Yonggwang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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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Degradation in Yonggwang uni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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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0  Degradation in Yonggwang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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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Degradation in Ulchin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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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2  Degradation in Ulchin un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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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3  Degradation in Ulchin uni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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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4  Degradation in Ulchin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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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5  Degradation in Wolsong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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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6  Degradation in Wolsong unit 2

Table 3-2-17  Degradation in Wolsong unit 3

Table 3-2-18  Degradation in Wolsong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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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9.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Material Heat No.
UTS

(MPa)

YS

(MPa)

Elongation

(%)

Thermal

Treatment

Grain Size

(ASTM No.)

Alloy 600 MA
906007

Mitsubishi
648 289 46

MA1) at 960 ℃ 

10min
6.89

1) MA : Mill annealed

Table 3-2-20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S Cr Ni Cu Al Fe

Alloy 600MA 0.01 0.1 0.3 <0.001 15.4 75.1 0.2 0.22 8.0

Table 3-2-21  Test conditions of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

Material Temp.(℃) pH(25℃) PbO(ppm) CuO(ppm) Test

Alloy

 600 MA

200 10
0, 10, 100,

500
Anodic 

polarization

300

4 1000
Ecorr

7 1000

10
100, 300

500, 1000
20, 100, 300, 500,

800, 1000

Ecorr(CuO,PbO)
Anodic 

polarization
(PbO)

12 1000 Ec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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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2  Test condition and result of the SSRT test

Test

No.
Temp.

Test condition Result

pH
Pb,

(ppm)

Strain

rate(sec-1)

UTS,

(MPa)

EL

(%)

SCC

ratio(%)

Time to

failure, Hrs

Crack

mode
1

340℃
10

0

1x10-7

669 46 0 1368 Ductile

2 5 725 70 5 1991 IG
3 100 379 12 84 365 IG
4 10,000 365 11 99 316 IG(+TG)

5 4 10,000 731 59 14 1631 IG

6 7 10,000 724 62.4 0 1773 Ductile

Table 3-2-23  Test condition and result of the SSRT Test under the electrochemical

applied potential in solution of 300℃, PbO 1000 ppm, and strain 

rate 2 x 10-7sec-1

Test 
No.

Test condition Result

pH Potential,
(mV vs Ag/AgCl)

UTS,
(MPa)

EL
(%)

SCC
ratio(%)

Time to
failure,Hrs

Crack 
mode

1

10

100 714 56 0 823 Ductile

2 -440 699 64 0 932 Ductile
3 -520 626 55 23.9 805 IG
4 -710 628 61 24.2 890 IG

5 -500 691 57 0 824 Ductile

6 -600 563 41.7 30 605 IG
7 -700 636 48.4 13 678 IG

8 -750 606 47.8 34.6 694 IG

9 -650 598 47.7 41.3 809 IG

10 7 -500 696 51.5 5 749 IG

11 10 -800 641 49.7 25 719 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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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4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Cr Ni Co

Mo Ti Cu Al Fe B N

Alloy

600MA
0.04

0.03 0.27 - 0.001 15.21 75.34 -

- - 0.12 0.22 8.03 - -

Alloy

600TT
0.026

0.22 0.30 - <0.001 15.12 73.77 0.015

- 0.36 0.006 0.26 9.21 - -

Alloy

690TT
0.02

0.36 0.31 0.01 0.001 30.0 59.6 -

0.013 0.33 0.01 0.023 9.26 0.001 0.033

Alloy

800MA
0.014

0.53 0.53 0.008 0.003 22.35 33.91 0.03

- 0.45 0.032 0.17 - - 0.017

Table 3-2-25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Material Heat No.
UTS

(Mpa)

YS

(Mpa)

EL

(%)

Thermal

Treatment

Grain Size

(ASTM No)
Alloy

600MA
NX8688 669 276 50

MA at 980℃

2.25 min
6.47

Alloy

600TT
5230 702 316 46

MA 950 2min

∼750℃12hrs 
9

Alloy

690TT
753175 722 334 49

Annealed at

1080℃ 1min

-> TT at 725

10hrs

6.07

Alloy

800MA
467730 406 39

Annealed at 

990℃
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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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6  Electrochemical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conditions of 

H3BO3 and Cl- containing solution

Material H3BO3

(%)

Cl-

(g/l)

Potential

(V)

O2 Temp.

(℃)

Specimen

Alloy

600MAS

600MA

600TT

690TT

800MA

3 0.2
-0.2

-0.35
deaerated 320

10mmx12mm

 flat

C-ring

27 2 0 aerated
100

350
RUB    

Table 3-2-27  Properties of SCC parameters in 3% H3BO3 and 0.2 g/l Cl-

deaerated solution at 320℃

   Material

Parameter
600MA 600TT 690TT 800MA

PM
SCC(mA/㎠) 1000 300 200 30

EM
SCC(V) -160 -200 -250 -200

ΔE1/2
SCC(V) -230 -280 -300 -250

Table 3-2-28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he C-ring test

Temp.

(℃)

H3BO3

(％)

Cl-

(g/l)

Potential

(V)

O2
Material Result

Heat Specimen
Duration

(h)

Cracking

Mode

320 3 0.2
-0.2

-0.35

Deae-

rated

600MAS

C-ring

3120 NC(0/2)

600MA 4080 NC(0/3)

600TT 4080 NC(0/3)

690TT 4080 NC(0/3)

800MA 4080 N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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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9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he RUB test at 100℃

Temp.

(℃)

H3BO3

(％)

Cl-

(g/l)

O2 Material Result

Heat Specimen
Duration

(h)

Cracking

Mode

100 27 2
Aer-

ated

600MAS

Reverse

U-bend

5760 NC(0/2)

600MA 5760 NC(0/2)

600TT 3360 NC(0/2)

690TT 3360 NC(0/2)

800MA 3360 NC(0/2)

Table 3-2-30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the RUB test at 350℃

Temp.

(℃)

H3BO3

(％)

Cl-

(g/l)

O2
Material Result

Heat Specimen
Duration

(h)

Cracking

Mode

350 27 2 Aerated

600MAS

Reverse

U-bend

1440

1920

IG(1/2)

IG(2/2)

600MA 1920 IG(3/3)

600TT 1920 IG(3/3)

690TT 3840 NC(0/3)

800MA 3840 IG(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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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for electrochemical test

원소

재료
C Cr Ni Fe Si Mn P S Cu Ti Al N Co Mo

Alloy 

600 TT
0.022 16.37 72.3 9.49 0.32 0.89 0.008 0.003 0.01 0.3 0.2 0.011

Alloy 

690 TT
0.02 30.0 59.6 bal. 0.36 0.31 0.01 0.001 0.33 0.013

Alloy 
800 

0.014 22.35 33.91 bal. 0.53 0.53 0.008 0.003 0.032 0.45 0.17 0.017 0.03

Table 3-2-32  Quality specification of Degussa P25 TiO2 powder

Surface area (m2/g) 50±15 SiO2 (%) < 0.2

Drying loss (%) < 1.5 Al2O3 (%) < 0.3

Ignition loss (%) < 2 Fe2O3 (%) < 0.01

pH-value 3~4 TiO2 (%) > 99.5

Effective particle size ( ) 0.06 ~ 0.2 HCl (%) < 0.3

Table 3-2-33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of CT 

specimens

원소

재료
C Cr Ni Fe Si Mn P S Cu Ti Al B N Cb

Alloy 600 
MA

0.032 15.51 75.32 7.9 0.28 0.23 0.007 0.001 0.09 0.39 0.20 0.001 0.01 0.02

Properties
Heat# Hardness

Yield strength
(2%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Reduction 
area(%)

Alloy 600 MA 83.0 300 657 43.9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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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4  Chemical composition and tensile properties of Alloy 600 LTMA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

Heat C Mn S Si Cr Ni Fe Cu

NX8688

(INCO)
0.04 0.21 0.001 0.30 15.7 75.34 8.03 0.11

Y.S U.T.S EL. MA condition

271 MPa 667 MPa 50 % >982℃, 2'15"

Table 3-2-35  Chemical composition and tensile properties of Alloy 600 CRDM 

nozzle material

Heat C Mn S Si Cr Ni Fe Cu Co

YES14614

(SMP)
0.045 0.40 0.001 0.08 15.03 75.2 8.23 0.01 0.01

Y.S U.T.S EL. MA condition

259 MPa 642 MPa 43 % 950℃/2hrs.,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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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6  Summary of the CERT results

Dissolved
Hydrogen
Contents,
ccSTP/kg 

water

Hydrogen
Partial 

Pressure
Measured

During 
CERT,

psia

Strain
at 

Failure,
%

Ratio of 
Intergranular 

Fracture 
Area,

 %

Maximum 
Intergranular 
Crack Depth, 

㎛

      *
Average 
Crack 

Growth
Rate,
m/sec

       **
Maximum 

Crack 
Growth 

Rate,
m/sec

2 0.2~0.3 62.0 10.9 366 1.17E-11 3.94E-11

8 0.9~1.1 42.80 32.3 770 5.03E-11 1.21E-10

17 1.8~2.0 38.80 23.0 955 3.95E-11 1.64E-10

35 3.5~3.8 43.36 17.7 844 2.72E-11 1.29E-10

50 5.5~5.9 61.36 12.6 644 1.37E-11 7.11E-11

65 7.4~7.8 61.40 10.7 533 1.16E-11 5.78E-11

* Average Crack Growth Rate = 

Ratio of Intergranular Fracture Area×(Specimen Thickness/2)/Total Test Time

** Maximum Crack Growth Rate =

Maximum Intergranular Crack Length/Total T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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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7  Details about M-RUB specimens for PWSCC initiation test

8688- : Manufactured from SG tube material of heat no. NX8688

302019- : Manufactured from SG tube material of heat no. 302019

9% Total Pre-strain 20% Total Pre-strain

Specimen ID
Maximum Stress,

MPa
Specimen ID

Maximum Stress,
MPa

8688-1 462 302019-1 525

8688-2 465 302019-2 561

8688-3 452 302019-3 542

8688-4 449 302019-4 545

8688-5 432 302019-5 556

302019-12 455 8688-11 549

302019-13 448 8688-12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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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pecimens

No. Spec. Chemical composition (wt%)

(ASTM) C Mn P S Si Ni Cr Mo Fe

1 A106 Gr. B 0.3 0.29∼1.06 0.048 0.058 0.1
Balance

(Commercial) (0.15) (0.64) (0.003) (0.014) (0.19) (0.06) (0.03) (0.01)

2 A336 P11 0.15 0.3∼0.6 0.03 0.03 0.5∼1.0 1.0∼1.5 0.44∼0.65
Balance

(1Cr-½Mo) (0.1) (0.36) (0.009) (0.009) (0.56) (1.06) (0.48)

3 A335 P22 0.15 0.3∼0.6 0.03 0.03 0.5 1.9∼2.6 0.87∼1.13
Balance

(2¼Cr-1Mo) (0.09) (0.49) (0.012) (0.008) (0.21) (2.03) (0.97)

 * Pipe : ID ½", SCH. 80 (∼3.3 ㎜ in wall thickness)

** Values in parantheses are the actual composition of product

Table 3-3-2  A joint AECL/Canadian Utilities Task Team recommendation for WS 

Unit 2, 3, 4 outlet feeders 

Average lifetime pH as of mid 1994

CANDU Average pH Recommended pH Permissible pH

PLGS 10.66

10.2~10.4 issued 

by June 30, 1997
10.2~10.8

Gentilly 2 10.62

Wolsung 1 10.55

Wolsung 2, 3, 4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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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Chromium content of the feeder piping of WS Unit 2, 3 and 4

Cr content 0∼0.04% 0.04∼0.05% 0.05∼0.06% >0.06%

Wolsung 2 12% 12% 18% 58%

Wolsung 3 26% 27% 10% 37%

Wolsung 4 14% 23% 19% 44%

Table 3-3-4  Operational conditions of secondary-side water chemistry sy

stem at nuclear power plant A ('99)

Location Temperature (℉) Flow (lb/hr)

SG Blowdown 512.0 45,000

MSR Drains 467.6 596,383

Condensate   91.4 4,968,258

Low Temp Feedwater 221.3 4,968,258

Heater Drain Tank 428.0 2,587,201

Final Feedwater 433.0 7,5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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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Organic acid concentration measured from ETA at a nuclear power

plant A (unit : ppb)

System Acetate Glycolate Formate Total

S/G 13.0 8.0 9.8 30.8

M/S 11.4 1.8 6.0 19.2

F/W 10.0 2.5 5.0 17.5

C/D 9.9 2.5 3.1 15.5

H/D 10.2 2.2 6.8 19.2

Table 3-4-1  Composition of turbine steel

Table 3-4-2  Mechanical properties of turbin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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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3  SSRT condition for SCC tests for turbine steel

SSRT condition results

Temp. strain rate aeration elong. disp.

( ) ( /sec) (%) ( )

sccpure1 150 1×10-7 aerated 6.00 1.500

sccpure2 - - - - -

sccpure3 150 1×10-7 aerated 6.52 1.630

sccpure4 150 5.×10-8 aerated 6.28 1.570

sccpure5 150 2×10-7 aerated 8.32 2.080

sccpure6 150 1×10-7 deaerated 14.68 3.670

sccpure7 100 1×10-7 aerated 10.44 2.610

sccpure8 50 1×10-7 aerated 15.24 3.810

sccpure9 150 1×10-7 aerated 6.60 1.650

sccpure10 50 1×10-7 aerated 15.76 3.940

sccpure11 200 1×10-7 aerated 5.16 1.290

sccpure12 150 5×10-7 aerated 8.56 2.141

sccpure13 150 1×10-6 aerated 10.98 2.744

sccpure14 150 1×10-7 N2(15min.) 10.76 2.690

tension01 25 1×10-4 - 16.12 4.030

sccpure15 150 1×10-7 N2(5min.) 11.86 2.965

sccpure16 200 1×10-7 aerated 0.00

sccpure17 150 1×10-7 aerated 6.08 1.519

sccpure18 150 1×10-7 N2:O2=1:100 11.44 2.859

sccpure19 150 1×10-5 aerated 14.31 3.577

sccpure20 150 5×10-6 aerated 13.01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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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Conditions for polarization tests

Test conditions Results

test environ.
Temp.(

)
scan rate 
(mv/sec)

purging ref. EI=0 Icorr

p0402-4 pure water 25 X

p0403-4 pure water 25 X

p0407-3 pure water 25 0.1 X

p0412-2 pure water 25 0.1 O

p0419-2 pure water 150 0.1 X

p0423-3 pure water 150 0.1 O

p0522-3 pure water 150 0.01 X

p0522-5 pure water 150 0.1 X

p0703-2 pure water 150 0.1 X

p0711-2 pure water 150 0.1 O

p0712-2 pure water 150 0.01 O interrupted

p0723-2 pure water 150 0.1 O O2:N2=1:100

p0724-3 pure water 150 0.1 O O2:N2=1:100

p0901-01 pure water 150 10 X

p0901-02 pure water 150 1 X

p0901-03 pure water 150 0.1 X

p0920-01 pure water 150 1 X

p0920-02 pure water 150 0.1 X

p0920-03 pure water 150 0.01 X

p0926-01 pure water 150 0.1 X first -21.09 1.460 /

p0926-02 pure water 150 1 X 153.9 1.918 /

p1019-01 pure water 100 1 X first -209.3 921.0 /

p1019-02 pure water 100 0.1 X -173.2 1.030 /

p1022-01 pure water 50 1 X first -175.3 5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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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Conditions for polarization tests(continued)

Test conditions Results

test environ.
Temp.
( )

scan rate 
(mv/sec)

purging ref. EI=0 Icorr

p1022-02 pure water 50 0.1 X -193.7 478.6 /

p1024-01 pure water 100 1 O 4hour -442.3 624.3 /

p1024-02 pure water 100 0.1 O 4hour -489.2 415.1 /

p1029-01 pure water 50 1 O 4hour -502.9 157.6 /

p1029-02 pure water 50 0.1 O 4hour -548.5 83.02 /

p1030-01 pure water 200 1 X first 153.2 653.7 /

p1030-02 pure water 200 0.1 X 206.5 472.5 /

p1101-01 pure water 200 1 O first -353.5 1.175 /

p1101-02 pure water 200 0.1 O -365.7 1.230 /

p1106-01 pure water 150 1 O first -482.7 595.3 /

p1106-02 pure water 150 0.1 O -549.2 177.6 /

p1109-01 pure water 150 1 X first -18.74 704.8 /

p1109-02 pure water 150 0.1 X 27.16 375.0 /

p1113-01 pure water 150 1 O

p1113-02 pure water 150 0.1 O first -504.9 420.3 /

p1114-01 pure water 100 1 O

p1114-02 pure water 100 0.1 O first -531.8 260.2 /

p1115-01 pure water 50 1 O

p1115-02 pure water 50 0.1 O first -561.8 102.5 /

p1116 pure water 150 0.1 O O2:N2=1:100 -75.17 771.9 /

p1128 pure water 200 0.1 X 260.7 406.1 /

p1129 pure water 200 0.1 X 353.5 294.9 /

p1203 pure water 200 0.1 X 291.0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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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Effect of dissolved oxygen on the corrosion potential and corrosion

current of turbine steel at 150℃

Corrosion potential Corrosion current

Aerated water -21.09 1.460 /

Intermediate-

oxygen water
-75.17 771.9 /

Deaerated water -504.9 420.3 /

Table 3-4-6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corrosion potential and corrosion current 

of turbine steel in water

Corrosion potential Corrosion current

150 -21.09 1.460 /

100 -173.2 1.030 /

-193.7 4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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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Corrosion fatigue tests conditions for turbine steels

Test no. Specimen Temp( ) Environment Freq.(Hz) Min. Load Max.Load Load Ratio

TBF-1 tur1-1 20 air 1 60 300 0.2

TBF-2 tur1-2 20 air 10 60 300 0.2

TBF-3 tur1-3 20 air 1 60 300 0.2

TBF-4 tur2-1 150 air 1 60 300 0.2

TBF-5 tur2-3 20 air 1 60 300 0.2

TBCF-1 tur1-5 20
water(H2 
purging )

0.1 60 300 0.2

TBCF-2 tur1-7 150
water(H2 
purging)

0.1 80 400 0.2

TBCF-3 tur2-5 150
water(no 
purging)

0.1 80 400 0.2

TBCF-4 tur2-6 20
water(no 
purging)

0.1 80 400

TBCF-5 tur2-7 20
water(no 
purging)

0.1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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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Stable isotopes of zinc

Molecular weight 65.39(2)

Isotopic natural abundance (atom %)

Zn-64 48.89

Zn-66 27.81

Zn-67 4.11

Zn-68 18.57

Zn-70 0.62

Table 3-5-2  Half life and major formation reactions of Zn-65

Half life & daughter

Zn-64 (n,γ) Zn-65

Cu-65 (p, n) Zn-65
Cu-65 (d, 2n) Zn-65

243.8 days to Copper-65 (electron capture, EC)

Major radiation
Gamma - 1115.5 keV

Positron - 325 keV
Activity ∼8,230Ci/g (thoretical)

Table 3-5-3  Half life and major formation reactions of Zn-69

Zn-68(n,γ)Zn-69m
13.6 hours to zinc-69 (accompanied  γemission, isomeric

transition, IT)

Zn-68(n,γ)Zn-69 57 minutes to Gallium(Ga)-69 (β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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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4  Modeling solution for aluminium addition

Electrical conductivity, μOhm/cm 100±10

pH 6.2±0.2

General concentration of iron, mg/L 0.5±0.2

General concentration of aluminum, mg/L 0.5±0.2

Table 3-5-5  Influence of aluminum on the rate of deposits formation on 

heat-isolation surface

No. Experiment
Concentration of the 
dosing agent, mg/L

Deposition formation rate, 

μg/cm2
‧h

1 No dosing - 50

2
Dosing of carbon steel 
anode dissolution products

Iron

0.6
91

3
Dosing of aluminum alloy 
B1T anode dissolution
products

Aluminum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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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6  Nuclear grade Amberlite ion exchange resins (Rohm and Haas Co., 
Philadelphia, U.S.A.)

Amberlite Type Ionic 
Form

Particle 
Size (mm)

Moisture 
Content (%)

Total 
Exchange 
Capacity 

(meq./mL)
Cation 
Exchange
Strongly 
acidic, 
sulfonic 
cation resin

IRN 77L H+ 0.3-1.2 50-55 1.9

IRN 218 7Li+ 0.3-1.2 50-55 1.75-1.9

Anion
Exchange
Strongly 
basic, 
quaternary 
ammonium 
resin

IRN 78L OH- 0.3-1.2 55-60 1.12

IRN 78L/C-L
(low chloride) OH- 0.3-1.2 55-60 1.12

Mixed Bed 
Resins

IRN 
150L

Mixture of
IRN 77L
IRN 78L

H+

OH- 0.3-1.2 50-60 0.60*

IRN 
150L/C-L

(low 
chloride

Mixture of
IRN 77L

IRN 
78L/C-L

H+

OH- 0.3-1.2 50-60 0.60*

IRN 
217L

Mixture of
IRN 218
IRN 78L

7Li+

OH- 0.3-1.2 50-60 0.60*

IRN 
217L/C-L

(low 
chloride)

Mixture of
IRN 218

IRN 
78L/C-L

7Li+

OH- 0.3-1.2 50-60 0.75* (for 
cation)

* minimum column capacity value in meq./mL.

Table 3-5-7  Nuclear grade resins

Matrix Functional groups
Total exchange 

capacity      
(ionic form)

Bulk density 
(g/L)

Amberlite 
IRN 77

Polystyrene 
DVB gel

Sulphonic acid 1.9eq/L (H+ form) 800

Amberlite 
IRN 150

Polystyrene 
DVB gel

Cation resin
Sulphonic 

acid
1.9eq/L (H+ form) 800

Polystyrene 
DVB gel

Anion resin
Trimethylam

monium
1.2eq/L(OH- form)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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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8  Mechanical properties of tested materials

Materials

(ASTM B- 

167)

Heat No.

Tensile 

Strength

(Kg/mm2)

Yield 

Strength

Elong.

(%)
Heat Treatment

Grain Size

(ASTM No.)

A 6028×0.04 PAL 64.0 34.0 45.0 not known

B 906007 66.2 29.6 46.0 960C×10min 6.89

C 602019 72.5 37.3 40.0 900C×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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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9  Summary of CERT test conditions and results



- 226 -

Table 3-5-10  Optimum values used for constants in CRUDSIM evaluations

Constant

Ident.
Constant description Values

W.H.

Ih

Ic

α
58

α
60

R

β

 Initial iron inventory in-core

 Initial iron inventory ex-core

 nickel to iron ratio

 cobalt to iron ratio

 iron input rate

 fraction of flow not equilibrated

 with silids in-core

0.3

0.2

0.0738

0.002145

0.04

0.005

C.E.

Ih

Ic

α
58

α
60

R

β

 Initial iron inventory in-core

 Initial iron inventory ex-core

 nickel to iron ratio

 cobalt to iron ratio

 iron input rate

 fraction of flow not equilibrated

 with silids in-core

0.3

0.2

0.03445

0.00185

0.07

0.005

Table 3-5-11  Results of Activity calculations in domestic PWRs by CRUDSIM

Ex-Core In-Core

Plant Cycle Co58 Co60 Iron Co58 Co60 Iron

KORI Unit 1 1 5.326 0.802 0.197 27.2  1.573 0.086

KORI Unit 4 1 3.130 0.297 0.074  11.61 0.60 0.045

YGN Unit 1 1 2.860 0.239 0.073   7.69  0.363 0.033

UlJIN Unit 1 1 3.096 0.248 0.072   7.87  0.378 0.034

*Activity in Ci/cm2 and Iron in m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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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2  Extended fuel cycle operation in domestic PWRs

호기 주기
신연료수

(다발)

농축도

(w/o)

주기길이

(MWD/MTU)

고리3

7 48 3.5 12,225
8 64 3.7 15,308
9 64 4.1 17,570

10 56 4.2 15,025

고리4

6 48 3.5 12,529
7 64 3.7 15,273
8 76 3.7 17,120
9 60 4.2 16,650

광1

6 48 3.5 12,122
7 64 3.7 14,952
8 76 3.7 17,947
9 76 4.0 17,390

광2

6 4 3.5 11,711
7 64 3.7 14,816
8 56 4.2 16,712
9 64 4.2 16,855

울진1
5 44 3.5 11,152
6 64 3.7 15,131
7 56 4.0 14,150

울진2
5 48 3.5 11,570
6 64 3.7 15,610
7 76 3.8 17,841

Table 3-5-13  Operation history of KORI unit 4

주기 운전시작 운전종료 운전기간(일)

1 ‘86.04.29    00:00 ‘87.03.01 7:12 306
2 ‘87.05.14 01:05 ‘88.05.08 1:14 361
3 ‘88.07.16 17:05 ‘89.05.29 1:21 318
4 ‘89.08.04 23:50 ‘90.05.13 1:57 283
5 ‘90.07.16 07:40 ‘91.04.02 3:08 261
6 ‘91.06.08 23:57 ‘92.04.26 4:26 324
7 ‘92.06.26 08:17 ‘93.07.25 1:50 395
8 ‘93.09.12 16:07 ‘94.12.08 4:04 453
9 ‘95.02.08 23:12 ‘96.04.05 3:23 423

10 ‘96.06.12 08:01 ‘97.09.14 2:00 428
11 ‘97.11.07 16:10 ‘99.01.26 2:0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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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4  Design Values of RCS and CVCS in domestic PWRs

Westinghouse Framatome
Combustion

Engineering
 Power(MWe) 900 900 1000
 RCS 구성 및 특성

 - loop 수

 - RCP 수

 - S/G 수

3

3

3

3

3

3

2

4

2
 RCS 온도( )

 - Thot

 - Tcold

 - Tavg

326.7

291.7

309.2

321.3

287.9

304.6

327.2

295.8

311.5
 RCP 용량 (gpm) 100600 99950 82500

 Total coolant flow (lb/hr) 107.5x106 108.9x106 121.5x106

 RCS volume at full

 power (ft3)
8700, 8833 9606 11600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VCS)

 Volume Control Tank(ft3) 400 314 143
 Charging Pump

 - Type

 - Number

 - Design flow rate(lb/hr)

원심펌프

3

150

원심펌프

3

150

왕복형펌프

4

44
 Demineralizer (m3)

 - Mixed

 - Cation

 - Anion

2(0.85)

1(0.85)

-

2(0.92)

1(0.46)

-

2(0.91)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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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5  Reactor coolant chemistry design specification in PWR

Westinghouse Framatome
Combustion
Engineering

Control Parameters

Chloride, ppm 0.15 0.15 0.15

Fluoride, ppm 0.15 0.15 0.15

Sulfate(SO4), ppm 0.1

Lithium, ppm 0.7-2.2 0.7-2.2 2.5

Hydrogen, cc/kgH2O 25-50 25-50 100

Disolved Oxygen, ppm 0.1 0.1 0.1

Diagnostic Parameters

Conductivity, S/cm at 25 4-80 0-30

pH at 25 4.2-10.5 5.4-10.5 4.5-10.6

Suspended Solids, ppm 1.0 1.0 0-2

Silica, ppm 0.2

Table 3-5-16  Revised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

Rev.00 Rev.02 Rev.03

Control Parameters

Chloride, ppb <150 <50 <50

Fluoride, ppb <150 <50 <50

Sulfate(SO4), ppb <100 <50 <50

Lithium, ppm Plant-specific pH control program

Hydrogen, cc/kgH2O 25-50 25-50 25-50

Disolved Oxygen, ppb <10 <5 <50

Diagnostic Parameters

Conductivity, S/cm at 25 Consistent with additives

pH at 25 Consistent with additives

Suspended Solids, ppb As required for reactivity control
Suspended Solids, ppb <350 <350 <10
Silica, ppb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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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Hydrogen and oxygen contents in PWR primary coolant[3-6-1]

Reactor Type (Country)
Concentration

Hydrogen, ㎤/㎏ Oxygen, ㎎/㎏

EPRI (USA ) 24∼50 < 0.01

KWU (Germany) 22∼44 < 0.005

VGB
(European Community)

11∼44 < 0.005

Japan 24∼35 < 0.005

France 24∼48 < 0.1

Table 3-6-2  Hydrogen concentration in primary water depending on ammonia 

concentration[3-6-1]

Ammonia Concentration Hydrogen Concentration

㎎/㎏ ㎤/㎏

 4.25  9.4

 8.50  13.40

12.75 17.7

17.00 20.0

21.25 22.8

25.50 25.0

29.75 26.9

34.00  28.20

42.50 29.8

51.00 30.9

Table 3-6-3  Specified values of hydrogen, oxygen and ammonia concentrations in 

VVER primary coolant[3-6-1]

Country
Concentration

Ammonia, ㎎/㎏ Hydrogen, ㎤/㎏ Oxygen, ㎎/㎏

Russia > 5 30∼60  < 0.005

Finland > 5 30∼60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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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  Operating variables of pressurizer[3-6-1]

운전변수 사양

노심입구 온도 270 ℃

노심출구 온도 310 ℃

냉각수 온도 80 ℃

용적 21.7 ㎥

질소 분압 14.9 MPa

수증기 분압 0.088 MPa

총압력 15 MPa

질소가스 질량 821 ㎏

Table 3-6-5  Physical properties of hydrogen[3-6-1]

구분 특성 구분 특성

분자식 H2 분자량 2.0158

녹는점 (℃) -259.2 끓는점760 (℃) -252.77

임계온도 (℃) -239.9 임계압력 (atm) 12.8

도 (g/㎤) 색깔 무색

 기체(공기=1) 0.069 냄새 무취

 끓는점에서 0.070 맛 무미

 13K에서 0.0763 안전성 (공기, 산소, 가연성/

 기체(0℃에서)(g/ℓ) 0.08987     염소 등 혼합시) 폭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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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6  Physical properties of nitrogen[3-6-1]

구분 특성 구분 특성

분자식 N2 분자량 28.1034

녹는점 (℃) -210.01 끓는점760 (℃) -195.79

임계온도 (℃) -147.1 임계압력 (atm) 33.512.8

도 색깔 무색

 기체(0℃,1atm)(g/ℓ) 1.25046 냄새 무취

 임계 도 (g/㎤) 0.311 맛 무미

변화 (O2,N2,불꽃) NO,NH3생성 변화 (Li,Ca,Sr,Ba) Nitride생성

Table 3-6-7  Physical properties of ammonia[3-6-1]

구분 특성 구분 특성

분자식 NH3 분자량 17.03

녹는점 (℃) -77.7 끓는점760 (℃) -33.35

임계온도 (℃) 132.5 임계압력 (atm) 111.5

도 (g/㎤) 수용액 도 (g/㎤)

  -33.35℃, 1atm 0.6818    1 % 0.9939

  -15℃, 2.332atm 0.6585    8 % 0.9651

   0℃, 4,238atm 0.6386   16 % 0.9362

  15℃, 7.188atm 0.6175   20 % 0.9229

  35℃, 13.321atm 0.5875   28 % 0.8980

비열 (J/㎏⋅K) 열용량25℃ (cal/mol/ ) 8.38

    0 ℃ 2097.2 증발열 (kcal/mol) 5.581

  100 ℃ 2226.2

  200 ℃ 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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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8  Values of Hmax and Tmax in Himmelbrau equation[3-6-1]

H2 N2

Hmax x 10
-4

7.54 12.39

(1/Tmax) x 10
3

3.09  2.80

Table 3-6-9  Relative errors in Himmelbrau equation[3-6-1]

* 적용온도범위 : 273∼647 K H2 N2

저온범위에서의 식 (3-6-1)의 % 오차 4.5  6.0

고온범위에서의 식 (3-6-1)의 % 오차 5.2 15.1

Table 3-6-10  Solubility products of ammonia(Molal Bar-1)[3-6-1]

온도(℃) pK°s 온도(℃) pK°s

 25 -1.760 175 0.162

 50 -1.288 200 0.341

 75 -0.894 225 0.495

100 -0.564 250 0.630

125 -0.283 275 0.748

150 -0.044 30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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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1  pH changes with ammonia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Temp.

(C)
pH 20 ppm 10 ppm 5 ppm 1 ppm 0.1 ppm

 25 6.99 10.12 9.95 9.79 9.37 8.65 

 40 6.76  9.68 9.51 9.35 8.93 8.20 

 50 6.63  9.41 9.25 9.08 8.67 7.94 

 60 6.51  9.17 9.00 8.84 8.42 7.69 

 70 6.40  8.94 8.77 8.61 8.19 7.47 

 80 6.30  8.72 8.56 8.40 7.98 7.27 

 90 6.21  8.52 8.36 8.20 7.79 7.08 

100 6.13  8.34 8.18 8.01 7.61 6.91 

110 6.05  8.17 8.01 7.84 7.44 6.76 

120 5.98  8.01 7.85 7.68 7.28 6.61 

130 5.92  7.86 7.70 7.53 7.14 6.49 

140 5.86  7.72 7.56 7.40 7.00 6.37 

150 5.81  7.59 7.43 7.27 6.88 6.26 

160 5.77  7.46 7.31 7.15 6.76 6.17 

170 5.73  7.35 7.20 7.04 6.65 6.08 

180 5.70  7.25 7.09 6.93 6.55 6.01 

190 5.67  7.15 7.00 6.84 6.46 5.94 

200 5.65  7.06 6.91 6.75 6.38 5.88 

210 5.63  6.98 6.83 6.67 6.31 5.84 

220 5.62  6.91 6.75 6.60 6.24 5.80 

230 5.61  6.84 6.69 6.53 6.18 5.76 

240 5.61  6.78 6.63 6.48 6.13 5.74 

250 5.61  6.73 6.58 6.42 6.08 5.73 

260 5.63  6.68 6.53 6.38 6.05 5.72 

270 5.64  6.64 6.49 6.35 6.02 5.72 

280 5.67  6.61 6.47 6.32 6.00 5.74 

290 5.71  6.59 6.44 6.30 6.00 5.76 

300 5.75  6.58 6.43 6.29 6.00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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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2  Specific gravity of ammonia

암모니아 농도

( wt %)

비  중

( g/ L)

8

16

32

50

75

100

0.970

0.947

0.889

0.843

0.73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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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3  Distribution coefficient of ammonia[3-6-1]

pH log D300℃ log D200℃ log D100℃ log D25℃

2 -2.10 -2.93 -4.24 -5.76

3 -1.108 -1.93 -3.24 -4.76

4 -0.193 -0.933 -2.24 -3.76

5 0.362 0.0071 -1.24 -2.76

6 0.493 0.648 -2.57 -1.76

7 0.508 0.826 0.616 -0.762

8 0.510 0.849 1.07 0.217

9 0.510 0.851 1.16 1.04

10 0.510 0.851 1.17 1.41

11 0.510 0.851 1.17 1.47

* D app.  =  
(molality of NH 3) gas phase

∑ (molality of all ammonia species) aqueous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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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4  Chemical composition of ASTM grade 1 Ti

Composition N C H Fe O Al Si Zr Ti

Grade2 0.011 0.01 0.015 0.08 0.12 - - -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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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15  Condition for fatigue crack growth of Ti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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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6-16  Condition for fatigue crack growth of Ti in water

이하

이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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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revices in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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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Schematic diagram for mass balance in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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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CAP(Crevice-chemistry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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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lled type

(B) Broached quatrefoil type

Fig. 3-1-5  Crevice types of tube support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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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Schematic diagram of heated crevic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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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6  Water chemistry factors.



- 269 -

Fig. 3-1-37  Experimental and calculated solubilities of magnetite in H2O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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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Solubility of magnetite in H2O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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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oxide with deoxygenated AVT treatment

Fig. 3-1-4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oxide with oxidizing fe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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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Optical(a,b) and SEM(c,d,e,f) micrographs of the Alloy 600 MA after

etching in phosphoric acid(a,c,e) 5% Nital(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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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Effect of pH on the 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MA in water

containing 10,000 ppm Pb at 340℃, strain rate is 1×10-7 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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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Effect of Pb content on the 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MA in 

water of pH 10 at 340℃, strain rate is 1×10-7 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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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SSRT in water containing 

1000ppm Pb at 300℃, pH 10, strain rate of 2 x 10-7 sec-1, potential

of -500 mV vs Ag/Ag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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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SSRT in water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pH 10, strain rate of 2 x 10-7 sec-1, potential 

of  -650 mV vs Ag/AgCl.

Fig. 3-2-15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SSRT in water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pH 10, strain rate of 2 x 10-7 sec-1, potential 

of -700 mV vs Ag/Ag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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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SSRT in water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 pH 7, strain rate of 2x10-7 sec-1, potential 

of -500 mV vs Ag/Ag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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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Potential effects on %SCC area in Pb contai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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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Depth and type of corrosive attack observed for Alloy 600, Heat 96834,

HMA, shown superimposed on lead Pourbaix diagram at 300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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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Dependence of PbSCC on appli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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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Dimension of the C-ring specimen.

Fig. 3-2-21  Dimension of the Reverse U-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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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PSCC vs  Potential Curves for Ni-based alloys in deaerated 3% H3BO3

and 0.2g/l Cl- solution at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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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S after RUB test in 27% H3BO3

and 2 g/l Cl- aerated solution at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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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RUB test in 27% H3BO3 and 

2 g/l Cl- aerated solution at 350℃.

Fig. 3-2-26  SEM micrograph of Alloy 600 TT after RUB test in 27% H3BO3 and

2 g/l Cl- aerated solution at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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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SEM micrograph of Alloy 800 MA after RUB test in 27% H3BO3 and 

2 g/l Cl- aerated solution at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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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Schematic drawing of wedged CT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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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Schematic drawing of specimen with different crevice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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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Polarization curves for (a)Alloy 600 (b)Alloy 690 (c)Alloy 800 in the

315℃, 10% NaOH sol.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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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 in the 315℃, 40% NaOH sol.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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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690 (a)with (b)without TiO2 in

315℃, 40% NaOH sol. scan rate of 0.166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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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with TiO2 in 315℃, 1% NaOH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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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Crack propagation of Alloy 600 in 10 % NaOH at 315℃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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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SEM Photograph of fractured surface of Alloy 600 after a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10% NaOH solution with 2 g/l TiO2 at a

potential of Ecorr + 15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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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SEM micrograph of fractured surface of the Alloy 600 specimen tested

in 10% NaOH solution at 315℃ (a) no addtion of TiO2 powder (b)

with Ti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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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SEM micrograph of (a) in scale of grain size on the fractured surface

(b) enlarge view of the deposits in the ima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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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a) SEM micrograph of the fractured surface  (b) WDX analysis of the

oxide layer-A (c) WDX analysis of the precipitat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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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AES depth profiles of the elements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in

1 % NaOH solution at 150℃ without TiO2(a) and with 2g/l TiO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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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Depth profile of the alloying elements in film formed on Alloy 600 in

pH 12.7 solution containing TiO2(2 g/ℓ)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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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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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 (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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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on the edge 

part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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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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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on the middle

part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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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Sputtering SiO2 at 320 nA

for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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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0  Change of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as the crevice

flus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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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Thickness of oxide layer vs. distance. (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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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Ti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 of TiO2(2 g/l, 0.2 g/l) on the edge

area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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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Ti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 of TiO2(2 g/l, 0.2 g/l) on the middle

area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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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Ti concentrations in solution of 0.2 g/l Tyzo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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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Ti concentrations in solution of 2 g/l Tyzo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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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XPS analysis of Ti on oxide film of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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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The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tested in the solution of 1%

NaOH with 2 g/l TiO2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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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Variation of OCP with the time in conditions of crevice fl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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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Schematic diagram of primary water simulation test loop system

connected to the constant extension rat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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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0  Microstructure of Alloy 600 LTMA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

etched in bromine-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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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Dimension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modified reverse u-bend

specimen.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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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2  Fractographs of Alloy 600 LTMA tube specimen after CERT at 330℃

under dissolved hydrogen content of 35 ccSTP/kg water, a) as received

specimen, b) flattened specimen with 5% col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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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3  Microstructure of Alloy 600 CRDM nozzle material, etched in bromine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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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4  Dimension of tensile specimen for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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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5  Pd-Ag cell attached to the autoclave for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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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6  Changes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with temperature in simulated

primar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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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7  Stress-strain curves from CERT in simulated primary water at 330℃

with various dissolved hydroge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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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8  Fractographs and IGSCC area of CER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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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9  Dependence of average and maximum crack growth rates on the

hydrogen partial pressure in simulated primar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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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World-wide experience in flow-accelerated corrosion damage to LWR

secondary-side piping.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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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ontrolling parameters of single-phase erosion-corrosion.



- 334 -

Fig. 3-3-3  Temperature dependence of post-orifice erosion-corrosion rates for mild

steel in de-oxygenated water(pH = 9.05). (by Bignold et al.)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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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Effect of oxygen content on material wear rate due to erosion-corrosion 

for various steels in neutral water for steel denominations. (by H. 

Heitmann and P. Schub)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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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Effects of pH value on material wear due to erosion-corrosion for

various steels in neutral water. (by Heitmann and Kastner)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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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Photograph of the erosion-corrosion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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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specimens with orifice distance of 20.4 

㎜ under 4 and 9 m/sec in flow velocity at pH 8.0 at 130℃ for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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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and low-alloy steel with orifice distance 

of 20.4 ㎜ under 4 and 9 m/sec in flow velocity at pH 8.0 at 130℃ 

for 500 hours, dependent on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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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and low-alloy steel with orifice distance

of 20.4 ㎜ at pH 8.5 under the control of morpholine at 130℃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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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Material dependence of the weight loss of the specimens at the pH25℃

of 8.5 under the control of ammonia and morpholine under 4 m/sec in 

flow velocity at 130℃ for 5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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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specimens at pH 10.2 under the control 

of lithium hydroxide under 9 m/sec in flow velocity at 130℃ for 500 

hours, dependent on orific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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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and low-alloy steel with orifice distance 

of 20.4 ㎜ at pH 10.2 under the control of lithium hydroxide under 4 

and 9 m/sec in flow velocity at 130℃ for 500 hours, dependent on 

materi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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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specimens with orifice distance of 20.4 

㎜ under 9 m/sec in flow velocity, dependent on pH25℃ under the 

control of lithium hydroxide at 130℃ for 5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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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Material dependence of the weight of the specimens at pH25℃ of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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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pH-dependent concentration of soluble ferrous species calculated from 

the experimental solubility data of magnetite in Reference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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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pH range for minimum magnetite solubility at 300℃ calculated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n Reference [3-3-5], showing the pH value 

between 10.2~10.4.



- 358 -

Ammonia M orpho line (M orph )

Ethanolamine(ETA) 3-Methoxypropylamine(MPA)

Fig. 3-3-27  Chemical structures of ammonia, morpholine, ETA and MPA.



- 359 -

0 50 100 150 200 250 300
3.5

4.0

4.5

5.0

5.5

6.0

6.5

7.0

D
is

so
ci

at
io

n 
C

on
st

an
t, 

pK
b

Temperature (oC)

 Ammonia
 Morpholine
 ETA
 MPA

Fig. 3-3-28  The base strengths (Kb) of ammonia, morpholine, ETA and MPA when 

each concentration is 1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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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The relative volatilities (RV) of ammonia, morpholine, ETA and MPA 

when each concentration is 1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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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The distribution coefficients (Kd) of ammonia, morpholine, ETA and 

MPA when each concentration is 1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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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Decomposition rates of morpholine, ETA and MPA at 286℃, plotted 

from the data in Reference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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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Decomposition rates of morpholine, ETA and MPA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40∼280℃, plotted from the data in Reference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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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CERT apparatus for SSRT tests of turbine steel.

Fig. 3-4-2  Geometry of specimen for SSR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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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CERT test results at 150℃ in aerated water and in deaerated water with

the strain rate of 1 x 10-7/sec. 

Fig. 3-4-4  Fracture morphologies tested at 150℃ in (a) aerated water and in

(b) deaerated water with the strain rate of 1 x 10-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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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Fracture morphology tested at 150℃ in aerated water with the strain rate

of 5 x 10-8/sec ~ 1 x 10-6/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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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CERT test results in aerated water with the strain rate of  1 x 10-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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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Fracture morphology tested in aerated water with the strain rate of

1 x 10-7/sec at 50℃, 100℃, 150℃ and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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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Geometry of CT specimen for corrosion fatigue tests of turbine steel.

Fig. 3-4-14  Water circulating loop and corrosion fatigue tes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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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Corrosion fatigue apparatus in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water.

Fig. 3-4-16  Water circulating loop for high temperature corrosion fatigu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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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Beach marks of turbine steel formed in water at 150℃ by fatigue load

reduc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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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of turbine steel in water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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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urbine steel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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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urbine steel in deaerated water

at room temperature. (dissolved hydrogen: 35 cc/kg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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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Physical representation of RCS corrosion and corrosion product deposit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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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  Potential mechanism of corrosion inhibition by Zn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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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7  Adsorption rate of zinc onto IRN 77 (dissolved zinc solution from

Zn(COOCH3)2; initial zinc concentration: 5 ppm; solution volume:1.5 L;

adsorbent amount: 1.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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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8  Adsorption rate of zinc onto IRN 150 (dissolved zinc solution from

Zn(COOCH3)2; initial zinc concentration: 5 ppm; solution volume:1.5 L;

adsorbent amount: 1.5 g).



- 385 -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C
/C

o

Time (hours)

Initial zinc concentration(Co), zinc
 compounds, and ion exchange adsorbents

 : 3.4 ppm, ZnO, IRN-150
 : 5.0 ppm, Zn(CH3COO)2, IRN-150 
 : 5.1 ppm, Zn(HCOO)2, IRN-150
 : 3.4 ppm, ZnO, IRN-77
 : 5.0 ppm, Zn(CH3COO)2, IRN-77
 : 5.1 ppm, Zn(HCOO)2, IRN-77

Fig. 3-5-9  Adsorption rate of zinc onto IRN 77 & IRN 150 (solution volume:1.5 L;

adsorbent amount: 1.5 g, solution temp.:25℃).

0 2 4 6 8 10 12 14
0.0

0.2

0.4

0.6

0.8

1.0

C
/C

o

Time (hours)

Initial zinc concentration(Co), aqueous zinc
 compounds, and ion exchange adsorbents

 : 3.4 ppm, ZnO, IRN-150(Li)
 : 4.9 ppm, Zn(CH3COO)2, IRN-150(Li) 
 : 4.8 ppm, Zn(HCOO)2, IRN-150(Li)
 : 3.4 ppm, ZnO, IRN-150
 : 4.9 ppm, Zn(CH3COO)2, IRN-150
 : 4.8 ppm, Zn(HCOO)2, IRN-150

Fig. 3-5-10  Adsorption rate of zinc onto IRN 150 & IRN 150(Li+) (initial

concentration:1000 ppm B, 2.2 ppm Li; solution volume:1.5 L; 

adsorbent amount: 1.5 g, solution temp.: 25℃).



- 386 -

Fig. 3-5-11  Corrosion and metal release rates are substantially reduced upon addition of 

zinc borate to the simulated PW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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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2  Mean PWSCC initiation times for different conditions of Alloy 600 reverse

U-bend specimens(R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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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Stress-strain curves of two different mill annealed Alloy 600 MA in (a)

PWC environment, (b) ZWC environment, and of prefilmed Alloy

600 MA formed in (c) PWC environment for 1000 hours, (d) PWC

environment for 2000 hours, and (e) PWC environment for 1000 hours

and ZWC environment for 10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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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4  Effect of zinc and prefilming time on the PWSCC fracture ratio of

Alloy 600MA.

Fig. 3-5-15  Effect of zin injection on the PWSCC crack growth rate of Alloy 600 as

a funciton of stress intensity in high temperat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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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6  Geometry of Hum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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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7  CERT test results in various condition with Hump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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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8  Comparison of fracture surfaces of hptest-2 and hptest-3.

a) Hptest-3(360C, deaerated water)

b) Hptest-2 (25C, air)

a) Hptest-3(360C, deaerated water)

b) Hptest-2 (25C, air)

Fig. 3-5-19  Shape of deformation of Hump test.(hptest-1~hptes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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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0  Shape of deformation of grain after bending of Hum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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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1  Variation of microhardness along the length of Hum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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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2  Microstructure of notch area and Load-displacemen curve after Interrupt

test1 for observing the crack initiation in Hum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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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3  Initiation of stress corrosion crack of Alloy 600's Hump specimen in water

a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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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4  Microstructure of notch area and Load-displacement curve after Interrupt 

test 2 for observing the crack initiation in Hum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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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5  Apparatus for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 and high pressure loop

for controlling dissolved oxy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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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6  Load-deformation curves of Alloy 600's Hump specimens for CERTs in

de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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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7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s of Alloy 600 after CERT in de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Fig. 3-5-28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s of Alloy 600 after CERT in de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magnifi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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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9  Load-deformation curves of Alloy 600's Hump specimens for CERTs in

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 400 -

Fig. 3-5-30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s of Alloy 600 after CERT in 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Fig. 3-5-31  Morphology of fracture surfaces of Alloy 600 after CERT in aerated water

at 360℃ at different strain rates. (magnifie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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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2  Load-deformation behavior of Alloy 600 in water at 360℃ for the tests of

hptest-3(deaerated) and hptest-9(air satu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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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3  Load-deformation behavior of Alloy 600 in water at 360℃ for the tests of

hptest-7(air saturated) and hptest-25(dea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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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4  Load-deformation behavior of Alloy 600 in water at 360℃ for the CERTs

of hptest-21(air sturated) and hptest-24(dea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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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5  Load-deformation behavior of Alloy 600 in water of various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a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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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6  Fracture surface of Alloy 600 after CERTs in aerated(hptest-21) and

deaerated(hptest-24) water at 360℃.(strain rate:2.5x10-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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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7  Fracture surface of Alloy 600 after CERTs in aerated(hptest-21) and

deaerated(hptest-24) water at 360℃. (strain rate:2.5x10-7/sec,

magnified view)



- 406 -

0 2 4 6 8 10 12
0

10

20

30

40

50

60

N
i C

on
ce

nt
ra

tio
n 

(a
to

m
ic

 %
)

Abitrary Depth

 Ni(Hptest-3), DO<10ppb
 Ni(Hptest-1), DO:unknown, new autoclave
 Ni(Hptest-15), air saturated water
 Ni(Hptest-9), air saturated water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60

70

O
xy

ge
n 

co
nc

en
tra

tio
n(

at
om

ic
 %

)

arbitrary depth

 O(#3)
 O(#1)
 O(#15)
 O(#9)

0 10 20 30 40 5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Fe
 c

on
ce

nt
ra

tio
n 

(a
to

m
ic

 %
)

arbitrary depth

 Fe(#3)
 Fe(#1)
 Fe(#15)
 Fe(#9)

0 10 20 30 40 50
-2

0

2

4

6

8

10

12

14

16

18

20

C
r c

on
ce

nt
ra

tio
n(

at
om

ic
 %

)

arbitrary depth

 Cr(#3)
 Cr(#1)
 Cr(#15)
 Cr(#9)

Fig. 3-5-38  Surface oxide characteristic after CERT tests. (depth profile by AES,

#n=hptes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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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9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Alloy 600 for the CERT tests in 5 ppb

zinc added deaerated water a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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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0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Alloy 600 for the CERT tests in 5 ppb

zinc added deaerated(hptest-35) and no zinc added(hptest-24) water 

a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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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1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Alloy 600 for the CERT tests in 5 ppb 

zinc added deaerated water at 360℃ with various strai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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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CRUDSI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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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3  Logic for CRUDSIM computer simul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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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vs. Lithium Concentrations in KORI Unit 1
Reactor Coolant during Cycle 1.

Boron (ppm)
04008001200

Li
th

iu
m

 (p
pm

)

0

1

2

3

Fig. 3-5-44  Boron and Lithium operation history of KORI Unit 1 in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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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5  Coolant pH values of cycle 1 at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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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n vs. Lithium Concentrations in KORI Unit 4
Reactor Coolant during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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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6  Boron and Lithium operation history of KORI Unit 4 in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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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7  Operating pH values of KORI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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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8  Co58 buildup in core at domestic PWRs during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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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9  Co58 buildup in S/G at domestic PWRs during cyc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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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0  pH and Boron-Lithium operation history of KORI unit 4 (cycle 6).

Fig. 3-5-51  pH and Boron-Lithium operation history of KORI unit 4 (cyc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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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2  Activity buildup in out-of-core calculated by CRUDSIM.

(Cycle 6 of KORI unit 4)

Fig. 3-5-53  Activity buildup in out-of-core calculated by CRUDSIM.

(Cycle 8 of KORI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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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4  The assumed changes of lithium concentration in KORI unit 4

during cyc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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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5  Co58 activity buildup in core at KORI unit 4 in accordance 

with various chemis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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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6  Co58 activity buildup in S/G at KORI unit 4 in accordance

with various chemis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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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7  Iron buildup in Core at KORI unit 4 in accordance 

with various chemis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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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8  Iron buildup in S/G at KORI unit 4 in accordance 

with various chemis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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