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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pH의 향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SMART 운전을 모사한 조건에서 부식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SMART 노심재

료의 건전성 확보, 부식 거동 예측 및 수화학 지침 설정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SMART 일차측 냉각수의 수질을 모사한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100일간 압력

용기 피복재료인 SUS321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평가 재료

   - 압력용기피복재 : SUS32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평가 방법 :   Static Autoclave               

   - 부식 조건 : 300℃/Pure Water

  300℃/pH=8.5 NH4OH

  300℃/pH=9.5 NH4OH

  300℃/pH=10.0 NH4OH

  300℃/pH=10.5 NH4OH

  300℃/pH=11.5 NH4OH

   - 부식 기간 : 100일

Ⅳ. 연구개발결과 

    고온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반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전기화학반응 (anodic reaction)에 의한 합금원소 (주로 Fe
2+
와 Ni

2+
 이온)가 

     수용액으로 release (무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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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tal-oxide 계면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Cr-rich 내층 산화막 형성 (무게 증가)

  3. 수용액으로부터 용존 합금원소 (주로 Fe
2+
와 Ni

2+
 이온)이 산화물로 석출에 

     의한 Fe-rich 외층 산화막 형성 (무게 증가)

  4. 부식 생성물이 거의 없는 수용액에서 외층 산화막의 dissolution (무게 감소) 

 고온의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321 재료의 부식은 위의 4가지 부식반응 중에

서 어느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

도하 으며 또한 수용액의 refreshing 주기에 따라서도 변하 다. 따라서 고온의 암

모니아 수용액에서 SUS321의 부식거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recirculating 

loop system을 이용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SMART 압력용기 피복재인 SUS321에 대한 고온의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부식

거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recirculating loop system을 이용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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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ffect of pH on the Corrosion Behaviour of SUS321 in the Ammonia 

Aqueous Solu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evaluate the corrosion behavior of materials in the simulated 

SMART operating conditions would be required to identify their corrosion 

performanc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he SMART materials (SUS321) 

were evaluated in a ammonia water at 300℃ for 100 days using a static 

autoclav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Scope   

   a. Evaluation of Loop corrosion behavior of the SMART materials 

   b. Applied alloys

     - Materials for pressure vessel liner : SUS321 

  2. Contents

   a. Corrosion test : Static autoclave

   b. Corrosion condition 

     - 300℃/Pure water

     - 300℃/pH=8.5 NH4OH

     - 300℃/pH=9.5 NH4OH

     - 300℃/pH=10.0 NH4OH

     - 300℃/pH=10.5 NH4OH

     - 300℃/pH=11.5 NH4OH

   c. Duration : 10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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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1. Release of the metal ion( Fe2+, Ni2+... ) to solution by anodic reaction 

(Weight loss ) 

  2. Formation of Cr-rich inner oxide layer in the metal-oxide interface 

by oxidation reaction ( Weight gain )

  3. Formation of Fe-rich outer oxide layer by precipitation of soluble 

metal ions ( Fe2+, Ni2+... ) from aqueous solution  ( Weight gain )

  4. Dissolution of outer oxide layer in the clean aqueous solution without 

corrosion product (Weight loss ) 

    SUS321 specimen in the high temperature ammonia aqueous solution 

has weight gain or loss by the above 4 reactions. And it depends on the 

refreshing period of the aqueous solution. So additional experiments by 

recirculating loop system were required to evaluate the corrosion 

behaviour of SUS321 in the ammonia aqueous solu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o predict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SMART materials(SUS321, 

pressure vessel liner), additional experiments by recirculating loop system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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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해수 담수화와 전력 생산을 기본 목표로 하

는 중소형 원자로이다 [1]. 주요 계통은 노심,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수 

펌프 및 중성자 제어 장치 (CEDM) 등으로 구분된다 [2]. 주요 기기의 재질

은 원자로 노심의 경우 Zr 합금이고 증기발생기는 Ti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외 다른 기기들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

되어 있다 [3]. Zr 합금은 낮은 열 중성자 흡수성, 우수한 내식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Ti 합금은 내식성과 비강도, 고온 기계적 특성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하여 증기 발생기 전열관용 소재로 고려되고 있다 [4∼13]. 이것은 

SMART 소재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PWR 증기 발생기 전열관용 

Ni 합금과 구별된다. 

  SMART 일차 계통수는 기존 PWR과 달리 무붕산 암모니아 수화학이 고려되

고 있다. 일차 계통수의 pH 제어용 화학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식 

및 부식 생성물의 흡착을 억제하며, 방사분해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

과 가압기 가스는 물에 용해도가 매우 높은 질소 (15 MPa 압력에서 δ=1.8ℓ

/kg)를 사용한다 [3]. 특히 SMART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동안이나 계획정지 기

간에 특별히 제작된 정화설비를 이용하여 냉각재를 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

로, 노심재료의 부식을 억제하고 부식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한 방사선 준위 상승

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 및 수화학 제어 기술의 확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암모니아 수화학 분위기에서 SMART 재료의 부식 거동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암모니아  수화학 범위 (pH 9.5 ∼ 10.5 at 

25℃)에 따라 SMART 재료의 부식 거동은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SMART 재료의 부식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재료의 건전성 확보 및 수화학 운전 지침 개발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pH = 8.5∼11.5 암모니아 수화학 조건에서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SMART의 주요 노심 재료인 SUS321의 부식거동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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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US부식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SUS 산화막의 특성

  고온 수용액에서 SUS의 부식과 산화막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잘 밝혀져 있다 [14-16]. 고온 수용액에서 SUS 304의 부

식거동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 실험 조건은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60℃ 암모니아 수용액 pH 6.45 (pHat 25℃ ≤ 10)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corrosion of SUS304 in high-temperature 

ammoniated water [1]

Equipment Loop

Specimen SUS 304

Temp. 260℃

Solution
Dehydrogenated, ammoniated water 

pH260℃ = 6.45 (pH25℃ ≤ 10)

  그림 1은 SUS304의 부식과정에서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른 SUS 외면에 형성되는 

산화막 형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식 1000 h 후에는 0.1 ∼ 0.5 μm 범위의 

크기의 미세한 polyhedral 결정립의 base layer가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는 비교적 

큰 크기의 결정립들이 관찰되었다. 이들 결정립들은 원래 재료의 표면에서 산화되

어 형성되었거나 용액으로부터 석출되어 형성될 수 있다. 부식시간이 경과하면서 

외층에 형성된 결정립들의 크기는 증가하 으며, 5000 h 경과 후에는 수 μm 크기

까지 성장하 다. 그러나, 부식시간이 더욱 경과하여 10,000 h 후에도 외층에 형성

된 결정립들의 크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2는 260℃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10,000 h 동안 부식 후 SUS 304 외면에 형

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산화막의 두께는 3.24 ± 1.36 μm이다. 

SUS 외면에 형성된 산화막은 매우 치 한 내층 (t = 1 ∼ 2 μm)과 porous한 외층

으로 이루어진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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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Oxide development of SUS304 after exposure in high-temperature 

hydrogenated, ammoniated water: (a) 1000 h, (b) 2000 h, (c) 5000 h and 

(d) 10,000 h [14].  

  

      Fig. 2.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of oxide formed in SUS304 after   

exposure for 10,000 h (417 days). A : Metal, B : Inner layer (1-2 μm), C : 

Outer layer, D : Inner-outer boundary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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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angle (1°) XRD와 SEM/EDS를 이용하여 산화막 내외층의 조성과 결정구

조 등을 분석 결과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산화막의 내층은 외층에 비하여 매우 치

하며, 산화물 크기는 0.005 ∼ 0.01 μm 범위이었다. 내층 산화물은 oxide-metal 

interface에서 성장하여 형성되었다. 이 산화물의 결정구조는 spinal (AB2O4-type) 형

태의 (Ni0.20Fe0.80)(Cr0.70Fe0.30)2O4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산화막 외층은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orous하며, 국부적으로 형성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화막의 크기는 1 ∼ 10 μm 범위 으며, 결정구조는 (Ni0.20Fe0.80)(Fe0.95Cr0.05)2O4으

로 관찰되었다. 또한 산화막 외층의 성장은 산화막 내층의 성장과 달리 수용액에 

고용되어 있던 금속이온의 석출 현상에 의해 진행된다. 

Table 2. Oxide properties of inner and outer layers formed in SUS304 [14]

Inner layer Outer layer

Structure non-porous, tightly adherent layer porous, loosely adherent layer 

Oxide size 0.005-0.01 μm 1-10 μm

Growth oxide-metal interface Precipitation  

Phase (Ni0.20Fe0.80)(Cr0.70Fe0.30)2O4 (Ni0.20Fe0.80)(Fe0.95Cr0.05)2O4

  고온 수용액에서 SUS가 노출되면 SUS 외면에는 산화막이 형성되며, 이 산화막은 

내층과 외층으로 구분되는 이중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잘 밝혀졌다 (그림 1, 2). 산

화막 외층의 성장 기구는 수용액으로부터 석출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 1). 

산화막 외층의 성장 기구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17]. 표 3은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은 SUS304를 이용하여 loop autoclave에서 수행되

었으며, 수질 조건은 LiOH pH 10.3이다.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의 경우 Fe의 

농도는 1.4 ∼ 2.2 μg/Kg이며, coolant의 flow rate는 17.5 mL/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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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parameters for the corrosion of SUS304 [17]

Equipment Loop (280℃)

Specimen SUS 304

pH (LiOH) 10.3

Corrosion-product-saturated water Fe 1.4-2.2 μg/Kg

below detection limit Ni, Cr, Co < 0.5

Coolant flow rate 17.5 mL/s

  그림 3은 SUS304를 부식생성물이 없는 수용액에 노출시킨 후 다시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산화막 외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식

생성물이 없는 순수 물에서는 시편 외면에 외층을 형성하는 비교적 큰 결정립들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이 시편을 다시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 

(Fe 1.4 ∼ 2.2 μg/Kg)에 노출시키면 비교적 큰 산화물들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

었다. 

  그림 4은 부식생성물 농축 수용액에서 형성된 SUS 304 산화물 외면과 이 시편을 

다시 부식생성물이 전혀 없는 순수 물에 노출시킨 후에 형성된 산화물 외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 (Fe 1.4-2.2 

μg/Kg)에 노출된 경우 SUS 304 외면에서 수 μm 크기의 외층 산화물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이 시편을 다시 부식 생성물이 없는 순수 물에 노출시키면 외층을 형성

하고 있는 산화물이 dissolution되어 외층이 거의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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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EM images of (a) oxide formed in corrosion-product-free water and 

(b) after subsequent exposure to corrosion-product-saturated water [17].

    Fig. 4. SEM images of (a) oxide formed in corrosion-product-saturated water 

and (b) after subsequent exposure to corrosion-product-free wa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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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 산화막 표면을 관찰한 결과 (그림 3과 4)로부터 SUS 외면에 형성된 산화막 

외층의 형성은 수용액에 용존하는 Fe 원소의 농도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용액에서 부식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높으면 용존하는 Fe 이온이 

석출하여 산화막 외층을 형성하는 반면, 수용액에서 부식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낮

으면 산화막 외층은 형성되지 않으며 기존에 형성된 외층 산화물도 환원되어 

dissolution된다. 환원에 의해 산화물이 dissolution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1
3
Fe 3 O 4+(2-b) H

+
+
1
3
H 2=Fe(OH)

2-b
b +(

4
3
-b) H 2O

  여기에서, 상수 b는 0, 1, 2, 3 및 4 이다.   

  표 4는 PWR 및 BWR 일차측 수용액에서 형성되는 austenitic stainless steel 

(Fe-Cr-Ni) 산화막 내층 및 외층의 특성을 요약한 결과이다. 

  SUS 외면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내층은 조 하며 결정립 크기가 수 nm 크기로 

미세하다. 내층 산화막의 성장은 oxide-metal interface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진행된

다. 일반적으로 내층의 산화물은 Cr-rich MCr2O4 형태의 결정구조를 가진다. PWR

에서는 NixFe(1-x)Cr2O4 형태, BWR에서는 NixFeyCr3-x-yO4 형태의 산화물이 형성된다. 

산화막에서 주로 관찰되는 결함은 주로 pore이며, crack과 같은 다른 형태의 결함도 

관찰된다. 특이한 점은 SUS의 합금 성분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Pilling-Betworth 

ratio에 의해 산화막에 높은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수용액으로부터 물의 diffusion을 

억제하지만, 부식반응이 진행되어 산화막 두께가 증가하면서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산화막에 crack이 발생되어 부식이 가속된다. 

  SUS 산화막 내층에 비하여 산화막 외층은 매우 porous하며 큰 결정립으로 구성

되며, 외층의 성장기구는 수용액에 농축되어 있는 Fe 이온의 석출이다. SUS 외층 

산화막은 Fe-rich MFe2O4 형태의 결정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PWR에서는 주로 

NixFe(1-x)O4 형태의 산화물이, BWR에서는 α-Fe2O3, γ-Fe2O3, NiFe2O4 및 NixFe3-xO4 

형태의 산화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층의 결함은 내층의 결함과 비슷

하게 pore 혹은 다른 형태의 결함이 나타난다. 

  또한 산화막 이중층에서 metal ion의 transport rate는 Fe
2+ 
> Co

2+ 
> Ni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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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3+
의 순서이며, Fe ion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냉각수에서는 주로 Fe

2+
 및 

Ni
2+
 이온이 용존하게 되며, 이들 metal ion이 saturate되면 더 이상의 metal ion은 

산화물로 석출되어 산화막 외층을 형성한다. 이에 비하여 Cr ion은 가장 느린 

transport rate를 나타내는 반면, 산화속도는 가장 빠르다. 따라서 Cr ion은 

diffusion rate가 매우 느리므로 oxide-metal interface에서 Cr-rich 산화물로 산화되

어 산화막 내층을 형성한다. 

Table 4. Summary on the oxide layers formed in SUS [18-20]

Inner layer Outer layer

Structure compact porous

Grain size
fine grains 

Several nanometer range [18]  

large grains

(growth without volume 

constraint)

Growth oxide-metal interface Precipitation  

Phase

Cr-rich oxide

  PWR

    NixFe(1-x)Cr2O4 

  BWR

    NixFeyCr3-x-yO4

Fe-rich oxide

  PWR

    NixFe(1-x)O4 

  BWR

    α-Fe2O3, γ-Fe2O3

    NiFe2O4 (NixFe3-xO4)

Defect [19]
Pores 

other defects

Pores 

other defects

Breakdown

[20]

Internal stress by film growth

Cracks

Remark

- Duplex oxide film : Difference in transport rate 

  Transport rate of metal ion : Fe
2+ 
> Co

2+ 
> Ni

2+
 >> Cr

3+

- Cr : the lowest transport rate and the highest oxidation rate

- Fe
2+
, Ni

2+
 in coolan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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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US의 부식기구

  SUS 산화막의 형태 및 특성 등의 연구결과로부터 고온 수용액에서 SUS 

321과 같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부식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고온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기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

화막 내층은 metal-oxide 계면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solid state 

growth process에 의해 성장한다. 내층은 주로 Cr-rich 산화물로 이루어진다. 

Metal 표면에서는 주로 metal 성분인 Fe와 Ni이 anodic 반응 (Fe=Fe2++2e- 

및 Ni=Ni2++2e-)에 의해 Fe2+와 Ni2+로 이온화되어 수용액으로 diffusion된다. 

산화막 외층은 metal에서 release되거나 수용액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metal 

ion (주로 Fe2+와 Ni2+)이 석출되어 형성된다 (그림 3). 이때 수용액에서 용존 

금속 이온의 농도가 낮으면 외층의 산화물은 다시 dissolution되기도 한다 

(그림 4). 따라서 SUS의 부식은 수용액에서 metal ion의 고용도가 매우 중요

하며, metal ion의 고용도는 온도, 압력, 용존수소, 용존산소 및 암모니아 pH 

등과 같은 수용액의 수화학에 의해 결정된다.     

(Ni
x
Cr

y
Fe

1-x
Fe

2-y
)+4H

2
O 

=  Ni
x
Cr

y
Fe

3-x-y
O

4  
+ 4H

2

Fluid containing corrosion 
products from elsewhere

Outer 
layer

Inner 
layer

Fe-Cr-Ni

Water

Diffusion 
of H2O

(Anodic Rx)
Fe = Fe2+ + 2e-

(Cathodic Rx)
O2 + 2e- + 2H2O =   
H2O2 + 2OH-

Diffusion 
of Fe2+  

Diffusion 
of e-

Precipitation of metal ions 
from the oxide-metal 
surface

Precipitation of metal ions 
from the fluid

(Ni
x
2+Fe

1-x
2+Fe

2
3+)+2O2- 

=  NixFe3-xO4  

   Fig. 5. Corrosion mechanism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Fe-Cr-Ni ternary   

alloy) in high-temperature aque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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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내용 

제 1 절 실험방법 

  

  SMART 압력용기 피복재인 SUS 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암모니아 pH의 향

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재료는 nuclear grade SUS 321을 이용하 다. SUS 321은 

austenitic stainles steel인 Fe-Cr-Ni 3원계 합금으로서 Ti은 C 함량의 5배 정도 합금

원소로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표 5).  

Table 5. Nominal chemical composition of SUS 321

Fe Cr Ni Mn max. Si max. P max. S max. C max. Ti max.

Bal. 17∼19 9∼12 2 0.03 0.045 0.03 0.08 0.7

  시험 조건은 표 8에 나타내었다. 부식 실험은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300℃ 

수용액에서 수행되었다. 수용액은 순수 물과 암모니아 수용액이며, 이때 암모니아 

수용액의 pH는 8.5∼11.5의 범위이다. 일정시간 동안 부식을 마친 시편은 무게를 측

정하 다. 이때 부식을 마친 수용액의 pH를 측정하여 부식이 수용액의 pH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 으며, 부식 주기마다 수용액은 refreshing하 다. 

Table 6.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corrosion of SUS 321

Alloy SUS 321

Equipment Static autoclave

Temperature 300℃

Aqueous solution

Pure water

Ammoniated water 

(pH25℃ = 8.5, 9.5, 10.0, 10.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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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 결과

  그림 6은 300℃ 물과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부식 초기 30일까지 수용액 조건에 상관없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하

으나 이후 60일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부식기간 60일을 

경과하면서 일부 수용액 조건에서 무게가 증가하 으나, 다른 수용액 조건에

서는 계속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실험 결

과로서는 SUS 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암모니아의 pH의 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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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Effects of ammonia pH on the corrosion behavior of SUS 321 at 

300℃ for 100 days. 

  그림 7은 300℃ 물과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이 수용액 pH

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식 시험을 마친 수용액의 

pH 값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SUS의 부식은 수용액의 

pH를 알카리성에서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식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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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pH 값이 낮아지는 정도는 순수 물의 경우 pH 값이 가장 낮아졌으며, 

암모니아 농도가 낮을수록 pH 값이 낮아지는 폭이 큰 경향을 나타났다. 

  순수 물에서 암모니아는 다음 반응과 같이 반응하여 평형을 유지한다. 

NH 4+H 2O=NH
+
4 + OH

-

  또한 수용액의 pH는 H
+와 OH

- 이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식반응 

후 수용액의 pH 값이 낮아지는 원인은 부식반응에 의해 H
+ 이온의 생성 또

는 OH - 이온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

과는 SMART 일차측 수질의 수화학 설계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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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corrosion on the pH of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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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찰

  고온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반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전기화학반응 (anodic reaction)에 의한 합금원소 (주로 Fe2+와 Ni2+ 이

온)가 

     수용액으로 release (무게 감소)

  (2) metal-oxide 계면에서 산화반응에 의한 Cr-rich 내층 산화막 형성 (무게 

증가)

  (3) 수용액으로부터 용존 합금원소 (주로 Fe2+와 Ni2+ 이온)이 산화물로 석

출에 

     의한 Fe-rich 외층 산화막 형성 (무게 증가)

  (4) 부식 생성물이 거의 없는 수용액에서 외층 산화막의 dissolution (무게 

감소) 

  따라서 SUS 재료의 부식특성 측면에서 부식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

다. 

  300℃ 고온 수용액에서 SUS 321의 부식시간에 따른 무게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 먼저 부식기간 30일까지의 부식거동은 위의 (2) 반응과 같이 

metal-oxide 계면에서 oxidation reaction이 dominant하여 무게가 증가한 것

으로 보여진다. 또한 (3) 반응과 같이 수용액으로부터 용존 합금원소 이온이 

석출되어 Fe-rich 외층 산화막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식기간 30일 

후 무게 감소는 매회 무게 측정 후 수용액을 refreshing하 기 때문에 (2) 반

응보다는 (1) 반응과 같이 합금원소의 dissolution이 우세하 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이와 함께 fresh 수용액에서 외층 산화막의 일부가 dissolution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식 반응들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에 발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회 수용액을 refreshing하면서 부식실험을 수행

한 결과 시편의 무게 변화는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cyclic 거동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static autoclave와 시편을 holding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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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ree의 재질도 SUS 316L이므로 이들도 시편 (SUS 321)과 마찬가지로 부

식반응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Autoclave나 tree가 부식반응에 참여하면 

수용액의 metal ion의 농도 등에 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부식 시편

의 부식거동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실험방법에서 실험 주기를 짧게 하여 refreshing을 빈번하게 하면 

수용액에는 용존 금속이온의 농도가 항상 낮게 유지되므로, (4) 반응이 활발

하게 진행되는 반면 (3) 반응과 같이 산화물의 석출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시편의 무게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실험 주기

를 길게 하여 refreshing을 하지 않게 되면 수용액의 용존 금속이온이 

saturation되므로, (3)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 반응 (4)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부식 시편의 무게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시편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 수용액을 refreshing 주기에 의존할 것으

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여 얻어진 시편의 부식거동 (그림 2)은 무게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cycle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결과로서는 SUS 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암모니아 pH의 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수용액의 refreshing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수용액

을 refreshing하지 않으면 시편의 무게는 연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3. SUS의 부식거동  

  SUS의 부식기구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부식되는 과정에서 weight 

gain이 발생할지 weight loss가 발생할지 분명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metal 

ion의 release와 산화물의 dissolution과 같은 반응과 같은 weight loss와 함

께 산화반응에 의해 산화물이 형성되면 weight gain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

문이다. 

  Metal ion의 release은 수용액의 고용도와 접한 관계가 있다. 수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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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도는 수화학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용액의 고용도까지 SUS로부터 

release되는 metal ion의 함량은 수용액의 부피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즉, 수

용액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수용액에서 metal ion이 고용도 한계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release된다. 그러나 수용액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적은 양

의 metal ion이 release되어도 쉽게 고용도에 도달하게 되고, 고용도 이상으

로 saturation되는 metal ion은 산화물로 석출되어 산화막 외층을 형성한다. 

따라서 SUS 부식의 경우 시편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부식속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SUS의 부식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평가방법이 요구

된다. 

  SUS의 부식과정 중 metal ion의 releas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a) Metal ion이 완전히 release되는 경우 (0% release)

  (b) Metal ion이 전혀 release되지 않는 경우 (100% release, 공기에서 산화

되는 

     경우에 해당) 

  먼저 metal ion이 전혀 release되지 않는 경우 시편의 최종 무게는 다음 

식 (1)과 같이 부식 이전의 처음 무게와 산화물에서 산소 무게의 합으로 나

타난다. 

final weight = pre-test weight + oxygen weight (in oxide) ․․․ (1)

  SUS에서 형성되는 금속 산화물은 내층과 외층이 각각 MCr2O4와 MFe2O4이며 

(표 2), 이들 내외층 산화물의 평균 산소 농도는 27.9 ± 0.6 wt.%이다. 따라서 

metal ion이 전혀 release되지 않는 경우 (0% release)에 최종 무게는 다음 식 (2)

와 같이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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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weight = pre-test weight + 0.387 × (oxidized metal) ․․․ (2)

 

  완전히 release되는 경우 (100% release)

final weight = pre-test weight - (oxidized metals) ․․․ (3)

  따라서 0% release 경우와 100% release 경우의 최대 무게 차이는 식 (2)와 

식 (3)의 차이인 대략 1.387 × (산화된 시편 무게)이며, 이로부터 metal ion

이 수용액으로 release되는 비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물이 수용액

으로 dissolution되는 비율은 매우 작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리와 함께 

무게 변화와 산화물의 함량 (SEM/EDS, XPS와 같은 분석 장비 이용)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SUS의 부식속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SUS의 부식거동 측정방안 

(제 1 안) Static autoclave 이용

  고온 수용액에서 SUS의 부식은 수용액 중 부식생성물의 농도에 민감하게 

의존한다.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부식특성을 평가하는 경우 금속으로부

터 release되는 금속이온은 수용액에서 금속이온의 최대 고용도까지 release

될 것이다. 만약 고용도 이상까지 release되면 고용도 이상에 해당되는 금속

이온은 산화물로 석출되어 외층 산화막을 형성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액을 

refreshing하지 않는다면 금속이온의 농도는 최대 고용도로 항상 유지될 것

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SUS 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암모니아 pH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refreshing을 하지 않고 계속 실험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부식 용액을 재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부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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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암모니아 pH 값이 연속적으로 낮아지므로 pH 값이 낮아진 만큼 암

모니아를 보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Static A/C 

사용에 따른 장점은 비교적 쉽게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정한 

수질 조건이 아니며, A/C 재질 자체도 부식 시편의 부식반응에 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 2 안) Recirculating loop system 이용

  Recirculating loop system 장점 중의 하나는 수용액의 수화학 (DO, DH, 

pH, conductivity)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loop 장치를 

이용하면 수용액 중의 수화학 (특히 pH와 부식생성물의 농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식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oop A/C 사용에 따른 장점은 일정한 수질 조건에서 부식특성을 평가한다

는 점과 부식생성물은 항상 refining (또는 refreshing)되므로 A/C 재질의 부

식반응에 의해 발생된 부식생성물이 시편의 부식반응에 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가의 설비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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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300℃ 순수 물과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 압력용기 

피복재 (SUS 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암모니아 pH의 향은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SMART 일차계통 냉각수의 암모니아 수화학을 설계

하는 관점에서는 핵연료피복관의 부식과는 거의 무관하지만 증기발생기 전

열관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pH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압력용기 피복재의 부식에 미치는 암모니아 pH의 

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학 설계 관점에서 최적 암모니아 pH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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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중인 일체형 원자로의 압력용기 피복재로 고려되는 

SUS321에 대하여 부식 특성 평가를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일

체형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기본 부식 시험 결과를 확보한다는데 중요한 의

의를 갖고 있다.  

  고온의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321 재료의 부식은 부식기구가 매우 복잡

하며, 여러 가지 부식반응 중에서 어느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

라서 무게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하 으며 또한 수용액의 refreshing 

주기에 따라서도 변하 다. 따라서 고온의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US321의 

부식거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recirculating loop system을 이용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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