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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계통에서 관련되는 수화학기술 및 재질부식의 현황을 
조사, 정리하였다.  PWR 의 경우 1 차계통 및 2 차계통의 수화학 및 
부식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BWR 의 경우 전체적인 수화학기술 및 
부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울러, 방사능에 의한 냉각수분해생성물과 
부식생성물의 방사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부식생성물인 크러드 및 이들의 
핵연료피복관에의 침착에 의한 원자로의 열출력감소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미래의 원자로인 초임계수 냉각 원자로와 핵융합로의 
수화학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현안의 원자로수화학 및 미래의 
수화학기술 중에서 몇가지 분야의 연구테마를 추려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부식연구방법, 부식측정과 관련한 전기화학적 원리 등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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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us of water chemistry of nuclear power plant and materials 
corrosion has been surveyed.  For PWR, system chemistry of primary 
coolant and secondary coolant as well as the related corrosion of 
materials was surveyed.   For BWR, system chemistry as whole has 
been surveyed with its accompanying corrosion problems.  Radiolysis 
of coolant water and activation of corrosion products also was 
surveyed.  Future NPP such as supercritical water cooled reactor and 
fusion reactor has also been surveyed for their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problems.  As a result, proposal for some research items 
has been suggested.   Some related corrosion research techniques 
and electrochemical fundamentals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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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전기는 발전기를 돌려서 얻는데, 
이 발전기는 물이나 수증기의 힘으로 돌린다.  수증기의 힘으로 돌리는 
발전기는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볼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이 수증기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물로 식혀서 
이 물을 수증기로 만들고, 이 수증기가 발전기, 즉 증기터빈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증기 및 물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하여서는 고온,고압의 물을 
원자로내부에 흘려 주어야 하고, 이 물이 PWR 의 경우에는 다시 
증기발생기를 거쳐 수증기로 되며, BWR 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이  
원자로에서 바로 수증기로 바뀐다.    
 
이상의 전 과정에서 고온/고압의 물은 계통재질을 부식시키거나 방사선에 
의하여 활성이 큰 화학종으로 변한다.  이와 같은 부식 및 불순물의 생성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및 터빈의 전 계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핵연료피복관에 침착한 부식생성물은 원자로의 열이 냉각수로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한다.  또한 부식생성물에 방사능에 의하여 방사화되어 작업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아울러 부식현상에 의한 계통재질의 파손은 
장치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발전소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생긴다.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계통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식문제에 대하여 관련자료들을 조사, 정리하였다.  또한 미래의 원자로인 
초임계수 냉각 원자로와 핵융합로의 수화학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 부식연구방법, 부식측정과 관련한 
전기화학적 원리 등을 소개하였다.  
 
본 보고자는 2008 년 7 월 31 일부터 카나다 University of New Brunswick 
대학 화공과의 Lister 박사연구실에서 연구연가를 보낼 예정이다. 이 
기간중에 수행할 과제에 대하여 사전조사하는 의미에서 현안의 
원자로수화학 및 미래의 수화학기술 중에서 몇가지 분야의 연구테마를 
나름대로 추려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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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WR 1 차계통 수화학 
 
PWR이란 명칭은 계통 내에서의 최대온도에서 비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1차계통이 매우 높은 압력(약 15MPa)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Rahn–1984, p264].  15MPa에서, 물의 끓는 점은 약 
343℃이고, 이는 1차계통에서 허용되는 최대온도 (332 )℃ 보다 훨씬 높다.   
 
PWR의 초기운전에서 pH 를 조절하고 산소를 제거하며, 가동중에는 역시 
pH를 조절하고 방사선분해에 의한 산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화학약품을 
투입한다. 용존산소는 강철의 부식전위를 크게 증가시킨다. PWR에서 
pH조절은 수산화리튬을 쓴다.  
 

코어영역에서 물의 방사선분해에 의하여 생긴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존수소를 쓴다. 냉각수에 규정의 수소농도를 얻기 위하여 체적조절탱크 
내에 충분한 양의 수소부분압을 유지한다.  
 
Fruzzetti 및 Wood[2006]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 운전중 원자로 1차계통 
수화학의 진화과정은 Figure 1과 같다.  수화학은 재질 부식 억제, 방사선량 
억제, 응력부식균열 등의 여러 계통재질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림에서 
보이는 pH조절, 아연 투입, 수소투입 이외에도 히드라진 투입, 
산화환원전위조절 등 여러 요인을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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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 Primary: Historical Chemistry Trends

 

elevated constant pH (7.3/7.4)

ultrasonic fuel cleaning

elevated constant pH (7.1/7.2)

zinc injection

modified elevated lithium program

elevated lithium program

constant pH 6.9

’75 ’80 ’85 ’90                ’95                 ’00                 ‘05

EPRI Water Chemistry Guidelines

0

5

10

15

20

25

30

35

4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N
um

be
r o

f P
la

nt
s

New US Plants
New International Plants
Cumulative Plant Injecting Zinc

Zinc Injection

Hydrogen Management

 
Figure 1.  원자로 수화학의 시대에 따른 변천[Source : Keith Fruzzetti & 
Christopher J. Wood, EPRI, “Developments in Nuclear Power Plant 
Water Chemist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Jeju, Korea, October 23-26, 2006.] 
 

 

특히 근래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 기존의 12 개월에서 18-24 개월의 
장주기 고연소도 운전모드로 바뀌고 있다.  원자로의 장기간 출력운전중에 
1 차계통 수화학이 다루어야 할 분야의 하나는 방사선량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부식생성물(NixFe3-xO4, Fe2O3, Fe3O4, Ni2FeBO5, ZrO2 

등)의 침적을 억제해야 하는데, pH 조절 및 수소첨가법과 아울러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발생 및 60Co 생성억제를 위한 아연첨가법들이 
있다. 

 
 
2.1.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CVCS) 
 
마모, 부식, 및 연료봉 누설 등에 의하여 1 차계통에 불순물이 생성된다. 
이들이 계속 누적되면, 계통표면이 더럽혀지고 (Fouling), 크러드(CRUD, 
계통표면의 산화물형태의 불순물)의 누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발전소운전, 유지, 및 경제적 운용에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대처하기 위하여 CVCS 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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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S 는 세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1)냉각수중에서 핵분열생성물 및 
부식생성물을 제거하여 허용치 이하로 낮춘다.  (2) 1 차계통에 물을 계속 
공급하고 손실을 보충한다.  (3) 보론의 농도를 규정된 값으로 유지한다. 
 
 
2.2. 보론 투입 
 
PWR 에서 중요한 화학제 투여의 하나는 보론투입이다.  보론은 강력한 
중성자흡수제이므로, 1 차계통에 용해된 보론은 흡수봉과 함께 연쇄반응을 
조절하는 데 쓰인다. 이런 형태의 조절을 “Chemical Shim”(=화학적 
쐐기)이라고 부른다.  
 
보론을 투입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보론의 투입에 의하여 
원자로에서 제어봉의 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비용이 감소한다. 붕산은 
노심에서 균일하게 분포하므로 붕산농도변화에 따라 노심의 출력이 
불균일한 요동을 보이지 않는다.  보론의 농도는 노심조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 양을 주입한다.  
 
참고로, 실온에서 붕산의 용해도는 63.5g/liter 이고 100℃에서는 267 
g/liter 이다. 최대 보론농도는 뜨거운 물에서 약 14%이다. PWR 에서, 
보론을 투입하는 장치는 4-12%의 붕산을 포함하는, 수소로 포화된 물을 
1 차계통에 공급한다.  
 
H3BO3 의 농도는 보통 물 중의 ppm 으로 표시한다. 1ppm 은 물 106 
g 중에 1g 의 보론이 있음을 의미한다.  붕산의 분자량이 61.8 이고 붕소의 
원자량이 10.8 이므로 이 값은 쉽게 붕산으로 표시한 그램수로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500ppm 의 초기붕소농도의 경우 106 g 의 물(=1t 의 물)중에 
‘chemical shim’ 은 (61.8/10.8) X 2500 ppm = 14,300 g 의 붕산을 
포함해야 한다.  2500 ppm 의 초기 보론농도는 제어봉을 모두 삽입했을 
때의 9%에 이르는 shutdown 여유를 제공한다.  
 
운전초기의 수일간 제논과 사마륨이 누적함에 따라, 반응도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보론농도를 1600 ppm 으로 낮춘다.   초기의 이와 같은 
급격한 감소를 뒤이어, 감속곡선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노심수명의 
마지막에는 실제적으로 ‘제로’에 다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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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소 조절 
 

LWR 에서의 수소생성은 (a)물의 방사선분해 및 (b)지르코늄-물반응에 
의하여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가 주로 수소생성에 기여한다. 870℃이상에서, 
지르코늄은 다음과 같이 물과 반응한다.  
 

Zr + 2H2O  ZrO2 + 2H2 

 

반응속도는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1500℃이상에서는 매우 빠르게 된다.   

배관파손, 또는 릴리프밸브나 안전밸브를 통하여 이 수소가 원자로 

격납용기에 누출하면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혼합물이 생길 수 있다.  

 

수소를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는 격납용기의 정해진 위치들에 연소기를 

설치하여 수소를 점진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폭발을 야기하는 조건을 

방지하는 것이다.   연소기의 일종으로서 저전압을 이용하여 필라멘트를 

가열, 수소를 태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히터코일을 이용하여 120V 의 

전압을 써서 고온을 만드는 것이다.   

 

수소폭발위험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격납용기를 불활성기체 (대개 
질소)로 채우는 것이다. BWR 은 불활성기체를 채운 격납용기를 써서 
운전된다.  그러나 불활성기체를 채운 경우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한편 산소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소를 냉각수에 유지시킨다 
[IWCC2004 - Nordmann, p24].  
 

 
 
2.4. 산소억제 
 
산소의 존재는 스텐강의 크랙을 야기한다. 냉각수중의 산소는 물의 
방사선분해에 의하여 생긴다.  산소를 억제하게 위하여 PWR 의 경우 수소를 
직접 투입하거나 VVER 의 경우 암모니아분해에 의한 수소를 발생시킨다 
[IWCC2004 - Nordmann, p24].  작은 농도의 수소로도 산소억제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의 산소농도 모니터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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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화학 및 노내 기체거동 
 
이온을 발생시키는 방사선은 원자로 냉각수 및 감속재로 쓰이는 물과 
용액의 조성을 크게 변화시켜서, H2, D2, O2, 및 H2O2(D2O2)를 만들 수 
있다 [Cohen 1980, p 89]. 중수로에서는 값비싼 중수의 분해가 경제적인 
손실일 수 있다.  아울러 물의 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소성기체를 
첨가하기도 한다.  방사선분해에 의한 산소 및 과산화물은 재료물질에 좋지 
않은 부식과정을 일으킬 수 있다.  
 
물이 방사선을 흡수하면 환원성 및 산화성의 라디칼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산화성 라디칼은 주로 OH 이며, 환원성 라디칼은 주로 염기성용액에 
용해된 전자와 산성용액에서의 수소원자인데, spur 라고 하는 국부적 
영역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라디칼들의 상호작용은 
분자생성물들을 만든다.    
 
e-

aq + e-
aq = H2                                                                        (2.1) 

H + H = H2 
OH + OH = H2O2                                                                      (2.2) 
H + OH = H2O                                                 (2.3) 
 
또는 spur 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라디칼-분자간의 반응이 일어난다:  
 
H2O2 + H  H2O + OH                                         (2.4) 
H2 + OH   H2O + H                                          (2.5) 
 
환원성 및 산화성 라디칼이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고 높은 농도로 분포하면 
반응(2.1)과 (2.2)가 주로 일어나고, 따라서 분자성 생성물이 많이 생긴다.   
만약 라디칼들이 더 균일하게 분포하면 역의 반응 (2.3)이 잘 일어나고, 
따라서 물이 분해하여 분자성 생성물이 되는 것은 종결한다.  
 
분자성생성물 농도가 증가하면 연쇄반응, (2.4)와 (2.5)가 촉진되고, 평형에 
도달한다. 연쇄반응은 scavenging 이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전자이동 
반응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있다.  
 
Br- + OH   Br + OH- 
Br + H   Br- + H+ 
Cu2+ + H = Cu+ + H+ 
 
따라서, 물속의 일부 불순물들은 재결합과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Reaction yield 는 흡수된 에너지 단위당 변화하거나 생성한 분자의 수로 
표시한다.  보통, 100eV 를 표준에너지단위로 한다.  이온화현상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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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할 수 있는 기체에서, 100 eV 당 약 세 개의 이온쌍들이 생긴다.  물의 
방사화분해에서 Direct yield 는 대개 이 값을 갖는다. 어떤 물질의 생성 
또는 소멸의 전체 수율은 G(X)로 나타낸다.  g(X)는 방사선흡수에 의해서 
생기는 X 의 양을 나타낸다.  
 
방사화학의 목표는 세가지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 (a) 방사선조사하는 
계의 화학종의 결정; (b) 방사선에너지 흡수에 의하여 생기는 화학종(g-
value) 의 결정; (c) 여러 화학종 사이의 반응속도상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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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WR 2 차계통 수화학 
 

4.1. 개요 
 

모든 PWR 발전로는 2차계통의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한다.[Rahn – 1984, p 361]  2차계통의 화학적처리는 산성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이라고 하는 형태의 부식이 촉진되는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응력과 (산성용액에 의하여 생성되는)  부식환경이 어울어져서, 금속은 
균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계속 진행하면 재료의 파괴를 
야기한다. 따라서, 발전소운전자는 2차계통수의 화학을 알칼리영역에 
유지시켜야 하는데, 이는 pH를 7보다 훨씬 높게, 되도록 9이상 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pH영역에서 LWR에 쓰이는 대부분의 재질은 표면이 
단단히 고착한 산화물층으로 부동화되어서 부식을 크게 낮춘다.  
 
초기의 화석연료 발전소들은 물의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산화나트륨(NaOH)를 썼다. 이 관행은 거의 완전히 포기되었는데, 이는 
수산화물이 용액으로부터 고체의 형태로 나와서 수증기압이 터빈에서 
감소하면 터빈날개를 손상하기 때문이었다.   미국내에서 원전의 대부분은 
인산염이나 휘발성의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조절하고 있다.  
재순환방식의(또는 U-튜브) 증기발생기를 갖는 대부분의 원전은 초기에 
인산염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후에 몇군데 원전을 빼고는 AVT(All-
Volatile Treatment)를 쓰는 것으로 변하였다.   
 
 
4.2. 인산염 제어 
 
이 방법에서는 물의 알칼리성을 인산염을 투입함으로서 조절한다.  즉, 
disodium phosphate 나 trisodium phosphate 및 disodium 
phosphate의 혼합물을 투입하는 것이다.  인산염은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수산화 나트륨을 생성한다.  
 
Na3PO4 + H2O = Na2HPO4 + NaOH 
 
coordinated phosphate treatment(조절식 인산염처리법)이라고 불리는 
재래식 방법에서는 인산염과 소듐의 비를 3:1로 유지하여 수산화 나트륨의 
생성을 억제한다. 따라서 생성되는 수산화나트륨은 인산염에 의하여 
‘완충화’(Buffered)되어, 유리되는 가성의(caustic) 응력부식균열을 
배제한다. 반응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용액중의 과량의 
수산화이온은 반응을 왼쪽으로 몰고가며, 과량의 산성도는 수산화이온을 
중화하여 반응을 오른 쪽으로 몰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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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염처리의 주요한 잇점은 그의 완충능력이다. 즉, 산성 및 알칼리성 
불균형에 대항하여 pH를 9와 11 사이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산염처리는 2차계통수에 넣은 염이 누적되어 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누적이 발생하면 Na/PO4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인산염은 
또한 증기발생기에서 가열된 틈새에 농축하면 산성의 용액을 발생하여 
튜브를 얇아지게 하는 ‘wastage’ 를 야기한다.   
 
특히 고온/고압의 보일러에서 Caustic (NaOH)의 존재는 계속 부식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유리의 수산화이온이 생성하지 못하도록 나트륨/인산염 
비를 2.65이하로 유지하는 공동처리(congruent treatment) 법이 
도입되었다.  congruent라는 명칭은 Na/PO4 比 2.65가 액체 및 고체 
trisodium phosphate 의 조성이 동일한 온도 및 압력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  
 
 
4.3. AVT(All-Volatile Treatment) 
 
원전 2차계통에 한동안 인산염 화학을 적용한 이후, AVT가 적용되었다.  이 
방법에서는 pH를 조절하기 위하여 휘발성의 알칼리 약품을 투입한다.  
AVT가 인산염투입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완충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AVT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암모니아(NH3), 몰포린(C4H9NO), 
시클로핵실아민(C6H11NH2) 등의 아민들에서 선택해서 쓴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암모니아이다. 이들은 휘발성이므로 수증기와 같이 투입하며, 
응축액에 남는다.  각각의 아민이 pH 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다음의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증기발생기에서 나오는 아민의 농도; 
(2) 수증기가 터빈과 응축기에서 온도 및 압력의 변화를 일으킬 때 액체 및 
기체상에서의 분포; 및 (3) 그들의 상대적 염기성, 즉, 염기성의 세기와 
시간에 따른 감소이다. 
 
위의 세 화학약품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온도가 떨어지면 
기체상에 있는 암모니아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아민은 떨어진다.  세 아민의 
염기성은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한다.  원전에 해당되는 온도에서, 가장 
강한 염기는 시클로헥실아민이고 몰포린이 가장 약하다.    
 
pH가 9.0에서 9.2 인 영역에서 철과 강철의 부식이 중지한다는 사실로부터 
아민의 농도를 결정한다.  응축액에서 필요한 각 아민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터빈으로 들어가는 수증기가 응축하여 25℃로 될 때 pH가 9.0이 
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가정과 아민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들로부터 
다음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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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는 수증기농도가 0.27ppm 이어야 하고, 저압에서 pH가 
중성점(200℃에서 6.3정도)보다 1.2 높다.  낮은 온도에서 암모니아의 
휘발성이 증가하지만, 더 강한 염기가 된다.  몰포린의 경우, 응축된 
증기에서 pH9를 만들기 위하여 터빈 입구에서 3.8ppm 이 요구된다.  저압 
실린더로부터의 출구는 pH가 중성점보다 2.2 높다.  마지막으로, 
시클로헥실아민은 몰포린과 유사한 영향을 갖는다.  동일한 입구조건에서, 
몰포린과 시클로헥산은 저압실린더의 출구에서의 응축액의 pH가 더 높다.   
따라서 이들 두 성분들은 암모니아보다 터빈계통을 통하여 더 내부식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은 더 높은 농도를 요구하여 비용이 더 든다; 
대부분의 원전이 pH조절에 암모니아를 쓰는 것은 주로 이런 이유때문일 
것이다.  
 
이차계통에서 쓰이는 또다른 화학약품은 히드라진이다.  히드라진은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히드라진은 투명하고 물 같은 액체이며,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산소를 제거한다.  
 

N2H2 + O2  N2 + 2H2O 

 

산소를 잡는데 쓰이지 않은 잉여의 히드라진은 증기발생기의 운전온도에서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3 N2H4  4NH3 + N2 

 

또는  

 

2N2H4  2NH3 + N2 + H2 

 

용액에 알칼리성을 더해준다.  

 

암모니아는 다음과 같이 

 

NH3 + H2O   NH4OH 

 

물에 용해하고 NH4OH 는 수산화이온, OH-을 생성하여 용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염소와 나트륨의 농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축기에서 누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원전 운전중에 냉각수의 전도도를 모니터하는데, 높은 전도도 값은 

불순물의 유입을 의미한다. 전도도가 높으면 원인규명을 위하여 원전을 

가동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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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차계통 수화학 
 
Fruzzetti 및 Wood에 따르면, [Fruzzetti & Wood-2006] PWR 2차계통 
수화학의 변천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WR Secondary: Historical Chemistry Trends

  

’75 ’80 ’85 ’90                ’95                 ’00                 ‘05

Phosphate

Ammonia Chemistry

Boric Acid Addition

Morpholine Chemistry

ETA Chemistry

MPA, DMA

Titanium

EPRI Water Chemistry Guidelines

Molar Ratio Control

Dispersants

Dispersant Trials at ANO-2 (2000) and more recently

at McGuire-2 (2005/2006)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mitigating SG fouling

Pb Remediation

 
 
Figure 3.1.  Trend of PWR secondary water chemistry [Source : Keith 
Fruzzetti & Christopher J. Wood, EPRI, “Developments in Nuclear 
Power Plant Water Chemist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Jeju, Korea, October 23-26, 
2006.] 
 
2 차 냉각수 계통에서는 운전정지기간 중에 증기발생기의 부식생성물 제거를 
위하여 EDTA 등의 화학용제를 사용한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Dijoux 등은 
160℃-175℃ 에서 EDTA 에 의한 세척공정을 수행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는  
 
Fe3O4 + N2H4 + 4 H2O + 6 HEDTA3-  6FeHEDTA + H2 + 12OH-  
 
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용해과정에서, 계통재질인 철의 부식반응도 같이 
일어나며, 이는  
 
Fe + 2 H2O + HEDTA  HFeEDTA- +2OH- +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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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고온에서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의 용해속도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식반응도 빠르게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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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WR 의 수질관리 
 
BWR 은 첨가제를 넣지 않은 고순도의 물을 쓴다.  BWR 의 냉각수는 
방사선분해에 의하여 0.2-0.4ppm 의 산소를 포함한다.  BWR 은 열린 
계이므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소를 투입할 수 없다.  BWR 의 pH 는 
거의 중성점이다.(25℃에서 6~8)  PWR 과 달리, BWR 의 냉각수에는 
보론과 리튬을 넣지 않는다.  
 
BWR 배관에서 중요문제는 IGSCC 이다 [IWCC-Johns-2004, p17].   
IGSCC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냉각수의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ECP)이다.  정상적인 수화학조건에서, BWR 냉각수 
순환계통은 200ppb 의 산소와 거의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를 포함한다.  이 
조건은 스텐강의 ECP 를 200mV (vs. SHE)로 올린다.  SCC 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ECP 를 -230mV(vs SHE)로 낮춰야 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ECP 를 낮추기 위하여 공급수에 수소를 첨가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공급수 수소농도를 0.4 - 1.2ppm 으로 유지하면 발전소의 재순환 
파이프에서 SCC 가 완화됨을 보여주었다.  미국 및 스웨덴의 BWR 들에서 
이 조건의 수소첨가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Nobel Metal Chemical Application(NMCA)는 수소의 소비와  방사선량을 
줄임과 동시에 ECP 를 낮추어서 SCC 를 완화하기 위하여 General Electric 
회사에서 도입하었으며, 28 개의 BWR 에 적용되었다 [IWCC 2004 -
Turnage,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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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전재료 건전성 및 부식 
 
6.1. 원전부식 개괄 
 
원전부식은 항상 발전소의 건전성 및 효율적인 운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Rahn – 1984]. 용존기체는 부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 즉 재료의 예민화와 응력의 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유해한 기체는 산소이며, 다른 기체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움이온들도 위해를 준다. 산소는 보충수나 응축기의 
hotwell, 저압가열장치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화학적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수의 물 분자들이 

분해되어서 아래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다.  

 

H2O  H+ + OH- 
 
이 반응이 철의 존재하에서 일어나면, 철이온이 물의 수소를 대치하여 
다음의 반응을 일으킨다.  
 
Fe2+ + 2 OH-  Fe(OH)2 
 
철의 표면에서 수소의 막이 형성되지만, 이 수소는 존재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물이 되고, 따라서 철의 표면이 계속 노출된다.   산소는 또한 
수산화철(II)과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2Fe(OH)2 + O2 + 2H2O   2Fe(OH)4

   

 

발전소 냉각계통에 존재하는 부식생성물의 대부분은 자성을 띄며, 입자로서 
존재한다.  PWR 에서 주요 1 차 계통오염물은 강한 자성의 
니켈페라이트이다.  BWR 에서는 철산화물인 마그네타이트(강한 자성을 
띔)와 헤마타이트(약한 자성을 띔)가 주요 부식 생성물이다.  
 
원전냉각수화학이 인산염에 의한 수처리에서 전휘발처리 (AVT)로 바뀌었을 
때, 다른 형태의 부식이 발견되었다.  덴팅(Denting)이라고 하는 이 부식은 
증기발생기에서 마그네타이트(Fe3O4)가 생길 때 일어난다.  연구에 의하면 
염소이온, 구리, 및 산소가 덴팅을 일으키는 주요 화학성분이다.   덴팅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Ca(OH)2 및 붕산에 의한 여러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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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여러 곳에 있는 탈기장치는 냉각수로부터 기체들이 빠져 나가게 
한다.  그러나 이 공정은 산소를 원하는 만큼 낮게 낮추지는 못한다.  
산소를 제어하는 공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화학적 처리를 쓴다.  CVCS 의 
일부인 화학적투입계통을 통하여, 산소를 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이 계통에 
투입된다.  화학적 재결합에 의하여 물을 만들어서 존재하는 미량의 산소를 
줄이는 수소투입이 쓰일 수 있다.  히드라진(N2H4)은 다음의 반응에 의하여 
산소를 억제하는 데 널리 쓰인다.  
 
N2H4 + O2  2H2O + N2 

 
히드라진은 투명하고 물과 같이 생겼으며, 암모니아냄새를 풍기는 알칼리성 
액체인데, 물에 알칼리성을 주며 고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pH 인자는 1 차계통수의 산성도를 지시하기 때문에 또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부식과정은 금속이온이 수소이온을 대치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산성의 물은 부식성이 크다.  물을 pH 7.0 이상의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산화리튬을 쓴다.   물론 부식의 정도는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PWR 에서 고온/고압의 물이 흐르는 1 차계통의 
내부 표면은 부식에 아주 저항성을 갖는 스텐레스강 층으로 덮여 있다.  

 

화학약품의 투입은 보충용 탱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탱크를 써서 
조심스러운 화학적 조절이 요구되는 증기발생기 공급수 및 응축기 계통에 
화학약품을 투입하는데도 쓰일 수 있다.  
 
 
6.1.1. CRUD 생성 
 
원전 1 차계통에서 생성된 부식생성물은 노심에서의 중성자방사화에 의하여 
방사성을 띄게 된다. 이들을 방사화된 부식생성물 또는 흔히 크러드 
(Crud)라고 부른다.  코발트가 가장 심각한 부식생성물이다.  크러드의 
조성은 원자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Cohen-1980, p235].  크러드는 
대개 갈색에서 검은 색의 미세한 가루이며 매우 강자성이다.  실제 
원자로에서 크러드 샘플을 취하는 것은 강한 방사능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실제의 크러드와 유사한 합성의 크러드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Fletcher 는 합성 크러드를 만들고 특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letcher-1964].  전형적인 크러드의 조성을 Table 6.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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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hemical Compostion of Synthetic and Natural Cruds 
(Source : Paul Cohen, “Water Coolant Tchnology of Power Reactors”, 
p.235, Published by American Nuculear Society, 1980.) 

 
 
 
방사선을 조사한 물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조사받은 표면에 crud 가 
축적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뒤이은 원자로운전에서도 이들이 관찰되었다.  
노심 크러드 침적물은 여러가지 이유로 원전 수화학기술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Cohen-1980, p23].  크러드침적이 원자로계통에  
영향은 주로 마찰, 열전달, 및 열전달표면에서 농축현상 등이다. 
 
Mrazik[1956]는 원자로 루프시험에서 크러드침적물 때문으로 보이는 
마찰의 증가를 관찰했다. Picone 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붕산이 포함된 
상태에서 조사시험한 결과, 압력강하가 초래된 결과를 얻었다 
Picone[1963]. 이 보고에 따르면 붕산을 넣은 상태에서 방사선조사한 경우 
압력강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LiOH 를 첨가하면 압력강하가 크게 
감소한다.  Bettis 원자력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마찰효과는 냉각수화학의 
함수이고, pH 가 낮아짐에 따라 마찰이 증가한다. 염기의 첨가에 의한 
마찰의 변화는 상당히 신속하다. 압력강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Shippingport PWR 의 경우 냉각수에 40~50ppm 의 암모니아를 넣은 
상태에서 운전해야만 했다.  
 

 
6.1.2. 원전운전중 스텐강의 부식 
 
스텐강은 고온의 물에서 이중층의 부식생성산화물을 형성한다. PWR에서, 
내부층은 금속-산화물계면에서 금속의 부식에 의한 미세한 입자모양의 
크롬성분이 많은 스피넬이다.  외부층은 냉각수의 침적에 의하여 생긴, 
니켈이 많은 페라이트이다 [Lister-2002].  BWR에서 내부층은 니켈 
페라이트 스피넬(NiFe2O4)의 단단하게 부착한 산화물이다.  외부층은 
엉성하게 부착한 헤마타이트 (Fe2O3)로 관찰된다. 원자로계통에서 
산화물중에서 관찰되는 방사능은 내부층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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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을 띈 냉각수때문으로 보이는데, 금속표면의 60Co 방사화는 결정격자 
내에 방사성 이온을 갖는 산화물의 성장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6.2. 원전운전주기 및 화학조건 
 
6.2.1. 개요 
 
근래에 원전의 장주기운전으로의 이동은 수화학의 pH조절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12개월 운전주기에서는 초기에 1200ppm 이하의  
보론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pH6.9를 맞추기 위하여 리튬의 최대농도는 
2.2ppm 가 필요하다.   18~24개월의 장기 연료주기는 화학조건을 pH가 
유리한 점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pH를 선택하도록 요구되어졌다 [Song-Lee 2003]. 
 
일차냉각수의 pH가 6.9인 것은 부식생성물이 침적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부식 생성물이 마그네타이트(Fe3O4)라는 것을 가정하여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결과 부식생성물은 주로 니켈-페라이트 
(NixFe3-xO4)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이론적 모델링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부식생성물의 용해도에 대한 여러 연구실에서의 
실험적측정결과, pH7.4가 부식생성물의 최소용해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Figure 6.1]. 현재, 증기발생기에서 높은 pH에서 최소의 부식생성물 
누적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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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Solubility of Fe.[Source : Min Chul Song and Kun Jai Lee, 
“The evaluation of radioactive corrosion product at PWR as change of 
primary coolant chemistry for long-term fuel cycle”, Annals of Nuclear 
Energy 30 (2003) 1231–1246.] 
 

 

 
6.2.2. 비정상축방향 출력편차(Axial Offset Anomaly) 
 
1988 년 이래 많은 PWR 발전소들이 고출력의 코어에서 크러드에 보론이 
hide-out 되는 현상을 겪어 왔다 [Beverskog-2006].  연료봉 침적물에 
보론이 누적되는 현상은 비정상축방향 출력편차(Axial Offset Anomaly, 
AOA)로 알려진 가압경수로의 비대칭 출력 이동을 야기한다.  코어의 축방향 
비대칭은 고출력 코어영역에서 침적이 증가하는 데에 따른다. 이는 
피복관온도가 냉각수의 포화온도를 초과하여 국부적으로 냉각수의 비등이 
일어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상의 부식생성물침적은 아직 화학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보론 화합물인 Bonaccordite 
(Ni2FeBO5)의 생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은 매우 그 화학적 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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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하여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피복관표면의 
부식생성물침적은 원자로의 안정적 출력을 저해하여 비정상축방향출력편차 
(Axial Offset Anomaly, AOA)문제를 야기하며, 심할 경우 원자로 출력을 
감소시켜 운전하여야 한다. Figure 6.2에 실제 크러드의 사진을 보였다 
[연제원-2008]. 
 

 
Figure 6.2.  Picture of real crud(자료 : 연제원, “원전 핵연료 크러드 
현장분석 기술 소개”, 제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대전, 2008).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AOA의 근본원인은 보론이 hideout 되는 
것이다[Beverskog-2004].  PWR노심이 고출력, 장주기에서 운전할수록 
고출력부위의 영역이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부식생성물들은 끓는 영역에서 침적하는 경향이 있고, 이어서 
이들 침적물들은 보론 hideout 의 바탕을 제공한다.  크러드에 갇힌 보론은 
코어의 꼭대기에서 기대값보다 많이 추가적인 중성자 흡수를 야기하고, 
따라서 AOA를 일으킨다.  
 
AOA코어의 상부에서 끓는 위치 및 크러드의 존재는 상부코어의 반응도에 
변화를 초래한다. 감속재인 물에서 비감속인 증기로 교체되면 반응도의 
감소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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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A 의 노내시험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세가지 사실이 주목을 
이끈다[Beverskog-2006]. 
 
1. PWR연료봉에서 Bonaccordite의 생성없이 AOA가 일어날 수 있다.  
2. 고밀도의 미포화비등(sub nucleate boiling) 영역에서, Bunsenite (NiO) 

의 생성에 따른 니켈의 선택적 고밀도화가 일어났다.  
3. NiO의 바늘형상의 결정은 바늘이 아니고 whisker이다.  
 
이는 Bonaccordite가 생성되지 않고 보론이 연료크러드에 농축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을 보인다.  
 
AOA를 야기하는 요인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면 그림 5.3와 같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AOA에 미치는 要因 중에서 중요한 것은 냉각수중의 
붕소와 부식생성물들인데, 이들에 대한 화학적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Moleiro-2004-Proceeding, p139]. 그림에서, Sub-cooled 
boiling이란 피복관표면이 크러드로 덮여 있어서 열전달이 잘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피복관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크러드표면에서 
냉각수의 증발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림 6.3.  Factors Contributing to Axial Offset Anomaly. (Source : E. 
Moleiro, et Al., “Electropolishing of Steam Generator Tubing – A 
Promising Way to Reduce Dose Rates and Mitigate AOA”,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San Fransisco, Oct 11-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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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연 투입 
 
7.1.  NPP 에서 구조재의 산화물막 
 
Beverskog[2004]는 LWR 에서 산화물층을 네 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즉 barrier layer, inner layer, outer layer, 및 deposited 
layer 가 그것이다.   
 
Barrier  Layer(BL) : 합금에 가장 가까운 barrier layer 는 Cr 이 다량 
존재하고, non-stoichiometric chromite 로 간주된다[FeCr2O4].  철이 
사면체 위치에서 주를 이루고, 나머지를 니켈이 채운다. 크롬은 팔면체 
위치를 채우고, 나머지는 철이 채운다.  산화물은 (Fe1-xNix)(Cr1-y,Fey)2O4 
로서 스피넬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x < 0.5, y <0.5 이다.  
 
Inner Layer(IL) : Cr 이 많은 층으로서, 화학식과 반도체형식으로 볼 때   
Barrier Layer 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결함(defect)양은 Barrier  Layer 
보다 더 많다. 이는 PWR 에서 가장 두꺼운 층을 초래한다. [DL 을 포함하지 
않고] 
 
Outer Layer(OL) : 철이 많은 층이다.  비정량적(non-stoichiometric) 
트레보라이트(Trevorite), NiFe2O4 로 간주된다. 
 
Deposited Layer(DL) : OL 과 매우 유사하고 반도체성절을 가진, 철이 
많은 층.  산화물은 냉각수로부터 침전에 의하여 생기며, 대형의 단결정이 
생긴다. 철이 잉여분으로 존재해서 철(III)의 oxyhydroxide 가 생긴다.   
이는 다시 goethite(α-FeOOH)가 되고, 나중에 헤마타이트가 된다. DL 은 
보호막을 만들지는 않고, 냉각수로부터의 흡착을 위한 큰 표면적을 갖는다.  
DL 의 두께는 발전소와 수화학에 따라 다르다.  
 
부식막(Corrosion layer)는 NPP 또는 고온수의 구조재의 표면에 생기는 
보호막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실온에서 
금속/합금에 생기는 부동성 막은 부식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이 층의 
두께는 30-50Å이다.   높은 전기장은 전자들이 이 층을 통과하게 만든다.  
부동화막은 고온산화물보다 더 얇아서 더 plastic 하며, strain 을 더 잘 
견딜 수 있다.  NPP 에서 생기는 산화물은 μm 범위이며, 이는 
부동화막보다  three order 정도 더 두껍다.   NPP 산화물은 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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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아연의 역할 
 
최병선[2008]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발전로 냉각계통에서 아연의 투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준다: 
 
- 산화물 내부에 아연이 침투한다.(Impregnation of Zn in the oxide) 
- 산화물 스피넬을 안정화한다. (Stabilizes oxide spinel (ZnCr2O)) 
- 산화물의 두께를 앏게 한다.(Reduces oxide thickness) 
- 산화물을 더 치밀하게 한다. 따라서 더 재질을 보호하게 하며, 부식율을 

낮춘다.(Densify oxide: Greater protectiveness (lower corrosion 
rate)) 

- 파손에 대하여 더 높은 응력이 필요하다(Higher strain to fracture) 
 
아울러, 아연은 외부보다 내부층에서 발견된다.  니켈은 주로 외부층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화물에서 아연이 니켈을 치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NiFe2O4 + Zn2+  → ZnFe2O4 + Ni2+ 
 
BWR 및 PWR 그리고 CANDU 원자로의 냉각수에 아연을 투입하는 방법의 
잇점은 Lister[2002] 가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ppb(wt)범위의 아연은 
방사능 이동을 낮추고 원자로재료의 부식속도를 줄여준다. 아연투입은 또한 
응력부식균열을 낮추는 잇점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아연은 여러가지 경로로 산화물에 코발트가 부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식속도를 낮추어 코발트에 노출된 산화물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연은 결정격자에서 가용한 위치를 막아서 
산화물에 코발트가 부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산화물 계면에서 크롬이 많은 스피넬은 특히 아연에 친화력이 있어서, 
계면을 더 치밀하고 산화에 저항성을 갖게 한다.  외부의 산화물층은 
친화력이 덜하다.     
 
아연은 BWR 의 경우 pH 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PWR 의 경우 pH 를 낮추어 
산화물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연속적이지만 온화한 제염과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Beversko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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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아연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 
 
Beverskog[2004]는 NPP 에서 여러 과정들에 대하여 아연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7.3.1.  pH 에 대한 영향 
 
NPP 냉각수에 첨가했을 때 아연의 화학적 조성은 pH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냉각수중의 철의 양의 증가, 연료봉 크러드 증가, 산화물막의 엷어짐 
등이 PWR 에서 pH 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BWR 에서는 아연을 
산화아연(ZnO)으로서 첨가한다.  PWR 에서는 acetic acid, zinc acetate 
(Zn(CH3COO)2) 또는 zinc borate(Zn3(BO3)2)의 화학양론적 양으로서 
산화아연으로서 첨가한다.   용해과정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ZnO(s) + 2H+  = Zn2+ + H2O        [Z-1] 
 
Zn2+ + 2CH3COOH = Zn2+ + 2 CH3COO- + 2H+                [Z-2] 
 
Zn(CH3COO)2(s) = Zn2+ + 2CH3COO-             [Z-3]  
 
Zn3 (BO3)2(s) = 3 Zn2+ + 2 BO3

-                          [Z-4]  
 
반응 1 과 2 의 합은  
 
ZnO(s) + 2CH3COOH = Zn2+ + 2 CH3COO- + H2O              [Z-5] 
 
ZnO 를 녹여서 아연을 첨가하면 화학식 [Z-1]에 따라 pH 를 증가시킨다.    
 
 
7.3.2. 흡착의 영향 
 
Beverskog[2004] 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은 그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고온의 물에서 스텐강과 인코넬에 생성되는 
산화물들은 (철이 과량으로 있지 않은 한) 스피넬 구조를 갖는다.  스피넬 
산화물은 낮은 용해도와 높은 표면에너지를 가진다.   표면에너지는 
재구성(Reconstruction)과 흡착(Adsorption)의 두 가지 경로로 줄어들 수 
있다.  원전에서 냉각수의 온도는 표면을 재구성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  
따라서 흡착만이 원전에서 구성물질이 표면에너지를 줄이는 유일한 
과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냉각재로부터 취해진 어떤 물질도 표면적을 
줄일 것이다.   입자들, 콜로이드들, 및 용해한 화학종들은 산화물 표면에 
흡착할 것이다.  용해한 전이금속은 입자, 콜로이드, 및 용해한 
양이온으로서 계통표면에 도달할 것이다.  전자의 두 개는 대개 표면전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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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표면에 정전기적으로 전하를 띈 화학종들을 
흡착할 수 있다.   
 
흡착 위치는 높은 에너지 위치와 낮은 에너지 위치의 두 종류가 있고,  
전자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된 반면 후자는 흡착위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높은 에너지 위치는 깊은 포텐셜우물을 가지며, 탈착이 제한되어 있다.  
낮은 에너지 위치는 얕은 포텐셜우물을 가지며, 탈착이 흡착과 같이 잘 
일어난다.  높은 에너지위치에 흡착한 화학종은 표면에 고착되며, 산화물의 
일부가 된다.  이는 산화물층의 성장이나 내부로의 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현장경험에 의하면 방사능증가는 산화물성장과 비례한다.   
그러나 방사능증가가 산화물성장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을 잘못 
말하는 것이고 부정확할 수 있다.  가수분해온도 이상의 원전에서 용해한 
코발트 및 아연의 주 화학종은 전하를 띄지 않은 상태, Co(OH)2(aq) 및 
Zn(OH)2(aq)이다.  이는 NPP 에서 이들 입자들이 표면에 흡착하는 데 
있어서 전하가 주된 요인이 아님을 뜻한다.  이는 또한 이들 화학종들이 
NPP 표면의 영전하점(PZC)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다른 전하를 띈 입자들이 영향을 받는 것만큼은 간접적으로 PZC 의 
영향을 받는다. 
 
흡착은 냉각재에서 서로 다른 화학종들간의 경쟁적인 반응이다.  
접착계수(Sticking Coefficient)가 영에 가깝고 따라서 화학종들이 
산화물층에 참여하지 못하는 낮은 에너지위치에서의 반응은 흥미가 되지 
못한다.  중요한 반응은 높은 에너지 위치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접착계수가 높으며, 이러한 위치에 흡착된 화학종은 산화물층에 포함될 수 
있다.   
 
냉각재에 녹은 코발트의 농도는 10~60 ppt(parts per trillion)이다.  
이중에서 방사성코발트는 two order 정도로 더 낮다.  아연은 4~60ppb 의 
범위로 NPP 냉각재에 첨가된다.  따라서 아연과 코발트농도의 차이는 2~3 
oerder 만큼 차이가 난다.  냉각재중의 방사성코발트를 첨가한 아연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4~5 order 만큼 차이가 난다.  이는 아연이 높은 
에너지층에 흡착할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아연은 물리적인 봉쇄를 통하여 
고에너지위치에 대하여 방사성코발트를 단지 숫적으로 압도한다.  이는 
냉각재에 아연을 첨가하는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점, 표면의 고에너지위치에서 
(침적한 -deposited- 또는 외부층) 얻어지는 차단효과 (Blocking Effec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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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Solid phase formation 
 
아연을 첨가한 다음 생기는 새로운 고체상의 형성은 오래된 표면과 새로운 
표면으로 나눌 수 있다.  NPP 의 구조재에서 전자의 경우는 표면이 이미 
μm 의 두꺼운 산화물층으로 덮여있다.  이상적인 경우 (과량의 철이 없는 
경우) 침적한 층 및 외부층은 trevorite, NiFe2O4 이다.  철이 잉여로 
존재하면 철의 oxohydroxide 나 헤마타이트가 생긴다.  열역학에 의하면 
trevorite 는 frankclinite(Zn2FeO4)보다 더 안정하다.  이는 trevorite 를 
만드는 것이 franklinite 보다 더 에너지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뜻한다.   
Trevorite 는 또한 헤마타이트보다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다.  결론은, 
아연이 이미 존재하는 산화물에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이다.  즉 외부층에서  
trevorite 로, 그리고 내부층에서 크로마이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냉각재에 노출된 부분에서는 새로운 고체상이 만들어진다.  아연을 포함하는 
NPP 냉각재에 노출된 새로운 표면의 산화물은 두께가 매우 얇으며 잘 
자라지 않는다. 열역학에 따르면 zincochromite(ZnCr2O4)가 생길 수 있다.   
Figure 6.1 에 보여진 바와 같이, zincochromite 의 안정도 영역은 매우 
크다.  안정도 영역은 chromite 나 trevorite 의 안정도영역보다 넓다.  
Zincochromite 가 barrier layer 와 innner layer 의 모두에서 생긴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표면과 냉각재에서 크롬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zincochromite 는 기존 산화물표면에 형성되지 않는다.  Barrier 
layer 를 통한 확산속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층은 매우 얇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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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Pourbaix map of zinc species in the Fe-Cr-Ni-Zn system 
at 300  and Fe(aq)℃ tot = Cr(aq)tot= Ni(aq)tot= Zn(aq)tot = 10-8 molal, 
~0.6ppb.[Source = Bjorn Beverskog, “The role of Zn in LWR”,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International Conference, 
p117, San Fransisco, Oct. 11-14, 2004.] 
 
 
zincochromite 는 정상스피넬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가 양이온은 4 면체 
격자위치를 차지하고, 3 가 양이온은 8 면체위치를 차지한다.  아연과 크롬은 
각각 4 면체와 8 면체를 차지한다.  결정학적 결함의 양은 chromite 나 
trevorite 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 zincochromite 는 사면체위치에서 
양이온 vacancy 를 갖는 p 형반도체이다.  따라서 이 산화물을 통한 2 가 
양이온의 확산경로가 4 면체 vacancy 임을 뜻한다. 아연의 강한 4 면체 
위치에너지 때문에, 이 위치를 통한 확산은 매우 제한될 것이다.  아연의 
낮은 이동도 때문에 이 층을 통한 철, 니켈, 크롬, 망간의 밖으로의 이동이 
매우 제한된다.  이는 방사성코발트를 포함하여 산화물의 성장이 매우 
감소함을 뜻한다.  아연과 방사성코발트의 내부로의 이동도 마찬가지 이유로 
매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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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래형 원전수화학 
 
8.1. 초임계수원자로(SCWR)의 수화학  
 

SCWR 은 열효율이 좋고 소형이기 때문에 제 4 세대원자로의 후보중의 
하나로 유력하다[Figure 7.1].  초임계상태의 냉각수(Super-Critical Water, 
SCW, Figure 7.2)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수화학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초임계냉각수의 방사선분해, 부식문제 등 재질건전성과 부식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ure 8.1. 재래식원자로(ABWR, PWR)와 초임계수원자로(SCWR)의 
개념비교 [Source : Yosuke Katsumura, “Radiolysis of supercritical 
water and its effect to the corrosion processes”, International 
Workshop on Supercritical Water Coolant Radiolysis, 14-15th of June 
2007, Conference Centre Rez,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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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2. CANDU 를 예로 든 초임계수냉각원자로의 냉각수 상태도 
(Source : Jintana Meesungnoen, Jean-Paul Jay-Gerin, and D. 
Guzonas, ”Monte-Carlo Simulations of the Radiolysis of Water at 
Elevated Temperature and in the Supercritical Regime”, International 
Workshop on Supercritical Water Coolant Radiolysis, 14-15th of June 
2007, Conference Centre Rez, Czech Republic) 

 
 
8.2. 핵융합로 수화학 

 
PWR에서는 붕산(H3BO3)과 수산화 리튬(LiOH)을 써서 pH300℃를 목표값인 
7.2에 맞춘다.  ITER 의 1차열전달계통 (PHTS)은 전도도를 0.3S/츠 
이하로 조절하는 BWR과 유사하다.   다른 차이점은 온도범위인데, ITER의 
경우 50-240  ℃ 이다. [Di Pace-2007].  (표1)은 Belous 등[1998]이 
발표한 ITER의 각 구성품에서 냉각수의 조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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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 Water coolant parameters of the vacuum vessel and in-
vessel components 
 

 
 

ITER PHTS 의 다른 특징은 디버터 냉각루프에 구리합금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따라, EU 에서는 PWR 에 적용하는 수화학전산코드인 
PACTOLE 을 수정하여 PACTITER 라는 전산코드를 만들고, 이를 ITER 의 
1 차 열전달계통(PHTS) 특성분석에 응용하였다. [Di Pace-2007].    
 

ITER 의 진공용기 구성품의 냉각재로서 고순도의 물을 쓴다. 오스테나이트 
강, 316L 과 구리합금(CuCrZr-IG and CuAl25-IG)이 물과 접촉한다. 
Belous 등[1998]은 ITER 수냉각조건에서 오스테나이트강과 구리합금의 
부식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진공용기 내부의 부품들의 구조적 
건전성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면, 316L 강의 
균일부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90  ~ 320℃ ℃에서 순수한 물, 
물+수소, 물+산소 또는 과산화수소중의 방사선조사하지 않은 316L 강은 
응력부식균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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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한 수화학연구분야  
 

9.1. 장주기운전을 위한 수화학 최적화연구 
 
냉각수의 화학적 조성(pH, O2, H2, H2O2, ECP)에 따른 Crud 생성 및  
계통재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붕소의 알파붕괴반응(10B(n,α)7Li)에 의한 물의 방사선분해 반응 및  

분해생성물 (H2O2)이 수화학 및 부식전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주기 운전에 따라 생성되는 LiBO2 등의 부식생성물의 생성과정의 

화학적 규명 및 냉각재 중에서 붕산의 화학적 거동 연구 및 lithium 
borate 의 침전반응 연구 

 
• 2 차계통에서 산소억제제인 하이드라진이 수화학 및 계통재질에 미치는 

영향(Flow Accelerated Corrosion, FAC 등) 연구 
 
• 냉각수의 이동에 따른 전기화학적 국부전위생성 (Electrokinetic local 

potential formation), 표면전하, 산염기해리도, 냉각재 유속, pH, 
영전하점(PZC)의 영향 및 콜로이드 형성과, 이에 따른 계통재질 부식의 
상관관계 연구.  

 

 

9.2. 운전중지화학 관련 부식생성물 용해 연구 
 

원전의 운전중지기간에, 2 차측 부식생성물은 EDTA 를 쓴 화학적 세정에 
의하여 제거한다. Dijoux 등에 따르면, 160℃-175  ℃ 에서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반응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Fe3O4 + N2H4 + 4 H2O + 6 HEDTA3-  6FeHEDTA + H2 + 12OH-  
 
마그네타이트가 용해하는 과정에서, 철은 다음의 반응에 따라 용해할 수 
있다.  
 
Fe + 2 H2O + HEDTA  HFeEDTA- +2OH- + H2 

 
고온 용해는 마그네타이트의 용해를 촉진시키지만 아울러 철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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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광학적 방법(laser-Raman spectroscopy, SEM/TEM, EDAX 및 XRD)을 
이용하여 부식생성물 용해과정에서 마그네타이트 입자의 표면분석 및 
이를 통한 용해과정의 특성과 메커니즘 규명. 

 
• 피복관 표면의 오염물세척공정은 현재 초음파세척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에 의하여서는 오염물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학적인 
세척방법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이와 관련하여 유동시스템에서 용해액의 
화학적 조성(EDTA, EDA 등), 산화환원전위, pH, 용존산소, 및 유속 등이 
부식생성물(철, 구리)의 용해속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 원자흡광분석, 방사능표지법 등을 이용한 용해계통에서 철의 농도 분석에 

의한 마그네타이트 용해속도 연구 
 
• 화학적 방법에 의한 피복관 CRUD 제거공정연구 – CRUD 의 제거공정은 

Overhaul 기간중에 초음파세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화학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CRUD 의 화학적 세척은 증기발생기 
2 차측의 세정공정에서와 같이 EDTA 용제 등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RUD 의 화학적 세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9.3. 미래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화학 기초연구 
 
• 새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SCWR 의 수화학은 아직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연구 또한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행되지 
않은 분야이다. 초임계상태의 냉각수의 특성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종래의 
냉각수와 크게 다른데, 예를 들어 매우 낮은 유전상수 때문에 
방사성부식생성물의 거동이 전혀 달라지며, 이를 비롯한 많은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많은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인은 
연가기간중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연구동향을 추적함과 아울러, 
Lister 박사와 상의하여 이 분야의 기초연구를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관련하여, 핵융합발전에서도 냉각수화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기술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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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전기화학적 부식의 일반적 설명 
 
A1.1. Galvanic Series 
 
금속의 부식은 일반적으로 산화 및 환원반응에 의하여 진행한다 [Baboian 
–Hack, 1995, p186]. 산화는 대개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되는  
과정이다.  
 
M  Mn+ + ne- 
 
여기서 얻어지는 전자를 받아주어야만 금속의 산화반응이 계속된다.  이렇게 
전자를 받아주는 반응을 환원반응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수소 및 산소의 
환원반응이 여기에 속한다.   
 
2H+ + 2e-  H2(gas) 
O2 + 4H+ + 4e-  2H2O(산성용액에서) 
O2 + 2H2O + 4e-  4 OH-(중성 및 알칼리용액에서) 
 
또 다른 환원반응의 예는 금속이온의 환원 및 도금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반응들은 모두 전자를 생성하거나 소모하므로 전류의 흐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들 반응들을 전기화학반응이라고 한다.  이들의 
반응속도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위 및 전류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예를 
들어, 산화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들을 제거하면 반응은 더욱 빠르게 
진행한다.  전자를 제거하면 전위를 더 양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를 
Figure A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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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 Evans diagram for iron in an acid. [Source : Harvey P. 
Hack, “Galvanic”, in “Corrosion Tests and Standards”, Ed. by R. 
Boboian, p186, ASTM, 1995.] 
 
 
그림에서 그래프는 전위를 전류의 로그에 대하여 그렸을 때 직선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관계를 Tafel 이 처음 언급했으며, 이를 
Tafel 기울기라고 한다. 산화반응은 대개 양의 Tafel 기울기를 갖는다.  
전류를 흘려서 전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분극이라고 한다.  환원반응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수소환원이나 다른 
환원반응에 전자를 공급하면 반응을 더 가속화시키고, 번위를 더 음의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를 위의 그림에 나타냈으며, 또다른 직선을 보이고, 
음의 Tafel 기울기를 갖는다.  전기화학반응은 전자를 생성하거나 
소모하므로, 반응의 속도는 이들 반응에 의하여 생긴 전자의 흐름과 
동일하다.  
 
금속 표면에 전하가 쌓일 수 없으므로, 산화에 의하여 생긴 전자들은 환원에 
의하여 소비되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산화전극 및 환원전극 선들이 
만나는 점에서만 일어난다. 이 점에서 산화전극반응의 속도, 즉 부식속도는 
환원전극의 속도(이 경우 수소의 발생)와 같다. 이 속도를 open circuit 
corrosion rate(icorr)라고 부른다.  이런 형태의 그림을 부식 전기화학의 
개척자인 Evans 를 따서 Evans Diagram 이라고 한다.    
 
Ecorr 는 곡선들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산화전극반응의 곡선은 금속과 
금속이 받는 전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환원전극반응의 곡선은 
환원전극반응과 표면의 형태, 반응물질의 농도, 및 다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각 금속/환경 조합은 특정한 전위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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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galvanic series 의 형태로 표를 만들 수 있다.  
Galvanic series 를 보면 어느 두 금속이 전기적으로 접촉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Galvanic siries 에서 더 
음의 위치에 있는 금속(예:Li, )은 전자를 잃는 경향이 더 커서 양의 위치에 
있는 금속(예:Au)에 전자를 준다.  이런 금속을 active metal 이라고 한다.   
 
이때, 전자를 주는 금속은 산화되며, anode 라고 한다.  또한 이 전자를 
받는 금속은 환원되며, cathode 라고 한다.  두 금속을 비교했을 때, 표준 
환원전위가 더 양인 금속을 그보다 더 음의 금속보다 더 noble 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주석(Sn/Sn2+)의 표준환원전위는 -0.136V(vs 
SHE)이고  철(Fe/Fe2+)의 표준환원전위는 -0.440V(vs SHE)이다.  이 
경우, 주석을 철보다 더 noble 하다고 말한다.   
 
두 금속이 접촉했을 때, 표준환원전위가 더 음인 금속이 전자를 잃기 쉬우며,  
따라서 이 금속은 산화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전자가 접촉하고 있는 다른 
금속에 도달하여 그 금속의 산화를 억제한다.  이와 같이 더 음의 금속이 더 
양의 금속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부식속도의 증가를 Galvanic 
Corrosion 이라고 한다.  또한 접촉하고 있는 다른 금속의 부식속도의 
감소를 Cathodic Protection 이라고 한다.    
 
 
A1.2. Mixed Poetential Theory(MPT) 
 
MPT 는 두개 이상의 전극반응을 고려할 때 적용된다.  철과 아연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경우를 나타낸 아래의 Evans 다이어그램, Figure A2 는  
MPT 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 경우, 네개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산화전극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는 환원반응에 의하여 
소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화전극반응의 합을 양의 Tafel 기울기를 갖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환원전극반응의 합은 음의 Tafel 기울기를 갖는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이 두 합의 선들의 교점을 galvanic couple 의 
mixed potential, 또는 부식전위, Ecorr 라고 한다.  각각의 반응선들이 
mixed potential 과 만나는 점들은 이들 반응의 속도를 나타낸다.  아연의 
부식속도는 icorr 에서 Icoupled, 로 증가하였다. 이 증가는 갈바부식속도이다.   
철의 부식속도는 icorr 에서 Icoupled, Fe 로 감소한다.  이 감소를 cathodic 
protectio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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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Evans diagram of iron and zinc in acid. [source : Harvey 
P. Hack, “Galvanic”, in “Corrosion Tests and Standards”, Ed. by R. 
Boboian, p186, ASTM, 1995.] 
 
 
 
A1.3.  부동화 및 착화제 
 
A1.3.1. 수용성 부식에서 표면막 
 
West 는 금속표면이 수용액중에서 부식되는 과정을 화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 그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West-1980].   
 
고체 산화물 및 수산화물은 그 용해도적이 초과할 경우에 수용액으로부터 
침전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수산화철(III)은 이온적(ionic product), 
 
hFe3+   X  h3

OH-  = 10-39  
 
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반응, 
 
Fe3+(aq) + 3 OH-(aq)  = Fe(OH)3(s)      [W9.1] 
 
과 같이 생성하는데, 물을 방출하여 수산화물이 산화물 또는 수화된 
산화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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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e(OH)3(s)  = Fe2O3(s)   +  3H2O(l)            [W9.2] 
 
그러나, 용액중에 금속이온이 없으면 철이 산화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용액에서 흡착한 산소와 화학반응을 해서 일어날 수 있다.  
 
2Fe(s)  +  3/2 O2(ads)   =  Fe2O3(s)                      [W9.3] 
 
그러나,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산소가 강력한 
환원전극반응물질이므로 전기화학적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더 가능하다. 
 
따라서, 충분히 산화성의 전위에서 다음의 반응,  
 
Fe(s)  = Fe3+(aq)  +  3e(Fe)                             [W9.4] 
 
이 일어나고, 뒤이어 반응(9.1)이 수반하든지 아니면 
 
2Fe(s) + 3H2O = Fe2O3(s)  + 6H+(aq) + 6e(Fe)             [W9.5] 
 
명백히, 식들 (9.4) 및 (9.5)에 의하여 산화성 조건이 요구되든지 아니면 
(9.3)에 따라 산소의 존재가 요구된다.   더욱이, (9.1)식은 수산화이온의 
활동도의 증가에 의하여 산화물형성이 촉진됨을 보인다.   예를 들어, pH3 
에서 pOH = 14-3 = 11 이고, hOH- = 10-11 이어서 한계(critical) 
철이온활동도는 hFe3+  = 10-39/10-33 = 10-6 이다 : 그런데 pH8 에서 hOH- 
= 10-6 이고 요구되는 hFe3+ 는 단지 10-21 에 불과하다.   Fe(OH)2 와 같이 
덜 안정한 산화물(Ks = 10-15)은 pH9.5 에서 hFe2+ = 10-6 을 필요로 한다.  
 
전위와 pH 가 적합하면,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의 표면막이 생성하며, 이는 
부식을 억제든지 아니면 부식을 완전히 중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막은 
불연속적이거나 불균일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특이 두께가 매우 
얇다(2 – 10nm).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부동화막은 내부 및 외부표면이 
대체적으로 Fe3O4 및 Fe2O3 이고 전체적으로 흡착된 산소분자의 막에 
의하여 안정화되어 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복잡한 막 형성의 첫 단계는 
산소의 흡착이며, 이는 곧이어(수 초 정도) (9.5)와 같은 산화반응이 
뒤따르고, 이들 막의 성장은 막 자체의 전기적 저항에 의하여 느려진다.   
오랜 기간에 걸쳐(수일정도) 이런 막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간은 처음의 수분간인데, 이 기간중에 막 두께는 수 
개 원자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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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2. 착화제의 작용 
 
Galvanic series 는 열역학적 순위이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그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 요인의 하나는 착화제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표면에 특정의 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착화제의 존재가 부식전위에 미치는 영향은 Uhlig 및 Revie[Uhlig-Revie, 
1985, p27] 가 주석을 입힌 철판재질로 제작된 식품포장통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석은 철보다 더 noble 한 쪽(덜 산화가 되는)의 전위를 
갖는다.  그러나 식품을 보관하는 용기의 경우,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산이 
주석이온과 착화합물을 이루고, 이에 따라 주석이온의 활동도가 크게 
낮아진다. 따라서 주석은 철보다 더 active 한 방향으로 전위가 이동한다. 
즉, 이 경우 철/주석의 극성이 바뀐다.  이에 따라 주석의 산화성이 더 
커지며, 이로부터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결과를 얻는다.   EDTA, 시안이온, 
및 강 알칼리와 같은 착화제는 금속이온과 착물을 만들고, 이에 따라 금속 
부식속도가 증가한다.  
 
Galvanic series 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는 부동화이다. 부동화는 특히 
산화성분위기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이때 금속표면에 특수한 막이 생겨서 
야기한다.  이 막은 금속의 전위를 더 noble 한 방향, 즉 산화가 잘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한다.  따라서, 크롬의 경우, 기전력 
서열에서 아연근처에 있지만 공기포화한 수용액에서 부동화막이 생겨서 
평형전위가 은과 비슷하게 된다.  따라서 크롬은 산소전극과 비슷하게 
거동하며, 철과 접촉시켜면 크롬이 환원전극으로 되고 철의 산화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active 상태(예:염산중에서)에서는 
역의 극성이 되어 크롬이 산화되고 철이 환원되는 전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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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수소농도와 산화물 안정성 
 
여러 온도에서 산화물의 환원을 위한 수소부분압을 Figure A3 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의 주어진 반응에 대하여 평형값보다 수소농도가 크면 
환원된 형태가 열역학 적으로 더 안정하다.  
 

 
 
Figure A3. Hydrogen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Versus Temperature 
for the Reduction of CoO, NiO, Fe3O4, α-Fe2O3, Cu2O, and CuO. 
[Source :D. D. Macdonald and T. E. Rummery, “The Thermodynamics 
of Metal-Oxides in Water-Cooled Nuclear Reactors”, AECL-4140, Ja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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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 와 NiO 의 평형곡선은 0.45mmol/kg 에 해당하는 수소부분압곡선과 
교차한다.   이는 Figure A4 에 나타내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Fe3O4, NiO, 
및 CoO 에 대한 평형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235℃에서 
CoO 는 금속상태보다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  
 

 
Figure A4. Hydrogen Equilibrium Partial Pressure versus Temperature 
for the Reduction of Fe3O4, CoO, and NiO, and Hydrogen Partial 
Pressure versus Temperature corresponding to Hydrogen 
Concentrations of 0.446 mmol/kg(10cc/kg) and 1.116 mmol/kg(25 
cc/kg). [Source :D. D. Macdonald and T. E. Rummery, “The 
Thermodynamics of Metal-Oxides in Water-Cooled Nuclear Reactors”, 
AECL-4140, Ja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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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Pourbaix 다이어그램 
 
A3.1. 니켈의 Pourbaix 다이어그램 
 
발전로 구조재질의 상당부분은 니켈이 주성분이다. 따라서 D. D. 
Macdonald 는 니켈의 화학적 안정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Pourbaix 
Diagram 을 계산했는데, Figure A5에 그 개요를 소개한다 [Macdonald-
1972].   
 

 
Figure A5.  Potential-pH Diagram for the Nickel-Water System at 
25  workded by D. D. Macdonald.  All ionic activities and Gas Partial ℃
Pressures have been Arbitrarily set at 10-6 and 0.101325 MN.m2. 
[Source : D. D. Macdonald, “The Thermodynamics of Metal-Water 
Systems at Elevated Temperatures, Part 4: The Nickel-Water System”, 
AECL-4139, Dec.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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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응 [M1]의 왼쪽에서는 주로 Ni2+이온이 존재한다.  
 
Ni2+ + H2O = Ni(OH)+ + H+                                     [M1] 
 
한편, 반응 [M2]의 오른 쪽에서는 음이온, HNiO2-가 주로 존재한다. 
 
Ni(OH)+ + H2O = HNiO2- + 2H+           [M2] 
 
이 두 영역의 사이에서는 Ni(OH)+ 이 주로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반응 
[M3]는 NiO 와 평형인 Ni2+의 활동도가 10-6 인 때의 pH 를 나타낸다.  
 
NiO + 2H+ = Ni2+ + H2O           [M3] 
 
낮은 pH 에서는 이온이 안정하다. 즉, NiO 는 자발적으로 녹아서 용액에 
Ni2+이온을 만든다.  높은 pH 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서 용액중의 Ni2+이온 
(활동도가 10-6)이 침전되어 나와서 NiO 를 만든다.  만약에 반응이 
성분중의 하나의 산화상태의 변화를 수반하면, 평형위치는 갈바전위차이에 
의존한다.  따라서, 반응 [M19]의 경우, 
 
Ni2+ + 2e- = Ni                            [M19] 
 
Ni2+의 활동도가 10-6 인 경우, 표준수소전극에 대한 평형 갈바전위는 대략 
-0.42V 이다.  더 산화성(양의 방향) 전위에서는 니켈이 녹아 나오고, 더 
환원성(음의 방향)에서는 역의 반응이 일어나서 니켈이 석출된다.  
 
Figure A5 와 Figure A6 을 비교하면 온도는 니켈/물 계의 평형관계에 크게 
영향을 줌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kW 의 온도에의 의존성으로부터 
기대되듯이 평형관계는 낮은 pHT 값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반응 [M5]의 
이동,  
 
NiO + H2O = HNiO2

- + H+                                      [M5] 
 
은 그림에서 (a)로 나타낸 10-2.5 mol/kg 수산화물의 pHT 에 대한 
의존성과의 비교에서 보듯이 KW 의 변화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보다 상당히 
크다.  따라서 300℃에서 알칼리 용액의 부식의 확대된 영역은 음이온, 
HNiO2

-의 안정성으로부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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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6.  Potential-pH Diagram for the Nickel-Water System at 
300  workded by D. D. Macdonald.  All ionic activities and Gas ℃
Partial Pressures have been Arbitrarily set at 10-6 and 0.101325 
MN.m2. [Source : D. D. Macdonald, “The Thermodynamics of Metal-
Water Systems at Elevated Temperatures, Part 4: The Nickel-Water 
System”, AECL-4139, Dec. 1972. 
 
 
금속의 환원성 보호(Cathodic protection)는 갈바전위를 금속니켈의 
안정영역으로 표현되는 immunity 영역으로 옮기는(galvanic coupling 또는 
정전위식으로) 것을 포함한다.   이 영역에서 니켈이 Ni2+로 (반응 [M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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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반응 [M15]) 및 HNiO2-(반응 [M21])로 산화되는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이온활동도가 10-6) 니켈은 
부식되지 않는다.  산용액에서 반응 [M19]의 평형전위는 온도를 25℃에서 
(ET = -0.42V) 300 (E℃ T = -0.54V)로 높일 때 약간 더 음의 방향으로 
간다.  따라서 산용액에서 니켈의 cathodic protection 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약간만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알칼리용액에서는 반응 [M21]의 
평형전위가 온도에 더 의존한다.  예를 들어 10-2mol/kg OH- 용액에서 E25 
= -0.60V 이지만 300℃로 가열하면 같은 용액에서(pH300 = 9.04) 
평형전위는 -1.07V 로 이동한다.  따라서 알칼리용액에서 온도를 25℃에서 
300℃로 증가함에 따라 니켈을 환원보호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전위-pH 그림의 주요사용목적은 수용액에서 금속의 부식거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금속부식의 전기화학적 이론은 부식전위가 환원과정(EC) 및 
산화과정(EA)의 평형전위들의 사이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EA<Ecorr<EC 이고, 더 큰 교환전류밀도를 갖는 전위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과량의 수소존재하에서(즉 0.1MN/m2, ~ 1 atm) 환원반응은 반응 
[M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2H+ + 2e- = H2                  [M23] 
 
따라서 25℃에서, 주어진 조건에서(pH2 = 0.1MN/m2, aHNiO2- = 10-6) 
pH>7 에서 부식은 일어날 수 없다.  더 낮은 pH 에서 부식이 가능하여 
Ni2+를 생성하고 부식전위는 반응들 [M19] 및 [M23]으로 정의되는 영역에 
놓인다.  그러나 300℃에서 같은 수소압력(0.1MN/m2) 및 이온강도(10-

6)에서 pHT>8.5 의 알칼리용액 및 pHT <4.7 의 산용액에서 부식이 
가능하다.  300℃의 알칼리용액에서 열역학적으로 니켈부식이 증가하는  
경향은 높은 온도에서 음이온, HNiO2-의 안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소가 0.1MN/m2(~1 atm) 존재할 때 전극표면에서 일어나는 환원반응은 
산소의 환원이다: 
 
O2 + H+ + 4e- = 2H2O                              [M22]  
 
이 과정의 평형 조건은 Figure A5 및 Figure A6 에서 반응 [M22]로 
표현된다.  25℃ 및 300℃ 모두에서 니켈은 부식하여 Ni2+ 및 HNiO2

- 및 
산화물 NiO 및 Ni3O4 를 만든다.  반응 [M17] 및 [M18]의 평형전위는 
반응 [M22]의 평형전위보다 더 양이기 때문에 0.1N/m2 의 산소존재하에서 
Ni 이 Ni2O3 및 NiO2 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산소발생에 
필요한 큰 과전압 때문에 25℃의 알칼리용액에서 Ni 의 양극산화에 의하여 
NiO2 가 생길 수 있다. 250℃에서 산소발생의 과전압은 크게 감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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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Ni2O3 를 NiO2 로 산화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전위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2℃, 170℃, 250℃에서 수산화리튬 용액(10-3 에서 1 mol/kg)에서의 
니켈의 전기화학적 연구에서 D. D. Macdonald 는 온도를 높이면 
25℃에서의 “부동화”상태에서의 부식에서 250℃에서의 “active”상태로의 
변환을 야기함을 발견하였다.  이 변환은 25℃에서 NiO 의 형성에 해당하는 
값으로부터 Ni 의 HNiO2

-로의 산화가 250℃에서의 주된 산화과정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부식전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수반한다.  이들 관찰들은 
높은 온도의 알칼리용액에서 HNiO2

- 및 HFeO2
-같은 음이온종의 증가된 

안정도 및 중요성과 일치한다.    
 

 
A3.2. 니켈의 용해도 
 
온도 300℃까지 및 수소분압 0.1MN/m2(1 atm)에서 pHT 의 함수로서 Ni 
및 NiO 의 용해도를 Figure A7 에서 Figure A9 까지 나타내었다.   어떤 
온도에서 두 고체의 용해도는 pHT 로서 최소점을 통과한다.   최소점의 
왼쪽에서 주로 용해하는 화학종은 양이온인 Ni2+ 및 Ni(OH)+이다.  한편 
최소점의 오른쪽에서는 음이온, HNiO2

- 가 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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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7.  Solubility of Ni as a Function of pHT at 25, 60, 100 and 
150℃ and at 0.1 MN/m2 Partial Pressure of Hydrogen. [Source : D. D. 
Macdonald, “The Thermodynamics of Metal-Water Systems at 
Elevated Temperatures – Part 4 : The Nickel-Water System”, AECL-
4139, Dec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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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8.  Solubility of Ni as a Function of pHT at 200, 250, and 
300℃ and at 0.1 MN/m2 Partial Pressure of Hydrogen.[Source: D. D. 
Macdonald, “The Thermodynamics of Metal-Water Systems at 
Elevated Temperatures – Part 4 : The Nickel-Water System”, AECL-
4139, Dec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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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9.  Solubility of NiO as a Function of pHT at 25, 60, 100, 150, 
200, 250, and 300 ℃. [Source: D. D. Macdonald, “The 
Thermodynamics of Metal-Water Systems at Elevated Temperatures – 
Part 4 : The Nickel-Water System”, AECL-4139, Dec 1972.]  
 
 
 
A3.3. 실험적 Pourbaix 다이어그램 작성법 
 
Pourbaix 다이어그램은 금속이 수용액과 접촉할 때 pH 에 따라 금속이 
나타내는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Verink 는 여러 합금에 대해 
특정 성분의 수용액중에서 pH 에 따라 전기화학적 전위주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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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부터 해당 합금의 실험적인 부식거동을 구하는 연구를 하였다 
[Baboian-Verink, 1976].  Verink 는 이 방법을 써서 각종 합금의 설험적 
Pourbaix 다이어그램을 구하였는데, Fig A10 은 이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Figure A10.  (a) Standard potentiokinetic polarization curves for 
Armco iron in chloride free solutions of various pHs, and (b) 
experimental potential/pH diagram constructed from data in Figure 
1(a). [Source : E. D. Verink, Jr., “Applications of Elecrochemical 
Techniques in the Development of Alloys for Corrosive Service”, in 
“Electrochemical Techniques for Corrosion”, p43, Symposium, Ed. By 
R. Baboian, NAC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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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전압과 전극반응 속도 
 
전극에서의 전극반응은 가해주는 전위에 따라 전류는 Butler-Volmer 식에 
의하여 주어진다.  이 관계식에 대한 설명은 O’Hayre 등의 단행본에 잘 
나타나 있다 [O’Hayre, et al., 2006, Chap 3].  이 자료는 연료전지에 
관한 최근의 서적이지만, 이 책에서 서술하는 연료전지에 관한 전기화학적 
원리는 부식현상과 관련한 전기화학적 기본원리와 다를 바가 없다.   아래는 
상기 자료에서 설명하는 Butlter-Volmer 식에 대한 유도과정이다.  
 
전극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활성화에너지가 존재하며, 전체적인 
반응은 정방향 및 역방향 모두 일어난다.  정방향 및 역방향 모두 
활성화에너지를 극복해야 한다.  수소의 환원반응에 대하여 전극에서의 
전하이동반응의 개요를 Fig A11A 에 나타내었다.    
 

 
Fig A11A.  Schematic of chemisorbed hydrogen charge transfer 
reaction.  The reactant state, a chemisorbed hydrogen atom (M…H), 
is shown at 1.  Completion of the charge transfer reaction, as shown 
at 2, liberates a free electron into the metal and a free proton into 
the electrolyte ((M+e-) + H+).  (Source : Ryan P. O’Hayre, Suk-Won 
Cha, Whitney Collela, and Fritz. B. Prinz, “Fuel Cell – Fundamentals”, 
John Wiley & Sons, Inc., 2006.)  
 
이 반응에 대한 에너지 모양을 Figure A11B 가 나타내고 있다.   먼저, 
곡선 1 은 화학흡착한 수소원자의 자유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속전극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알려져 있듯이, 원자상태의 수소는 
별로 안정하지 않으며, 금속전극 표면에 원자상태의 수소가 화학흡착함에 
따라 안정도가 증가한다.  금속표면에 대한 화학흡착은 수소가 부분적으로 
그의 결합요구를 만족하도록 허용하며, 그의 자유에너지를 낮춘다.   
금속표면으로부터 원자상태의 수소를 분리하는 것은 이 결합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에너지가 증가한다.  
 
이제 곡선 2 를 고려하자.  이는 전해질에서 H+이온의 자유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곡선은 H+이온을 표면에 가져가기 위하여 전하를 띈 
이온과 금속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반발력을 거슬러서 에너지가 요구됨을 
보인다.  H+이온이 금속상에 존재하는 것이 에너지관점에서 불리하기 



 - 61 -

때문에 H+이온이 표면에 가까이 갈수록 이 에너지는 크게 증가한다. 
H+이온의 자유에너지는 금속표면에서 멀리 떨어져서 전해질속에 있을 때 
가장 낮다.  
 
화학흡착한 수소가 H+와 (M + e-)로 변환하기 위한 ‘가장 
쉬운’(최소의)에너지는 Figure A11B 에서 검고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에너지 경로는 필수적으로 자유에너지최대점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최대점은 에너지관점에서 안정한 반응물과 생성물사이에서의 멀어짐은 
곡선 1 과 2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자유에너지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림에서 a 로 표시한 점을 활성화한 상태라고 
부른다.  활성화상태에서의 화학종은 자유에너지장벽을 극복했으며, 이들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그림에 
있어서, 전체적인 반응속도는 다음과 같다.  
 

)/(
2

*)/(
1

* 21 RTG
P

RTG
R efcefcv

≠≠ ∆−∆− −=                  [O1] 

 

 

여기에서 cR
*는 반응물의 표면농도, cP

*는 반응물의 표면농도, ΔG1
‡는 

정반응의 활성화에너지, ΔG2
‡는 역반응의 활성화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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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1B.  Schematic of energetics of chemisorbed hydrogen 
charge transfer reaction.  Curve 1 shows the free energy of the 
reactant state([M…H]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of separation 
between the H atom and the metal surface.   Curve 2 shows the free 
energy of the product state([(M + e-) + H+])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of separation between the H+ ion and the metal surface.  
The dark line denotes the “easiest”(Minimum) energy path for the 
conversion of [M…H] to [(M + e-) + H+].   The activated state is 
represented by a. [Source: O’Hayre, et al., “Fuel Cell – 
Fundamentals”, John Wiley & Sons, Inc., 2006, p 65]. 
 

 

 

그림으로부터, 명백히  

 

ΔGrxn = ΔG1
‡ - ΔG2

‡             [O2] 

 

이다.  

 

전류밀도, j 와 반응속도, v 는 j = nFv 인 관계가 있다.  평형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전류밀도는 j0 로 주어진다. 평형에서 멀어지면, 새로운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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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Fejj ηα−−=                [O4] 

 
전체전류는  
 

)( )/()1()/(
0

RTnFRTnF eejj ηαηα −−−=             [O5] 

 
와 같이 주어진다.   이 식을 Butler-Volmer 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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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스펙트럼측정법  
 

A5.1. 임피던스 스펙트럼측정법 EIS 의 기초 
 

임피던스는 주파수 및 정상상태(Steady state) 분극점(I0, V0)의 함수이다 
[Mansfeld-Epelboin, 1981:Figure A12]. 일반적으로, 정상상태는 
정전위장치, 정전류장치, 또는 다른 조절장치를 쓴다. 대개의 경우 여러 
주파수에서 계면임피던스를 측정한다.  각 주파수에서 위상검출기(lock-in 
amp)또는 디지털 전송함수분석기(transfer function analyzer, TFA)를 
쓴다.  이들 장치는 매우 높은 잡음제거능력을 갖는다.  1 Hz 이하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TFA 를 쓴다.  
 

 
 
Figure A12. (a) Steady state current-voltage curve with 
superimposed voltage |∆V| and current |∆I| small-amplitude 
perturbations involved in the impedance measurement at the 
polarization point P; (b) Current and voltage sine waves given in 
time-scale with phase shift φ; and (c) Impedance Z plotted in a 
complex plane (impedance diagram) by its modulus |Z| and phase 
shift φ, or real, Re, and imaginary part, Im.  The parameter is the 
frequency of measuring sine wave f. [Source : I. Epelboin, C. Gabrielli, 
M. Keddam, and H. Takenouti, “Alternating-Current Impedance 
Measurements Applied to Corrosion Studies and Corrosion-Rate 
Determination”, in “Electrochemical Corrosion Testing”, ASTM STP 
727, Florian Mansfeld and Ugo Bertocci,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81, pp. 15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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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ayre 등에 의하면[O’Hayre, et al., 2006, Chap 7] 임피던스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의 전압-전류관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

ti
tVZ =                                                       [O6] 

 

임피던스측정에서는 흔히 작은 정현파전압, V(t) = Vocos(ωt)를 가하여 

얻어지는 전류신호, i(t) = io cos(ωt -Φ)를 측정한다.   이 표현식에서, 

V(t)와 i(t)는 시간 t 에서 전압 및 전류이고, Vo 와 io 는 전압과 전류신호의 

진폭이다.  Radial 주파수, ω = 2πf 이다.   일반적으로, 계의 전류감응은 

전압변화와 비교하여 위상이 변화한다. 이 위상변화를 Φ로 표시한다. 

 

이때, 정현파 임피던스 감응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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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소수형식을 써서, 계의 임피던스 감응을 실수 및 허수 성분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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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의 임피던스는 임피던스 크기 Z0 와 위상차이 Φ 의 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실수성분(Zreal = Z0cosΦ)와 허수성분(Zimag = Z0sinΦj)으로 
표시할 수 있다.   흔히, 임피던스데이터는 임피던스의 실수 성분(Zreal 을 
x 축)과 허수성분(Zimag 을 y 축)의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와 같이 나타내는 
임피던스의 그림표현을 Nyquist plot 이라고 한다.  
 
임피던스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계의 선형성이 요구된다. 선형의 
계에서는 전류를 두배로 증가하면 전압이 두배 증가한다. 명백히, 
전기화학계는 선형이 아니다.(Butler-Volmer 속도식은 전압과 전류사이에 
지수적 관계를 보인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임피던스측정에서 작은 신호전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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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  EIS 와 등가회로 모델링 
 

전기화학전지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회로성분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화학반응의 속도론적 거동, 저항성 전도과정, 및 심지어 

물질이동등의 거동을 기술하기 위하여 저항과 커패시터의 조함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지의 회로에 근거한 표현을 등가회로모델이라고 한다.  

 

 

A5.2.1. Ohmic Resistance(옴 저항) 
 

옴전도과정의 등가회로표현은 비교적 간단하다: 이는 단순히 저항이다. 

  

ZΩ  =  RΩ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피던스데이터는 대개 Nyquist 다이어그램에 그린다.  

임피던스의 복소수정의가 실수부(Z0cosΦ), 및 허수부(Z0sinΦ)의 항으로 

표시된다: 

 

  Z = Z0cosΦ + Z0sinΦ            

 

간단한 저항에 대하여, 저항의 허수부는 영(zero)이고,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항의 Nyquist plot 은 값이 R 인 

실수축의 한 점이다.  

 

 
A5.2.2. 전기화학반응 
 

전기화학반응의 등가회로 표현은 더 복잡하다.   Figure A13 에 전형적인 
전기화학반응계면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반응계면의 
임피던스거동은 저항(Rf)과 커패시터(Ddl)의 병렬조합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  
Rf 는 Faradaic resistance 이며, 전기화학반응의 kinetics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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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3.  Physical representation and proposed circuit model of an 
electrochemical reaction interface.[Source : O’Hayre, et al., “Fuel Cell 
– Fundamentals”, John Wiley & Sons, Inc., 2006, p 215] 
 
 
Cdl 은 이중층커패시턴스이며, 계면의 커패시턴스 특성을 나타낸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반응은 순수히 허수부이다.  커패시터의 전압과 전류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dt
dVCi =                       [O9] 

 

정현파 전압( tjeVV ω
0= )에 대하여 이는 다음과 같이 된다.  

 

tj
tj

eVjC
dt
eVdCti ω

ω

ω 0
0 )()()( ==                                  [O10] 

 
이로부터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CjeVjC
eV

ti
tVZ tj

tj

ωω ω

ω 1
)()(

)(

0

0 ===                            [O11] 

 
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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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계면 모델의 전체 임피던스가 용량성 이중층 임피던스와 저항성 
파라데이임피던스의 병렬 조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면, 
 

dl
f

Cj
RZ

ω+=
11

                    [O12] 

 
따라서  
 

ldf CjR
Z

ω+
=

/1
1

              [O13] 

 
과 같이 된다.  이 반응계면의 해당 Nyquist 다이어그램은 Figure A14 와 
같다.  
 
 

 
 

Figure A14.  병렬 RC 의 회로도 및 Nyquist plot.  이 반원 임피던스 
감응은 전극반응계면의 전형적인 모양이다.  반원의 고주파 교점은 제로이고,   
임피던스 반원의 저주파교점은 Rf 이다. 반원의 직경은 전기화학계면의 
반응속도에 대한 정보를 준다.   작은 루프는 빠른 반응속도를 나타내고, 큰 
루프는 느린 반응속도를 나타낸다. [Source :  Ryan P. O’Hayre, Suk-
Won Cha, Whitney Collela, and Fritz. B. Prinz, “Fuel Cell – 
Fundamentals”, John Wiley & Sons, Inc., 2006.]  
   
 
 

대부분의 전기화학 계에서,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임피던스의 실수성분은 
증가하거나 일정한 값을 보인다.   그림 A14 에서, 고주파 선분은 제로이고 
저주파선분은 Rf 에서 실수축과 교차한다.  따라서 반원의 직경은 

전극반응의 활성화저항의 크기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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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국부 부식(Localized Corrosion) 
 
국부부식은 금속표면의 일부분에서 나머지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일어나는 부식이라고 할 수 있다 [Scully-1990, p166].   
틈새부식과 핏팅이 국부부식의 일반적인 예이다.  틈새부식은 주로 불균일한 
공기분포에 의한 국부적으로 제한적인 산소농도 때문에 일어난다.  
틈새에서는 Figure A15 에서와 같이 산소가 결핍하게 되고, 따라서 
부동화막을 형성하지 못한다.   
 

 
 
Figure A15.  Local Corrosion [Source : J. C. Scully, “The 
Fundamentals of Corrosion”, 3rd Ed., Pergamon Press, 1990, p166.] 
  
 
국부부식이 시작되는 전위를 Critical Potential(Ec)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국부부식의 초기단계에서는 위해한 음이온의 흡착과정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Baboian-Kruger, 1977, p37].  대체적으로, 영전하전위(point of 
zero charge, pzc) 이상에서 이와 같은 흡착이 일어난다. 따라서, 일부 
핏팅메카니즘은 위해성 음이온이 흡착하여 부동성막을 형성하는 이온을 
밀어내는 것이므로, 금속의 특성, 음이온농도, 온도 등이 모두 Ec 및 pzc 에 
영향을 미친다.  흡착이 부동화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Pzc 를 측정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고 한다.  
 
Ec 를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Pessal 과 Liu 의 Scratch 방법[Pessal-Liu, 
1971]이다. 이 방법에서는 시편에 흠집을 내어서 시간에 따라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동화가 일어나면 낮은 전류가 흐르고, 용해가 일어나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용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전위를 Ec 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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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화와 국부부식을 연구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방법의 소개는 Baboian 의 
자료에서 Scully 에 의하여 잘 설명되어 있다 [Baboian-Scully, 1995, 
p82]  
 
Verink 는 전기화학적 히스테리시스법을 이용하여 potentiokinetic 
polarization 으로부터 부동화막 생성(passivation), 부동화막 파괴 
(rupture), 보호전위(protection)을 구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여러 
pH 에서 이들 실험결과들을 구하여 전위/pH 다이어그램을 구하였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부동화 및 핏팅 영역들을 보여준다 [Figure A16, Baboian- 
Verink, 1976, p43].  
 
 
 
 

 
Figure A16.  (a) Standard potentiokinetic polarization curves for 
Armco iron in chloride free solutions of various pHs, and (b) 
experimental potential/pH diagram constructed from data in Figure 
(A) [Source :  E. D. Verink, Jr., “Applications of Elecrochemical 
Techniques in the Development of Alloys for Corrosive Service”, in 
“Electrochemical Techniques for Corrosion”, p43, Symposium, Ed. By 
R. Baboian, NACE, 1976]. 
 
 
위의 그림에서, p 는 부동화가 시작되는 전위이고, r 은 부동화막이 파괴되는 
전위, 그리고 역주사중에 전류가 영이 되는 전위는 보호전위(protection 
potential)이라고 부른다.  이 전위에서부터는 생성된 핏트에서 금속이 더 
이상 녹아나오지 않으므로 핏트들이 더 시상 크게 진행하지 않는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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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kinetic plot 으로부터 부동화영역, 핏팅영역, 및 불완전한 
부동화영역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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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측정원리 : Lock-in Amplifier 
 
Lock-in Amplifier(LIA)의 측정원리에 대하여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아래에 인용하였다 [http://en.wikipedia.org/wiki/Lock-in_amplifier].  
LIA 는 phase sensitive detector 라고도 한다.  LIA 는 매우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예로서 S/N 比가 -60dB 또는 그 이하) 알려진 반송파에서 신호를 
추출해 낼 수 있는 증폭기이다.  LIA 는 근본적으로 극히 낮은 Low pass 
filter 인 호모다인(homodyne)이다.  LIA 는 주파수믹서를 통하여 믹싱하여, 
신호의 위상과 진폭을 DC –사실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낮은 주파수– 로 
바꾼다.  
 
LIA 의 작동은 정현파의 직교성에 의존한다.  구체적으로, 주파수 v 인 
정현파 함수를 다른 주파수 u 인 정현파 함수와 곱하여 두 파의 주기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적분하면 결과는 제로가 된다.  u 와 v 가 같고, 두 
함수가 위상이 같은 경우, 평균값은 두 진폭을 곱한 값의 반이 된다.  
 
사실상, LIA 는 입력신호를 받아 들이고, 이를 기준신호와 곱하고, 이를 
수밀리초 또는 수초간 적분한다.  얻어지는 신호는 실제적으로 직류값이다.  
여기에서 기준신호와 다른 주파수의 신호는 감쇄되어서 사실상 제로가 되고, 
아울러 주파수가 같지만 위상이 다른 신호도 제로가 된다( 사인함수는 같은 
주파수의 코사인함수와 직교하므로).  이런 이유로 LIA 를 위상감응검출기 
(phase sensitive detector)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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