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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저온 분사코팅 기술을 이용한 구리코팅 용기 개발 

Ⅱ. 목적 및 필요성

  통상적인 처분용기의 두께는 5 cm 이상이나 이는 가공상의 문

제점일 뿐, 실제 처분용기의 수명을 고려하면 1 cm의 두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 cm 두께의 구리 용기를 제작하

는 방안으로서 저온 분사 코팅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의 협조를 받아, 지금까

지와는 다른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하여 1 cm 두께의 구리 층을 

주철용기에 입히는 기술에 검토해 보고 실제 내부식용기 재료로

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내용 및 범위

  저온분사 기술의 개요 및 저온분사 기술에 의한 코팅층의 특징

에 대해 이야기 되었다. 그리고  저온 분사 기술에 사용할 수 있

는 다양한 구리 입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주로 코팅층의 기공

과 균일성을 파악하였으며, 처분용기에 적합한 구리 입자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구리 입자 중에서 성능이 높게 평가된 Tafa 구리 입

자와 국산 창성 구리 입자를 사용하여 1 cm 이상의 두께로 저온

분사 코팅하고 부식시편을 제조하였다. 

  코팅층의 기본 물성을 알기 위해 인장시험을 실시하고, 코팅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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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할 지 모르는 산화층을 알기위해서 XRD 분석을 하였다.

  저온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polarization test를 통해서 코팅시

편의 전기화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습공기 중의 구리부

식 거동 분석하였으며, 염산 용액 중의 구리부식 거동도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저온분사코팅을 통해 형성된 구리층이 일반 구리

와 동일한 내부식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Ⅳ. 결 과 

  이상으로서 저온분사 코팅 방법을 통해 두터운 구리 코팅층을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팅층의 기공도는 순

도가 높은 Tafa 159의 경우 0.3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습

공기 중에서의 부식시험에서도 코팅층은 일반동과 마찬가지로 상

당히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식실험에서는 

코팅시편이나 일반 압출동이나 가공상의 차이점은 이야기하기 힘

들었으며, 구리의 순도에 따라서 무게 감손, 즉 부식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Ⅴ. 활용계획

  이상과 같이 따라서 1 cm 두께의 구리 용기를 제작하는 방안

으로서 저온 분사 코팅 방법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부식거동을 살펴본 결과, 저온분사방법을 통해 용이하게 고준위폐

기물 처분용기에 필요한 외부 구리층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보며, 

향후 구리용기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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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opper Canister through Cold Sprayed Coating 

    Method

Ⅱ. Objective 

  General thickness of a copper canister is 5 cm for a underground 

disposal application. The lower limit of a thickness is determined by 

a forging technology. But many experts in this area agrees that the 

thickness 1 cm is enough at the underground disposal for the life 

time of 1,000,000 years. Thus new technology is suggested for the 

making 1 cm thickness copper canister, that is a cold spray coating 

method(CSC). In this report, the CSC is examined and the technical 

possibility for making copper canister is measured.

Ⅲ. Scope and Contents 

  The overview of CSC and its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Various 

copper particles for the CSC are analyzed and the formed coating 

layers are examined to find their porosity and uniformity. A Tafa 

copper particle and Chang-sung copper particle are selected for 

making 1 cm thick test specimen. Using the CSC specimens, tensile 

test and XRD analysis are performed. As a corrosion evaluation, a 

electrochemical test such as a polarization test is done, together with 

humid corrosion test and chloric acid immersion test. Through the 

corrosion tests, it is tried to confirm that the CSC is valuable method 

for making a copper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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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Consequ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CSC method is very usful for 

making 1 cm thick copper canister. the porosity of CSC layer is very 

low at 0.3 in case of Tafa copper layer. In corrosion tests, the CSC 

layers are very stable in active environments. It is hard to say that 

the difference of processing method but the purity of copper is 

important for the corrosion rate evaluation.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CSC method is very effective method for making 1 cm thick 

copper canister, It is hoped that the CSC method is applied in a HLW 

underground disposal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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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방사성 폐기물의 심층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처분용기의 장기 안정성

이다. 처분용기는 최소 1 ，000년에서 수십만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지하처분장에서 핵

종의 유출이 없이 안전하게 고준위 폐기물을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처분용기의 내부식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용기의 내부식성을 위해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동에서는 고준위 폐기물이 담긴 주철용기를 다시 구리용기에 삽

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1 ， 2].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카처분장의 산화조거

에 부웅하는 물질로서 C-22 니켈 합금을 내부식 재료로 고려하고 있다[3]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지하 처분환경이 핀란드나 스웨멘과 같이 물이 많고， 산소가 거의

없는 환원조건이므로 처분용기의 내부식 재료로 구리가 고려되고 있디 [4].

구라는 인류가 이용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금속으로서 지금까지 뛰어난 내부식

성이 인정받고 있는 물질이며 고대유물을 통해 이미 수천년의 안정성을 검증 받고

있다. 구리가 부식되는 두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섭 nm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십만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도 요구되는 구리용기의 두께느

1em 내외로 보여진다. 통상적인 처분용기의 크기는 지름 1m 내외에 높이 5m 가량

이 된다. 이러한 크기의 용기를 연성이 좋은 구리로 제작하려면 용기벽이 최소한 5

em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리용기를 처분용기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처분용기가 무거워지는 동시에 비싼 고순도의 구리가 많은 양이 소요되므

로 비용측변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체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고준위 폐기물이 담긴

주철용기 표면을 구라로 코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일반적인 융사 코팅 기술으

높은 온도로 인해 두터운 코팅층을 형성시키기 힘든 단점이 있으므로， 고속의 구리

입자를 낮은 온도에서 분사하여 강한 마찰 압력에 의해 금속 표면에 구랴 막을 만

드논 벙-법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저온 분사 코팅 벙-법은 국내에서 포항산업과학기

술연구원 (RIST) 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방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RIST의 협

조를 받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하여 1 em 두께의 구려 층￡

주철용기에 입히는 기술에 검토해 보고 실제 용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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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온 분사 기술

1. 저온 분사 기술이란?

저온 분사 공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저온분사 기술은 r50μ:m( 최대 200μ:m) 사이

즈의 금속， 복합재료 또는 고분자 분말을 Nz , Ai r, He 혹은 혼합가스와 같은 압축가

스를 이용하여 가속된 가스 기류에 분딸을 혼합한 후 Laval 타입의 노즐을 통하여 초

음속으로 가속하여 대상물에 분사함으로써 분말의 용융에 의한 코팅이 아년 운동에너

지에 의한 소성변형으로 고상상태의 코팅이 이루어지는 최신기술이다[5].

저온분사쿄팅

Cold sprayed
coa~n9s

Gas C여llral Module Gas Heater

Data Acquisition & Contr여 System
Pαllder I ii?
Hopper I Ill

Gas 않Jpply

않JDefS어lie
Nozzle

m
등g
「g
φ

않rrler Gas Coating

그림 1. 저온분사 코팅 공정 개요도

저온분사 코팅은 일반적인 용사 코팅에 비해 코팅이 깨끗하고 치밀하며 높은 강도

의 코팅막을 얻을 수 있으며， 두꺼운 코팅막 체조에도 유려하다(그림 2).

2. 저온 분사 기술의 특징

저온분사 코팅은 용사코팅과 탈리 코팅소재의 용융에 의한 코팅이 아닌 입자 가속

에 의한 코팅으로서 코팅소재의 상이 변하지 않는 고상상태의 공정이기 때문에 아래

와 같은 장점이 있다.

• 열및 전기전

- 사화와 상변태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이 나타나지 않음

- 최초 입자 재료의 고유물성 유지 가능

- 모재의 열 영향 최소화

- p 재에 국부적인 열 및 전기전도성 부여 가능

- 낮은 잔류웅력으로 두꺼운 코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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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소재의 코팅가능

- 분말의 재사용이 가능

vs

용사코팀 01
개안n14 lsp‘ aye~

..~
•

WI띤 8. Powoor £loeme. Gas. Uqulo Partlel. Ae∞I.ratlon Substrata Impact
Heal Sou.reg

저온북사

코팅공정

A
1
l,.

n
U 02 03

.__ 'l.• 1:'"-.. . .. .n.~'
•

N2, Air. He
。「

Mixture

--‘-
용Atii팅에 비해

애풋하고빈틈이

없이조밀하게

E팅미 월니디，

그림 2. 일반 용사코팅과 저온분사 코팅의 공정 비교

• 내부식

저온분사 코팅은 기존의 코팅법과 달리 코팅소재의 용융에 의한 코팅이 아난 입자

가속에 의한 코팅으로서 융점이 낮은 코팅소재 (Al, Zn. etc) 의 경우 쿄팅소재의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내부식성이 요구되는 수송용 기기， 해양산업 및 서

유화학 산업의 기계부품에 적용할 수 있다.

• 내마모

저온분사 코팅은 용사코팅과 달리 코팅소재의 용융에 의한 코팅이 아닌 입자 가속

에 의한 코팅으로서 코팅소재의 초기 툴성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내마모성 향상￡

위한 분말제조 시 사용환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브레이정

브레이정 공정은 동종 빛 이종재를 접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종소재의 접합에

있어서 대상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접합계면의 결함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분야에

저온분사 기술을 이용하여 브레이징 하고자 하는 소재와 동일한 소재의 분말음 모

재에 저온분사하여 모재와 코팅층을 금속간 결합을 시킨 후 브레이징 하면 동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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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브레이징으로 이종소재 브레이징 대비하여 월퉁한 성능의 접합계변을 얻A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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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저온분사 기술을 이용한 구리 코팅

1. 구리 입자의 특정

저온 분사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구리 입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표 1). 표1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Tafa 1597} 가장 순도가 높고 입자 분포도 균일함을 알 수 있

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국산 제품으로는 창성과 세종소재에서 나오는 구

리입자가 있지만， 창성이 순도가 더 높고 입자 분포가 균일함을 알 수 있다.

표 l 저온분사 기술에 사용되는 각종 구려 입자의 특정과 가격

Purity Nitrogen Oxygen
DI0 D50 D90 ‘ Price

Code Manufacturer content content
(wt.%) (wt.%) (wt.%)

뼈 빼 뼈 (Won/kg)

99.9 0.02
A Tafa 159 0.012 ? 12 21 160,000

(99.97) (0.12)

99.9 0.03
B Fukuda 0.007 16 25 35 60,000

(99.84) (0.033)

99.9
C Brodmann 0.043 10 21 35 63,000

(99.94) (0.29)

D 99.5 0.41
장성 0.016 10 21 37 65,000

(99.93) (0.16)

99.5
E 세종소재 0.008 10 25 50 26,500

(99.58) (0.27)

표1에 나타난 구리입자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그험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Tafa 159가 가장 입자가 둥글고 균일함을 알 수 있으며 그 디-음으로는 Fukuda이

며， 나머지 구리 입자들은 입자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서로 뭉쳐진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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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a 159

Brodmann

세종소재

Fukuda

x.셔
C그 〈그

그림 3. 저온분사 기술에 사용되는 각종 구리 입자의 주사전자현미경 (SEM) 사진

2. 구리 입자의 저온분사 코팅

표 1에 제시된 구리 입자를 이용하여 RIST의 도움을 받아 포항시에 소재한 태광

테크(주)에서 저온분사 코팅 시험을 실시하였다. 코팅 공정 조건은 표 2와 같이 수

행하였다. 코팅에 사용된 곰속판은 STS304와 Aluminium 이었다. STS304는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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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표면을 블라스팅하여 구리입자가 용이하게 달라붙도록 하였다. 분사에 사용된

기체로는 질소를 사용하였다. 표2의 조건에 따라서 구리 코팅된 금속 기판의 사치

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이 저온분사 코팅 방법을 통해 두터운 구리 코

팅층을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구리입자의 저온분사쿄팅 공정조건

#
Feeding

(mml
건미송

(‘빼 (kg!h) (bar) (oc) (oc) 반목횟수
D.E 비고

sec)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64.9 Brodmann
overlap 3번반목 Alsub

2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49.4 후꾸다

overlap 3번 반목 Alsub

3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창성

overlap 3번반목
77. 2 AI sub.

4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창성

overlap 3번 반목
77. 7

SUS sub

5 40 0.5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Brodmann
overlap 2번반옥

93.5
SUS sub

6 40 0.5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후꾸다

overlap 2번반옥
68.3 SUS sub

7 40 0.5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창성

overlap 2번반옥
89 SUS sub

8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67.2 Tafa
overlap 3번반옥 AI sub

9 40 2 30 600 400 20
2 mm step 14회

66.7 세종소재

overlap 3번반목 Al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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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afa Cu , AI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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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종소재 SPCu0727. AI sUb.)

그림 4. STS304 및 Aluminium 기판에 저온분사 코팅된 구리시펴

3. 구리 코팅층의 특성 분서

저온 분사 코팅된 구리층의 특성을 사용된 구리업자에 따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산소함량은 Fukuda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가장 순도가 높은 Tafa

159에서는 산소함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정상에서 산소가 침투했기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순도가 높은 Tafa 159는 기공도가 0.3 이하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하지만 Fukuda는 기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공도가 높으로 외

부 산화물의 침투가 용이해 지기 때문에 기꽁도가 높은 구리코팅층은 내부식 처분

용기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코팅층의 경도는 120-170 정도 사이에서 나타

났으며， Fukuda 구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저온분사 쿄팅된 구리층의 특성 분석

Deposition
Hardness Porosity Nitrogen Oxygen

Purity
Code Manufacturer Efficiency content content

(%)
(HV500) (area %) (wt.%) (wt.%)

(wt.%)

A Tafa 159 67 123~131 0.3 0.0042 0.36

B Fukuda 49 162~167 1.72 0.0025 0.17

c Brodmann 65 140~144 0.46 0.0038 0.48

D
j<i:if*ιJ| 77 128~135 0.68 0.0082 0.45

E 세종소재 67 122~147 0.39 0.0037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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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표띤A구리층의

’
‘

창성 Cu
‘，~

셰종 Cu

/’

,

-‘

‘
‘
“

.
/’

.~ 
4

I:.grosity : 0.68%

v-

PQrosiψ :0.39%

k

100 urn
L】““‘니

....
Brodmann Cu

100 urn
‘“““니

후후다 Cli ~ "‘휴 .- ..'-' .‘ x ，.~’상

[

￥.

1'!1 ~

--
‘

、

‘、

--
‘

J

--
---

‘

1ν’

,..
'.

".'ι끼... ‘
~ -.' 't
~~

..
‘ 
‘」

‘

」

"

-/

/

vi
3• ”

V'，용

, .
’ ‘

t

.
)

).

ι t' ...‘.-
100 urn'
“““‘니Porosψ : 1. 72%

J ‘

-ι-

100 urn
』“““니Porosψ : ι46%

、 .
)

Tafa eu

100 urn
........닝..:..니

--

I}orosity: 0.30%

‘

혀미경 사진과 기공도사용입자에 따른그림 5 저온분사로 제조된 구리층의

가장 균일한 양태를 나타표띤이층의순도가 높은 Tafa 구리사진에서그렴 5의

있었다. 국산 구리
까‘

T얄。J-.Q...Q..
L증 口균일하지표면이흑느직2...

。있으니， Fucuda 구리내고

나타내었으며，기공도균일한 표면욕비교적

Tafa 다음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해리에리가 창성세종로서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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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구리 코팅시편의 물성분석

1. 부식 시편 준비

저온분사된 구리충의 환경에 대한 내부식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앞선 2장에서

저온분사에 의해 두터운 구라 코팅층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 다음 단계로서 구려코팅층이 일반 단초 구려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부식에 강하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처분용기의 외곽용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 시편

은 RIST의 도움을 받아 태광테크에서 제작한 것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부식 시험에 사용된 구리 입자는 가장 성능이 높게 평가된 Tafa 구리 입자와

사 구리 입자중에서 순도가 높은 창성 구리 입자를 사용하여 저온분사 코팅하였다.

창성 구리입자는 모재인 금속판을 STS304 및 구상 주철로 두가지로 정하였으며，

Tafa 구리 입자는 모재를 STS304로 하여 세가지 저온분사 코팅 시편을 제조하였

다. 코팅 층의 두께는 모두 1 em 이상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그림 6).

전시용 #1 #2 #3

#1 :창성 _SUS ， 국산구리분말로소테인리수강표면어In팅한시료

#2 : Tafe_SUS , 오|산 구리분말로 수테인리스강 표면어In팅한 시료

#3 : 창성 주철， 국산 구리분말로 구상주철 표면어| 쿄팅한 시료

그림 6. 부식 시험용 저온분사 구리 코팅층 시펴

2. 구리 코팅층의 시편 가공

그렴 6의 구리 코팅층에서 면상으로 구랴 부분만을 채취하여 물성 측정 및

시험용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의 가공형태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님 λ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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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식 시험용 구리 코팅충 시편 치수 빛 떼어낸 자리 사치

3. 구리 코팅층의 인장 특성

구랴 코팅층의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일반 구

리와 비교하기 위하여 고순도의 무산소압출동을 함께 시험하였다. 그 인장 시험 그

래프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저온분사 코팅 시편은 일반 압출 구리 시편에 비해

여성은 떨어지나 인장강도가 현격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순도가 높

으 #2의 Tafa 구리 시편은 어느 정도의 연성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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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성_SUS ， 국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팅한 시

#2 : Tafe_SUS, 외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띤에 코팅한 시료

#3 : 창성-주철， 국산 구리분말로 구상주철 표띤에 코팅한 시료

#4 : 무산소 압출 구리봉재

340

320

300

￡ 38O

:2 260
%
ε 240
tiS
X 220
@

등

T·4

200

180 •
150

칭성 SUS TafeSUS 창성주철 Standard

ITEM

(B)

그림 8. 부식 시험용 구리 쿄팅충 시편의 인장 시험 특성 그래프(A)와

이장 강도 비교 그래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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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도 분석

저온 구리 코팅 시편에 대해 XRD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3종에 대해

서 구리산화물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렴 9). XRD 그림에서

Cuprite(Cu20) 및 Tenor까e마(κCαuO) 위치의 peak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구리 끔속

의 결정부분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8000 • Cu (111)

#1
16000

14000

12000

‘2;、
10000(f)

I
•G)

I 8000
II C u (200)

6000 -l
Cu

2
0 (• • 1 )

4000 -l tωi1l(m
2000 -l

·、‘’
“) \.......-- I \..

~’ ’30 35 40 45 50 55 60

ε (j

(A)

시료번호 Oxygen content (wt%)

#1 창성 앉$ 0.33

#2 Tate SlE 0.019

#3 창성-주철 0.32

#4 Stan없rd 압출 Cu 봉 0.065

(B)

그림 9. 부식 시험용 구리 코팅층 시편의 XRD 분석 그래프(A)와

사소함량 조사표 (B)

저온 구리 코팅 시편에 대해 산소함량을 조사한 결과(그링 9), 코팅 시편은 처음

사용된 구리입자의 순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코팅 공정

상에 있어서 구리의 산화는 전혀 문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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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액 

pH 

Voltage Sweep Range 

Scan Rate  

Temperature 

0.1 M KCl with Ar기체 purging

중성

-1.5 -> +1.0 V vs. SCE

5 mV/sec

상온

번호 제조사양
density 

(g/cm3)-specimen

density 

(g/cm3)-block

산소함량

(%)

#1 창성구리 coating on SUS 8.64 8.72 0.33

#2 Tafa구리 coating on SUS 8.86 8.90 0.019

#3 창성구리 coating on 주철 8.65 8.72 0.32

#4 압출 무산소동 8.82 (8.90)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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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처 분극실험에서 나타난 산화반응을 Pourbaix diagram을 통해 분석해 보왔다.

실험 조건을 고려하면 아래 그림 11의 Pourbaix diagram의 (C)에 해당된다고 보

수 있다[5]. 실제 전극에서 반용이 발생되는 Chloride가 소모되면서 주변 chloride

농도가 낮아지므로 그림 11의 (a) 및 (b)의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중성 pH느

변화가 심하므로 그림 11의 Pourbaix diagram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상이 반용에

관계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Eh (Volts)
:l .U

1.5

1.0

0.5

- - CU(+2)

Cu - CI - H20 - System at 25.00 C

Cu。

Cu02(-2)

0.0

-0.5

-1.0

-1.5

CUCI2(-)

그=二뻔二」

Cu

-2.0
o 2 4 6 8 10 12 14

C:\MY DOCUMENTS\2001_02\SKB ALKALINE CHLORIDE\CUCI pH

(ψ 0.1 mol/kg chloride

Eh (Volts)
:l .U

1.5

1.0

0.5

CU(+2)

Cu - CI- H20 - System at 25.00 C

Cu。

Cu02(-2)

0.0

-0.5

-1.0

-1.5

CuCI2(-)

Cu

-2.0
o 2 4 6 8 10 12 14

C:\MY DOCUMENTS\2001_02\SKB ALKALINE CHLORIDE\CUCI pH

rω 0.01 mol/kg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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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Volts)
ι.U

Cu - CI- H20 - System at 25.00 C

1.5

1.0
_ Cu(+2) CuO

CU02(-2)

0.5

0.0

-0.5

-1.0 Cu

-1.5

-2.0
o 2 4 6 8 10 12

C:\MY DOCUMENTS\2001 02\SKB ALKALINE CHLORIDE\CUCI

14

pH

(aJ 10-3 moL/kg chLoride

그림 11. 염소 농도에 따른 구리의 Pourbaix Diagram

따라서 분극실험에서 나타난 반용 전위 와 Pourbaix diagram을 통해 해 석 한 결과，

열역학적으로 다음과 z}혹 반웅이 가능함4 알게 되었다.

해서 -0.05V 부근의 반용 ;

O.OOV 부근의

Cu -> CuClz

반응 , Cu -> Cu"2

--------(1)

--------(2)

OA5V 부근의 반응 ; CuClz - >CuO, --------(3)

and CuO ->Cu"2 ------(4)

경국 실험4 하띤서 용매KCI의 농도가 떨어지고 pH가 낮게 될 경우(순수의 pH

느 5.5) (2) 버 반웅이 나타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 2 ‘
T 있다. 하펴 정상 0.1 M

KCI 실험에서느 (1)혹 거쳐， Cl 농도가 낮아지게 되며， CuO pa ive layer가 잠시

형성 (3) 되었다가 CI 감소로 이해 (4)반옹이 나타나느 것으로 해석된다.

정 려 하면， Polarization test에 서 #1 , #2, #4 curves느 (1)- >(3)->(4)로 치행되었다

고 보여지며， #3는 (2) 반용이 단독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 Tafel Plot
님 二그
""i:!:", 실혐의 을드

'c 더 정확하 。서브
ι

위 해 각 Polarization curves을 Tafel Plot으로

정리해 보았다. 각 시편의 대표적인 Tafel plot을 아래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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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corr(V) vs. SCE Icorr (㎂/cm2) CR(mm/yr) 비고
1-1 -0.737 2.2 0.0267 조건실험
1-2 -0.998 78.5 0.9359 조건실험
1-3 -0.561 37.2 0.4435 조건실험
1-4 -0.602 339 4.042 대표값
2-1 -0.767 6.9 0.0806 
2-2 -0.789 11.5 0.1341 
2-3 -0.810 11.7 0.1367 
3-1 -0.604 331 3.9462 
3-2 -0.618 380 4.5304 
4-1 -0.355 3.20 0.0374 
4-2 -0.353 3.72 0.0434 5mV/sec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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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보면 전기화학적 실험에서 열역학적인 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가

가장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팅 시편에 비해 일반 압출 시편의

전기화학적 부식 저항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리 순도가 높은

#2와 #4는 부식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리의 순도가 높으면 부식속도가 낮아

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편 동일 구려입자인 #1과 #3는 부식율이 비슷하다.

• 전기화학적 부식 실험 총평

이상과 같이 polarization test를 통해서 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특징을 살펴보았

다. 겉보기 분극 곡선에서는 #3가 양호한 물질로 보여졌으나， Tafel plot을 통한 세

미히 분석을 한 결과 코팅시편은 일반 압출시편에 비해 진기화학적 부식거동이 떨

어지는 것을 얄 수 있었다.

부식천위와 같은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코팅시편의 경우에는 순도가

낮은 창성구리가 산화환원 전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고 부식전류와 같은 동 력

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쿄팅시편의 경우에는 순도가 높은 Tafa 구라의 부식

속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화학적 부식 시험 자체만으로는 장기부식 안정성을 평가하기는 힘늘

다. 왜냐하면 산화피막층의 안정성은 전기화학적 실험으로는 분석이 힘틀기 때문이

다. 구리부식 거동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화환경의 여부， 툴째느

사화 반웅속도， 셋찌는 생성된 보호피막의 안정성이다. 첫쩌는 산화환원전위를 통해

평가휠 수 있으며， 툴째는 산화환원전류밀도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그러나 셋째느

구리의 장기 부식거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Tafel plot을 통한 전기화학적 분석만으로

그 아정성는 파악하기 힘틀며 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습공기 중의 구랴부식 거동 분서

Copper Oxide가 생성되는 가장 좋은 환경은 산소와 물이 풍부한 환경이다. 이러

하 환경에서 코텅 구리 시편의 단기적인 부식 거동을 살펴보았다.

• 실험 조건

수증기로 포화된 항온 오븐을 70°C 로 유지시키고， 구리시편을 포화 꽁기 중 노출

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코텅 구리 시편 사양은 표 7과 같다. 사용된 시편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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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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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비고

1주 0.0011 0.0004 0.0006 0.0003 35%염산 5분 처리

2주 0.0008 0.0002 0.0004 0.0004 35%염산 30초 처리

3주 0.0010 0.0003 0.0006 0.0004 35%염산 5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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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렴 17. 10% 염산 용액 중의 구리 시편 모습. 좌측으로부터 #1 , #2, #3, #4 시펴

(A) 부식 전 시편， (B) 1회 염산 처리후 부식 후 시펴

• 10% 염산 용액 중의 구리 무게 감손

구리 시편에 대해서 10% 염산 용액 중에서 5분간 초음파 처리시험을 하변서

매회 무게 감손을 저울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2와 #4는 순도가 높은 구리로서 해당 용매에 대해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1은 조금씩 부식이 일어남을 얄 수 있으며， 점차 표면적 증가로 무게 감손이 빨라

지고 았다. #3의 경우 급격한 부식이 일어나다가 표변의 보호피막형성으로 인해 반

웅이 조금은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식에 의한 표면적 증가로 처리 횟

수가 늘어날수록 부식율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s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염산에 의한 부식은 구랴의 순도와 관련이 있음을 얄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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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료
L-켜E제 5 장

본 보고서에서는 지하처분용기의 외부 재료로 고려되는 구리의 새로운 제작 방법

살펴보았구리의 내부식성4코팅된저종분사얄아보고대해코팅에저온분사이

다.

뿐， 실제 처

있다. 따라서

문제점。두께는 5 em 이상이나 이는 가공상의통상적인 처분용기의

1 em보고두께로도 충분하다고고려하면 1 em의수명A분용기의

리 용기를 제작하는 방안으로서 저온 분사 코팅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두께의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lST)의 협조를 받아， 지금까지와는 다른

층을 주철용기에 입히는 기술에 검토

국내에서따라서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하여 1 em 두께의 구리

보고 실제 내부식용기 재료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해

그속， 복합재료 또는 고분자 분말

이용하여

저온분사 기술은 r50μ:m(최대 200μ:m) 사이즈의

혼합가스와 같은 압축가스늘 가스 기류에가속된2 , Ai r, He 혹은

분말을 혼합한 후 Laval 타입의

.£L

분사초음속으로 가속하여 대상물에노즐을 통하여

분말의 용융에 의한 코팅이 아난 운동에너지에 의한 소성변형￡로 고상상함으로써

층은 가공온도가 낮아서코팅얻은이렇게최신기술이다.이루어지느코팅이태의

사화가 거의 없고， 입자간의 강한 압착으로 내마모성이 뛰어난 것이 특정이다.

그보았다.분석해대해입자에며
녁구다양하이

샤
사용할 수분사 기술에저온

알 수 있지만，

창성과 세종소재에서 나오는 구리

결과 Tafa 1597} 99.97%로 가장 순도가 높고 입자 분포도 균일함으

있었다. 국산 제품￡로느비싸다는 흠이가격이

있었다. 질소들
ιλ‘

T알분포가 균일함4입자고노
표

가싶중에서 창성이 더입자

모든 구리입자가 저온분사 코팅 빙-법을 통해분사기체로 사용한 저온분사 실험에서

기공도코팅층의확인하였다.
。。-n있ιλ‘

T코팅층을 용이하게 형성시z.!두터운 구라

펴차가 다소 나타났으나 순도가 높은 Tafa 159는 기

σ도가 0.3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산 제품인 창성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느 사용된 구리입자에 따라서

입자슬구리입자와 국산 창성

주었다.

높게 평가된 Tafa 구리입자 중에서 성능이

0.45의 기공도를 보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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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1 em 이상의 두께로 저온분사 코팅하였다. 창성 구리입자는 모재인 금속

파음 STS304 및 구상 주철로 두가지로 정하였으며 Tafa 구리 입자는 모재늘

TS304로 하여 세가지 저온분사 코팅 시편을 제조하였다.

이장시험 결과， 저온분사 코팅 시편은 일반 압출 구리 시편에 비해 연성은 떨어

지나 인장강도가 현격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코텅 구리를 XRD 조사

하 결과， Cuprite(Cu20) 및 Tenorite(CuO) 위치의 peak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구리 금속의 결정부분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산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

4 얄 수 있었다.

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polarization test를 통해서 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Tafel plot을 통한 세밀히 분석을 한 결과， 코팅시편은 일반 압출시편에

비해 전기화학적 부식거동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구리의 장기 부

식거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Tafel plot을 통한 전기화학적 분석만으로 그 안정성느

파악하기 힘틀며， 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습공기 중의 구리부식 거동 분석한 결과 코팅시편이건 일반 압출 동이건 모든

시편이 상당히 습공기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염산 용액 중의 구랴부식 거동 분석과 10% 염산 용액 중의 구랴부식 거동

분석하였다. 따라서 변색을 통해서 부식을 살펴본 결과로는 순도가 낮은 국산 창성

구랴입자가 가장 부식이 잘 되었으며 순도가 높은 Tafa 구리입자나 무산소 압출동

은 거의 부식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서 구리 부식은 코팅시편이나 일반 압출동이나 가공상의 차이점은 이야

기하기 힘틀었으며， 구리의 순도에 따라서 무게 감손， 즉 부식율의 차이가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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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처분용기의 두께는 5 em 이상이나 이는 가공상의 문제접일 뿐， 실제 처분용

기의 수명을 고려하면 1 em의 두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 em 두께의

려 용기를 제작하는 방안으로서 저온 분사 코탱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

서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RIST)의 협조를 받아， 지금까지와는 디른 저온분사 묘팅을

이용하여 1 em 두께의 구리 충을 주철용기에 엽히는 기술에 검토해 보고 실제 내부식용

기 재료로의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저온 분사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리 입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질소를 분

사기체로 사용한 저온분사 실험에서 모든 구리업자가 저온분사 코팅 방법을 통해 두터

운 구리 코팅층을 용이하게 형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팅층의 기공도는 사용된

리입자에 띠라서 편차가 디소 나타났으나 순도가 높은 Tafa 159는 기공도가 0.3 이하
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국산 제품인 칭-성의 경우에도 바l 교적 낮은 0.45의 기공도를 보

여 주었다.

려 입자 중에서 성능이 높게 평가된 Tafa 구리 입자와 국산 칭-성 구라 업자를 사용

히-여 1 em 이상의 두께로 저온분사 코팅하였다. 창성 구리업자는 모재인 금속판을

STS304 및 구상 주철로 두가지로 정하였으며 Tafa 구리 입자는 모재를 STS304로 하

여 세가지 저온분사 코텅 시편을 제조하였다. 인장시험 결과， 저옹분사 코팅 시편은 일

반 압출 구리 시편에 1:1 1 해 연성은 떨어지나 인장강도가 현격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코텅 구리를 XRD 조사한 결과， Cuprite(Cu20) 및 Tenorite(CuO) 위치의
peak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구리 금속의 결정부분만 강하게 니-타나고 있음을 통해 δJ.

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디.

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분극실험을 통해서 코팅시편의 전기화학적 분석을 한 결과， 코

탱시펀은 일반 압출시편에 벼해 전기화학적 부식거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습공기 중의 구리부식 거동 분석한 결과 코텅시편이건 일반 압출 동이건 모든 시편이

상당히 습공기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산 용액 중의 구리부식 거동에서는 순도가 높은 Tafa 구리업자나 무산소 압출동은

거의 부식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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