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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 부식손상 억제기술 확립→ 증기발생기 부식성능 향상

    1) 증기발생기 계통수질 최 화 기술 개발

    2) 부식 억제 첨가제 개발

 ○ 원  계통 수화학 지침 개선 

2. 주요 연구내용  결과

○ 응력부식 억제기술개발 (1차 계통) 

   - 수소 농도 향 정량화:  시험평가 자료생산 (수소농도 조건 PWSCC 시험)

   - 아연주입효과 평가:  응력부식억제 시험평가 자료생산 (Zn 농도, 화합물 향시험)

○ 응력부식 억제제 개발 (2차 계통) 

   - 부식억제제 성능 향상: 응력부식 억제 시험평가 자료생산 (나노 부식억제제)

   - 억제제 틈새 침투 실증 : 부식억제제 침투 시험 평가 자료생산

   - 백  담지 (Pt doping) 기술: 유속부식(Flow Assisted Cracking)억제 시험 평가

○  응력부식 평가: 수질 DB 구축 (2차 계통)

   - 부식 시험평가 자료 생산: Pb, S 향 평가 (인가 , pH, CERT, RUB 향시험)

   - 기화학  특성 시험평가 자료 생산: pH, Pb, S이온 종류 향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틈새수화학, 응력부식균열, 부식억제제, 배  침식부식, Pb분 기 응력부식, 

황분 기 응력부식, 수소농도, Zn주입, 1차측 응력부식균열

  어

crevice waterchemistry,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corrosion 

inhibitor, erosion corrosion of piping, PbSCC, SCC in S environment, 

hydrogen concentration, Zn injection, PW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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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증기발생기 부식 평가  방지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증기발생기 부식 손상은 원 의 건 성, 신뢰성, 경제성을 크게 훼손한다. 국내외 

많은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 고온부식 손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다. 특히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부식손상 문제는 최우선 으로 해결되어야 할 

안으로 부상되어 있다. 원 의 안 성 확보, 원  수명 연장을 해서는 가동 원

 증기발생기에 한 고온부식 평가와 응력부식억제기술 개발이 시 하고도 요

하다. 본 연구를 통해 증기발생기 1, 2차 계통 수질을 최 화하고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의 개발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기발생기 

고온부식 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원  계통 수화학 지침을 개선하여 증기발생기 부

식손상 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 용  범

○ 응력부식 억제기술개발 (1차 계통) 

- 수소 농도 향 정량화:  시험평가 자료생산 (수소농도 조건 PWSCC 시험)

- 아연주입효과 평가:  응력부식억제 시험평가 자료생산 (Zn 농도, 화합물 향

시험)

○ 응력부식 억제제 개발 (2차 계통) 

  - 부식억제제 성능 향상: 응력부식 억제 시험평가 자료생산 (나노 부식억제제)

  - 억제제 틈새 침투 실증 : 부식억제제 침투 시험 평가 자료생산

  - 백  담지 (Pt doping) 기술: 유속부식(Flow Assisted Cracking)억제 시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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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부식 평가: 수질 DB 구축 (2차 계통)

   - 부식 시험평가 자료 생산: Pb, S 향 평가 (인가 , pH, CERT, RUB 

향시험)

   - 기화학  특성 시험평가 자료 생산: pH, Pb, S이온 종류 향 

Ⅳ. 연구개발결 과

1 . 1 차  계 통  응 력 부식 억 제 기술개발

합  600 CRDM재료의 PWSCC 성장 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  수질조건의 

향을 평가하 다. 주기 , 주기 간  주기 말의 3종류 수질 모사 조건 모두  25 

～ 50 ccSTP/kg-water의 가동 권고범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소농도 조건에

서 운 하는 것이 균열 성장의 억제에 효과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일정한 수

소농도 조건에서 합  600의 부식 를 결정하는 수소분압의 크기는 실험 용액의 

압력에 따라 변화하 으며, 따라서 모사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로부터 실제 가동원

의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실험 압력의 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원 을 모의한 고온고압 수 (360℃)에서 아연의 1차계통 응력부식 

억제효과를 평가하 다. 본 연구를 통해 PWR 냉각수 에 아연이 존재하면 1차 

계통부식(PWSCC) 억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0 ～ 50 ppb 사이의 아연 농도 

범 에서 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연의 부식억제 효과가 증가하 다. 주입 아

연 화합물로서 zinc borate, zinc oxide  zinc acetate가 평가되었는데 zinc 

acetate의 부식억제효과가 가장 하 다. 향후, 원  장에 아연을 주입할 경

우, 방사선 감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PWSCC 억제 측면을 고려하여 아연을 주

입량, 주입 방법 등을 최 화한 수화학 운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이다. 원

 장 용시 PWSCC 억제효과를 해서는 50 ppb 정도의 zinc acetate를 용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2 .  2 차 계 통  틈 새 환경  제어   슬러지 감  기술개발

재 국내 원 에서 사용 인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응력부식 손상을 

처하기 한 기술로서 부식억제 첨가제 용 연구를 수행하 다. TiO2, CeB6, La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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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온에서 부식효과를 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에 해 증기발생

기 열  재료의 SCC 억제 성능을 시험 평가하 다. 이 에서 부분의 열  

재료에서 SCC 억제효과가 있는 TiO2 용 기술 개발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고에 지의 음 를 활용한 음 화학(Sonochemistry) 기술을 용하여 TiO2의 

크기를 나노화시킴으로써 열  틈새 침투 특성  분산 효과를 향상시키고, 입자 

표면 이 증가함으로써 응력부식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TiO2 

입자 자체의 슬러지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노화된 TiO2를 용한 

SCC 시험 결과 일반 TiO2 첨가제에 비해 20% 이상, 그리고 첨가제를 용하지 않

은 경우보다 50% 이상 SCC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원자력발 소 정상 운 시 수를 통해 2차 냉각계통으로 미량의 화학 불순물들

이 유입된다. 수류가 제한된 장소인 증기발생기내 열 과 지지 사이의 틈새

(crevice) 는 열 과 상부의 sludge 사이의 틈새에서는 과열도가 높아 유

입된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수화학(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

화학과는 달라진다.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IGA/SCC 열  손상은 이들 틈새에서 부분 발

생된다. 이 열  손상을 억제하기 해서는 Titanium 주입운 이 일부 원 에서 

실시되었다. 고온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치(CASS,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altion System)를 이용하여 원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titanium 침투실험을 수행하 다.

CASS에서 고온의 일차냉각수는 외경 3/4“ 열  안쪽으로 순환된다.  열 과 

지지링 사이의 틈새간극은 0.15 mm이고 틈새 깊이는 40 mm이다. 틈새와 량수

에서의 부식 와 온도를 측정하기 해 극과 열 이 설치되었다.

40 wppm-NaOH의 수용액을 4%-H2 가스로 용존산소를 탈기하여 환원성을 

유지하 으며 유량은 2 L/hr로 하 다. 수용액에서의 이산화 Titanium은 Nano 

와 P25의 두 종류를 사용하 고 수에서의 그 농도를 0.1 ppm 과 1 ppm 으로 하

다. 이차측 온도 265℃, 일차측 온도 285℃, 과열도 20℃의 실험조건에서 TiO2 침

투실험을 한 후 Auger로 열  산화막에서의 티타늄 농도를 분석 하 다.

국내 PWR 원  2차계통수 내의 하이드라진은 100 ～ 150 ppb 범 의 농도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랑스의 EdF는 온도가 200℃ 이상일 경우에 이 농도범

의 하이드라진이 탄소강 FAC(flow-accelerated corrosion)에 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암모니아로 조 된 실온-pH 9의 250℃ 탈-산소 수용액

을 자체 제작한 FAC 시험루  내에 순환시키면서 하이드라진 농도가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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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강(1Cr½Mo  2¼Cr-1Mo)의 FAC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하이드라진 

농도범  0 ～ 250 ppb에서 0.83 ～ 1.14의 상  비-무게손실 값을 보 고 50 ppb

일 경우에 최 로 나타났다. 이 값은 EdF의 것보다 작았으며, 국내 원 의 2차계통 

배 의 FAC는 하이드라진 농도에 의해 크게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국내 원  수화학 리부서는 종 로 하이드라진 농도를 사용하여도 무

방할 것이다. 

한편, 모사된 2차계통 수화학 조건 하에서 표면을 PtO2로 담지한 탄소강 시편의 

FAC를 고찰하 다. 탄소강 시편들을 80℃의 약 2.43 ppm-Pt 수용액이 담긴 항온

조 내에서 20 시간동안 담지시켰다. 암모니아로 조 된 실온-pH가 8.5인 탈-산소 

수용액을 순환시키는 FAC 시험루  내에서 담지된 탄소강 시편들의 FAC 시험은 

수행하 으며, 하이드라진 농도는 150 ppb, 회 속도는 1,500 rpm, 시험시간은 62 

시간이었다. PtO2로 담지된 시편들의 평균 상  비-무게손실은 약 0.4 다. 즉, 모

사된 2차계통 수화학 조건 하에서의 탄소강 FAC는, PtO2로 담지함으로써, 40% 이

하로 격하게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PWR 2차측 수화학계통에서 일어나

는 계통배 의 FAC를 배 내벽에 PtO2를 담지함으로써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로써, 2차측 증기발생기 슬러지 감을 효과 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3 . 응 력 부식 평가( P b ,  S )   D B  구축

납에 의한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PbSCC 발생 상을 규명하기 하여 300 

℃ 온도에서 납이 1,000 ppm 첨가된 조건에서 인가 를 가하여 SCC 시험을 수

행하 다. 이를 통해 납 분 기에서 합  600 열  재료의 기화학  조건과 

PbSCC 발생의 상 계를 조사하 다. 인가  하에서 CERT 실험을 실시한 결

과 증기발생기 냉각계통의 부식 에 합  600 열  재료의 PbSCC 발생이 

향을 받으며, 수질의 pH가 7과 10인 경우 PbSCC가 발생하는 특정한 기화학  

역을 구분할 수 있었다. 납 농도의 변화에 따른 합  600 MA, TT, HTMA

와 합  800 그리고 합  690 TT에 한 PbSCC 발생 정도를 RUB 시편을 이용한 

SCC 시험평가를 수행하 다. 315℃ 온도의 10% NaOH 염기성 시험 용액에서 납 

농도가 낮은 경우 합  600에서 SCC가 많이 발생하 으나, 납 농도가 1,000 ppm 

정도의 고농도로 갈수록 합  800과 합  690의 SCC 항성의 하되는 결과를 

얻었다. 합  800과 합  690은 납 첨가로 균열 형태가 입계균열에서 입내균열로 

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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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Sludge에 Pb가 존재할 때 열 의 응력부식이 증가하는 것을 평가

하기 하여 기화학  특성을 시험하 다. 우선 PbO가 존재하지 않는 고온(30

0℃)의 염기성 분 기(10% NaOH) 용액에서 Polarization Curve 시험결과, 합  

600 재료의 경우 Anodic Peak 류 도가 10 mA/cm
2

로 합  690이나 800 재료의 

값보다 3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시편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기 하여 Cathodic 

Pretreatment를 일정시간(10분) 하는 경우, PbO가 10, 10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Anodic Peak 류 도의 변화가 었으나 1,000 ppm의 경우 70 mA/cm
2

로 폭 

증가하 다. Pure Pb에 한 특성시험 결과와 비교할 때 이는 주로 Deposit된 Pb

의 용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가 증가하

다. 따라서 PbO의 농도가 높은 경우, Cathodic Pretreatment가 Pb의 Deposit을 유

발하여 Polarization Curve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Cathodic 

Pretreatment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ppm PbO를 함유하는 10%  NaOH 용액에서 

시험결과, 합  600, 690 과 800 재료의 Anodic Peak에서의 류 도가 유사하 으

나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는 합  800, 690, 600 순으로 감소하 다.

원자력발 소 2차계통 수화학 환경인 고온 고압상태에서 여러 가지 황 성분에 

한 응력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을 사용하여 m-RUB 

시편을 만들고 340℃에서 각 각의 황 성분들에 한 농도, 원자가, 그리고 열  

재료를 변수로 하여 시험하 다. 모든 시험 시편들을 480 시간 시험 후 자 미경

으로 균열발생을 검사하고 균열이 발생한 시편들은 SEM, EDX, XRD 등으로 분석

하 다. 재료의 성분에 따른 SCC 민감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하 다. Alloy 

600 MA > Alloy 600 HTMA > Alloy 600 TT > Alloy 800 > Alloy 690 TT. 황 

성분 원자가에 의한 민감성은 Na2S4O6 (+2.5) > NaHS (-2) > Na2SO4 (+6) > 

Na2S2O3 (+2) 순서로 감소되어 황 원자가 감소에 의한 SCC 민감성에 한 경향성

은 보이지 않았다. 용액의 농도에 따른 민감성은 0.1 M  Na2SO4 > 0.01 M  

Na2SO4, 0.005 M  Na2S2O3 > 0.01 M Na2S2O3 순서로 감소되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CC 민감성이 증가하 다. XRD 와 EDS 분석결과 황 성분들은 환원제가 없

어도 낮은 원자가로 환원되어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에 향을 주었다. 

유입된 Sulfate가 원 분 기에서 환원되었을 때, 증기발생기 열 의 응력 부

식을 평가하기 하여, 합  600 재료를 상으로 고온(300℃)의 0.01M Na2SO4, 

NaHS와 Na2S2O3 용액에서 Polarization Curve 시험을 수행하 다. Sulfide 분 기

에서 부동태 역 류 도가 증가하 고, Thiosulfate 분 기에서 가 증가함

에 따라 Anodic 류 도가 폭 으로 증가하 다. 이는 부동태 역이 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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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시험조건에서 48시간 동안 침지시험을 수행

한 후 AES를 사용하여 시편 표면을 분석하 다. Sulfide 분 기에서 표면의 S 값

이 약간 증가(8%)하 고, Thiosulfate 분 기에서 상당히 높게 나았다. 이와 같은 

S는 NiS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NiS가 형성되면 응력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iO2가 존재하는 경우 수소를 함유하는 환원성 분 기에서 

Polarization Curve를 변화시켜 Anodic Peak와 부동태 역에서 류 도가 증가

하 다. 이는 증기발생기 Sludge에 SiO2가 있는 경우, 원 의 환원성 분 기에서 

유입된 Sulfate의 환원이 가속화되어 Sulfide 는 Thiosilfate를 생성하게 되며, 이

러한 경우 증기발생기 합  600 열 의 응력부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Ⅴ. 연구개발결 과 의 활 용계 획

1 . 1 차  계 통  응 력 부식 억 제 기술 개발

수소농도와 수질상태 변화에 따른 PWSCC 연구결과로부터 합  600 CRDM 

nozzle  182/82 용 부와 증기발생기 열 의 균열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수소

농도  수질 등 가동  최  운 조건을 국내 원  운 자에게 제공한다.

아연주입은 국내외 많은 PWR 원 에서 용 이거나 용을 고려 에 있다. 

수 에 아연이 존재하면 계통표면의 피막이 변화되어 방사선량 감  PWSCC 

억제 효과가 있다. EPRI  국외 다양한 연구기 에서도 아연의 부식 억제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극 으로 원  1차 계통 수 에 아연을 주입하는 략을 시도하

는 이다. 국내 원 에도 아연 주입 운 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 후 국내에

서 원  장에 아연을 주입할 경우, 방사선 감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PWSCC 

억제 측면을 고려하여 아연 주입 수화학 운  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이다. 

이는 원 의 부식억제에 의한 건 성 확보뿐만 아니라 원  운 의 경제성 향상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 2 차 계 통  틈 새 환경  제어   슬러지 감  기술개발

원  증기발생기 열 의 SCC 손상에 처하기 해 가장 효과 인 부식억제

제를 선택하여 용하는데 여러 화합물들의 SCC 억제 성능 평가실험 결과가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열  SCC 억제제로 TiO2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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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화학  특성  SCC 균열 특성을 시험 평가 하 으며 SCC 억제 성능향상

을 해 나노화 기술을 용하여 SCC 억제 효과를 검증하여 증기발생기 건 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상된다.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IGA/SCC 열  손상을 억제하기 해서는 티타늄 주

입운 이 일부 원 에서 실시되었다.  원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의 모사실험을 

고온고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증 시험 장치(CASS,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altion System)를 설계․제작하 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원  증기발생

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티타늄 침투실험을 수행하 다. 부식억

제제로서의 티타늄 종류와 농도에 따른 침투결과는 원  건 성 향상  증기발생

기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CASS 장치의 설계 자료와 운 기술은 원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감시 장치의 실용화 가능성의 기반기술에 기여하게 된다.

배  FAC 억제  슬러지 감 기술 개발을 해서 2차계통 배  재질 FAC

의 하이드라진 농도 의존성  백 담지 의존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

선, 하이드라진 농도가 탄소강  합 강 배 재질의 FAC에 별로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국내 원  수화학 리부서에서 하이드라진 농도 설정에 

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한, 배  재질 FAC가 

백 담지에 의해 략 40%로 감소된다는 실험결과는 배 의 건 성 향상과 증

기발생기 슬러지 감에 크게 활용될 것이다. 

3 . 응 력 부식 평가( P b ,  S )   D B  구축

원자력발 소의 경우 국내외에서 증기발생기 2차측 응력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앞으로 세계 인 추세인 장기 운 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2차측 응력부식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상되어 이에 극 으로 비하여야 

한다. 특히 증기발생기 2차측 Sludge에 쌓이는 Pb 분 기에서의 응력부식 균열이

나 는 유입되는 Sulfate가 환원되고 이러한 환원된 황이온 분 기에서의 응력부

식 균열이, 최근 국제 으로 요한 안으로 두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에 쌓이는 Sludge 내의 Pb 농도와 증기발생기 틈새의 Sulfate 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분 기에서 응력부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분

기에서 응력부식에 한 기화학  시험평가 자료는, 앞으로 국내 증기발생기

의 응력부식 평가 뿐 아니라 응력부식 방지를 한 수화학 요기술  련 DB로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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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성분들은 원자가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메카니즘으로 증기발생기 열  

부식에 향을 미치고 있다. 발 소의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증기발생기 내부 

틈새에서의 불순물들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험이 커지게 된다. 국내 원 의 수화

학 계자들은 이러한 시험자료들을 잘 숙지하고 장의 수 화학을 조 하는 데 

활용하여 여러 가지 황 성분들에 의한 SCC를 사 에 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온 고압 수화학에서 실험한 자료가 필요한 타 분야에서도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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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 r o je c t  T i t l e

C o r r o s i o n  E v a l u a t i o n  a n d  C o r r o s i o n  C o n t r o l  o f  S t e a m  

G e n e r a t o r s .

Ⅱ. O b je c t i v e  a n d  I m p o r t a n c e  o f  P r o je c t

Corrosion demage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integrity and efficiency of steam 

generator. Corrosion problems of steam generator are unsolved issues until now 

even though much effort is made around world. Especially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heat exchange materials is the first issue to be solved. The 

corrosion protection method of steam generator is important and urgent for the 

guarantee of nuclear plant's integr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1) to 

evaluate the corrosion properties of steam generator materials, 2) to optimize the 

water chemistry of steam generator and 3) to develop the corrosion protection 

method of primary and secondary sides of steam generator. The results will be 

reflected to the water chemistry guideline for improving the integrity and 

efficiency of steam generator in domestic power plants.

Ⅲ. S c o p e  a n d  C o n t e n t s  o f  P r o je c t

○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ducing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the primary 

coolant water

○ Technology development of crevice environment control and sludge reduction in 

the secondary system

○ Stress Corrosion Cracking Evaluation (Pb, S) and DB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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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 e s u l t s  o f  P r o je c t

1 . D e v e l o p m e n t  o f  t e c h n o l o g y  f o r  r e d u c i n g  s t r e s s  c o r r o s i o n  

c r a c k i n g  i n  t h e  p r i m a r y  c o o l a n t  w a t e r

The effects of hydrogen concentration and water chemistry on the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 growth rate of Alloy 600 CRDM nozzle material 

were evaluated. In the water chemistry conditions of BOC, MOC and EOC, it i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under the higher hydrogen level in the 

recommended range of 35 ～ 50 ccSTP/kg-water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PWSCC growth rate. At a constant hydrogen concentration level, the partial 

pressure of hydrogen, which governs the corrosion potential of Alloy 600, 

changes with the magnitude of the test solution pressure. Thus, the dependency 

of the hydrogen partial pressure upon the test solution pressure should be 

considered when we apply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under simulated 

condition to the prediction of the hydrogen concentration effect in the operating 

power plants.  

The effect of PWSCC suppression by the injection of zinc was evaluated in 

simulated primary system of nuclear plant. The PWSCC suppression effect of 

zinc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e suppression effect increased as the zinc 

concentration increased in the range of zinc concentration of 0 ～ 50 ppb. The 

suppression effect of zinc acetate is the most significant among the chemicals, 

zinc borate, zinc oxide and zinc acetat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water 

chemistry operation condition of nuclear power plant which accounts for the 

suppression effect of zinc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50 ppb zinc acetate 

injection is the most effective for the protection of PWSCC　in primary system. 

2 . T e c h n o l o g y  d e v e l o p m e n t  o f  c r e v i c e  e n v i r o n m e n t  c o n t r o l  a n d  

s l u d g e  r e d u c t i o n  i n  t h e  s e c o n d a r y  s y s t e m

Stress Corrosion Cracking(SCC)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several chemicals including TiO2, CeB6, LaB6 etc whic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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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as inhibitors for a SCC of steam generator(SG) tubes in nulcear power 

plants. TiO2 showed a beneficial effect on the SCC of the almost every SG tube 

materials. Study on the effect of TiO2 was performed such as the 

electrochemical property and SCC resistance of tube materials. The size of TiO2 

particle was reduce by the sonochemical technology. The nano-sized TiO2 

showed an better resistance to a cracking. It was expected the improvement of 

the penetration through the crevice, and the increase of the surface area that 

might occur more chemical reactions between the oxide layer and water. The 

application of nano-sized TiO2 improved the SCC resistance more than 20% 

amount when it compared to the addition of TiO2 which was not nano-sized.

In the flow restricted regions of a SG (Steam Generator), impurities such as 

sodium in the bulk water can be concentrated by a boiling to an extreme pH 

that may then accelerate an IGA/SCC of Alloy 600 tubes. To control such a 

tube corrosion plants have implemented a TiO2 (Titanium Dioxide) 

injection[2-2-1]. CASS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 

with a high temperature/high pressure has been developed to simulate a real SG 

tubesheet crevice. In CASS, primary water is circulated with a high flow rate 

through a 3/4" tube and a crevice section which has a 0.15 mm gap and a 40 

mm depth. The CASS was instrumented with thermocouples and electrodes for 

a measurement of the ECP (Electro-Chemical Potential) in a crevice and bulk 

water.

A secondary solution composed of 40 wppm NaOH and 4% H2 with titanium 

dioxide, was supplied with a flow rate of about 2 L/hr at a saturation 

temperature of 265℃.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enetration of TiO2 into a 

crevice, a tube was pulled up from the vessel after a boiling concentration. 

Titanium penetration into the oxide layer of an Alloy 600 tube at a crevice was 

observed by an Auger analysis. It was evaluated with the size of TiO2 in a feed 

solution.

In the secondary water chemistry system hydrazine concentration has been 

maintained in the range of 100～150 ppb at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While, EdF in France suggested that some hydrazine concentration in 

this range has an influence on the carbon steel flow-accelerated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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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 at a temperature over 200℃.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n experiment 

on the effect of the hydrazine concentration on carbon steel FAC at 

room-temperature pH of 9 controlled with ammonia in a de-oxygenated aqueous 

solution in a FAC test loop at 250℃ for 300 hours. In result, in the hydrazine 

concentration range of 0～250 ppb the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was shown 

to be 0.83～1.14. This means the FAC of the secondary water system pipes at 

the domestic NPPs is not much influenced by hydrazine concentration. 

Therefore, the current range of hydrazine concentration will be available for the 

domestic water chemistry control.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tudy we also investigated the FAC of carbon 

steel specimen doped with PtO2 at 150℃ under the simulated conditions. In 

results, the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of the Pt-doped carbon steel specimens 

was approximately 0.4 on average. It means that a PtO2-doping on carbon steel 

piping gives FAC approximately down to 40% under a simulated condition of 

the PWR secondary water chemistry system. Therefore, in the PWR secondary 

water chemistry system, PtO2-doping is able to greatly mitigate the piping 

FAC, and sludge accumulation in the steam generator system will remarkably 

reduce for improving the steam generator integrity. 

3 . S t r e s s  C o r r o s i o n  C r a c k i n g  E v a l u t i o n  ( P b ,  S )  a n d  D B  

E s t a b l i s h m e n t

The SG tube material, Alloy 600 was tested in a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lead at 300℃, and the PbSCC behavior of it was studied with the relation 

of the electrochemical property. The results of CERT tests under the applied 

potentials showed that the PbSCC was affected by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conditions, and the PbSCC occurrence with the potential was investigated at the 

waterchemical conditions of pH 7 and pH 10. The PbSCC resistance of Alloy 

600 MA, TT, HTMA, Alloy 800 and Alloy 690 TT was evaluated with the 

change of Pb concentrations at the SCC tests by using RUB specimens. In the 

test condition of 10% NaOH, 315℃, Alloy 600 was showed more SCC. But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Pb, the Alloy 800 and Alloy 690 were more 

susceptible to PbSCC and the crack morphology changed from an intergran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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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SCC) to a transgranular stress corrosin cracking (TGSCC).

Electrochemical charateristics have been tested to evaluate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tubing in the presence of Pb in sludge. 

Polarization curves indicate that the current density at the anodic peak is 10 

mA/cm
2

 for an Alloy 600 specimen and three times higher than the values for 

the Alloy 690 and 800 specimens in a caustic solution (10% NaOH) at 300℃ 

without PbO. When a cathodic pretreatment is applied to remove the oxides on 

the surface, the current density at the anodic peak increases greatly (70 

mA/cm
2

) with 1,000 ppm PbO, while it has not been changed much with 10 or 

100 ppm PbO. The polarization curve for a pure Pb specimen reveals that this 

increase can be due to the dissolution of deposited Pb during the cathodic 

pretreatment. The current density increases in the passive range with PbO. 

Therfore, the cathodic pretreatment affects the polarization curves by a Pb 

deposition on the surface, if the concentration of PbO is high. When this 

treatment is not applied, the current density at the anodic peak is not much 

different for the Alloy 600, 690 and 800 specimens but the value in the passive 

range decreases for these specimens in the order of Alloy 800, 690 and 600 in a 

10% NaOH solution with 1,000 ppm PbO.

The effects of sulfur on a stress corrosion behavior of SG tubing materials 

were investigated in the high-temperature water.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varying sulfur species and concentrations, alloy composition, and heat 

treatment. We inspected the test samples with an optical-microscope, and 

subsequently examined the cracked test samples with a SEM/EDS. The 

deposits were analyzed with a XRD. For alloy composition, the susceptibility of 

SCC was de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Alloy 600 MA > Alloy 600 HTMA 

> Alloy 600 TT > Alloy 800 > Alloy 690 TT. For sulfur valence, the 

susceptibility of SCC was de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Na2S4O6(+2.5) > 

NaHS (-2) > Na2SO4 (+6) >  Na2S2O3 (+2). The susceptibility to SCC was 

increased with a increase in sulfur concentration. From this work, it was 

confirmed that the sulfur species were reduced to species of  lower valence 

without a reducing agent. These reduced sulfur species were seemed to increase 

the SCC susceptibility of SG tub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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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ation curves have been obtained for an Alloy 600 specimen to evaluate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tubing in 0.01M Na2SO4, NaHS 

and Na2S2O3 solutions at 300℃, which can be formed by a reduction of the 

accumulated sulfates in the reducing cond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The 

current density in the passive range increases in the sulfide solution and the 

current density increases continuously as the potential increases, in the 

thiosulfate solution. This means the corrosion rate is accelerated in this solution 

without a passive range. The surface has been analyzed by AES after an 

immersion for 48 hours in the same conditions. The sulfur concentration is 8% 

in the sulfide solution and higher in the thiosulfate solution. This sulfur might 

be formed as NiS and it has been reported this NiS is susceptible to a stress 

corrosion cracking. When SiO2 is present in the reducing environment 

containing H2, the current density increases at the anodic peak and in the 

passive range of the polarization curves. This indicates that the sulfates are 

reduced more rapidly to sulfides or thiosulfates in the presence of SiO2. This 

means the susceptibility of an Alloy 600 steam generator tubing to stress 

corrosion cracking can be increased in this environment.

Ⅴ. P r o p o s a l  f o r  a n  A p p l i c a t i o n

1 . D e v e l o p m e n t  o f  t e c h n o l o g y  f o r  r e d u c i n g  s t r e s s  c o r r o s i o n  

c r a c k i n g  i n  t h e  p r i m a r y  c o o l a n t  w a t e r

The guideline for the optimum hydrogen concentration and water chemistry 

condition in the plant operation to reduce the crack growth rate of Alloy 600 

CRDM nozzle, 182/82 weldment and steam generator tube is proposed to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from the experimental studies on PWSCC in the 

various hydrogen concentrations and water chemistry. 

Protection of PWSCC(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by zinc 

injection

Many PWR power plants including Korean plants are applying or are 

considering the zinc injection technology because of the effect of PW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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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ion of steam generator material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hat Korean nuclear power plants consider the zinc 

injection positively for the integrity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steam 

generator. It is required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zinc concentration and the 

zinc chemical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zinc injection accounts for the 

effect of PWSCC　suppression and the radioactivity decrease as a whole.

2 . T e c h n o l o g y  d e v e l o p m e n t  o f  c r e v i c e  e n v i r o n m e n t  c o n t r o l  a n d  

s l u d g e  r e d u c t i o n  i n  t h e  s e c o n d a r y  s y s t e m

It is expected that the test results of SCC inhibition as the addition of various 

compounds will be used to aid utilities to manage of the damages in steam 

generator tubes of nuclear power plants. The test results on an inhibitor, 

especially nano-sized TiO2 can be applied to suppress the SCC of SG tubes.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crevice environment of domestic power plants 

with cycles can contribute to the integrity and life extension of the steam 

generator. A high pressure and high temperature CASS(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simulate the 

crevice chemistry in a real steam generator. The CASS and experimental 

results can be applied to maintain the system integrity and a good quality of the 

water chemistry in the secondary system. The design for an on-line monitoring 

loop was carried out to produce the fundamental data on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 in a crevice of a steam generator. The fundamental data will be applied 

to the basic technology of a crevice chemistry monitoring at an on-site model 

boiler.

In the secondary water chemistry system hydrazine concentration has been 

maintained in the range of 100～150 ppb at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While, EdF in France suggested that some hydrazine concentration in 

this range has an influence on the carbon steel flow-accelerated corrosion 

(FAC) at a temperature over 200℃. In this study, we obtained the result that in 

the hydrazine concentration range of 0～250 ppb the FAC of the secondary 

water system pipes is not much influenced by hydrazine concentration. This 

result will be applied to evaluation of the available range of hydr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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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for the domestic water chemistry control.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tudy we also investigated the FAC of carbon 

steel specimen doped with PtO2 at 150℃ under the simulated conditions. a 

PtO2-doping on carbon steel piping gives FAC approximately down to 40%. 

This result will be applied to suppression of piping-FAC in order to remarkably 

reduce the sludge in the steam generator system for improving the steam 

generator integrity. 

3 . S t r e s s  C o r r o s i o n  C r a c k i n g  E v a l u t i o n  ( P b ,  S )  a n d  D B  

E s t a b l i s h m e n t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n the secondary side of steam generator 

tubing is one of the major issues in domestic and foreign nuclear power plants. 

This issue will be more important and should be prepared for more actively, if  

nuclear power plants are to be operated for a longer period. The longer 

operation of them is a worldwide trend. Internationally, current hot causes for 

this stress corrosion cracking are a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an environment 

containing Pb accumulated in sludge of steam generators and a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an environment containing reduced sulfur species formed in the 

reducing condition of steam generators after the accumulation of sulfates. When 

the concentration of Pb in the accumulated sludge and the concentration of 

sulfate in the crevice of the steam generators are considered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ey can cause a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tubing and the electrochemical test data in these environments can be 

utilized as an important water chemistry technology and related data base to 

evaluate and mitigate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steam generator tubing.

For sulfur-induced SCC, there was a difference in corrosion morphologies. 

The concentrations of impurities in SG crevices increase as the operating time 

of NPPs is long. As a result, an severe accident may occur during a operation 

of NPPs. The obtained data can be used to control the water chemistry of NPP, 

and then to prevent SCC of SG tubing materials. In addition,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an elemental research which needs data in high-temperature and 

high-press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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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증기발생기 부식 손상은 원 의 건 성, 신뢰성, 경제성을 크게 훼손한다. 국내외 

많은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 고온부식 손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다. 특히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부식손상 문제는 최우선 으로 해결되어야 할 

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원 의 안 성 확보, 원  수명 연장을 해서는 가동 원

 증기발생기에 한 고온부식 평가와 응력부식억제기술 개발이 시 하고도 요

하다. 국내 증기발생기 1차 측과 2차 측에서 응력부식에 의한 손상으로 문제가 지

속 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부식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손상은 심화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건 성 확보 차원 

 원  가동 수명 연장 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  고온고

압 환경에서 부식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열  손상을 방, 억제할 수 있는 수질 

조건의 최 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증기발생기 건 성을 향상시키고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원 의 이용효율 극 화를 통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장주기 원 을 실 하기 해서도 장주기 운 조건 에서 원  냉각

수의 수질제어 기술  부식억제제 개발로 계통 내 주요기기의 부식손상을 억제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증기발생기 1, 2차 계통 수질을 최 화하고 부식을 억제하는 방

법의 개발을 목 으로 한다. 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기발생

기 고온부식 평가 자료를 구축하고, 원  계통 수화학 지침을 개선하여 증기발생기 

부식손상 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 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

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1차 계통의 경우 원  수화학 환경을 개선하기 한 방법

으로 수소농도 최 화 기술과 아연주입기술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2차계

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틈새가 불순물 Hide-out에 의한 농축으로 인하여 취약 부분

이 되므로 2차측 틈새에 한 정 한 수화학 환경평가  제어를 해 실증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원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티타늄 

침투실험을 수행하 다. 부식억제제로서의 티타늄 종류와 농도에 따른 침투결과와 

응력부식손상 억제 연구는 원  건 성 향상  증기발생기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부식억제제의 나노화 연구를 통한 성능 향상 기술 개발과 배  재질 

FAC의 하이드라진 농도 의존성  백 담지 방법에 의한 계통 표면의  제어

기술을 개발하 다. 2차 계통 냉각수 에 존재하는 열  응력부식 손상 유발인

자인 납과 황의 향에 한 응력부식 특성 평가 시험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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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재료의 응력부식 평가 시험 자료와 기화학 특성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원  

냉각수의 수질 상태에 따른 증기발생기 2차측 응력부식 균열을 평가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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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 1    1 차  계 통  응 력 부식 억 제 기술개발

1 . 원  1 차  계 통  용존  수 소  농 도  최 화

합  600 (압력용기 통 nozzle  182/82 용 속과 증기발생기 열  재료

로 사용)의 PWSCC와 련하여 과거에는 1차 계통 냉각수 내의 수소농도의 향

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나 그 후 실험  연구를 통하여 용존 수소가 첨가되지 않

은 경우 PWSCC에 한 민감성이 어드는 일 된 결과로부터 용존 수소농도가 

합  600의 PWSCC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90년  말 

부터는 수소농도의 조 을 통하여 PWSCC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부가 비용

이 소요되지 않는 매우 효율 인 억제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이에 한 체계 인 연

구가 국내외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182/82 용 속에 발생하고 있는 

PWSCC 안의 해소를 해 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PWSCC 실험결과 부분은 가속화를 하여 가동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조건에

서 얻은 것으로 이들 결과로부터는 실제 가동온도 조건에서의 PWSCC에 미치는 

수소농도  수질조건의 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주로 가동온도부근(～330℃이하)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실험에 수천

시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까지 보고된 데이터는 제한 이다.

2 . 아 연 주 입  부식억 제 기술 개발

아연주입 기술은 원 냉각계통에 미량의 아연 (5 ppb～50 ppb Zn)을 주입하여 

계통 표면 산화막의 물성을 개량함으로서 계통  증기발생기의 방사선량 감소  

내식성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이다. EPRI  GE 연구진의 분석에 의해서 BWR 원

 계통수 에 아연을 주입하면 원  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진 이후[1-2-1～4], 부분의 BWR 원 에서는 계통 

냉각재 에 아연을 주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연을 주입하면 PWR 원 에서도 

BWR 원 에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PWSCC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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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보고되고[1-2-5～8] 있어서 국외 많은 원 에서는 아연 주입 기술을 용하

거나 용을 고려 에 있다[1-2-9～10].  

아연 주입의 효과로서 방사선 감 효과, 응력부식 감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 감 효과는 뚜렷하다. 응력부식 감 효과에 해서는 많은 정 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확증하기에는 아직 실증 인 경험 자료가 부족하다. 응력부

식 감효과를 확신하기 해서는  충분한 기간에 걸친 원  용 사례에 한 통

계 인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아연을 원 에 용하기 해서는 핵연료 양

립성  역효과 분석도 필수 이다. 

아연주입운 은 1980  미국의 EPRI와 GE 주도로 BWR 원 에 방사능 선량

감소를 해 최 로 용되었다. PWR 원 의 용은 1990년  미국의 Faley-2 원

에 최 로 용하여 계통방사능 감효과를 입증하 고 이 후 미국, 독일, 랑

스, 일본, 라질 등 세계 으로 재 42개의 원 에서 아연주입운 을 수행하고 

있고, 향후 2내에 16개의 원 에서 아연주입운 을 수행할 정이다. EPRI는 PWR 

원 에 한 아연주입운  지침서(2006)를 발간하 고 아연 주입에 의한 PWSCC 

감효과를 통계 으로 평가하고 유효성을 입증하 다[1-2-11]. 2008년부터는 고

연소도 핵연료를 갖는 PWR 원 에서 아연주입운 에 따른 향평가를 수행할 계

획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랑스, 일본에서는 아연주입운 에 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있으나 아직  운 경험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2년부터 아연주입에 따른 PWSCC억제 효과  아

연주입에 따른 계통표면의 산화막에 한 특성평가를 수행 에 있다[1-2-12, 13]. 

한국 력기술연구원에서는 아연주입과 련된 기술 황을 분석하고 련기술을 

국내원 에 용하기 하여 필요한 련기술을 평가하 다. 한 원 연료(주)에

서는 가동원 의 핵연료의 음 세정을 한 장치를 개발하 고, 이를 국내원

의 핵연료의 음 세정을 수행하는 등 국내 가동 원 에 아연주입기술을 용하

기 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은 사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 다.

아연 주입 기술은 미국, 독일, 랑스, 일본, 라질 등 여러 나라원 에 용 

으로 아연 주입에 의해서 선량이 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응력부식억제 

효과도 EPRI를 심으로 원  장 자료에 근거한 정 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국내 원 에 해서도 향후 이러한 기술의 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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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차  계 통  틈 새 환경  제어   슬러지 감  기술 개발

1 . 부식억 제제 성능 향 상  기술개발

원  증기발생기 열 에서 많은 응력부식손상이 발견되고 있는데 Ti 화합물과 

같은 부식억제제를 이용하여 이러한 SCC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기 한 연

구가 국내외 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외 으로는 염기성 응력부식균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식 억제제인 Ti 화합물(TyzorLA, TiO2, TiB2, TiO2 sol-gel 등)과 

H3BO3, Ce(Ac)3, Ce(Cl)3, CeB6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J. B. Lumsden 

[2-1-12] 등이 Ti 화합물과 cerium acetate, 아연화합물, 붕산화합물 등을 고온의 

염기성 조건에서 C-ring SCC 시험을 실시하여 titanium dioxide(TiO2)와 titanium 

dioxide-silica sol-gel(TiO2-SiO2 sol gel), titanium boride(TiB2), titanium chelate

가 Alloy 600의 IGA/SCC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Miglin[2-1-11]은 

CERT(constant extension rate test)를 통해 TiO2 등이 합  600 재료의 SCC 항

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재 원 에서 용되고 있는 붕산첨가는 틈새조건

이 염기성 분 기일 때 pH 완충 효과에 의한 SCC 억제가 가능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 Daret[2-1-13] 등이 수행한 model 

boiler 실험에서 열린 틈새(open tube support plate crevice)에서는 Ti 화합물들이 

염기성 SCC에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슬러지로 덮여있는 폐된 틈새(packed 

crevice)에서는 거의 Ti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에 cerium acetate는 닫 있는 

틈새 안에서 침투되는 것을 확인하 으나 합  600의 SCC를 효과 으로 억제하지 

못하 다. 응력부식억제제의 원 용 실험이 다수 수행된 바 있다[2-1-16].  

Prairie Island 1호와 Point Beach 2호기에 해 응력부식억제제 투입 실험을 실시

하 다. 1993년 Prairie Island 1호에 5일간 TiO2-SiO2 sol-gel, 2일간 TiO2, 17시간

동안 TYZOR를 주입하 고 Point Beach 2호기에 TiO2를 주입하여 원  용 시험

을 수행 하 다. TiO2는 증기발생기 냉각수내의 수화학 상태에 향을 미치지 않았

으며 최하 5 ppb의 정도의 농도가 유지된 것으로 단하 다. 수용액상 존재하는 

Ti는 부분 입자 상태 으며 이온교환 수지에 검출된 양이온, 음이온의 양은 무시

할 수 이었다. Prairie Island 1호기에서는 sol-gel 첨가에 따른 수화학 변화는 감

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titanium chelate 첨가시에 양이온 농도가 격히 높아지고 

유기산 농도의 상승이 찰되었다. Prairie Island와 Oconee 발 소에서 TyzorLA

를 주입한 경험이 있으며, Callaway에서는 1995년부터 그리고 San Onofre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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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997년부터 증기발생기 화학세정 후 Degussa P25 TiO2를 투여하고 있다. 

최근 Ti 억제제를 투입한 3곳의 원 에서 IGA/SCC 발생을 조사한 결과 다른 일반 

발 소들의 평균값보다 감소된 결과를 얻었으나 보통 Ti 억제제를 용할 때 화학

세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입되기 때문에 가동  원 에서 Ti 억제제의 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미국 Prairie Island 1을 

비롯한 여러 원 에서 Ti 화합물 등 부식억제제에 한 장 용 실험이 수행되

었으나 증기발생기 가동  SCC 억제효과에 한 정확한 작용 상  운용방법

에 해서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용해도와 닫힌 틈새

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응력부식균열 억제제를 개발하기 해서는 먼  

TiO2의 부식 억제과정에 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으로는 KAERI에서 응력부식균열 억제제에 해 염기성 환경에서 부식억

제제의 향과 SCC 항성을 개량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2-1-22]. D. H. 

Hur[2-1-17] 등은 315℃ 온도에서 10% NaOH 용액에서 C-ring 시편을 이용하여 

+150 mV 인가  조건으로 120시간 노출시킨 결과 TiO2와 CeB6가 첨가됨으로써 

열  재료의 균열성장이 억제됨을 찰하 다. 부식억제제 첨가에 따라 양극-부

동태 천이 가 높아지는 상이 찰되었다. Ti 화합물이 첨가된 경우 산화막의 

Cr 고갈 역이 어들고 CeB6를 첨가한 경우 크롬 성분이 농축되는 결과를 얻었

는데 이로 인해 산화막의 안정성이 증가하여 부식 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단

하 다. 권 상[2-1-23] 등은 기화학  잡음 분석법을 이용하여 ZnO, TiO2, 

CeB6 첨가에 따른 재부동태 속도와 안정 공식 항성을 측정하여 TiO2가 합  

600의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과 재부동태 속도, 안정 공식 민감도를 가장 효과

으로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2 . 부식억 제제 틈 새  침 투  실 증 시 험

가압경수로 원 에 기 티타늄 주입은 1993년에 미국 Prairie Island-1호기(560 

MWe)에서 있었다[2-2-1]. 2기의 증기발생기는 Westinghouse model 51 이고 외경 

7/8”, A600, LTMA 열 으로 제작되었다. 지지 은 탄소강으로 Drilled 형이고 

0.3 mm 의 틈새간극을 갖는다. 2일간 P25 TiO2 주입과 17시간 Ti-chelate 주입 후 

5일간 Titania-silica-sol-gel 을 주입하 다. 수에서의 티타늄 주입농도 목표치

는 0.3–0.6 ppb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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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l 주입 후 취출수에서 염소 농도가 약간 증가되었고 silica 도 sol-gel 의 

분해에 기인해 진  증가가 있었다.  TiO2 주입기간 동안 취출수에서의 Ti 농도

는 2–10 ppb 범 다. Titanium의 잠복 상은 85% 이상이었다. Titanium의 

부분은 입자형태로 계통에 존재했다. 

Prairie Island-1호기에 티타늄 용이후 미국 Point Beach 2 호기에 Ti(P25 

TiO2)를 주입하 다. 계통에서의 Ti농도 0.6 ppb를 유지하기 해 주입농도는 160 

ppm으로 하여 3주간 수행하 다.

Ringhals-3 원  (900 MWe)은 1981년에 상업운 을 시작하 고 3기의 Westing 

house model D3 증기발생기가 있다. 열 은 외경 3/4“의 MA A600 재질이고 

지지 은 탄소강으로 Drilled 형이고 틈새간극은 0.4 mm 이다. 1995년에 Degussa 

사의 anatase 형 titanium을  Ringhals-3 원 에 4 개월간 주입하 는데 수에서

의 주입농도는 1 ppb-Ti 이었다[2-2-2].

 1996년에 틈새 침 물의 분석과 Ti 침투분석 등을 해 퇴역 증기발생기의 

지 과 열 을 인출 단하 다. bulk 역에서 Ti 침투농도가 2 %이하로 분석

된 반면 틈새에서는 Ti 가 검출되지 않았다.

스웨덴의 Molander 는 슬러지로 충 된 틈새로의 titanium 침투실험을 하 다

[2-2-3]. 침투실험 장치는 Fig. 2-2-1에 보는 바와 같다. 장치의 열 과 지지 은 

랑스 Dampierre-1 원 (890 MWe, 1980년 상업운 )의 퇴역 증기발생기의 일부

를 단하여 만들었다. 틈새는 슬러지로 충 하 다. Ti 농도는 1 ppm Ti(Tyzor 

LA)로 하여 40 ppm B(H3BO3)와 함께 70일간 침투실험을 하 다. 장치하부 배출

에서의 Ti 농도는 10 ppb 이하이었다. bulk 역의 시편에서 Titanium이 검출되었

지만 틈새 역의 시편에서는 TiO2가 침 되지 않았다.

랑스 CEA의 AJAX loop에서 titanium 침투실험이 수행되었다[2-2-4, 5]. 

model boiler에는 두 개의 U 자형 LTMA A600, 외경 3/4“ 열 이 있고 내로는 

고온수가 순환된다. 12개의 지지 은 탄소강으로 Drilled 형이며 틈새간극은 0.4 

mm 까지 조 할 수 있다.  충 형 틈새로의 21일간의 TiO2 침투실험 후 틈새에서 

titanium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염기성 IGA/SCC를 억제하기 해 1995년에 고리1호기 2

차측에 TiO2을 주입하 다[2-2-6].  100 ppm-TiO2 + 30 ppm-H3BO3용액으로 온

도 150°C에서 증기발생기를 Flushing하 다. 이 증기발생기는 1998년까지 가동후 

퇴역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증기발생기 틈새로 TiO2가 침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인출  표면을 EDS 분석하 다[2-2-7]. 분석결과 Ti 화합물은 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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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열  사이의 틈새로 침투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단하 다.

3 . 배  F A C  억 제  슬러지 감  기술 개발

랑스 EdF를 심으로 2차측 배 의 FAC에 미치는 Hydrazine 농도의 향

에 한 연구가 수행 이며, 백  담지 방법에 의해 계통 표면의 를 제어

함으로 FAC를 억제하고 슬러지를 감하는 연구가 국외 BWR 원  부식건

성 향상을 해 수행 임. KAERI에서는 이 기술을 국내 PWR 원 에 도입하

기 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임

제 3    응 력 부식 평가( P b ,  S )   D B  구축

1 . 납  부식 향  D B  구축

2차측 Tube Sheet 는 Tube Support Plate 상단에 샇이는 Sludge에 Pb가 존재

하는 경우, 고온고압의 원  환경에서 증기발생기 열 은 2차측 응력부식이 가속

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Pb 성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와 형

태로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유입된다.

- Metallic streaks left by lead mallets

- Plant makeup water 

- Condenser leaks 

- Copper alloys in feed streams

- Greases and lubricants

- Seals and gaskets

- Babbit alloys

- Preservatives and paints

- Marking pencils

- Lead chromate tinting in polyethylene wrapping materials

- Brazes and solders used on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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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 shielding materials etc.

F. Vaillant 등은 증기발생기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합  600 MA 

(Mill-annealed), 합  800과 합  690 TT (Thermally-treated)의 경우, 350℃ 10% 

NaOH 용액에서 Pb를 첨가하면 응력부식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하 다[3-2-1]. 

H. Takamatsu 등은 합  600 MA 재료의 C-ring 시편을 사용하여, 320℃의 AVT 

용액에서 0.1 ppm의 Pb도 응력부식을 일으키는 것을 발표하 다[3-2-2]. W. 

Byers 등은 합  600 MA 시편을 사용하여 350℃의 0.2% PbO를 함유하고 있는 

0.2% NaOH 용액에서 균열 내부와 균열 Tip에서 Pb를 검출하 다[3-2-3]. 국내 원

자력발 소에서도 Pb로 인한 응력부식을 일으킨 경우, 균열 내부와 균열 Tip에서 

Pb가 Deposit된 것을 확인하 다. R. Staehle는 합  600MA 재료로 만든 C-ring 

시편을 사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분석하여[3-2-2, 4, 5] Pb가 첨가되는 경우 균열의 

보다 균열의 생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 다[3-2-7]. R. Hermer는 30

7℃의 10 ppm PbO를 함유하는 10% NaOH 용액에서 시험 결과, 합  690이 합  

600보다 균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표하 다[3-2-6]. 그러나 PbO가 없는 

경우 같은 시험조건에서 합  690 재료가 합  600 MA나 600 TT보다 응력부식 

속도가 느렸다. 한 합  690 재료의 탄소 농도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응력부

식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R. Staehle는 Pb 분 기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은 Pb가 부동태막의 안정성에 향을 미쳐 일어나는 것으로 제안하 다[3-2-7]. 

한 Pb를 포함하는 알칼리 분 기에서 합  600 MA는 거의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이 일어나고, SN(Sensitized), SR(Stress Relieved) 

는 TT 열처리된 합  600이나 690은 부분 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TGSCC)가 일어나는 것으로 종합 분석하 다. 그리고 Pb는 약산성 용

액에서 응력부식을 어느 정도 가속시키며, 약산성에서도 염소 분 기에서는 가속

화되나 Sulfate 환경에서는 그 지 않은 것으로 요약하 다. Pb가 증기발생기 

Sludge 의 S, C, P 는 SiO2 성분 등과 안정된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Magnetite 

는 Hematite 등에 침착되는 경우, Pb 분 기에서의 응력부식을 감소시키며, 이러

한 경우 응력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 다. 한 수화학 

조건이 개선되어 Pb의 활동을 구속하는 성분이 어들거나. 화학세정이나 Soaking

으로 이러한 Pb의 활동을 구속하는 성분이 제거되거나, 틈새에서의 국부 인 pH가 

Adsoprtion Edge를 지나는 경우 침착되었던 Pb를 놓아주게 되어 응력부식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 다. J. Lumsden 등은 합  600 MA나 600 TT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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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의 pH가 9.0인 500 ppm의 Pb를 함유하는 용액 (1.5M Na2SO4+0.01M 

Fe3O4+0.05M Al2O3+0.3M SiO2+ 0.15M KOH+0.04M HCl)에서 응력부식을 일으켰

으나, 같은 시험조건에서 합  690은 응력부식이 일어나지 않았다[3-2-8]. Y Lu는 

300℃의 0.4M NaOH 용액에서 합  800 재료가 PbO를 첨가함에 따라 Polarization 

Curve의 Active Peak에서의 류 도와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가 증가하

으며, 같은 시험조건에서 SiO2를 첨가하면 Active Peak와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 다[3-2-9]. M. Psaila-Dombrowski 등은 Pb가 시편

표면에서 Hydrogen Poison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 다. 그리고 320℃

의 PbO로 포화된 10% NaOH 용액에서 시험 결과 내부에 흡수된 수소량이 합  

690이 합  600의 2배인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Pb를 첨가시 간 온도 역에서

는 10% NaOH 용액에서 합  690의 부식 가 증가하 으나, 250℃ 이상에서는 

부식 의 변화가 없었다[3-2-10].

2 . 황  부식 향  D B  구축

원자력발 소 2차계통으로 Sulfate 성분이 유입되는 경우,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이동하여 틈새에 농축되고 원자력발 소 조건인 환원성 분 기에서 여러 가지 형

태의 황이온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은 Sulfate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유입된다.

- Makeup water

- Condenser leaks

- Chemical cleaning inhibitors

- Improper regeneration of makeup demineralizers and condensate polisher

- Loss or leakage of ion exchange resins

- Thermal degradation of oils and other chemicals etc.

여러 외국 원자력발 소에서 황이온에 의하여  증기발생기 열 의 응력부식으

로 인한 손상이 보고되었다. J. Daret 등은 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Sulfate가 

AVT chemistry에서 Sulfide와 기타 황이온으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 다

[3-2-11]. 이러한 환원된 황이온은 Blowdown에서 검출되었으며 Steam Bleed에서 

더 많은 양이 분석되었다. Sulfide는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DPP)로 분석

하 고 다른 황이온들은 Ion Chromatogaphy(IC)로 성분들을 분석하 다.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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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로 응력부식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된 합  

600MA 시편을 분석한 결과 균열 주 에서 Sulfide를 확인하 다. W. Allmon 등은 

원  가동 기간과 정지 기간 동안 수 %의 Sulfate가 N2H4에 의하여 환원된 것을 

보고하 으며, 최소한 Sulfide, Sulfite와 thiosulfate가 확인되었다[3-2-12]. T. 

Sakai 등은 환원된 황이온이 포함된 고온의 용액(pH6)에서 Auger Electron 

Spectroscopy(AES)로 분석한 결과, 합  600재료의 외부 피막에서 Ni과 S의 화합

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화합물은 환원성 분 기의 고온의 

Sulfate 용액에서도 형성되었다[3-2-13]. P. Combrade 등은 합  600 재료에서 

NiS 화합물이 형성되면 표면의 피막을 보호하지 않으며 보호 산화피막의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따라서 이러한 NiS가 형성되면 응력부식 항성에 

나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 pH가 낮아질수록 Sulfate의 환원이 쉬워

질 것으로 제안하 다. 그리고 Glow Discharge Optical Spectroscopy(GDOS) 분석

으로 Magnetite가 존재하는 경우 알칼리 분 기에서도 Sulfate가 환원되는 것을 보

고하 다[3-2-14, 15, 16]. 이와 같은 시험시 Magnetite는 불순물로 SiO2, Al과 Ca 

산화물, Phosphate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 각각의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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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Autoclave system for titanium penetr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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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1차 계통 응력부식 억제 기술개발

1. 원  1차 계통 용존 수소농도 최 화

가. 연구배경

합  600 재료는 1차 계통 냉각수 분 기에서 입계 응력부식균열 상(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이 발생되며, 실제로 가동 인 국내외 

다수의 가압 경수로형 발 소에서 합  600 재질의 증기발생기 열   CRDM 

(control rod drive mechanism) nozzle과 동일한 합 성분을 갖는 용 재인 182/82 

를 사용한 이종 속 합부 등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1차 계통 냉각수는 로심의 핵 반응도를 제어하기 하여 boric acid(H3BO3)를 다

량 함유하는데, 이에 수반된 pH의 하를 방지하기 해서 소량의 lithium 

hydroxide (LiOH)가 첨가된다. 한 1차 계통 구성 재료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하여 용존 산소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고 방사화 분해에 의해 형성되는 산

소를 제거할 목 으로 일정농도 이상의 수소가 첨가된다. 방사화 분해물의 생성속

도 계산결과에 의하면 약 15 ccSTP/kg-water 농도의 용존 수소가 존재하면 모든 

운 조건에서 생성된 산화성 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산소 유입 가능성을 고려한 여유도와 운 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25～50 ccSTP/kg-water의 수소농도범 를 권장하고 있다[1-1-1]. 

합  600의 PWSCC와 련하여 과거에는 1차 계통 냉각수 내의 수소농도의 

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으나 그 후 실험  연구를 통하여 용존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PWSCC에 한 민감성이 어드는 일 된 결과로부터 용존 수소농도가 

합  600의 PWSCC에 큰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90년  말 

부터는 수소농도의 조 을 통하여 PWSCC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부가 비용

이 소요되지 않는 매우 효율 인 억제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이에 한 체계 인 연

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정한 수소농도 조건에서 합  600의 부

식 를 결정하는 1차 냉각수 내의 수소 분압은 용해도의 차이로 인해 온도에 따

라 크게 변하는데[1-1-2], 과거의 PWSCC 실험결과 부분은 가속화를 하여 가



- 14 -

동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조건에서 얻은 것으로 이들 결과로부터는 실제 가동온

도 조건에서의 PWSCC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

제 이 있다. 한 loop 시험 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static autoclave에서 실험

한 경우는 장시간의 실험기간  수소가 부식 생성물로서 발생되고 재료내부로의 

수소흡수  외부로의 설 등으로 인해 용존 수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는 주로 가동

온도부근(～330℃이하)에서 loop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실험에 수천시간 이

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까지 보고된 데이터는 제한 이다.    

이러한 수소농도의 향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1차 계

통 수질의 향이다. 즉, 1차 계통내 방사선원의 발생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화 시킬 목 으로 Li/B 농도의 조  는 Li 농도의 증가를 통하여 냉각수의 

pH(300℃)를 6.9에서 7.4로 차 으로 높여 가면서 한 주기를 운 하는 high pH 

운 이 용되고 있는데 이에 수반하여 구조재료의 손상, 특히 합  600 재료(증기

발생기 열 과 CRDM nozzle)의 PWSCC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1-1-1] pH  Li 농도 변화에 따른 향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1-1-3]에 이어서, 

수소농도  수질상태가 합  600의 균열성장 속도에 미치는 향을 1차 계통 냉

각수 모사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정  평가하고자 하 다. 세부 수행내용으로는 1) 

일정연신율시험기(Constant extension rate tester, CERT)를 이용하여 가동온도부

근에서 CRDM nozzle 재료의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  수질의 향을 

평가하 으며 2) 모사 실험조건에서 용액의 압력이 수소분압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 다. 

     

나 . 실 험 방 법

( 1)  수소농도  수질 상 태 가 C R D M  n o z z l e  재 료 의  균 열 성 장 속 도에  미 치 는  

향 평 가

실제 가동  발생되는 합  600의 PWSCC에 의한 손상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열 은 두께가 1 mm 정도로 얇아 냉각재 설을 야기 시키는 통까지의 성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균열의 생성 거동에 한 향 평가가 요하고, 수십 mm의 

두께를 갖는 CRDM nozzle 재료의 경우는 생성된 균열의 성장 거동에 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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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더 요하다. 따라서 균열성장특성에 미치는 수소농도  수질상태의 향 

평가는 CRDM nozzle용으로 제작된 합  600에 해 수행되었다. 시험 재료의 화

학조성과 열처리조건  미세조직 등의 속학  특징은  단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된 바 있다[1-1-3]. 인장시편을 CRDM nozzle의 원주방향이 gauge의 길이방

향과 평행하도록 wire cutting으로 가공하 으며 gauge 표면은 SiC #1,200 paper를 

사용하여 4면 모두를 길이방향으로 연마하여 비하 다. 용존 수소농도와 수질에 

따른 PWSCC 성장속도의 변화는 1차측 냉각수 모사 loop 시험 장치에 연결된 

CERT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인장속도는 0.1 ㎛/min.의 동일 조건으로 실험하

으며 이는 변형율(strain rate)로 환산하면 6.67x10
-8

/sec.에 해당하는 조건이었다. 

수질은  단계[1-1-3]에서 수행된 2.0 ppm Li / 1,200ppm B의 주기 간(mid of 

cycle, MOC) 조건과 2.0 ppm Li / 500ppm B의 주기 말(end of cycle, EOC) 조건

에 이어 3.5 ppm Li / 1,800 ppm B의 주기 (beginning of cycle, BOC) 조건에서 

용존 수소 농도의 향을 추가로 평가하 다. 실험온도와 용액의 압력은 각각 33

0℃  210±5 bar 이었으며 100리터의 용액을 장조에 비하여 시간당 약 1리터

의 속도로 재순환시켰다. 수소농도는 25℃로 항온이 유지되는 장조내 용액을 고

순도 수소 는 수소/질소 혼합가스로 탈기 시킨 후 Henry's law coefficient 

[1-1-4]에 의해 계산된 가스압력을 가하여 실험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도록 제어

하 고 lithium hydroxide와 boric acid는 일본 TOMIYAMA사의 nuclear grade 시

약을 사용하 다. 

균열성장속도의 비교를 하여 각각의 수질  용존 수소농도 조건에서 단된 

시편의 면 사진에서 PWSCC에 의한 입계 면 면 의 분율과 입계 균열의 최  

깊이를 측정한 후, (입계 단면의 분율×시편의 두께/2)  최  균열깊이를 단

까지의 실험시간으로 나 어 계산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  최  균열성장속도로 

환산하 다. 

( 2 )  실 험 용액 의  압 력 조 건 이  수소분 압 에  미 치 는  향  평 가

 단계 연구개발 결과[1-1-3]를 통하여 가동온도 범 에서 합  600의 부식

를 결정하는 수소분압의 실제 측정치는 수소 용해도로부터 계산된 값보다 항상 컸

으며 Li  B 농도 등의 수질조건 변화와는 무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따라

서 수소분압은 실험용액의 압력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두되어 그 의존도를 평

가하기 한 체계 인 추가 실험이 요구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분압이 실험용액의 압력 크기에 의존하는지를 확인하기 하



- 16 -

여 35 ccSTP/kg-water의 용존 수소농도  3.5 ppm Li / 1,800 ppm B의 BOC 수

질조건을 사용하여 210 bar (2,900 psig)의 실험용액 압력 하에서 290～330℃의 온

도 범 구간에서 수소분압의 변화를 측정한 후 실험용액의 압력만을 152 bar 

(2,200 psig)로 감소시켜 동일한 온도 범 구간에서 수소분압의 변화를 측정하 다. 

온도에 따른 수소분압 측정치의 변화는 Henry's law 계수로 환산하 다. 

다 . 실 험 결 과   고 찰 

( 1)  수소농도  수질 상 태 가 C R D M  n o z z l e  재 료 의  균 열 성 장 속 도에  미 치 는  

향 평 가

용존 수소농도  수질상태가 합  600 CRDM nozzle 재료의 PWSCC 성장속도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주기  (3.5 ppm Li / 1,800 ppm B), 주기 간 

(2 ppm Li / 1,200 ppm B),  그리고 주기 말 (2 ppm Li / 500 ppm B) 조건의 1차 

계통 냉각수 모사 수질 분 기에서 수소농도를 달리하여 330℃에서 CERT 실험을 

수행하 다. 

Fig. 3-1-1은 세 종류 수질조건에서 용존 수소농도 조건별로 얻어진 평균  최

 균열 성장속도의 변화를 도시한 결과로서 325℃에서 합  600 CRDM재료에 

해 수행한 랑스 EdF 연구자들의 결과[1-1-5, 1-1-6]  330℃에서 얻은 스웨덴 

Studsvik의 데이터[1-1-7]도 비교를 해 함께 나타냈다. 가동 권고 수소농도 범

(25 ～ 50 ccSTP/kg-water)내에서는 수소농도가 낮아질수록 균열성장속도가 증가

하고 랑스와 스웨덴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한 

주기 , 간 그리고 주기 말의 세 종류 수질조건에서 수소농도에 한 의존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수질조건의 변화는 1차측 응력부식균열 성장속

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  균열성장속도를 보이는 수소농도 

조건은 약 10 ccSTP/kg-water 내외인데 이 값은 미국 Rockheed Martin 연구자

[1-1-8]들이 표면 산화막  기 항 측정실험을 통해 얻은 330℃에서의 

Ni/NiO 평형 에 해당하는 수소농도 조건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소농도

가 Ni/NiO 평형 에 해당하는 조건일 때 1차측 응력부식균열의 성장속도가 가장 

크며 이보다 수소농도가 크거나 작아서 Ni/NiO 평형 로부터 멀어지는 부식조

건이 될수록 성장속도는 감소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PRI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 개정 (rev.5, 2003)에 의하면[1-1-1]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여러 온도에서 수행된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수소농도의 향에 한 실험결과들

을 종합해 본 결과, 균열성장속도가 가장 큰 조건은 온도와 무 하게 Ni/NiO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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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치 보다는 실측치)에 해당되는 부식 가 형성되는 수소분압 조건이라

는 사실이 밝 졌다. 즉, 수소분압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수소농도 

조건이라 할지라도 온도가 변하면 수소분압 한 달라지므로 여러 온도에서 수행

된 수소농도의 의존성에 한 실험결과들을 수소분압을 변수로 하여 해석해 보면 

Ni/NiO 평형 를 형성시키는 수소농도 조건에서 균열성장속도에 한 민감도가 

최 를 보인다는 일 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330℃에서 수행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기 , 주기 간  주기 말의 세 종류 수질조건 모두에서 

25～50 ccSTP/kg-water의 가동 권고범  내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수소농도 조건

에서 운 하는 것이 균열 성장 속도를 억제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수소농도가 높을수록 균열 성장이 더욱 억제되는 실험결과  이

론  타당성으로 부터 균열 성장을 하시키는 방안으로서 가동 권고 범  상한치 

이상으로(> 50 cc) 수소 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반 로 수소농도를 가동 권고치보다 낮추는 방안도 일본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즉, 수소농도에 따른 합  600의 부식  측정 결과로부터 2 ccSTP/kg- 

water 이상의 용존 수소가 존재하면 환원성 분 가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에 용존 

수소농도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는 것도 균열성장을 억제시키는 방안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1-9]. 낮은 농도의 용존 수소 조건은 1차 계통내 산화성 

생성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모되어 환원성 분 기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가동 안  여유도 확보하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 Fig. 3-1-1

의 본 실험 결과에서 50 cc의 수소농도 조건과 등한 균열성장 억제효과를 얻기 

해서는 약 5 cc 이하로 수소농도를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소

농도를 낮추는 방안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 2 )  실 험 용액 의  압 력 조 건 이  수소분 압 에  미 치 는  향  평 가

 Fig. 3-1-2는 35 ccSTP/kg-water의 용존 수소농도  3.5 ppm Li / 1,800 ppm 

B의 BOC 수질조건하에서 실험용액의 압력 변화에 따른 Henry's law 계수의 측정

치 변화 결과를 온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비교를 하여 이론 계산치[1-1-4, 

1-1-10]와 Rockheed Martin 연구자들이 여러 압력조건에서 측정한 결과[1-1-11]

를 함께 표시하 다. 본 실험에서 얻은 Henry's law 계수 측정값은 이론 계산치와 

큰 차이를 보 으며 실험용액의 압력이 2,900 psig에서 2,200 psig로 낮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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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s law 계수도 작아져 실험용액의 압력이 수소분압의 크기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별로 1,000～3,200 psig의 다양한 실험

용액 조건에서 측정한 Rockheed Martin의 결과를 살펴보면 290～330℃의 온도범

에서의 측정치가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한 실험용액의 압력이 낮

아지면 henry's law 계수가 작아져 이론 계산치에 근하는 본 실험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Henry's law 계수의 이론 계산값과 실측값과의 불

일치는 수소의 용해도가 실험용액의 압력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즉, 수소 용해도의 이론  계산값은 온도별로 포화 증기압 조건을 가정한 것이

기 때문에 가압된 용액조건에서의 측정한 실측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합  600의 부식 는 수소분압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험용액의 압

력에 따라 수소분압의 크기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모사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실제 원  가동조건에서의 거동의 측에 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고려인

자로 작용할 수 있다. 를 들면,  일정 온도에서 Ni/NiO 평형 에 해당하는 용

존수소 농도값이 실험 용액의 압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균열성장 속도

의 수소 농도 의존성이 실험 용액의 압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Fig. 3-1-2의 결과로부터 얻은 실험 용액 압력 크기의 향을 반 하여 2,900 

psig조건에서 얻은 Fig. 3-1-1의 결과를 실제 원  가동조건인 2,200 psig의 압력

조건으로 보정, 측한 결과를 Fig. 3-1-3에 나타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용존 수소

농도 25～50 ccSTP/kg-water의 가동 권고범  내에서 하한치로부터 상한치로 수

소농도를 높이면 실제 가동원  조건에서 합  600의 PWSCC 성장속도를 50～

60%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측결과가 얻어졌다.      

( 3 )  결 론

 PWSCC 억제 방안으로 용존 수소농도 조건을 최 화하기 하여, 합  600 

CRDM nozzle 재료를 사용하여 주기  (3.5 ppm Li / 1,800 ppm B), 주기 간 (2 

ppm Li / 1,200 ppm B),  그리고 주기 말 (2 ppm Li / 500 ppm B) 조건의 1차 계

통 냉각수 모사 수질 분 기에서 수소농도를 달리하여 330℃에서 CERT 실험을 통

해 균열성장속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 8～17 ccSTP/ kg-water의 수소농도에서 균열성장 속도가 가장 컸으며 이 조

건은 Ni/NiO 평형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보다 수소농도가 크거나 작을수록 균

열성장은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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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 주기 간  주기 말의 세 종류 수질조건 모두에서 25～50 cc 

STP/kg-water의 가동 권고범  내에서는 가능한 한 높은 수소농도 조건에서 운

하는 것이 균열 성장 속도를 억제시키는데 효과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험 용액의 압력 크기가 합  600의 부식 를 결정하는 수소분압에 향을 

미쳤으며 이의 향을 보정, 분석한 결과 권고범 의 하한치에서 상한치로 수소농

도를 높여 운 하는 경우 가동원 에서의 균열성장속도는 약 1/2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측 되었다.

2 .  아 연 주 입 에  의 한  부식 억제 기술 개발

가. 아 연 주 입  황

국내외 다양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연은 1차 계통 응력부식(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아직도 효

과를 확신하기에는 미흡하다. 아연의 응력부식억제 효과에 한 실험실  연구는 

부분 아연이 원  계통 재료의 부식 억제에 효과 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아연의 효과에 회의 이다. 아연의 부식 억제 효과 연구는 효과를 검증하기

가 쉽지 않고 시험을 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세계 으로 

축 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 따라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최근 EPRI를 심으로 실험실 인 자료  장 용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

연의 부식 억제효과에 해 보다 더 정 인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실제 장에서는 방사선 감의 측면에서 아연 주입이 많은 원 에 도입되고 있

다. PWR 원 의 경우 1996년 미국 Farley 원  2호기에서 아연주입 시범 용이 

수행되어 방사선 감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후 미국의 Diablo Canyon 원 , Callaway 원 , Palisades 원 , Sequoyah 원 , 

Beaver Valley 원 , Byron 원 , Braidwood 원 , 라질의 Angra 원 , 독일의 

Biblis 원 , Obrigheim 원 , Unterweser 원 ,  랑스의 Bugey 원 , 스페인의 

Vandellos 원   일본 PWR 원 인 Tsuruga 2호기에서도 2005년 8월부터 2006

년 4월까지 아연주입 시범 용이 수행되었다. 아연 주입은 계통 배 의 부식  선

량율 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국내 원 에서도 아연 주입을 극

으로 검토 이다. 

이에 따라 아연의 응력부식 억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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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연의 부식억제효과를 검증하기 해 단기간에 응력부식특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개발하 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아연의 PWSCC 억제 효

과를 평가하 다. 아연의 농도, 아연화합물의 향  생성된 산화막의 특성을 평

가하여 아연 주입의 효과를 이해하고자 하 다. 

나 . 아 연 주 입  효 과  시 험  방 법

원 1차 계통 환경에서 Alloy 600의 응력부식 항성에 미치는 아연 주입의 향

을 평가하기 해 일정연신율시험(CERT)을 수행하 다. 수 에 주입되는 아연의 

농도  아연 화합물의 형태에 따른 응력부식거동 변화를 평가하 다. 시험 방법에 

한 상세한 내용은 이  단계 연구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1-2-12, 

13]

다양한 아연화합물(ZnO, Zinc Borate, Zinc Acetate)에 해서 아연농도가 0, 10, 

50 ppb 인 용액을 조성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200기압, 360℃ 용존산소 

농도가 10 ppb 이하인 순수한 물에서 수행하 다. 변형속도는 2.5x10-7/sec 와 

5x10-7/sec, 10x10-7/sec의 3가지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장치는 1L의 스테인 스 압력용기에 스태핑 모터를 부착한 일정연신율시험 

장치를 이용하 다. 시편은 험  형태로 가공하여 시편의 굴곡부에 3축 잔류응력을 

도입하여 응력부식시험을 가속화 하 다. 

시험이 종료된 후, 시편의 단면을 찰하여 PWSCC 분률을 평가하고 균열진

길이를 측정하여 균열진 속도를 계산하 다. 

다 . 아 연 주 입  효 과  시 험 결 과

( 1)  P W S C C  억제 효 과

Zinc acetate가 주입된 환경에서 일정연신율 시험결과를 Table 3-1-1에 보 다. 

변형속도 2.5x10-7/sec～10x10-7/sec의 범 에서 아연 농도가 0, 10, 50 ppb인 고온

고압 (360℃, 200기압) 수 에서 Alloy 600 험 시편에 해 시험한 결과이다.  

Table 3-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zinc acetate가 주입되면 부식거동이 히 

변화하 다. 변형속도가 2.5x10-7/sec일 때 zinc acetate의 농도가 0, 10, 50 ppb로 

증가함에 따라 면 상 PWSCC 면  비율이 89%, 85%, 44%로 감소하 다.  균열

진 속도는 zinc acetate의 농도가 0, 10, 50 ppb로 증가함에 따라 각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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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x10
-9 

m/sec, 2.96x10
-9

 m/sec, 6.14x10
-10

 m/sec 정도로 감소하 다. 변형속도

가 5.0x10
-7

/sec일 때도 유사한 경향을 보 는데 zinc acetate의 농도가 0, 10, 50 

ppb로 증가함에 따라 면 상 PWSCC 면  비율이 79%, 37%, 14%로 감소하 다.  

균열진 속도는 zinc acetate의 농도가 0, 10, 50 ppb로 증가함에 따라 각 농도에서 

3.35x10
-9

 m/sec, 1.22x10
-9

 m/sec, 4.27x10
-10

 m/sec 정도로 감소하 다. 변형속도

가 5.0x10
-7

/sec일 때 아연주입의 효과가 더 하 다. 변형속도가 10.0x10
-7

/sec

일 때는 PWSCC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zinc acetate의 농도가 10 ppb일 경우, 

PWSCC 면  비율이 16% 정도 고 50 ppb일 경우 PWSCC가 일어나지 않았다. 

zinc acetate의 농도가 10 ppb일 때 균열진 속도는 9.98x10
-10

 m/sec 정도 다. 

Table 3-1-1에 보인 아연주입에 의한 부식 거동 변화는 Fig. 3-1-4～Fig. 3-1-9

의 면 변화 거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변형속도가 2.5x10
-7

/sec이고 zinc 

acetate의 농도가 0, 10, 50 ppb일 때 시편 면을 Fig. 3-1-4에 보 다. 아연이 주

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시험한 시편의 면은 일부 시편의 가장자리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면이 PWSCC로 균열이 진 하 다. 아연이 10 ppb 주입된 수 에서는 

PWSCC 면이 약간 감소하 다. 아연 농도가 50 ppb인 경우에는 면의 반 정도

는 PWSCC 면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연성 괴에 의한 면이 찰된다. 

PWSCC 면  비율은 Fig. 3-1-4에서 응력부식 면과 연성 괴 면 비율을 측

정하여 계산하 다. zinc acetate가 10 ppb 용해된 수 에서 시험한 경우인, Fig. 

3-1-4의 b) 면을 확 한 그림을 Fig. 3-1-5 에 보 다. Fig. 3-1-5의 a)는 Fig. 

3-1-4의 b)시편의 심부를 확 한 사진이다. 20～40 μm정도의 결정립 형태를 볼 

수 있고 이들 결정립의 입계를 따라 면이 형성되었다. 결정 입계를 따라 매끈하

게 단된 면도 존재하고 입계에서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면이 심하게 변형된 경

우도 보인다. 단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2차 균열이 형성된 것도 찰할 수 있다. 

Fig. 3-1-5의 b)는 Fig. 3-1-4 b)의 PWSCC 균열선단을 확 한 사진이다. PWSCC

로 균열이 진 한 경우 면 상에 결정립의 형태를 찰할 수 있으나 이후 연성

괴가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립의 형태를 찰할 수 없고 면이 심하게 소성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의 형상으로부터 Fig. 3-1-4 b)의 부분의 

면은 PWSCC 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속도가 5x10
-7

 /sec 일 때와 10x10
-7

 /sec일 때의 면 사진을 Fig. 3-1-6～

Fig. 3-1-8에 보 다. 변형속도가 증가하면 PWSCC가 잘 일어나지 않았다. 아연 

농도가 증가할수록 연성 괴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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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에 변형속도가 2.5x10
-7

/sec일 때 zinc acetate의 농도가 a) 10 ppb와 

b) 50 ppb인 경우 하 -변형 곡선을 보 다. 아연 농도가 10 ppb인 경우는 하 이 

100 kg 정도에 도달한 후 일정한 하 을 유지하다가 변형이 2.5 mm 정도 되었을 

때 단이 일어났다. 아연 농도가 50 ppb인 경우는 하 이 최 값 350 kg 부근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변형이 6 mm 이상일 때 단이 일어났다. Fig. 3-1-10에 변형속

도가 5x10
-7

/sec일 때 zinc acetate의 농도가 a) 10 ppb와 b) 50 ppb인 경우 하 -

변형 곡선을 보 다. 이 경우에는 하 -변형 거동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아연 

농도가 50 ppb인 경우가 아연 농도가 10 ppb인 경우에 비해 최  하   최  변

형이 컸다. Fig. 3-1-11에 변형속도가 10x10
-7

/sec일 때 zinc acetate의 농도가 a) 

10 ppb와 b) 50 ppb인 경우 하 -변형 곡선을 보 다. 이 경우에는 하 -변형 거동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Fig. 3-1-10의 변형속도가 5x10
-7

/sec일 때 zinc 

acetate의 농도가 b) 50 ppb인 경우의 하 -변형 곡선과 유사한 거동을 보 다. 아

연이 주입되면 일정연신율 시험 시 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변형과 최  

하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아연 주입에 따른 연신율  최  응력 

증가는 아연의 부식 억제 효과에 의한 연성 괴의 증가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균열진 속도는 PWSCC 균열 길이를 단까지 걸린 총 시간으로 나 어서 계산

하 다. 변형속도 2.5x10
-7

/sec ～ 10x10
-7

/sec의 범 에서 아연 농도가 0, 10, 50 

ppb인 고온고압 (360℃, 200기압) 수 에서 Alloy 600 험 시편의 PWSCC 균열진

속도를 Fig. 3-1-12에 보 다. 아연의 농도가 증가하면 PWSCC 균열진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속도가 2.5x10
-7

/sec인 경우 아연이 10 ppb 용해되면 

아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균열진 속도가 7% 정도 감소하 고 50 ppb 용해

된 환경에서는 81% 정도 감소하여 응력부식억제 효과가 하다. 변형속도가 

5x10
-7

/sec인 경우에는 아연이 10 ppb 용해되면 아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균

열진 속도가 64% 정도 감소하 고 50 ppb 용해된 환경에서는 87% 정도 감소하

다. 변형속도가 커지면 응력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아 응력부식억제 효과를 비교

하기 어렵다. 그러나 10 ppb 용해된 경우에는 PWSCC가 발생하 지만 아연이 50 

ppb 용해된 경우에는 PWSCC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50 ppb 아연이 존재하

는 경우 응력부식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zinc acetate가 주입되면 열  재료의 부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 다.  zinc 

acetate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면의 PWSCC 면  비율이 작아지고 균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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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도 감소하 다. 아연 농도가 10 ppb인 경우에도 응력부식균열 억제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변형속도가 2.5x10
-7

/sec일 경우 아연에 의한 부식억제 효과가 가장 

하 는데 아연 농도가 50 ppb인 경우 응력부식균열억제효과가 하고 아연

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80% 이상 균열진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 2 )  표 면  산 화막  미 세  조 직   조 성

- 아연 주입 시 산화막 미세 조직 변화

아연을 주입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산화막과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형

성되는 산화막을 비교하기 해 산화막의 표면을 SEM으로 찰하고 산화막의 단

면을 FIB TEM 등을 이용하여 찰하 다. 표면에서 재료 내부로 Auger 등을 이

용하여  아연이 주입되는 경우 조성 변화를 측정하 다. 

Fig. 3-1-13에 아연이 0 ppb (Hp 61, Hp 60), 10 ppb (Hp 66, Hp 67), 50 ppb(Hp 

72, Hp 73) 주입된 경우 산화막의 거동을 보 다. Hp 61, Hp 66, Hp 72 시편은 변

형속도가 2.5 x 10-7/sec 로 CERT 시험을 수행하 고 Hp 60, Hp 67, Hp 73 시편은 

변형속도가 5 x 10-7/sec 로 CERT 시험을 수행하 다.  아연이 10 ppb 주입된 경

우(Hp 66, Hp 67 등) 표면 산화막은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Hp 61, Hp 60)에 

비해 표면의 산화막 입계들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에 비해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Hp 61, Hp 60)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산화물은 산

화막이 손된 부분이 많이 에 띤다. 아연이 50 ppb 주입된 경우 (Hp 72, Hp 73)

에는 산화막 사이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해졌으나 표면의 불규칙한 산화막 손은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 아연의 주입량에 따라 산화막의 생성 거

동이 변화하여 표면 산화물 형상의 차이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3-1-14는 

Fig. 3-1-13의 Hp 61, Hp 72 시편의 표면 산화막 사진을 확 한 사진이다.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물의 핵이 상이하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Hp 61인 경우 각진 입자

형태로 생성되나 아연이 50 ppb 주입된 Hp 72 시편의 경우 산화물의 핵이 얇은 

재형으로 생성된다. 

표면 산화막의 거동을 고배율로 확인하기 해 FIB (Focused Ion Beam) 자

미경을 사용하여  촬 하 다. Fig. 3-1-15에 보인 것과 같이 FIB 자 미경으로 

표면 SEM 이미지, 단면 SEM 이미지, BSE 이미지, SIM 이미지, 에칭 후 단면 

SEM 이미지  TEM 샘 을 만든 후 SEM으로 단면을 촬 한 이미지를 얻었다. 

Fig. 3-1-16에 TEM 샘 을 얻기 한 과정을 보 다.

아연이 주입된 경우와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의 표면 조직을 FIB SEM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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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촬 한 사진을 Fig. 3-1-17에 보 다.  아연이 주입된 경우와 아연이 주입되

지 않은 표면 산화막은 상이한 모습을 모이는데 Fig. 3-1-18을 보면 차이 이 뚜렷

하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표면 산화막은  Fig. 3-1-18에 보 듯이 8면체로 

각진 핵들이 생성되어 산화막으로 성장한다. 반면에 아연이 50 ppb 주입된 경우에

는 폭인 1 μm 내외인 얇은 상형 산화물들이 생성되어 표면을 구성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아연이 주입되면 열역학 으로 안정한 산화물이 변화하여 표면에 생

성되는 산화물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3-1-19에 산화물층의 단면 조직을 자 미경(FIB SEM)으로 찰한 사진

을 보 다. 사진 쪽은 산화물층을 찰하기 해 Pt로 코 한 층이고 경계가 산

화물층, 그 아래층이 본래 재료인 인코넬 합 층이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

는 수 나노미터 정도의 산화물층만이 찰된다. 아연이 50 ppb 주입된 경우는 표면

에 얇은 상의 산화물층  그 아래 뚜렷하지 않지만 인코넬합 의 내부층과 경

계를 이루는 수 나노미터 정도 두께로 일련의 치 한 층이 찰된다. 

Fig. 3-1-20은 FIB 자 미경 내에서 제조된 TEM 시편을 SEM으로 찰한 산

화물층이다. a)는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경우이고 b)는 아연이 50 ppb 주입된 경우

이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a) 시편의 경우 2 μm 정도 두께의 산화막이 찰되고 

아연이 50 ppb 정도 주입된 b) 시편의 경우는 400 nm 정도의 미세한 산화층이 

찰되었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군데 군데 손된 산화층이 찰되고 

내부의 인코넬합 과의 경계층이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연이 주입된 시편의 

경우 표면의 다공성 산화층, 미세한 경계층  내부 인코넬합  층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Fig. 3-1-19에 보인 SEM으로 찰한 표면 산화층의 구조와 유

사하다. 다만 Fig. 3-1-19의 산화층과 두께  형상이 상이한데 이는 샘 링하면서 

표면의 산화층이 떨어져 나갔거나 본래 표면 산화층이 균일한 두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3-1-21에는 TEM에 의해 촬 된 산화막의 미세구조 

 산화막-matrix 경계 부 조직  회 패턴을 보 다. 

( 3 )  아 연 주 입  산 화막  조 성

Fig. 3-1-22에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층의 단면 부 를 

TEM-EDS로 분석한 결과를 보 다. 산화층은 주로 Cr, Ni, Fe의 산화물의 조합으

로 구성되어져 있다. Fig. 3-1-23에 아연이 50 ppb 용해된 환경에서 형성된 표면산

화층을 TEM-EDS로 분석한 결과를 보 다. 산화층의 두께는 100 nm 정도이다. 

Alloy 600  Pt 코 층 사이에 산화막이 존재한다. Cu 그리드  표면 Pt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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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주로 Ni, Cr, Fe, O  Si으로 구성되어 있다. Ni, Cr, Fe는 본래 인코넬합

의 성분이다. Si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Fig. 3-1-24에 각 치 한 

성분 분석결과를 보 다. Si가 인코넬 본래 속 쪽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Si는 Cu 그리드(grid) 혹은 Pt 코  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Fig. 3-1-25에 

다른 치에서 산화층을 EDS 분석한 결과를 보 다. 008 치에 한 결과를 Fig. 

3-1-25의 b)에 보 고 003 치에 한 결과를 Fig. 3-1-25의 c)에 보 다. Fig. 

3-1-25의 b)그림의 870 KeV 부근에서 Zn Kα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산화층

에는 아연이 혼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생성된 

산화층이더라도 치별로 아연이 찰되거나 찰되지 않았다. 산화층에 아연의 

혼입을 정량화하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3-1-26에 아연이 미량 (5 ppb) 주입된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막의 Auger 분

석결과를 보 다.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막을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막과 비교하 다. Fig. 3-1-26의 b)와 c)는 모두 아연이 5 

ppb 주입된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막에 한 분석결과이나 산소의 농도 분포는 상

이하다. b)의 경우는 산소가 최  농도의 1/2이 되는 시 이 스퍼터링 후 3분 정도

이나 c)의 경우는 5분 이상 걸린다.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a)의 경우는 4분 정도 걸

려서 이 자료만으로 아연 주입이 산소의 분포, 즉 산화막의 두께에 미치는 향을 

단하기 어렵다. 

Fig. 3-1-27에 아연이 5 ppb 주입된 환경(변형속도: 3.75x10
-7

/sec, 5x10
-7

/sec)에

서 생성된 산화층에 해 Auger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 다. 이 그림은 앞의 

Fig. 3-1-26 그림의 아연 농도 분포를 확 하여 보인 것이다. 이 산화층은 표면에 

1%～1.4% 정도 아연이 존재하고 내부로 갈수록 아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Auger 분석 결과는 산화층 내부에 아연이 혼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

된다. 

아연의 농도가 10 ppb 인 환경 용액에서 산화층의 형성 거동을 분석하기 해 3

가지 환경(1) Hp 21:산소 포화 수 (8 ppm 수 , no Zn), 2) Hp 24: 탈산소 수 (10 

ppb 이하 산소, no Zn), 3) Hp 40: 탈산소 수 (10 ppb 이하 산소, 10 ppb  Zn)에서 

CERT 시험을 수행한 시편의 표면산화막을 EDS로 분석하 다. 그 결과를 Fig. 

3-1-28 ～ Fig. 3-1-30에 보 다.  산화막의 두께는 균일하지 않고 치에 따라 두

꺼운 것도 있고 산화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은 두께 불균일은 

SEM 시편 비과정에서 산화막이 떨어져 나가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본래 산화

막이 이와 같이 불균일하게 형성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산화막 두께에 한 



- 26 -

단은 이와 같은 상 때문에 시편의 비과정, 측정 치등에 한 충분한 고려

가 수반되어야 한다. 합  내부에서 표면 산화층으로 갈수록 Ni 농도가 히 떨

어지고, Fe, Cr 농도도 떨어진다. 산소의 농도는 최외각 표면까지 증가한다. EDS 

분석 자료의 표면 산소농도를 기 으로 평가하면, 산소 포화된 환경에서 시험한 

Hp 21 시편 산화막은 두께가 1～3 μm정도이다. Fig. 3-1-29의 산소를 제거한 환경

에서 시험한 Hp 24 시편의 산화막은 2～4 μm 정도이다. 농도 분포는 산소가 포화

된 환경의 시편과 유사하다. Fig. 3-1-30의 Hp 40의 경우 아래 그림의 산소 농도 

분포를 기 으로 단하면 산화물층의 두께는 1 μm 정도이다. Fig. 3-1-30의 윗 

그림을 보면 산소 농도가 진 으로 표면쪽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부분

은 산화물 층이 아니고 산소가 인코넬재료 내부로 확산되어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EDS 분석결과로는 Hp 40 표면 산화막의 농도 분포는 Hp 24, Hp 21 산화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DS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해 동일한 시편들에 해 

Auger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Fig. 3-1-31에 보 다. Auger 분석결과, 아연

이 주입되지 않은 환경인 Hp 21, Hp 24의 경우에는 아연이 산화막에 존재하지 않

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다. 아연이 주입된 환경인 Hp 40 시험의 경우 아연 

농도가 표면에서 1.1% ～1.25% 정도에서 차 감소하여 내부로 가면 아연의 존재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아연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생성된 산화막

에 아연이 혼입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생

성된 산화막의 두께가 아연이 존재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성된 산화막에 비해 얇아

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의 EDS 분석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Fig. 3-1-32

는 표면 산화물을 SEM 촬 한 그림이다. Fig. 3-1-33은 Fig. 3-1-32의 Hp 40 시

편의 표면을 EDS 분석한 결과이다. 표면 아연의 농도가 1.28%정도로 Auger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연 농도의 향을 체계 으로 평가하기 해 0%(Hp 61, Hp 60), 10%(Hp 66, 

Hp 67), 50%(Hp 72, Hp 73)의 농도로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시험한 험  시편의 

표면을 분석하 다. 이 시편들은 Fig. 3-1-13에서 찰한 시편들과 동일하다.  이 

분석 결과를 Fig. 3-1-34  Fig. 3-1-35에 보 다. 환경 용액 에 아연 농도가 증

가할수록 산화막에 혼입되는 아연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연 농도가 

50 ppb일 경우 아연 농도가 산화층 체 두께에 걸쳐서 1% 정도 이상 유지된다. 

특히 Hp 72 시편의 경우 산화층 내부에 아연 농도가 3% 정도로 유지된다. 한편 

Hp 60 시편의 경우 특이한 산화막 농도 분포 거동을 보인다. 산화막이 비정상 으

로 두껍고 아연이 주입되지 않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에 아연 농도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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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의 원인은 시험 비의 실수에 의한 불순물의 유입에 의

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비정상 인 두

께  조성을 가지는 산화막에 해서는 추가 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 산화막 vs. 시간 변화 시험

아연이 주입된 환경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산화막 거동을 분석하기 해 Fig. 

3-1-36에 보인 바와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에 보인 조건에 따라 

만든 4 종류의 시편(Hp1, Hp2, Hp3, Hp4)에 해 EDS, Auger, XPS분석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Fig. 3-1-37～ Fig. 3-1-40에 보 다. Fig. 3-1-37에 EDS 분석결과

를 보 다. 표면에는 주로 50～57% O, 7～8% Cr, 3～4% Fe, 35～36% Ni  0.5% 

Zn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표면 산화막의 조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Fig. 3-1-38～Fig. 3-1-39를 보면 산화막의 두께는 4～7 μm정도로 비교  두꺼

운 산화막이 균일하게 형성되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나 Hp 4 시편의 경우에는 두께 증가가 찰되지 않았다. 330℃에서

는 산화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 3-1-40에 Auger 분

석결과를 보 다. Auger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Hp 1에서 Hp 4 시편으로 갈수록 산

화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면의 아연 농도는 Hp2 시편에서 가장 

컸다. Hp4 시편의 경우 표면 아연 농도가 크지 않았다. 330℃에서 오래 유지되어 

아연의 혼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41에 XPS 분석결과를 보

다. Fig. 3-1-42에는 아연이 10 ppb 용해된 환경에서 형성된 산화막에 한 XPS 

분석결과를 보 다. 산화막은 주로 Zn, Cr, Ni의 산화막이 조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라 . 고 찰

1차 계통을 모사한 360℃의 고온 고압 수 에 아연이 존재하면 Alloy 600 합 의 

1차 계통 응식부식균열 (PWSCC)을 억제하는 효과를 평가하 다. 아연 농도 0～50 

ppb 에서  아연 주입 화합물로서 zinc acetate, zinc borate, zinc oxide 등을 사용하

여 아연의 부식억제 효과를 평가하 다. 

아연 농도가 증가하면 PWSCC를 억제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Fig. 3-1-12는 

zinc acetate를 아연주입제로 사용하여 농도와 변형 속도에 따른 PWSCC 균열진

속도를 측정하여 부식 억제효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이 그림은 변형속도가 2.5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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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인 경우 아연농도가 10 ppb 일 때 7%, 아연 농도가 50 ppb 이면 81%정도 균열

진 속도의 감소효과를 보 다. 변형속도가 5x10
-7

/sec인 경우에는 아연이 10 ppb 

용해되면 균열진 속도가 64% 정도 감소하 고 50 ppb 용해된 환경에서는 87% 

정도 감소하 다. 다른 형태의 아연 화합물을 주입할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

다. Fig. 3-1-43에 시험결과를 보 다. zinc oxide가 주입되면 변형속도가 2.5x10
-7 

/sec인 경우 아연농도가 10 ppb일 때 30%, 아연 농도가 50 ppb일 경우 60%정도 균

열진 속도의 감소효과를 보 다. 변형속도가 5x10
-7

/sec인 경우에는 아연이 10 

ppb 용해되면 균열진 속도가 33% 정도 감소하 고 50 ppb 용해된 환경에서는 

65% 정도 감소하 다. zinc boate가 주입될 경우 변형속도가 5x10
-7

/sec인 경우에

는 아연이 10 ppb 용해되면 균열진 속도가 60% 정도 감소하 다. 아연 농도가 50 

ppb인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시험 결과로부터 zinc acetate가 주입되면 열  재료의 부식이 억제되

는 경향을 확인하 다.  아연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면의 PWSCC 면  비율이 작

아지고 균열진  속도도 감소하 다. 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식억제효과가 

증가하 다. 10 ppb 아연이 주입되는 경우도 아연 주입에 의해 부식이 억제되는 경

향을 보 으나 아연 농도가 50 ppb 일 때 부식 억제 효과가 하 다. 50 ppb 이

상에서는 아연 주입이 효과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연 화합물

에 따라 부식억제효과가 상이하 다. zinc acetate의 부식억제효과가 가장 우수하

다. zinc oxide와 zinc borate의 부식억제효과는 유사하 다. 

아연의 PWSCC 억제 효과는 아연이 Alloy 600합  표면 산화층의 구조를 변화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3-1-13  Fig. 3-1-17, 18을 보면 아연이 주입

되는 경우와 아연이 주입되지 않는 경우 산화물의 핵이 생성되는 메카니즘이 

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아연이 존재하면 최외각의 얇은 상의 산화물과 내부의 치

한 산화층으로 구성되는 반면 아연이 존재하지 않는 산화층의 경우 산화층의 표

면이 심하게 손된 구조를 가지고 단일층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아연은 산화층의 

상당한 깊이까지 침투하여 표면 산화층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

연이 주입될 경우 산화층의 두께가 감소하고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외부에는 페

라이트(ferrite)층, 내부에는 니크로메이트 (nichromate) 층이 형성된다. 아연이 니

크로메이트층에 침투하여 아연-크롬상을 형성하고 이 상에 의해 크롬이 안정화 하

여 응력부식 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연 주입은 이와 

같이 재료 표면 산화층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응력부식 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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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주입은 서두에 언 한 바와 같이 국내외 많은 PWR 원 에서 용 이거나 

용을 고려 에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수 에 아연이 존재하면 PWSCC 억제효

과가 있다. EPRI  국외 다양한 연구기 에서도 아연의 부식 억제 효과가 보고되

고 있는 이다. 추 후 국내에서 원  장에 아연을 주입할 경우, 방사선 감 측

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PWSCC 억제 측면을 고려하여 수화학 운  략을 수립하

는 것이 필수 이다. 이는 원 의 부식억제에 의한 건 성 확보뿐만 아니라 원  

운 의 경제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 . 요 약

원 을 모의한 고온고압 수 (360℃)에서 아연의 1차계통 응력부식 억제효과를 

평가하 다. 0～50 ppb 사이의 아연 농도 범 에서 아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연

의 부식억제효과가 증가하 다. 주입 아연 화합물로서 zinc acetate의 부식억제효

과가 가장 하 다[Fig. 3-1-44].  본 연구를 통해 PWR 수 에 아연이 존재하

면 1차 계통부식 (PWSCC) 억제효과가 있음을 실증 으로 확인하 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아연주입 수화학 운  의사 략을 수립 시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원  장에 아연을 주입할 경우, 방사선 감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PWSCC 억제 측면을 고려하여 아연을 주입량, 주입 방법 등을 최 화한 수화학 운

 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국내 원  장 용 시 PWSCC 억제효과를 해서는 

50 ppb 정도의 zinc acetate를 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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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차계통 틈새 환 경 제어   슬러 지  감  기술개발

1. 부식억제제 성 능 향 상  기술개발

가. 개요

재 가동 인 국내외 원 의 증기발생기에서 열  손상으로 인한 가동 단

과 함께 증기발생기 교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 의 가동기간이 

늘어나고 신규 원  건설에 따른 증기발생기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열  손상이 

일어날 확률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원  증기발생기 열 은 원자로 1차계통

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하여 2차계통 냉각수를 수증기로 만드는 열 달 과정을 수

행하며 1차계통 냉각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증

기발생기 기능상 가장 요한 열 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열 은 얇은 두께와 

넓은 표면 , 그리고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열  1차측과 2차측의 온도 차이에 

의한 가혹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특히 열 을 증기발생기에 고정시키기 한 

tube/tubesheet 확  부  는 튜  지지 에 냉각계통에서 발생한 부식생성물인 

슬러지와 열  사이에 틈새(crevice)가 생성된다. 냉각수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농도구배에 의해 틈새에 농축되는 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부식 환경과 함께 열  확 , 는 가동  열 에 가해지는 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류응력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이 발생하게 된다. 재 이러한 열  손상에 처하기 하여 기존 합  

600 계열의 열 을 부식 항성이 뛰어난 합  690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많은 

원 에서 아직 합  600 계열을 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증기

발생기 열 을 교체하기 해서는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에 한 경제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합  690 열 인 경우 합  600 보다 열 달 효율성과 기계  특성

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재 증기발생기의 가동 기간 동안 열  손상

으로 인한 막음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열  검사와 리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동 인 원 에서 증기발생기의 열  건 성을 

향상시키기 해 냉각계통에 한 수화학  운 제어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증기발생기로의 부식생성물 등 불순물 유입 억제, 환원성 분 기 

유지, Cl 이온 첨가에 의한 몰비유지(Molar ratio control, MRC), 하이드라진 농도 

조 , 붕산 등 부식억제제 용 등이 재 원 에서 용 시험되고 있다. 본 연구는 



- 31 -

이러한 증기발생기 열 의 건 성을 향상시키기 한 수화학  제어기술의 하나

로서 부식억제제를 용함으로써 열 의 응력부식균열 손상을 억제하여 증기발

생기 가동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 원 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  재

료들에 해 고온에서 용할 수 있는 부식억제제 후보물질들에 한 SCC 억제 

성능과 틈새 용 가능성에 한 시험을 실시하 으며, 이  TiO2에 해 나노화 

기술을 용하여 SCC 억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시험 평가를 수행하 다.

나 . 증 기발생 기 2 차측  응력부식손 상 의  수화학  처 방 안  고 찰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합  600 열 의 IGA/IGSCC가 빈번히 발견된다. 이러

한 증기발생기 열 의 IGSCC는 고온  tube/tube support plate의 틈새와 같이 

이온들의 농축 는 제한된 물질 달 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원 에서 인출된 

열  검사결과들은 주로 IGA, IGSCC의 2가지 형태의 입계 균열 형태가 많이 찰

되고 있다[3-2-1]. SCC와 기화학  향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합 의 분

극곡선에서 IGA는 활성 역(active region), IGSCC는 활성-부동태(active- 

passive) 천이 역에서 많이 발생한다[3-2-2]. 미세구조상에서 IGA에 취약한 부분

은 다 으로 상호 연결되어 겹치는 결정립계 역이며, IGSCC는 하나의 경계면이 

결정립계를 넓게 분리하면서 침투해 들어가는 역이다. 입계의 향은 IGSCC라

는 입장에서 보면 합 원소의 불균일 편석을 유발한다는 단 과 소성변형시 

를 방출시켜 불균일한 응력을 경감시키는 장 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염기성 수

용액의 IGA, IGSCC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1) 입계에서의 합  불순물의 

편석, 2) NiS와 PbO에 의한 오염, 3) 강염기 환경에서 Cr과 Fe의 선택  용해 4) 

산화물(CuO)에 의한 양극 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재 원  냉각계통의 2차측 수화학의 가장 요한 목표는 IGA/IGSCC 등 열

의 부식으로 인한 손상 억제이며, 이를 해 부식 환경이 조성되는 틈새에서의 

화학  분 기를 조 할 수 있는 수화학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보통 합  600 

재료는 300℃ 온도에서 pH 5 이하의 산성과 10 이상의 염기성 수화학 조건에서 응

력부식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열  손상에 해 열  재

료의 개선, 증기발생기 내구 구조를 변경, 수질조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

구되어 왔다. 재료 인 측면에서 합  600의 열처리를 통한 미세구조의 조 로 응

력부식 항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TT(thermal treatment)처리를 들 수 있다. 

TT열처리는 합  600 재료의 입계에서 Cr 원소의 감소를 억제하고 입계의 탄화물 

석출 거동을 변화시켜 재료의 내식성 향성을 도모한다. 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부식 항성 향상을 해 Cr 양을 증가시킨 합  690을 개발하여 합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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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을 체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응력부식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

를 제거하기 한 노력으로 틈새가 막 서 과열되는 것을 막기 하여 용된 끝

이 뾰쪽한 지지 (broached support plates), 유량분배 (flow distribution baffle) 

등과 같은 설계 개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재 가동 

인 발 소의 증기발생기에 해 용하기에는 매우 제한 이며 증기발생기 설계개

선 는 열  재료를 교체한 후에도 틈새는 존재하게 되며 원  수명이 증가하

고 출력을 높이는 추세에 비추어 냉각 계통 자체의 건 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부식에 한 수화학  처 방안 연구는 매우 요하며 장기 으로 원 의 안 성 

는 가동 효율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 분 기의 수화학  처리기술  부식억제제 용 연구에 해 

간략하게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A V T ( A l l  v o l a t i l e  t r e a t m e n t )

기의 가압경수로(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증기발생기 열  재료는 

austenitic stainless steel 합 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냉각수 에 존재하는 소량의 

Cl- 이온에 해서도 SCC가 발생하는 문제 이 발견되어 1960년 에 이들 재료는 

Ni을 기본으로 조성된 합  600 열 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염기성 불순물이 

증기발생기 열 과 슬러지 사이의 틈새에 농축될 경우 합  600에서 IGA/ 

IGSCC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 졌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  후반부터 1970

년  반 사이에 부분의 PWR에 해 인산염 수화학 처리법(phosphate water 

chemistry)이 용되었다. 인산염은 보통 강한 염기성 는 산성의 분 기를 완충

(buffering)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산염 처리는 산성의 특성을 갖

는 인산염 성분으로 인해 열 의 손실(wastage)을 유발한다는 것이 밝 졌다. 

이 때문에 1970년  후반부터 부분의 PWR 발 소에서 인산염 수화학 처리 방식

이 AVT(all volatile treatment) 방법으로 바 게 된다. AVT는 하이드라진과 암모

니아를 첨가하여 2차측 냉각수 의 용존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환원성 분 기를 유

지하는 방법이다. 일반 으로 열  재료의 2차 냉각계통에서 IGA/IGSCC 발생과

정과 성장은 국부 인 기화학  (local electrochemical potential, ECP)에 큰 

향을 받는다. 가동 인 원 에서 증기발생기 틈새내의 ECP는 아직 정확히 측정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틈새에서의 수화학 환경을 환원성으로 유지하기 하여 용

존산소에 해서 어느 정도의 하이드라진이 필요한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 하

이드라진을 용하는 부분의 발 소에서는 100 ppb 이상의 하이드라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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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2-3]. AVT 방법은 하이드라진과 암모니아의 강한 휘발성 때문에 증기

발생기 틈새의 pH 완충 능력이 하되며 냉각수 증발과정에서 불순물이 농축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식생성물이 증기발생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 2 )  몰 비  조 ( M o l a r  r a t i o  c o n t r o l ,  M R C )

재 원자력발 소의 냉각수 의 불순물 제거 기술의 개선으로 부식인자의 증

기발생기로의 유입은 상당한 수 으로 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denting과 

pitting 등 일반 인 부식손상은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아직 열 의 IGA/ 

IGSCC를 억제 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각수의 몰비 조  

기술은 틈새에서의 pH가 균열 발생  성장에 요한 역할을 하며, 냉각수 에 산

성원소와 염기성 원소의 비를 조 함으로써 틈새 분 기의 pH를 원하는 값으로 제

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고안된 틈새 수화학 제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몰비 조 은 ammonium chloride를 첨가하여 Na/Cl의 비가 낮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가동 에 IGSCC가 발생한 발 소의 가동 기간 동안 Na/Cl 비율은 1 

이상이었음이 밝 졌다. EPRI guideline[3-2-4]은 각 발 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으로 Na/Cl 몰비를 0.5로 제시하며, Cl- 이온의 농도는 정상 

가동시 5 ppb 이하가 되도록 한계 농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Braidwood 1 발

소의 경우 낮은 몰비에도 불구하고 IGA/IGSCC가 발생하 으며, 몰비와 증기발생

기 열  손상과의 계에 해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다.[3-2-5]

( 3 )  붕 산 처 리 ( B o r i c  a c i d  t r e a t m e n t ,  B A T )

재 증기발생기 2차측 IGA/IGSCC 억제제로 붕산(Boric acid)이 많이 실험되어 

왔고, 가동 인 발 소에도 리 용된 바 있다. 여러 실험 결과에 의하면 붕산의 

첨가는 합  600에 한 IGA/IGSCC의 발생  성장을 효과 으로 억제한다는 것

을 입증하고 있다[3-2-6]. 붕산이 SCC를 억제하는 과정은 정확히 밝 지진 않았으

나, 염기성 분 기를 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재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산화막이 생

성됨으로써 SCC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NaOH 용액에서 붕산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Na2B4O7이 발생한다[3-2-7].

2NaOH+4H3BO3 → Na2B4O7+7H2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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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a2B4O7은 염기성을 띄는 물질이지만 Na2B4O7 용액에서 IGA/SCC 가 발

생한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이 화합물이 염기성 분 기에서 304 스테인 스강의 

SCC를 효과 으로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도 있었다. 

고온에서 붕산에 의한 산화막의 형성은 다음과 같다.

4Fe3O4+H3BO3+6H2O → 2Fe3BO5+3Fe2O3․3H2O ............................(2)

6Fe3BO5+22H3BO3 → 4Fe3B7O13․OH+3Fe2O3․3H2O+22H2O .......(3)

 반응에 의해서 붕산은 magnetite와 반응하여 hulsite(Fe3BO5)와 boracite 

(Fe3B7O13․OH)를 생성함으로써 탄소강의 양극용해를 억제한다. 지 까지의 발

소 용 경험에 의하면 붕산은 틈새가 염기성 분 기일 때 침 물에 의해 부 

는 부분 으로 폐된 경우에도 효과 으로 부식균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 졌

다. 그러나 틈새의 pH가 성 는 산성 분 기로 될 경우 붕산은 균열 억제 효과

를 잃게 된다. 이는 pH가 낮아질수록 붕산의 휘발성이 증가하여 틈새에서 축 이 

안 되고, 붕산의 완충작용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험에 의하면 pH가 낮아질

수록 산화막에서 boron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6]. 붕산처리(Boric 

acid treatment, BAT)는 1995년 재 미국 PWR 발 소의 약 30%가 용하고 있

다[3-2-8]. BAT 용에 있어서 증기발생기 가동  붕소의 농도는 약 5-10 ppm을 

유지한다. 실험실 으로는 붕산이 SCC의 발생뿐만 아니라 균열이 진행되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으나 실제 가동 의 증기발생기에 한 용

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IGA/SCC가 있을 경우 이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3-2-9]. B. P. Miglin의 SCC 실험에서는 붕산 농도가 310 g/ℓ 

이상인 경우 SCC가 억제되는 것을 찰하 다. 이는 염기성 실험 용액에서 NaOH

와 반응하여 Na2B4O7을 형성함으로써 산화막 표면을 성화시킴으로써 SCC를 감

소시키는 효과이며 model boiler 실험에서도 붕산처리는 caustic 환경에서만 효과

가 있었고 산성 는 성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산화막 등으로 닫힌 틈새에서도 

붕산 침투가 찰되어 IGSCC 감소 효과를 보여 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 4 )  부식억제제

부식억제제의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향을 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용해 균열과 한 계가 있는 active-passive 천이 역을 변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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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계 균열과 grain boundary에서의 비균일 화학조성을 경감.

  3) 부식 를 균열 발생 역 밖으로 옮김

  4) 양이온이 산화막을 통하여 수용액으로 용해되는 것을 임

이러한 부식억제제로 연구되고 있는 물질은 TiO2, TyzorLA 등과 같은 Ti 화합

물과 Ce 는 La이 첨가된 B(붕소) 화합물 등이 있다[3-2-10～13]. 지 까지 많이 

연구되어온 Ti 화합물들로는 TiO2, TiO2-SiO2 sol-gel, Titanium boride, Titanium 

chelate(TyzorLA) 등이 있으며 이  TiO2는 백색의 결정으로 녹는 이 1840℃이

며, rutile, anatase, brookite 3가지 형태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Anatase는 결

정단 와 결정단 가 꼭지 끼리 연결되어 있는  결정 구조이고, rutile은 결

정단 끼리 측면모서리로 연결되어 있는 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Rutile은 

anatase에 비해 결정구조가 안정되어 있어 경도, 비 이 높다. 한 결정구조의 차

이에 의해 학  특성도 차이가 있으며, 빛의 굴  정도가 달라 으로 볼 때의 

색상도 다르다. Ti 복수기의 향으로 증기발생기 슬러지에서 rutile 형태의 TiO2가 

많이 찰되나 이러한 rutile TiO2는 SCC 억제에 큰 효과가 없으며 변형된 

octahedra 구조인 anatase가 SCC 억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14]. 이러한 Ti은 주로 4가 이온으로 산화되며 Ti
4+

 이온이 물과 반응하여 

Ti(OH)4-2H2O 화합물을 구성하며 Ti 화합물 첨가시 록색 산화물이 표면을 덮고 

산화층 결합이 매우 느슨한 양상을 띠게 된다. SEM 찰결과에 따르면 anatase의 

경우 broken glass, TiB2의 경우 crushed paper 형상으로 나타난다. TiO2는 성과 

산성의 물에서 거의 용해되지 않으나 염기성 용액에서 미량 용해되며 TiO2의 용해

도는 화학  는 열역학  상태에 따라 변한다[3-2-15].

Degussa에서 제조된 TiO2는 water leaching으로 제거 가능한 미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유효 입자 크기는 0.06 ～ 0.2 ㎛, 단  면  50 ㎡/g를 갖는다. 물

과의 혼합으로 콜로이드 분산이 되며 약간의 교반으로 부유 상태를 유지한다.

 TiO2-SiO2 sol-gel(Rockwell International)은 44%의 수분을 함유하며 TiO2 1몰

당 SiO2 1몰을 갖는다. Sol-gel 제조과정에 첨가한 염산으로 인하여 최  공 된 

제품에는 염화이온을 함유하고 있으며 상온에서 물에 여과 후 건조 분쇄 과정이 

필요하다.

J. Daret[3-2-14] 등의 model boiler 실험결과 Ti 화합물의 졸겔 처리는 Ti이 증

기발생기 틈새로 효과 으로 침투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열린 틈새에서 

precracked tube에 한 SCC 평가 실험에서도 virgin tube와 같이 졸겔 처리시 

bulk 수용액에 1%, 틈새내부에 0.5% 농도가 찰되어 침투 특성에 큰 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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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얻었다. EPRI[3-2-15]에서 수행한 부식억제제의 원  용 실험에서 

TiO2-SiO2 sol-gel의 경우 량 공 원이 없고 불순물의 농도를 낮추기가 어려워 

부식억제제 장 용을 한 선정단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Dupont사 고유 제품인 TyzorLA는 ammonium salt of lactic acid titanium 

chelate(50% 수용액 함유)이며 상온에서 안정한 액상의 화합물이다. 270℃에서 

TyzorLA를 노출시킨 결과 모든 lactate가 분해되어 Ti와 48～73%의 농도를 갖는 

유기성분(acetate)으로 분해된다. 부식억제제로서의 TyzorLA는 취출시 높은 양이

온 도도가 단 으로 작용하나 액상이기 때문에 냉각계통에 주입이 용이할 것으

로 상된다.

Cerium은 +3가 상태로 이온화 되며 열역학 으로 안정된 역이 크기 때문에 Ti 

보다 높은 용해성을 갖는다. TiO2를 첨가한 경우 ilmenite의 형성으로 인한 tube 

fouling 상이 찰 되지만 CeB6와 LaB6의 경우 시편 표면에 침 물이 고 산화

막 두께가 얇다. 

* 원  응용 연구 사례

Prairie Island 1호와 Point Beach 2호기에 부식억제제 장 용 시험이 수행된 

바 있다[2-1-16]. 1993년 Prairie Island 1호에 5일간 TiO2-SiO2 sol-gel, 2일간 

TiO2, 17시간동안 TYZOR를 주입하 고 Point Beach 2호기에 TiO2를 주입하 다. 

TiO2는 발 소 수화학 상태에 향이 크지 않았고 최하 5 ppb의 농도가 유지되어

야 한다고 단하 다.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Ti는 부분 입자 상태 으며 이온교

환 수지에 검출된 양이온, 음이온의 양은 무시할 수 이었다. Prairie Island 1호기

에서는 sol-gel 첨가에 따른 수화학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Titanium 

chelate 첨가시에 양이온 농도가 격히 높아지고 유기산 농도의 상승이 찰되었

다.

(가) Prairie Island 1호기

- 1994년 5월에 16번째 재장  기간동안 TYZOR 주입.

- 틈새 flushing 기간에 붕산과 함께 Degussa TiO2 주입.

- TiO2-SiO2 sol-gel (1 : 1 mol); 가용성 silica와 불용성 TiO2로 분해.

- TiO2 (Degussa); ～ 99.5% TiO2, 0.06 ～ 0.2 μm의 지름을 갖는다.

- TYZOR (50% 농도); 상온에서 안정. S/G 온도에서 TiO2와 유기산(아세트산)

으로 분해됨.



- 37 -

- 수 내 목표 Ti 농도를 0.3 ～ 0.6 ppb로 설정 (일일 TiO2 주입량 : 40 ~ 80 

g) Titanium의 거동을 잘 악하기 해 기 설정치인 붕산의 농도를 7 ppm

에서 1 ppm 이하로 낮춤.

- sol-gel 주입시 silica 농도의 증가가 찰됨.

- TiO2 주입시 수화학  주요 인자들의 변화가 찰되지 않음

- TYZOR 주입시 양이온 도도와 유기산 농도가 격히 증가함.

(나) Prairie Island 2호기

- 1993년 10월, 15번째 재장  기간에 32 g/day, 2.2 g/day의 속도로 TiO2 주입 

하 고, sludge에 TiO2 0.02% 함유한 것으로 분석됨.

- 시동  틈새 flushing 기간에 붕산과 아울러 Degussa TiO2 첨가, 최종 으로 1 

ℓ의 TYZOR 주입 (acetate의 농도 증가)

(다) Point Beach 2호기

- 수내 목표 Ti 농도를 0.6 ppb로 설정, 3주간 Degussa TiO2 주입.

- TiO2가 iron oxide와 마찬가지로 입자 상태이면 80%의 비율로 잠복이 상됨

(라) Callaway 1호기

- 틈새 세정  시동시에 억제제 투입.

- 1995년 반에 TiO2 주입 계획.

- 증기발생기 화학세정 후에 3 pound의 TiO2 주입.

(마) Ringhals-3 원  TiO2 주입

- 1995년 Ringhals-3에 TiO2 주입.

- Degussa anatase를 4 개월 주입 후 Ti 1 ppb 검출.

- Deposits

- Free span: < 2 wt % Titanium, 20 ～ 60 % porosity

- Crevice: No Titanium, 10 ～ 20 % porosity

(바) 고리1호기

-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염기성 IGA/SCC를 억제하기 해 1995년에 고리1호기

에 100 ppm-TiO2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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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150°C에서 100 ppm-TiO2 + 30 ppm-H3BO3로 Flushing

- 온도 260°C에서 100 ppm-TiO2 +150 ppm-N2H4 로 Soaking.

다 . 부식 억제 후 보  물 질 들 의  S C C  억제 특 성  평 가

원  증기발생기 열 의 응력부식 손상에 처하기 한 방안으로 부식 억제 

특성을 갖는 화합물들을 첨가하여 고온의 염기성 분 기에서 열 의 응력부식억

제에 용하는 시험을 실시하 다. 여러 가지 부식억제제 후보 물질들의 응력부식 

항성을 연구하기 하여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합  600 계

열과 합  690 그리고 합  800 재료에 한 SCC 시험평가를 수행하 다. 

( 1)  응력부식억제제 R U B  S C C  시 험 평 가

( 가)  실 험 방 법

여러 가지 응력부식 억제 후보 물질들에 한 고온 SCC 항성을 평가하기 하

여 RUB 시편을 이용한 SCC 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 재료로 합  

600 MA(meal annealed), TT(thermally treated), HTMA(high temperature meal 

annealed), 합  690 TT, 합  800을 사용하 다. 각 재료의 물리  특성  화학  

조성은 Table 3-2-1, 2와 같다. 균열 생성을 진하기 해 설계된 변형된 RUB 

(modified reverse U-bend) 시편의 자세한 규격은 Fig 3-2-1에 나타내었다. 시편 

재료는 열  길이방향으로 단한 후 게이지 길이 25 mm가 되도록 인장시편 형

상을 가공하고 인장시험기로 상온에서 20%정도 변형되도록 하 다. 튜  바깥 방

향으로 굽힌 후 합  600과 합  690 시편에는 합  600으로 제작한 볼트와 트를 

체결하 고 합  800 시편에는 같은 재료로 제작된 볼트와 트를 체결하 다. 시

편의 연을 해 시편과 볼트 사이에 산화 지르코니아 와셔를 제작하여 연결하

다. 시험 용액은 증류수에 수산화나트륨(NaOH) 10%를 첨가한 염기성 용액을 사용

하 다. Ni-200 합 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에 315℃ 온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각 

열  재료의 RUB 시편을 장입하여 SCC 항성을 실험하 다. 모든 실험은 시험 

시작 에 3시간 질소 퍼징을 통해 수용액 의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실험을 실시

하 다. 실험에 사용된 TiO2는 Degussa P25 제품의 분말형태로서 주요 성분  특

성은 Table 3-2-3과 같다. Dupont 제품인 TyzorLA는 Dihydroxybis(Ammonium 

lactato) titanium 50%와 수용액 50%로 혼합된 액상 제품으로 상온에서 안정한 성

질을 가지고 있다. 270℃에서 TyzorLA를 노출시키면 모든 lactate가 분해되어 Ti

과 48～73% 농도의 유기성분(acetate)로 분해된다. Anatase form titanium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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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 JUNSEI chemical 제품으로 extra pure 98.5% 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입자크기는 0.3～0.4 μm이다. CERAC in. 제품인 CeB6는 Ce 68%, Al 0.02%, Fe 

0.03%, Ti 0.02%, Ca <0.01% 성분으로 구성되며, Fisher size(APS)로 4.03 μ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SCC 실험 도  일정한 간격으로 실험을 단한 후 시편을 

출하여 입체 학 미경으로 시편을 검사하 다. 검사가 끝난 시편  SCC가 발견

되지 않은 시편은 다시 압력용기에 장입하여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

다. SCC 실험 후 균열이 발생한 시편은 단면을 단하여 5% 질산용액에서 해

에칭을 하 고 학 미경으로 균열 형태(crack morphology)를 찰하 다. 

( 나 )  실 험 결 과   고 찰

10% NaOH 용액에서 수행한 기  실험 결과와 함께 여러 가지 부식억제제를 첨

가 했을 때 응력부식균열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Fig. 3-2-2에 도시하 다.  첨

가제를 용하지 않았을 때 모든 합  600 합 에서 40일 시험 기간 에 균열이 

발생하 으며, 합  800은 30일과 60일에 각각 시편 1 개씩에서 SCC가 발생하

다. 합  690 TT에서는 60일 실험 기간 동안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

여 TiO2(P25)를 첨가한 실험에서는 합  600 MA 재료 시편 2개  1개의 시편이 

균열 발생기간 50일로 약 20% SCC 발생이 지연 되었으며 합  600 TT는 60일과 

90일에 각각 한 개의 시편에서 균열이 찰되었다. 합  600 HTMA 시편도 2개 모

두 균열이 발생한 기간이 50일로 첨가제가 용되지 않은 기  시험 결과에 비해 

약 20% SCC 항성 향상이 찰 되었다. 합  800은 60일에 1개, 80일에 1개씩 균

열이 찰되었으며, 합  690 TT에서는 90일 이상 실험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

다. CeB6를 첨가한 실험결과에서는 합  600 MA 재료는 50일과 60일에 각각 1개

씩 시편에서 균열이 검출되었으며, 합  600 HTMA 재료 1개 시편에서 70일 검사

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HTMA 1개 시편과 합  600 TT, 합  690 TT 

시편들은 100일 시험 후에도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합  800 재료는 20

일과 30일 시험에서 각각 시편을 통한 SCC 균열이 발견되었다. 재료 성분을 비

교했을 때 합  800은 합  600 는 합  690에 비해서 Fe 성분 비율이 상 으

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CeB6의 SCC 발생 기간이 감소되는 상은 철 성분이 높은 

다른 냉각계통 배 들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CeB6를 SCC 억제제로 사용하기 해서는 열  이외의 재료에 한 SCC 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고순도 anatase form TiO2는 Alloy 800을 제외한 

모든 Alloy 600 시편에서 40일 만에 균열이 발생하여 SCC 억제 효과가 거의 없었

으며 TyzorLA를 첨가 했을 때도 부분의 열  재료가 40일 는 50일만에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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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발생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LaB6를 첨가한 경우 합  600 MA와 

HTMA는 40～60일 사이에 균열이 찰되고 합  600 TT에서는 60일 시험기간 후

에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합  800은 50일 후 모두 SCC 균열이 찰되었다. 

종합 으로 단할 때 TiO2(P25)는 합  600에 해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CeB6와 LaB6 첨가제에 비하여 SCC 억제 효과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열  재료에 해서 안정 으로 SCC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3-2-3은 첨가제가 없는 10% NaOH 기  실험에 의한 SCC 균열 발생 시편

의 단면 사진이다. 합  600 재료는 모두 입계응력부식균열(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균열 형상이며, 합  690 TT는 입계균열과 입내균열

(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TGSCC)이 섞여 있는 형태를 보여

다. Ti 화합물인 TiO2(P25)와 TyzorLA를 첨가했을 때 결과인 Fig. 3-2-4와 Fig. 

3-2-5 균열 단면 사진들도 합  600과 합  800의 균열 양상은 모두 입계균열인 

IGSCC로 진 됨을 보여 다. Fig. 3-2-6은 부식억제제를 첨가하지 않은 10% 

NaOH 기  수용액에서 수행한 SCC 시험 결과 RUB 시편 표면을 확  촬 한 사

진들이다. 부분 시편의 표면은 비교  얇은 산화막으로 덮여 있어서 균열이 발생

했을 때 육안으로 잘 찰된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합  600 TT를 제외한 모

든 시편에서 시편을 구부릴 때 발생하는 응력과 직각 방향인 열  원주 방향으

로 균열이 진 되었으나 합  600 TT 재료는 시편에 가해지는 하  응력과 평행

한 시편 길이방향으로 균열이 진행하는 차이 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첨가제 실

험에서도 합  600 TT만 다른 방향으로 균열이 진행하 다. Fig. 3-2-7은 TiO2 

(P25)를 첨가했을 때 시편 표면의 모습이다. 모든 시편의 표면은 두꺼운 산화층으

로 덮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세균열이 발생했을 때 검출해 내기가 쉽지 않았고, 

TiO2 농도에 따라 산화막 두께가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원  증기발생기 

열 에 TiO2가 주입되게 되면 열  표면 산화막 두께가 두꺼워지는 상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향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eB6를 첨가했을 때 시편 표면사진은 Fig. 3-2-8과 같다. 모든 시편 표면에 택을 

띠는 얇은 산화막이 형성되었으며, 합  800 재료의 시편은 균열이 30일 이내의 실

험 기간 동안 시편 두께를 완 히 통하 음을 보여 다. TiO2 첨가로 인한 산화

층 성분 변화를 찰하기 하여 합  600 재 시편을 72시간동안 150℃ 온도에

서 1% NaOH용액에 TiO2를 넣지 않은 경우와 2 g/L를 넣고 부식실험 한 후 AES 

분석을 통해 Fig. 3-2-11와 같은 성분 분포를 얻었다. TiO2의 첨가로 산화막 바깥

으로 갈수록 Ti 성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산화층 성분 구성비에서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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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감소한 것을 보여 다. Fe와 Cr 성분은 TiO2 첨가에 의한 향이 크지 않

았다. 1% NaOH 실험용액에 CeB6를 2 g/L 첨가하여 72시간 동안 150℃ 온도로 장

입 시험한 후 시편 표면성분을 AES로 분석한 결과는 Fig. 3-2-12와 3-2-13과 같

다. 비교를 해 10% NaOH 용액에서 50일 동안 315℃ 온도로 SCC 실험하 던 

RUB 시편의 AES 표면 분석 자료를 함께 나타내었다(Fig. 3-2-12(b)). 고온에서 

장기간 실험하 던 RUB 시편의 표면에는 상 으로 얇은 산화막이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AES 분석을 통해 Cerium은 검출할 수 없었고 RUB 시편표면에서 

약간의 Boron이 검출 되었으나 그 양은 크지 않았다. D. H. Hur[3-2-17] 등은 31

5℃ 온도의 10% NaOH 염기성 분 기에서 C-ring 시편으로 SCC 실험을 실시하

는데 시편 표면을 AES로 성분분석한 결과 CeB6 첨가로 산화막에서 Cr 성분이 증

가함을 찰하 고 이를 통해 SCC 항성이 향상 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 다 )  결 론

증기발생기 열  재료인 합  600 MA, TT, HTMA, 합  800에 한 응력부

식억제제 용성을 mRUB 시편을 이용하여 315℃온도의 10% NaOH 용액에서 비

교 평가하 다. 부식억제제 후보물질로 TiO2(P25)와 TyzorLA, TiO2(anatase 

form), CeB6를 첨가하 고 이  TiO2(P25)와 TyzorLA, CeB6의 SCC 억제 효과가 

입증 되었으나 순수 anatase form TiO2는 SCC 억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 CeB6를 

첨가했을 때 합  600 재료들의 SCC 억제 효과가 가장 좋았으나 합  800에 해

서는 오히려 SCC를 진시키는 부작용을 보 다. 같은 Ti화합물인 TiO2(P25)와 

TyzorLA는 모든 시편의 SCC 항성이 증가하 으나 상 으로 TiO2(P25)의 효

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iO2(P25)를 비롯한 Ti-화합물의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틈새에서 발생하는 균열에 어느 정도까지 향을 미

칠 수 있는지 불확실 하고 열  표면에 두터운 산화막을 형성되는 것이 찰 되

므로 이에 따른 문제 을 극복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  틈새  침 투  실 험 ( s t a t i c )

( 가)  실 험 방 법

여러 가지 부식억제제의 틈새침투 특성을 알아보기 해 Fig. 3-2-9, 3-2-10과 

같이 Alloy 600 상 시편에 여러 크기의 간격을 갖는 틈새를 모사한 시편을 고안

하여 제작하 으며 시편 틈새 간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와이어 방  가공 

방법을 사용하 다. 시험 후 부식억제제의 침투 정도는 AES(Auger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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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 분석으로 해석 하 다. AES 분석 치는 시편 설계도인 Fig. 3-2-9

에서 틈새 입구에 해당하는 A-A 선으로부터 2.5 mm 이내 역을 'edge'로 표시하

고 시편내부 간 부분을 ‘middle'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면 성분을 분석하

다. 부식억제제 침투 특성 시험을 해 1 gallon 용량의 압력용기에 순수로 제

조한 1% NaOH 용액에 부식억제제를 첨가하여 150℃ 온도에서 72 시간 장입시험

을 하 다. 침투실험 후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하여 시편을 

low speed diamond saw를 이용해서 Fig. 3-2-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edge부분과 

middle부분으로 나 어 각각 단하 다. 단된 시편의 크기는 5 ㎜ × 5 ㎜정도이

고, 분석 치는 Type 1 시편의 경우 바깥쪽(Fig. 3-2-13의 A-A line)으로부터 

edge가 2.5 ㎜, middle이 22.5 ㎜에 해당된다. 단 시에는 시편의 산화막이 오염되

는 것을 방지하기 해 윤활유 신 Junsei Chemical사의 Decane(CH3(CH2)8CH3)

을 사용하 으며, 단 후 분석할 시편 표면을 흐르는 물로 약간 세척하여 이물질

을 제거하 다.

Ti 화합물의 틈새 침투 특성시험은 1 gallon의 Ni재료로 된 압력용기에 순수로 

제조한 1% NaOH 수용액에 TiO2와 TyzorLA를 각각 0.2 g/ℓ과 2 g/ℓ를 첨가하

여 실험온도 150℃로 72시간 시험 후 AES를 이용하여 산화막 성분을 분석하 다. 

Crevice Flushing 향실험은 같은 실험용액 조건으로 150℃ 도달 후 72시간 유지

한 경우와 150℃ 도달 후 1시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후 crevice flushing(1 bar 

drop)을 4회 실시 후 총 72시간 유지한 경우로 그 조건을 달리하 다. 

Crevice Flushing 차는 다음과 같다.

  ① Furnace on. 

  ② 150℃ 도달 후 60분유지(안정화). 

  ③ Crevice Flushing 실시(1bar drop).

  ④ 45분유지(압력회복  안정화). 

  ⑤ 차 ③, ④ 단계 3회 추가 반복(총 4회). 

  ⑥ 72시간 유지(150 ℃ 최  도달 후 유지한 시간). 

  ⑦ Furnace off.

Crevice flushing을 할 때 압력이 1 bar 떨어지는데 소요된 시간의 차이를 달리 

하여 다음과 같이 CF 1과 CF 2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 w/o CF : without crevice flushing.

- CF 1 : 1 bar drop in 18 min. crevice flushing 4 times.

- CF 2 : 1 bar drop in 15 sec. crevice flushing 4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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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 분석 장비는 VG Scientific사 micro lab 310D model을 사용하여 시편 깊이

에 따른 산화막의 성분 변화를 찰하 다. 수직분포 분석(depth profiling)은 시료 

표면에 에 지가 큰 불활성기체로부터 발생시킨 양이온(Ar
+

)을 충돌시킴으로써 표

면의 깊이에 따른 조성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AES 분석  자빔의 압은 

10 KeV를 사용하 고, sputtering rate는 SiO2 기 으로 1.6 Å/sec인 조건에서 이

루어졌다. 시료 표면의 particle과 바닥 부분에서 wide scan(약 20 Å)을 실시하

고, 비교  particle이 은 부 (분석면  20 ㎛ × 20 ㎛)에서 분석을 실시하 다. 

침투실험에 의해 형성된 산화막의 부식 를 측정하고, 양극분극 곡선의 거동을 

찰하 다. Crevice flushing등 가동조건의 변화에 의한 부식 의 변화를 측정

하기 하여, 침투실험에서 실시하 던 각각의 조건(w/o CF, CF 1, CF 2)으로 시

간에 따른 부식 (Open Circuit Potential, OCP)를 측정하 다. 증류수로 제조한 

1% NaOH 수용액에 TiO2 2 g/ℓ를 첨가한 용액으로 150℃ 온도 환경에서 합  

600 재료의 양극분극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시행되었는데 

첫째 조건은 조건변화 없이 수용액 온도를 150℃까지 올린 후 1시간 동안 수용액

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다음 양극분극 곡선을 얻은 것이고, 둘째 조건은 실험 에 

99.99%의 질소가스로 1시간 동안 탈기한 뒤 수용액의 온도를 150℃까지 올려 1시

간 동안 수용액의 안정화 시간을 거친 후 양극분극 곡선을 얻은 것이다.

( 나 )  실 험 결 과   고 찰

침투실험을 수행한 틈새시편  틈새간격이 0.05 ㎜, 0.2 ㎜, 0.5 ㎜, 1.0 ㎜인 틈새

시편을 AES 분석하 다. 그 분석결과를 크게 틈새간격에 따른 침투특성과 가동조

건에 따른 침투특성으로 나 고 세부 으로 ‘edge’부분과 ‘middle’부분, ‘edge’에서 

‘middle’로의 침투특성으로 구분하 다. 각 세부부분은 (1) 최  Ti분율, (2) 산화막

의 두께를 그래 로 표 하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비교할 자

료로 TiO2를 넣지 않은(나머지 실험조건은 w/o CF와 동일) 1% NaOH 수용액에서 

조건변화 없이 150℃ 온도에서 72시간 유지 후 AES분석을 하고[Fig. 3-2-11(a)] 

이를 ‘base metal’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를 보면 Ti의 최  atomic%가 1～2% 정

도로 나타났다. 한 성분비로 표 한 최  Ti분율 즉, [Timax/(Timax + Cr + Fe + 

Ni)] × 100은 2%이하이다.  하나의 비교 자료로는 1% NaOH 수용액에 TiO2 2 

g/ℓ을 첨가한 분 기에서 시편의 조건을 틈새시편이 아닌, 수용액에 완 히 노출

된 상태로 용액 조건변화 없이 150℃에 도달하여 14일간 유지(나머지 실험조건은 

w/o CF와 동일)한 후 AES 분석하여 Fig. 3-2-11(b)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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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면 최  Ti atomic%가 30% 정도이고, 최  Ti분율은 66.7% 다. 이 두 자

료는 각 가동조건과 틈새간격에 따른 Ti 침투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기본 값들로 

사용하 다. 앞에서 언 한 바 있는 Fig. 3-2-12와 Fig. 3-2-13은 1% NaOH 용액 

150℃ 온도에서 CeB6를 첨가했을 때 합  600 시편 표면을 AES 분석한 결과이다. 

참고로 10% NaOH 염기성 분 기에서 315℃ 온도로 SCC 실험한 시편 표면의 성

분 분포를 Fig. 3-2-12(b)에 같이 나타내어 비교해 보았다. 두 조건에서 온도와 

NaOH 농도에 따라 산화막 성분이 크게 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틈새 크기와 

깊이 등 조건에 따른 산화층 성분 변화의 특이 은 크지 않았다. Fig. 3-2-14는 틈

새시편에서 인 으로 틈새를 가공하지 않고 볼트로 체결되어 속 표면의 거칠

기에 의한 극히 미세한 틈새만이 존재하는 부분(closed)을 각 가동조건별로 분석한 

산화층 단면 성분 분포도 변화이다. 최  Ti atomic%가 략 6～8% 정도인데, 이

를 최  Ti분율만 비교해 보면 Fig. 3-2-15와 같이 8～12%정도로 base metal에 비

해 상당한 양의 Ti 침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닫힌 부분의 산화막 두께를 

sputtering time으로 표 하면 략 400 ～800  정도로 틈새 처리 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거의 없었다[Fig. 4-2-16]. Cr의 거동을 살펴보면, 모든 가동

조건(w/o CF, CF 1, CF 2)에서 sputtering time이 시작되는 기부터 Cr이 검출되

고 있다. 특히, 가동조건이 w/o CF인 경우, 0.05 ㎜～1.0 ㎜의 모든 틈새시편에 있

어서는 피막 외각에서 Cr의 고갈 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정

을 해보면, closed 부분에서는 극히 미세한 틈새로 인하여 틈새시편에 비해 상

으로 용액에 노출되는 정도가 미약하므로 Cr 성분의 선택  용출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17은 각각의 가동조건(w/o CF, CF 1, CF 2)에 있어서 edge 부분의 피

막특성을 틈새간격에 따른 최  Ti분율 즉, [Timax./(Timax.+Cr+Fe+Ni)]×100을 그래

로 도시하 다. Crevice flushing을 하지 않은 경우, 틈새간격이 0.2 ㎜～1.0 ㎜인 

경우는 TiO2 침투가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다[Fig. 3-2-17 (a)]. 틈새간격이 

0.05 ㎜이면 최  Ti분율이 20%정도이고, 0.2 ㎜이상이면 최  Ti분율이 략 40%

이상이었다.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 변화는 2,300～3,300 의 sputtering 

time을 보 다[Fig. 3-2-18 (a)]. Crevice flushing을 한 경우, CF 1 조건에서는 틈

새간격이 0.2 ㎜이상이면 최  Ti분율이 략 20%이하로 틈새간격에 거의 향을 

받지 않았다[Fig. 3-2-17 (b)]. 틈새간격이 0.05 ㎜인 경우에는 최  Ti분율이 31%

정도 다.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틈새간격이 0.05 ㎜일 때 sputtering 

time으로 표 해서 2,200  정도 고, 틈새간격이 0.2㎜이상인 경우는 략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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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산화막의 두께가 격히 감소하 다[Fig. 3-2-18 (b)]. CF 2 조건에서는 최

 Ti분율이 거의 20%이하 고, 틈새간격의 향은 거의 없었다[Fig. 3-2-17 (c)].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CF 1 조건의 결과와 유사하게 틈새간격이 0.05 mm일 때 

1,400 로 가장 두꺼웠으며, 0.2 ㎜이상의 틈새간격에서는 700  이하로 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3-2-18 (c)].

‘middle'부분의 피막특성은 Fig. 3-2-19, 20과 같다. Crevice flushing을 하지 않

은 경우, edge부분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 다. 틈새간격이 0.2 mm이상이면 

TiO2 침투가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고, 최  Ti분율은 략 40%정도 다. 

틈새간격이 0.05 mm이면 최  Ti분율이 8%정도 다[Fig. 3-2-19 (a)]. 산화막의 

두께변화도 edge부분과 동일한 경향으로 틈새간격과 무 하게 2,600～3,300 의 

sputtering time을 보 다[Fig. 3-2-20 (a)]. Crevice flushing을 한 경우, CF 1 조건

에서는 최  Ti분율이 틈새간격에 계없이 10% 후의 침투 특성을 보 다[Fig. 

3-2-19 (b)].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틈새간격이 0.05 ㎜와 0.2 ㎜경우

일 때 1,600  이상의 sputtering time을 보여주었고, 0.5 ㎜와 1.0 ㎜에서는 850  

이하 다[Fig. 3-2-20 (b)]. CF 2 조건에서는 최  Ti분율이 틈새간격에 계없이 

략 14%이하 다[Fig. 3-2-19 (c)].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변화는 0.05 ㎜

의 틈새간격에서 sputtering time으로 1,100  정도인 것에서부터 틈새간격이 1.0 

㎜인 경우 250 에 이르기까지 틈새간격이 커짐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는 감소하

다[Fig. 3-2-20 (c)].

각각의 틈새간격(0.05 ㎜～1.0 ㎜)에 있어서 가동조건에 따른 최  Ti분율의 변화

를 시편에서의 치에 따라 각 틈새 크기별로 정리하면 Fig. 3-2-21과 같다. 한 

Fig. 3-2-22는 산화막 두께의 변화를 sputtering time으로 표 하여 그래 로 나타

내었다. 먼  edge 부분만을 보면 틈새간격이 0.05 ㎜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  

Ti분율은 CF 1 조건이 31%로 TiO2 침투가 가장 잘 되었고, w/o CF과 CF 2의 가

동조건에서는 최  Ti분율이 19%정도 다[Fig. 3-2-21 (a)]. 0.05 ㎜ 틈새간격에서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가동조건이 w/o CF일 경우 2,600 의 

sputtering time이었다. w/o CF의 가동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은 sputtering time으

로 400  정도 감소했고, CF 2 조건은 1,200  정도 감소했다[Fig. 3-2-22 (a)]. 이

러한 결과들은 AES depth profile에서 최  Ti atomic%의 치가 sputtering time

으로 거의 1,000  이내에서 나타났던 것을 상기하면 틈새간격이 0.05 mm에서 CF 

1 조건은 피막손상이 미세하게 일어났으나 최  Ti atomic%가 치한 sputtering 

time까지는 피막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CF 2 조건은 강한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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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shing으로 인해 피막손상이 크게 일어나 최  Ti atomic%가 치한 sputtering 

time까지 피막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틈새간격이 0.2 ㎜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  Ti분율은 틈새간격에 거의 무 하 다. w/o CF 조건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CF 1 조건과 CF 2 조건에서는 최  Ti분율이 20% 후로 

w/o CF조건에 비해 감소하 다[Fig. 3-2-21 (b), (c)]. 틈새간격이 0.2 ㎜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CF 1조건과 CF 2 조건 모두 w/o CF

의 sputtering time에 비해 2,500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 다[Fig. 

3-2-22 (b), (c)]. 이러한 결과들은 틈새간격이 0.2 ㎜이상 될 때에는 CF 1 조건과 

CF 2 조건 모두 crevice flushing으로 인해 산화막 감소가 크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iddle'부분에서의 가동 조건에 따른 피막특성은 틈새간격이 0.05 ㎜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  Ti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8～13%정도로 비슷한 침

투량을 보 다[Fig. 3-2-21 (a)]. 0.05 ㎜의 틈새간격에서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

의 두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일 경우 3,200 의 sputtering time을 보 다. w/o 

CF 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1,600  감소했고, CF 2 조건은 

2,100  감소했다[Fig. 3-2-22 (a)]. 틈새간격이 0.2 ㎜이상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최  Ti분율은 w/o CF 조건이 40% 후로 가장 높았고, CF 1과 CF 2 가동조건은 

모두 13%이하로 감소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 다[Fig. 3-2-21 (b), (c)]. 틈새간격이 

0.2 ㎜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의 sputtering 

time에 비해 CF 1 조건에서 약 900 가 감소되었다[Fig. 3-2-22 (b)]. 이러한 결과

는 피막손상 정도가 비교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  Ti분율이 유지되는 

sputtering time이 1,000  이내라는 을 생각하면 약간의 피막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틈새간격이 0.5 ㎜일 때 가동조건에 따른 산화막의 두께변화를 보면 

w/o CF 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은 1,700  이상 감소했고, CF 2 조건은 2,100  이

상 감소하 다[Fig. 3-2-22 (c)].

시편의 edge 부분과 middle 부분의 가동 조건에 따른 Ti분율 변화를 살펴보면 

틈새간격이 0.05 ㎜인 경우 가동조건이 w/o CF일 때에는 edge에서 middle로 분석

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  Ti분율이 19%에서 8%로 감소하 다. CF 1 조건에서

는 최  Ti분율이 31%에서 10%로 감소했고, CF 2 조건에서는 19%에서 13%로 최

 Ti분율이 감소하 다. 다른 가동조건에 비해 CF 1 조건이 분석 치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하 음을 볼 수 있다[Fig. 3-2-50 (a)]. 분석 치의 변화에 따

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2,600 에서 3,200 로 변화하 다. CF 1 조건은 2,200 에서 1,600 로 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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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2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1,400 에서 1,100 로 변화하 다. 모든 가동조건

에서 분석 치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g. 

3-2-21 (a)].

틈새간격이 0.2㎜일 경우 edge에서 middle로 분석 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  Ti

분율은 가동조건이 w/o CF일 때 42%에서 39%로 변하 다. CF 1 조건에서는 16%

에서 12%로, CF 2 조건에서는 17%에서 12%로 최  Ti분율이 감소하 다[Fig. 

3-2-21 (b)]. 분석 치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3,300 에서 2,900 로 변하 다. 주목해야될 부

분은 CF 1 조건에서 산화막의 두께가 sputtering time으로 600 에서 2,000 로 증

가했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틈새간격이 0.2 ㎜일 경우 edge부분보다 middle부분이 

피막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동일한 0.2 ㎜의 틈새간

격에서 w/o CF 조건의 middle부분보다 sputtering time이 900  감소한 것을 앞에

서 언 한 바 있다. CF 2 조건에서는 산화막의 두께변화가 없었다[Fig. 3-2-22 

(b)].

틈새간격이 0.5 ㎜일 경우 edge에서 middle로 분석 치가 변화됨에 따라 최  Ti

분율은 가동조건이 w/o CF일 때 42%로 변화가 없었다. CF 1 조건에서는 19%에

서 13%로, CF 2 조건에서는 13%에서 12%로 극히 미세한 변화를 보 다[Fig. 

3-2-21 (c)]. 분석 치 변화에 따른 산화막 두께변화를 가동조건별로 살펴보면 w/o 

CF 조건은 sputtering time이 3,300 에서 2,600 로 변하 다. CF 1 조건에서는 

600 에서 850 로, CF 2 조건에서는 400 에서 450 로 sputtering time이 변하

다[Fig. 3-2-22 (c)]. 

TiO2 농도를 2 g/ℓ와 0.2 g/ℓ로 각각 첨가하여 틈새 침투 실험한 결과 Fig. 

3-2-23, 2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3-2-23은 시편의 edge 부분에서 분석한 결

과이고, Fig. 3-2-24는 시편의 middle 부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edge 부분에서는 

틈새간격이 0.2 ㎜ 이상일 때 TiO2의 농도에 큰 향을 받지 않았으나 middle 부분

에서는 TiO2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Ti분율의 감소가 찰되었고, 틈새간격 0.2 

㎜ 이하에서는 두 부분 모두 TiO2 농도 감소에 따라 Ti분율이 감소하 다. Ti 화합

물의 일종인 TyzorLA를 2 g/ℓ와 0.2 g/ℓ 각각 첨가하여 침투실험 한 후 AES 분

석하여 Fig. 3-2-25, 26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틈새간격 0.2 

㎜이하인 경우 TiO2를 첨가했을 때보다 Ti 성분의 검출이 훨씬 작게 나타났으며 

Ti 성분 검출이 안된 경우도 있었다. TiO2를 첨가했을 때 실험 후 시편의 산화막에 

해 XPS 분석기로 Ti 성분을 분석한 결과 Fig. 3-2-27과 같이 주로 TiO2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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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i이 존재하고 있으며 Ti2O3와 TiO의 화합물로도 존재하는 것이 찰되었다.

1% NaOH 수용액에 TiO2를 2g/ℓ 첨가한 분 기에서 w/o CF 조건으로 탈기하

지 않았을 때와 1시간동안 탈기 처리한 조건의 양극분극시험 결과는 Fig. 3-2-28

과 같다. w/o CF 조건에서 탈기 처리한 조건일 때 부식 는 약 500 mV 정도 

하되었다. 시간에 따른 부식 의 변화를 각 가동 조건에 해 측정한 결과 w/o 

CF 가동조건에서는 시간에 무 하게 일정한 부식 를 보 다[Fig. 3-2-29 (a)]. 

Crevice flushing을 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가 떨어졌다[Fig. 3-2-29 

(b), (c)]. CF 1 조건의 경우 CF 2 조건보다 부식 의 안정화가 먼  시작되었다. 

안정화된 부식 는 w/o CF 조건일 경우 -270 mV정도 다. CF 1 조건은 -900 

mV에서 안정화되었고, CF 2 조건은 -880 mV정도에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부식

의 변화는 각각의 틈새간격에 있어서 crevice flushing에 의한 산화막의 두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다 )  결 론

틈새에서의 Ti 화합물의 침투 실험 결과 시편의 표면 거칠기 정도의 미세한 틈새

가 존재하는 닫힌(closed) 부분에서도 Ti 침투가 찰되었으며 틈새간격이 close

d～0.2 ㎜일 경우 틈새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Ti 침투량이 증가하고, 0.2 ㎜ ～ 1.0 

㎜일 경우 틈새간격에 계없이 일정한 Ti 침투 특성을 보인다. Crevice flushing 

조건에 따른 최  Ti 분율의 경향은 틈새간격이 0.05 ㎜일 경우 crevice flushing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crevice flushing을 실시한 가동조건에서 Ti 침투량이 더

욱 증가한다. 각각의 가동조건에서 틈새간격이 0.2 ㎜이상이면 틈새간격의 향을 

받지 않았다. Crevice flushing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 틈새간격별 산화막의 두께

변화는 거의 없다. 틈새간격이 0.2 mm이상이면 crevice flushing을 실시함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가 감소하 다.  산화막에서 TiO2 첨가시 Ti 화합물의 결합 형태는 

TiO2와 Ti2O3, TiO로 존재한다. TiO2의 첨가 농도를 감소시켰을 때 틈새 간격 0.2 

mm 이하의 틈새조건에서 Ti 성분의 침투율이 감소하 고, TyzorLA의 틈새 침투 

특성은 TiO2 보다 낮은 것으로 찰되었다. AES 분석 결과와 기화학시험 결과

로부터 부식 가 낮아짐에 따라 산화막의 두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각각의 틈새간격에 있어서 부식 의 변화와 crevice flushing에 의한 산화

막의 두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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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 i O 2  첨 가에  의 한  기화학  특 성   S C C  성 장  시 험 평 가

( 가) 실 험 방 법

재 열  재료로 사용되는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 합 에 한 

TiO2 첨가에 따른 기화학  특성 변화를 찰하 다. 분극 시편은 5 ㎜ × 10 ㎜ 

상으로 제작하여 #600 ～ #1,000 SiC 연마포로 연마한 뒤 아세톤과 증류수로 

음  세척하 다. 건조된 시편을 Ni wire에 spot welding 하 고, Ni wire는 Alpha 

wire사의 TFE Teflon tube로 연시켰다. 인가 를 가한 상태에서 응력부식균

열 성장 실험을 Fig. 3-2-30과 같은 CT(Compact Tension) 시편을 설계, 제작하여 

시험하 다. 시편 재료는 Alloy 600 MA(heat no.NX9244G, 0.03%C, 1025 ℃ 2h 

partial solution annealed and water quenching)를 사용하 으며 그 조성과 기계  

특성은 Table 3-2-4와 같다. CT 시편은 notch 입구에 기를 삽입하여 notch 선단

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하 고, CT 시편의 양쪽 면에는 SCC 균열이 하 방향

에 직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하여 시편 두께의 10%정도로 측면 홈(side 

groove)을 가공하 다. 

CT 시편에서 SCC 균열 성장은 직류 차법(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DCPD)으로 측정하 다. DCPD의 원은 최  10A 용량을 갖는 KEITHLEY 

model 228A voltage/current source를 이용하 으며,   측정시 5 A의 직류

원을 각각 양극과 음극의 형태로 일정하게 주입하여 시편에 부가된 차는 10A

가 된다. 원은 균열길이 측정을 한  측정시간 이외에는 흐르지 않게 하여 

시편에 가해지는 분극 에 향이 게 미치도록 하 으며,  측정은 10분 간

격으로 이루어졌다. 값의 측정은 1nV의 정 도를 갖는 KEITHLEY model 182 

sensitive digital volt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DCPD 제어는 National 

instruments사의 Labview로 자체 제작한 로그램을 사용 하 다.

실험용액은 탈염수에 NaOH를 첨가하여 NaOH 농도가 10% 되도록 하 으며, 이 

용액에 2 g/ℓ TiO2를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용액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압력용기 안에 시험용액을 주입한 후 시험시편을 장착하고 30분간 질소 가스

를 purging하여 용액 의 산소를 제거하 다. SCC 실험은 315℃에서 시편에 부식

(Open Circuit Potential, OCP)로부터 +150 mV 는 +200 mV 높은 양극 인가

를 가한 상태에서 수행하 다. 재료의 기 화학  특성을 보기 한 분극시험

은 SCC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분극실험 에 OCP 보다 -300 

mV 아래의  구역에서 30분간 처리를 한 후 1 mV/sec 등의 주사율로 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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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수행하 다. Alloy 600 시편에 한 분극실험은 시간에 따른 산화막의 기

화학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SCC 실험이 시작되기 과 SCC 실험을 

마친 후에 각각 수행하 다. 분극 실험  SCC 실험  가해주는 분극 는 

EG&G사의 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73과 model 363을 사용하 으며 

M352 corrosion software로 분극실험을 제어하 다. 시험 장치 개요는 Fig 3-2-31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reference electrode와 counter electrode로는 external 

Ag/AgCl 극과 백 선을 각각 사용하 다. 본 실험  Ag/AgCl 기 극 충진 

용액은 0.1M KCl을 사용하 고, 극 바깥쪽에는 냉각수를 공 하여 기 극이 

항상 상온으로 유지되도록 하 다. SCC 시험 종료 후 시편의 표면  단면은 

학 미경과 SEM으로 찰하 고, WDX를 이용하여 표면 성분을 분석하 다. 

( 나 ) 실 험 결 과   고 찰

강한 염기성 용액인 10% NaOH 분 기에서 TiO2 2 g/ℓ를 첨가 했을 때와 첨가

하지 않았을 때의 Alloy 600과 Alloy 690, Alloy 800 재료의 기화학  특성 결과

는 Fig. 3-2-32와 같다. 실험  용액의 온도는 315℃를 유지하 다. TiO2를 첨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재료의 기화학  특성을 살펴보면(Fig. 3-2-32에서 

선으로 표시된 분극곡선) 모든 재료에서 체 으로 Ag/AgCl 극 기 으로 

역이 -700 ～ 300 mV인 부근에서 부동태 역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태 역에

서의 류 도는 Alloy 600 재료에서 완만한 변동폭으로 증가하 으나 Alloy 690

과 Alloy 800 재료에서는 부동태 역에서 류 도의 변화가 더 컸다. Alloy 690 

는 Alloy 800 재료에서 부동태 기  역에서 Alloy 600 재료의 부식 류

도 보다 더 낮은 값을 보여 다. 세 재료의 부식 는 -860 ～ -900 mV 사이의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 TiO2를 실험 용액에 첨가한 경우 모든 재료의 임계

류 도가 감소하 다. TiO2가 첨가되지 않았을 때 Alloy 600의 임계 류 도는 

약10
-2

 A/cm
2

인 반면, TiO2가 용액에 첨가됨에 따라 임계 류 도는 1.5×10
-3

 

A/cm
2

로 감소하 다. Alloy 690의 임계 류 도는 TiO2가 없는 경우 각각 8×10
-3

 

A/cm
2

이었으나, TiO2가 첨가된 경우 1×10
-3

 A/cm
2

의 류 값을 보 다. 한 

Alloy 800의 경우도 6×10
-3

 A/cm
2

에서 1.7×10
-3

 A/cm
2

로 감소하 다. 즉 Alloy 600

과 Alloy 690, Alloy 800에서 TiO2가 첨가됨에 따라 임계 류는 약 1/4～1/8로 크

게 감소한 것이다.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 변화를 살펴보면 반 으로 TiO2 

첨가에 따라 류 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으나, Alloy 690과 Alloy 800에서는 부

동태 기 역에서 약간의 류 도 증가를 보이며, anodic peak 발생이 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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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용액의 NaOH 농도를 40%로 높여서 pH 변화에 따른 Alloy 600에 한 

TiO2의 향을 실험한 결과 Fig. 3-2-33과 같은 특성을 찰하 다. Fig. 

3-2-32(a)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강염기성 분 기에서 Alloy 600 재료의 분극특성

은 부동태 기  역에서 비교  큰 부식 도 감소가 있었고, 부동태 

역 간에 두 번의 anodic peak이 발생하 다. Fig. 3-2-34는 40% NaOH 용액에서 

Alloy 600과 Alloy 690 재료를 주사율 0.166 mV/sec로 분극 실험한 결과이다. TiO2

를 첨가했을 때 부동태 역에서 부식 류 도가 감소하 고, 부동태 역이 

다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Fig. 3-2-35는 (a)분극곡선 실험 에 음극반응을 

통한 시편 표면의 산화막 제거 정도와 (b)양극분극 주사율의 변화에 따른 TiO2 첨

가 향을 실험한 결과이다. 처리 시간이 길수록 음극반응에 의한 산화막 제거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Fig. 3-2-35 (a)의 결과에서 처리 시간이 0인 경우 즉 산화막

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TiO2를 첨가시키고 분극 실험했을 때 부식 류 도가 더 

많이 감소하 고 처리 시간이 길수록 부동태  역 부근에서 류 도가 증

가하 다. (b)에서 분극 주사율의 향은 낮은 주사율로 분극 실험 했을 때 류

도도 낮았고 주사율이 증가할수록 류 도는 높아지는 특성을 보여 다. Bandy 

등[3-2-2]은 10% NaOH 용액에서 수행되었던 많은 SCC 실험결과를 토 로 정리

한 결과 부식 를 기 으로 임계 류 도 역인 100 mV 근처에서는 입계부식

(Intergranular Attack, IGA)이 주로 찰되고, 부동태 산화막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150 mV에서 300 mV 사이에서 SCC가 많이 발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 

IGA와 SCC의 특징은 SCC도 IGA와 마찬가지로 염기성 분 기에서 입계균열을 

보이지만 그 균열 속도에 있어서 SCC는 IGA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갖기 때문

에 재료의 건 성 평가에 있어서 더욱 요한 심사항이 된다. 이러한 IGA와 

SCC의 분극곡선에서의 계를 볼때 IGA는 재료의 표면에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산

화막이 없거나 괴되는 분 기에서 주로 발생하고, SCC는 어느 정도 산화막이 존

재하거나 생성되고 있는 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두 상이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하여 재료와 염기성 분 기가 반응한 결과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

는 모델도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임계 류 도 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IGA는 

재료의 입계에 존재하는 성분의 양극용해에 의해서 진행한다. 임계 류 도가 클

수록 입계성분의 용해도 크므로 Fig. 3-2-36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TiO2의 첨

가에 의한 임계 류 도 감소는 IGA를 그만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가 를 부식 (Open Circuit Potential, OCP)에 해 각각 150 mV와 200 

mV로 가하면서 SCC 균열 속도의 변화를 실험하여 Fig. 3-2-37과 같은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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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때 실험 조건은 315℃ 온도로 10% NaOH 용액에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부식 보다 200mV 를 인가했을 때 보다 150 mV 높은 값으로 인가했을 

때 응력부식균열의 진  속도가 증가하 다. 부식 에서 150 mV 높은 인가  

조건에서 TiO2를 2 g/ℓ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았을 때 응력부식균열 진  실

험 결과 Fig. 3-2-38과 같이 TiO2를 첨가한 분 기에서 균열속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균열속도는 TiO2가 수용액 에 존재 할 때도 비교  선형 인 증가를 보

다. 그러나 TiO2가 용액 에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상당히 격한 변동을 보이

는데 특히 SCC 기에 심하 다. 이는 균열면에 침 되는 TiO2의 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Pessall[3-2-18]은 315℃, 10% NaOH 분 기에서 Alloy 600 재료에 해

서 SCC 실험한 결과 값에 따른 균열길이의 변화를 찰하 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균열의 깊이는 값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부식 에 해 

150 mV 높은 에서 실험한 결과에서 최  균열길이를 찰하 다. 특히 

가 150 mV에서 200 mV로 바뀜에 따라 균열의 길이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다. 

본 실험에서도 150 mV 일 때 보다 200 mV에서 Fig. 3-2-37과 같이 SCC 균열 속

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umsden등[3-2-12]은 50% NaOH 분 기

에서 titanium butoxide 등 Ti 화합물들에 한 SCC 실험을 수행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은 Alloy 600 재료로 제작된 C-ring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TiO2를 포함한 여러 Ti 화합물들이 첨가제로 시험되었다. 실험 결과 부분의 Ti

화합물들이 150 mV vs. OCP의 에서 SCC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는데 본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다. SCC균열 단면은 SEM과 WDX(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scope)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CT 시편 단면에서 균

열선단을 확 한 사진은 Fig. 3-2-39와 같다. 균열 형태는 단면 체에 걸쳐 입

계응력부식균열(IGSCC)을 보이고, 균열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2-40은 TiO2의 향을 살펴보기 하여 TiO2가 첨

가되지 않은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의 단면과 TiO2가 첨가된 용액에서 실험한 시

편의 단면을 서로 비교한 사진이다. 첨가제 없이 실험한 시편의 단면에서는 비

교  깨끗한 입계균열면을 보이는데 반하여 TiO2가 있는 용액에서 실험한 시편의 

단면은 여러 가지 석출물 는 침 물 등이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다. TiO2 첨가

시 Fig. 3-2-41과 같이 넓게 침 물이 퍼져있는 모양과 Fig. 3-2-42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석출물이 떨어져 나간 흔 과 같은 국부 인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 산화

막과 침 물의 성분을 WDX 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Fig. 3-2-43(b), (c)와 

같다. 산화막의 성분은 기지 재료의 조성과 비슷한 Ni-Cr-Fe-Ti 순서이나, 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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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은 Ni-Fe-Cr-Ti 순서로 Fe의 양이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침

물에서의 Ti의 비율도 산화막에서의 조성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 다.  

Ni-Cr-Fe계 합 에서 산화막의 특성은 실험분 기의 pH와 한 계를 갖는다

[3-2-26]. 즉 산성 용액에서는 Cr이 많이 포함된 얇은 산화막이 생성되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Ni이 풍부한 두꺼운 막이 형성된다. 본 실험에서도 WDX 분석결과 

Fig. 3-2-43(b)와 같이 산화막의 성분 에서 Ni성분의 양이 가장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uger와 X-ray diffr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염기성 분 기에서 150 

mV와 200 mV의 일 때 산화막은 duplex NiO/spinel 형태를 형성한다. 이 산화

막은 Fe-Cr-Ni 조성을 갖는 내부 산화막과 NiO 바깥 산화막의 구조를 갖는다. 

Hirano 등[3-2-19]의 연구에 의하면 염기성 용액에서 Ni-Cr-Fe계 합 은 안정한 

산화막을 이루는 Cr2O3가 CrO2
-

 이온으로 용해되고, NiO는 HNiO2
-

 이온 형태로 물

에 녹게 된다. 그러나 염기성 분 기에서는 Cr2O3의 용해도가 NiO보다 더 높기 때

문에 산화막에서 Cr이 선택 으로 용해된다. 염기성 용액에서  Ni-Cr-Fe 합 의 

산화막은 매우 불안정하여 이러한 산화막이 괴되면 Ni과 Cr의 재부동태를 통하

여 보호 산화막을 다시 형성하기가 어렵다. 염기성 분 기에서의 SCC는 이러한 산

화막의 괴와 양극 분해과정이 되풀이되어 균열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O2는 이러한 SCC 과정에서 양극용해를 억제하고, 재부동태 속도를 증가시키며, 

산화막의 연성을 높여 SCC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3-2-12]. TiO2 첨가에 따

른 기화학  특성 변화를 보여주는 Fig. 3-2-32 등의 결과는 TiO2가 재료의 양

극용해를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다 ) 결 론

TiO2의 첨가에 따라 Alloy 600의 SCC가 억제되었으며, Alloy 600과 Alloy 690, 

그리고 Alloy 800의 임계 류 도를 감소시킨다. TiO2 첨가에 따라 Alloy 600 재료

의  부동태 류 도가 감소하 다. 이러한 TiO2의 첨가에 따른 분극거동의 변화는 

TiO2첨가에 따라 부동태 피막의 성질에 변화를 래하고 이 변화가 SCC 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단된다.

SCC 균열 속도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50 mV vs. OCP 일때 최 의 균

열속도를 보 으나 TiO2의 첨가에 의해 그 속도는 약 반으로 감소하 다. 균열면에 

한 SEM과 WDX 분석을 통해 Ti을 함유한 Ni기 산화막과 다량의 침 물이 발견

되었다. TiO2의 첨가는 Alloy 600의 염기성 균열 형태인 IGSCC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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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T i O 2  나 노 화를  통한  S C C  억제 성 능  향 상  기술

( 1)  서 론

TiO2의 단 인 틈새 침투 특성을 높이기 하여 음 를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방법을 용한 후 그 특성  응력부식 억제 효과를 실험하 다.

시료의 입자를 나노화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 단  질량에 한 입자 

표면 은 지수 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 으로 화학  반응은 입자 표면에서 

속 는 용액과의 에 의해 일어나게 되므로 표면 의 증가는 화학  반응을 

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즉 같은 반응에 해서도 훨씬 은 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유체 속에서 자유롭게 부유하는 

콜로이드 특성을 갖게 되므로 미세한 틈새에도 침투 특성이 커질 것으로 기 된다. 

장기 으로 나노화 기술을 이용한 입자 표면  증가뿐만 아니라 형상 변화 는 

화학  결합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성 첨가제 개

발도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재 시료 분말의 나노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음 화

학(sonochemistry)을 이용하는 연구는 아직 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음 화학

(sonochemical) 나노화 기술의 근본 인 특징은 물과 같은 용액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다. 용액에 고에 지 음 를 주사하면 동 에 지에 의해 극히 

짧은 시간동안 용액 분자 사이에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일어나며 여기에 분자의 

휩쓸림 상으로 미세한 기포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상이 발생한다[3-2-20]. 

이러한 미세기포가 소멸하면서 국부 으로 기포 함몰에 의한 순간 인 고온

(2000 ～ 5000K)과 고압(1800 ～ 3000 atm) 역이 발생하여 시료를 분쇄하거나 

는 입자 표면의 용융을 통한 화학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3-2-21]. 원  냉각계

통에 용되는 첨가물은 액체 상태로 주입되므로 이러한 음 화학  방법을 이

용한 TiO2 나노화 기술은 매우 큰 장 을 지니게 되며 앞으로 활용분야도 더욱 커

질 것으로 상된다.

( 2 )  실 험 방 법

분말상태인 Degussa 제품 TiO2(P25)의 입자 크기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해 

이  입도 분석기(LS particle size analyzer)와 Rigaku D/Max-IIIB X-ray 

Diffractometer (XRD)를 이용하 다. 입자를 나노화 크기로 만들기 해 TiO2 시

료를 증류수에 섞은 다음, 음  에 지를 주입하 다. 이 때 음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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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s사의 VC750 제품을 사용하 다. 이 장치는 출력이 750 W이며 20 kHz의 주

수를 갖는 음  발생장치이다. TiO2가 섞여있는 용액은 음  에 지 주입 과

정 동안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냉각장치를 부착하여 냉각시켜 주었으며 항상 상

온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음  처리 시간은 30분부터 20시간까지 다양한 실험 시

간으로 수행 하 으며, 일부 시료에 고순도의 10% 에탄올을 섞어서 그 효과를 시

험하 다. 음  처리 후에 TiO2 입자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Brookhaven 

instruments 사의 90 Plus particle size analyzer 장치를 이용하여 입자 유효 직경

과 제타 (Zeta potential)을 측정하 다. 

나노 TiO2의 SCC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10% NaOH 수용액에 315℃ 온도 조

건에서 RUB 시편을 이용한 고온 부식 장입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 시편 재료는 

합  600 MA, TT, HTMA와 합  800 열  재료를 사용하여 각 재료에 한 나

노 TiO2의 SCC 항성을 비교 평가하 다.

( 3 )  나 노 화에  따 른  T i O 2  입 자  특 성  평 가

TiO2(P25) 분말의 입자 크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Fig. 3-2-44 그래 와 같다. 

평균 입경과 표면 은 각각 0.857 μm와 50±15 m2/g이다. 그래 에서 KAERI로 표

시되는 자료는 본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된 TiO2분말이며, P25로 표시된 TiO2가 본 

실험에 사용된 Deggusa 제품이다. TiO2(P25)의 입자 분포는 그래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 결정 형태를 갖고 있으며 XRD 분석을 통하여 anatase가 약 82%, 

rutile이 약 18%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2-44 그래 의 입자

크기 분포에서 약 0.07 μm와 1.05 μm 근처에서 높은 체 비를 나타난다. 이는 두 

결정 성분(anatase, rutile)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며 보통 

anatase는 rutile보다 입자크기가 작으므로 본 실험에 사용된 TiO2의 결정구조별 

평균입자 크기는 략 으로 anatase 0.07 μm, rutile 1.05 μm로 단된다. 참고로 

KAERI에서 제조한 TiO2의 입경 분포도는 1 μm 근처에서 체 비가 최 값을 가지

는데 자 미경 분석을 통해 TiO2 입자 모양을 분석한 결과 부분 rutile 형태를 

보 다. Fig. 3-2-45는 음 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TiO2 입자의 나노화 진행 사항

을 나타낸 그림이다. 시험 으로 증류수에 TiO2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음  처리

과정을 거친 후 30일과 120일 동안 침 상태를 비교해 보면 120일 동안의 침 과

정을 거치면서 콜로이드 층과 침 물로 이루어진 2개 층으로 바 었고, 결국 입자

가 큰 TiO2는 침 물로 가라앉고 콜로이드 상태의 TiO2가 체 용액에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46과 3-2-47을 비교해 보면 음  처리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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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TiO2의 분산 효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음  처리 시간이 길어짐

에 따라 TiO2 분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Fig. 3-2-47 (d)와 같이 콜로이드 층

도 입자 크기에 따라 여러 층으로 분리되는 상을 찰하 다. 용액에서 흰색이 

강할수록 TiO2 입자의 농도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음  용 시료를 120일 동

안 침  시킨 후 찰한 결과 TiO2 콜로이드가 형성되어 용액 체에 분산되고 더 

이상 침 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 참고로 나노화를 거치지 않은 TiO2 

시료는 보통 10일 이내에 부분 침 되어 가라앉는다. 입자 크기 분석 결과 Fig. 

3-2-48과 같이 음  처리 시간에 따라 TiO2 입자의 유효 직경은 감소하는 결과

를 얻었다. TiO2의 입자 크기가 약 400 nm에서 음  지속 시간에 따라 약 150 

～ 200 nm로 감소하 다. 이는 평균 입자 직경이며 anatase와 rutile 결정 성분비에 

따라 SCC 억제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natase 결정의 크기는 50 ～ 100 

nm 일 것으로 추정된다. Fig. 3-2-48과 같이 음  처리에 의해 TiO2의 제타

도 향을 받았는데 3시간 음  처리 시료의 제타 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10% 에탄올을 첨가한 효과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제타 의 상승

은 Fig. 3-2-46과 3-2-47의 (b)와 같이 TiO2 입자의 재결합으로 인한 격한 침  

상을 일으킨 것으로 단된다. 

( 4 )  나 노 화에  의 한  S C C  향  시 험 평 가

여러 가지 TiO2를 첨가에 따른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SCC 항성을 시험 평

가한 결과 Fig. 3-2-4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실험들은 모두 RUB 시편을 이용

하여 10% NaOH 수용액에서 315℃ 온도로 수행하 다. TiO2 분말은 원재료 상태

와 1시간 동안 음  처리된 시료 그리고 10시간 동안 음  처리된 시료를 각각 

첨가하여 SCC 향을 살펴보았다. TiO2가 첨가되지 않은 조건에서 합  600 계열 

시편들은 40일 만에 모두 균열이 발생하 고 이 기간이 부식첨가제 효과에 한 

기 으로 활용되었다. 음  처리를 하지 않은 TiO2를 첨가한 경우 합  600 MA

와 HTMA는 약 10일 정도 SCC가 억제되는 효과를 보이며 합  600 TT인 경우 

20일 이상 균열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1시간 동안 음  처리를 거친 

TiO2를 첨가한 실험 에서는 농도 효과도 같이 검토해 보기 해 다른 실험 조건

과 달리 TiO2 양을 인 0.1 g/ℓ를 첨가하 으나  효과가 없었고 합  600과 

합  800 모두 기  실험과 동일하게 40일 만에 균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10시간 

동안 음  처리를 거친  TiO2 1g/ℓ로 동일한 양을 첨가한 실험 결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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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하지 않은 TiO2 보다 SCC 항성이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모든 종류의 합

 600 시편에서 60일 동안 실험 기간 에 SCC가 발견되지 않았다. 합  800 재

료에 한 SCC 항성 향상을 그리 크지 않았으나 마이 스 효과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SCC 시험 후 시편 표면의 상태를 촬 한 결과인 Fig. 3-2-50을 보면 

음  처리를 거친 nano-TiO2와 그 지 않은 TiO2의 첨가에 따른 산화막 특성 변화

를 잘 보여 다. Fig. 3-2-50(a)와 같이 TiO2 첨가에 따른 두꺼운 산화막과 표면에 

붙어 있는 침 물들이 Fig. 3-2-50(b)에서 볼 수 있듯이 nano-TiO2 첨가로 인해 

택을 띤 얇은 산화층으로 환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첨가된 TiO2의 양이 각각 

다르지만 Fig. 3-2-51과 같이 음  처리 시간에 따라 이와 같은 산화층의 변화가 

찰 되었다. 즉 TiO2의 입자 크기가 나노화 됨에 따라 재료 표면의 산화막 두께가 

얇아지고 침 물의 침착으로 인한 스 일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균열 항성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5 )  결 론

음  화학  방법으로 TiO2 입자의 크기를 일 수 있었으며, 음  처리 시

간에 따라 TiO2 입자 크기가 감소하 고 제타 포텐셜이 변화하여 nano-TiO2의 콜

로이드 특성이 바 는 것이 찰되었다. 나노화된 TiO2를 첨가했을 때 일반 TiO2 

첨가에 비해서 합  600 재료의 SCC 항성이 향상되었다. 나노 TiO2 첨가로 시편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침 물의 침착이 어드는 효과가 

찰되었다.

2 . 부식억제제 틈새  침 투  실 증  시 험

원자력발 소 정상 운 시 수를 통해 2차 냉각계통으로 미량의 화학 불순물들

이 유입된다. 수류가 제한된 장소인 증기발생기내 열 과 지지 사이의 틈새

(crevice) 는 열 과 상부의 sludge 사이의 틈새에서는 Fig. 3-2-52과 같

이 과열도가 높아 유입된 불순물이 농축되며 잠복(hideout) 상이 일어난다. 틈새

에서는 미량의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수화학(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화학과는 달라진다[2-2-8, 9, 10].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열  손상은 이들 틈새에서 부분 발생된다.  틈

새의 염기성 분 기에서 일어나는 IGA/SCC 열  손상을 억제완화하기 해 이

산화티타늄 주입운 을 일부 원 에서 수행하여 왔다[2-2-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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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손상 취약부분인 틈새로의 부식억제제로 사용되는 TiO2의 침투특성

을 평가하기 하여, 본 연구로 제작된 고온 틈새 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화학

종과 과열도(superheat)에 따른 시험평가 자료  틈새환경 개량에 한 실증시험

을 수행하 다.

가. 틈새  모 델 링

( 1)  농축 모 델

틈새에서의 불순물의 농축속도는 Fig. 3-2-53과 같은 제어체 에 해 물질수지

를 세움으로서 모델링할 수 있다. 용질의 축  속도는 아래 식으로 주어진다

[2-2-13]. 

 

   (3-2-1)

여기서   = 액체의 도

ε = 틈새 공극율

V = 틈새용

c = 틈새에서의 용질의 농도

co = bulk에서의 용질의 농도

  = 틈새로 들어가는 액체유량

  = 틈새를 나가는 액체유량

  = 틈새를 나가는 수증기 유량

Kd = 수증기와 액체사이의 용질의 분배계수 

 Baum의 식을 참조하여 Fig. 3-2-54에 농축속도의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 2 )  액 체  침 투 깊 이

형 틈새에서 유체의 유동은 틈새로 들어가는 액체와 틈새 가열표면에서의 

열 달에 의해 증발되어 틈새를 빠져나가는 기체의 동  평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um은 이 동  평형으로부터 액체가 틈새로 침투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 다

[2-2-14].

Tubesheet 형태의 틈새에서는, 틈새로 용액이 침투해 들어가서 증발이 일어나고 

증기의 형태로 다시 틈새를 빠져 나오는 상으로 묘사할 수 있다. Fig. 3-2-5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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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바와 같이 틈새에서의 유동은, 빠져나가는 증기가 침투해 들어오는 용액의 

흐름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을 ‘flooding'이라고 하며 아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2-2)

 식에서 jv
*

 와 jf
*

 는 무차원 변수이며 아래식으로 정의된다.


      





      




(3-2-3)

 


  

 (3-2-4)

여기서 g : the acceleration of gravity

s : diametral gap width

ρv : the density of vapor

ρf : the density of liquid

Qv : the volumetric flow rate of vapor

Qf : the volumetric flow rate of liquid

A : the flow area

jv 와 jf 는 각각 증기  액상의 superficial velocity를 나타낸다. ‘volumetric 

flux’를 단면 으로 나  값으로 정의된다[2-2-15]. 식 (3-2-2)에서 사용된 m과 c

는 보통 1의 값을 가진다. 틈새에서의 에 지 균형에 의하면 아래 식을 구할 수 있

다.

″     (3-2-5)

여기서 q＂ : heat flux of crevice surface

L : liquid penetration depth

hfg : the enthalpy of vaporization

아래식과 같이 틈새로 들어오는 유량과 빠져 나가는 유량을 같다고 놓는다.

     (3-2-6)

(3-2-3)식에서 (3-2-6)식까지의 식을 (3-2-2)식에 입하고 m을 1로 가정하면 L

에 한 식을 구할 수 있다.

  ″
 

    
 

  
    (3-2-7)

식 (3-2-7)에서 c 값을 히 선택하여 실제 증기발생기의 열수력학 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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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하면 액상 침투 깊이 L은 약 6 mm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슬러지가 없

는 경우에도 틈새 깊이가 매우 얕은 경우에만 불순물의 농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Baum의 식으로부터 265℃에서 틈새간격 0.15 mm 일 때 과열도에 따른 액체침

투깊이와 실험에 사용한 열 의 치를 Fig. 3-2-56에 나타내었다. 액체침투깊이

는 과열도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나 . 이 산 화 티 타 늄

( 1)  물 성

 TiO2 의 종류는 크게 anatase 형과 rutile형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  부식억제

제로는 anatase 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O2 의 분자량은 79.88 이

고 Ti / TiO2 = 0.6 이다. 염소법에 의한 TiO2의 제법은 아래와 같다.

 → 

 →  

이때의 Cl 함량은 0.1 g-Cl /100 g-Ti 이다.

TiO2는 증기발생기 A600 열 의 부식생성물인 NiO와 반응하여 Nickel 

titanate를 생성한다.

→

 철산화물과 반응하여 Ilmenite 를 생성하고 이는 EDTA에 불용이다.

 →

( 2 )  D e g u s s a  P 2 5

침투실험에 사용된 TiO2 분말은 가동 원자력발 소의 증기발생기에 주입 용한

바 있는 Degussa 제품 P25 TiO2 powder (Lot No. DK/24-96192)가 사용되었다

[2-2-11, 12]. 그 조성  물성은 Table 3-2-3과 같으며 Fig. 3-2-5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0.06 ～ 0.2 μm의 입자분포를 나타내며 평균입경은 약 857nm 이다. XRD 

분석에 의하면 P25 TiO2 분말의 결정 구조는 anatase와 rutile 결정이 약 82:18의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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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노  티 타 늄

침투실험에 사용한 TiO2는 Aldrich사(#637254)의 나노분말 제품이었다. anatase 

형이 99.7% 이고 입경은 25 nm 이하로 평균입경은 약 15 nm 이다. 이 TiO2 분말

을 Sonics & Matrials사의 VCX-750(750W) 음 분쇄기로 분쇄하여 침투실험에 

사용하 다. 이 나노 TiO2 수용액에 1" Probe를 넣고 amplitude 20%, pulse 

1sec/2sec의 조건으로 20분간 음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 4 )  이 산 화 티 타 늄 의  용해 도

Rutile 형 이산화티타늄의 물에서의 가수분해 반응은 아래와 같다.

   
 ⇔ 



   ⇔ 

   ⇔ 


 온도에 따른 가수분해 반응상수는 Knauss, K. G. 의 값을 사용하 다[2-2-16]. 

 가수분해반응식, 물질수지식과 기 성식의 비선형연립방정식을 뉴톤랩슨 법

으로 해를 구하 다. Fig. 3-2-58에 pH와 농도에 따른 TiO2의 용해도를 나타내었

다. 

다 . 열  인 출   분 석

( 1)  열

Sandvik steel 사의 ASTM/ASME B/SB 163, Alloy 600/UNS N06600의 Heat # 

770177을 사용하 다. 3/4“ 열  외경은 19.05mm 이고 두께는 1.09 mm이다. 

속성분의 량백분은 Ni 74.19%, Cr 15.52%, Fe 9.30, Ti 0.29% 이다.

( 2 )  인 출   분 석

증기발생기 형 틈새에서 비등농축의 TiO2 침투실험 후 열 을 인출하

다. 산화막에 Titanium이 침투된 Alloy 600 열 (OD 3/4")을 틈새 역 40 mm 

와 free span 역의 16 mm 를 Fig. 3-2-65에 보는 바와 같이 축 방향으로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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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등 간격으로 단하 다. 단은 slow diamond cutter로 하 으며 이를 다시 

원주방향으로 90도씩 각각 4등분 하 다. 단된 시편을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한 

다음, acetone에서 3분간 음  세척, 다시 증류수에서 3분간 음  세척 후 시편

으로 사용하 다.  열  표면에서의 titanium 흡착 등은 SEM으로 찰하 으며 

열  산화막으로의 침투특성은 Auger로 분석하 다.

라 . 실 증 시 험  장 치

원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농축실험을 할 수 있도

록 고온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2-2-17]. 원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실증시험 장치의 sensor교정, 압력완화 장치설치, gas sparger 설치, 열

교환기 개조 등을 수행하여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실증시험 장치의 

온도, 유량, 불순물 농도, 수소농도를 조 하여 틈새로의 이산화 티타늄의 침투실험

을 수행하 다. 한국형 표 원 의 운 인자를 감안하여 실험에서의 과열도(super 

heat, ΔT)를 결정하 고 불순물의 틈새농축 특성을 고려하여 NaOH의 농도는 40 

wppm 으로 하 다.

( 1)  시 험 장 치  개조

Fig. 3-2-59의 vessel과 일체형 틈새에서 Fig. 3-2-61의 열 지지형 링으로 교

체하여 실험과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 다. 실험장치도 Fig. 3-2-60에서 Fig. 

3-2-62로 개조하 는데 체 으로 틈새 vessel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Fig. 3-2-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evice vessel의 재질은 Inconel 625 이고 내경은 

120 mm 내부 높이는 150 mm 로 용 은 약 1,400 cm
3

 이다. vessel 외부는 band 

heater로 가열하 다. Vessel 내부에 열 지지형 링을 설치하 다. Inconel 600 

외경 3/4“의 열 이 지지형 링을 통한다. 여기서 열 과 지지형 링사이에 간

극이 0.15 mm 이고 깊이가 40 mm 인 틈새가 형성된다. 

Fig. 3-2-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틈새 깊이 40 mm 를 5 mm 씩 등분한 높이에 

7개의 열 을 설치하여 틈새온도를 깊이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내부수에

는 높이 별로 상,   하 치에 3 개의 열 을 설치하여 지지링 상단 높이, 

간높이, 하단높이에 해당하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틈새 깊이 20 mm 

역과 내부수에서의 부식 를 측정하기 해 각각 Ag/AgCl, Platinum과 I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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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설치하 다.  내부수와 틈새 앙부에서의 pH를 측정용으로 YSZ 극을 

각각 설치하 다.

( 2 )  틈새

충 틈새는 Fig. 3-2-64에서 보는 바와  충 된 diamond 상단에 foam plate를 

두어 틈새에서 비등이 일어날 때 충 물인 diamond가  튀어 나가지 않도록 하

다.  foam plate(Goodfellow NI003852)의 재질은 Nickel 이고 두께는 1.6 mm, 공극

율은 95%이다.

틈새 충 용으로 크기가 다른 일진 인조 Diamond grit를 사용하 다. 100/120 

mesh(125 ～ 150 μm)와 170/200 mesh(75 ～ 90 μm)의  diamond를 무게비 1 : 1 

로 혼합하여 틈새에 충 하 다. diamond의 틈새 충 량은 1.3714 g이었고 틈새부

피 0.359 cm3에 해 충 도는 3.82 g/cm3이었다.

( 3 )  장 치 운

일차측은 순수에 4 %수소 가스를 가압하여 환원분 기를 유지시켜 주었고, 이차

측은 NaOH + TiO2 용액을 티타늄 탱크에 장하고 수소 가스로 가압하여 환원 분

기를 유지하 다. Fig. 3-2-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측은 온도 290℃, 압력 

110 bar의 물이 외경 3/4“ 열  안쪽으로 순환되고 이차측은 과열도에 맞게 포화

온도 조건을 유지하면서, 약 2 L/hr의 유량으로 용액이 주입되고 역압력 조 기를 

통해 빠져나간다. Fig. 3-2-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 를 이용하여 틈새 치별 

온도변화를 측정하 고 water-filled Ag/AgCl과 platinum 극을 이용하여 틈새 

 bulk에서의 차 변화를 측정하 다. 형의 틈새 깊이는 40 mm, 틈새간극

은 0.15 mm로 하 다.

마 . 틈새  침 투 시 험

2차측 틈새는 깊이 40 mm, 간극 0.15 mm이다. 이차측 수용액의 유량은 2 L/hr

이고 NaOH 농도 40 wppm으로 하 다. 2차측 수용액은 탈염수를 사용하 고 환

원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해 4%-H2 가스로 용존산소를 탈기하 다. 수용액에서

의 용존수소농도는 약 0.15 mg/kg이다. 수용액에서의 titanium 종류는 nan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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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의 두 종류를 사용하 고 수에서의 그 농도를 0.1 wppm과 1 wppm으로 하

다. 이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과열도를 20℃와 25℃로 하여 TiO2 침투실험을 하

다.

( 1)  1 w p p m - T i ( n a n o )  침 투 시 험  ( 과 열 도 2 0℃,  개방 틈새 )

티타늄 장조에 탈염수를 받아 NaOH 와 Nano Ti 을 넣은 다음 4%-H2 가스로 

탈기하여 수용액으로 사용하 다. 2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T = 20℃일 때 

40 wppm NaOH + 1wppm-nano Ti의 수용액으로 티타늄 침투실험시 시간에 따

른 틈새에서의 온도변화를 Fig. 3-2-66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틈새 간격은 0.15 

mm이고, 깊이는 40 mm이고 일차측 온도는 285℃로 유지하 다.

2차측 압력은 50.85 bar로 유지하 고 이는 포화온도 265℃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열도는 일차측 온도와 이차측 온도와의 차, 20℃이다. Fig. 3-2-66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약 93시간 경 2차측 온도를 265℃로 낮추어 약 24시간 동안 티타늄의 틈새

침투 실험을 하 다. 

티타늄 침투실험 후 열 을 인출하여 세척한 다음 Auger 분석을 하 다. Fig. 

3-2-67는 C3-360 시편의 Auger 분석결과이다. 열  산화막 표면에서의 산소농

도는 약 60%로 높고 이후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보여 다. Nickel의 농도는 이와

는 반 로 서서히 증가하여 모재 속의 농도와 비슷한 수치로 증가한다. titanium

의 농도는 산화막에서 약 11%까지 증가하다가 서서히 0.3%로 낮아지는 것을 보여

다. Fig. 3-2-68은 각 시편의 titanium 농도만을 도시한 것이다. 틈새시편 C1 과 

C2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 다. Fig. 3-2-69는  Fig. 3-2-68에서 각 시편

의 titanium 최 농도만을 도시한 것이다. 틈새 앙부의 C2 와 C3에서 Ti 농도가 

높고 C1에서의 Ti 농도도 높은 것을 보여 다. 이 같은 결과는 wet/dry 역인 틈

새 앙부에서 Ti 침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2-2-18]. 상 으로 bulk 역 B1과 

틈새 제일 깊은 역 C5 시편에서의 Ti 농도는 약 5 ～ 7 % 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농도는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는 약 0.29% 보다 높아서 이 역에

도 침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  0 .1 w p p m - T i ( n a n o )  침 투 시 험  ( 과 열 도 2 0℃,  개방 틈새 )

2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T = 20℃일 때 40 wppm NaOH + 0.1 wppm-nano 

Ti의 수용액으로 티타늄 침투실험 시 시간에 따른 틈새에서의 온도변화를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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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에 나타내었다.  Fig. 3-2-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13시간 경 2차측 온도

를 265℃로 낮추어 약 24시간 티타늄의 틈새침투 실험을 하 다. 틈새침투 실험

기에 1차측 온도가 285℃에서 5℃ 낮은 경우가 있었다. 2차측 틈새온도도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보여 다.

Fig. 3-2-71에 각 시편의 titanium  최 농도를 로트하 다. bulk 와 틈새에서

의 Ti 농도는 3 ～ 5%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

다 높아서 티타늄이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낸다. 틈새 제일 깊은 역 C5 시

편에서의 Ti 농도는 약 5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 3-2-7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수용액의 Ti 농도가 0.1 wppm으로 낮을 때 그 침투농도는 수용액의 Ti 농

도가 1 wppm 경우인 Fig. 3-2-69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3 )  1 w p p m - T i ( n a n o )  침 투 시 험  ( 과 열 도 2 5℃,  개방 틈새 )

2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T = 25℃일 때 40 wppm NaOH + 1 wppm-nano 

Ti의 수용액으로 티타늄 침투실험 시 시간에 따른 틈새에서의 온도변화를 Fig. 

3-2-72에 나타내었다. 일차측 온도는 290℃로 유지하 다. 2차측 압력은 50.85 bar

로 유지하 고 이는 포화온도 265℃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열도는 일차측 온도와 

이차측 온도와의 차, 25℃이다. Fig. 3-2-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79시간 경 2차

측 수용액을 순수에서 40 wppm-NaOH + 1 wppm-nano Ti 용액으로 교체하여 

약 24시간 티타늄의 틈새침투 실험을 하 다. 틈새 열  TC#4의 온도가 NaOH

의 비등농축이 일어나면서 비 상승에 의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 다.

Fig. 3-2-73는  각 시편의 titanium 최 농도만을 도시한 것이다. 틈새 입구 역 

C1 시편의 Ti 농도가 높고 앙부의 C2 와 C3에서 Ti 농도는 낮은 것을 보여 다. 

과열도가 2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액체침투깊이가 감소하여 상 으로 틈

새입구에서의 Ti 농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 4 )  1 w p p m - T i ( P 2 5 )  침 투 시 험  ( 과 열 도 2 0℃,  개방 틈새 )

2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T = 20℃일 때 40 wppm NaOH + 1 wppm Ti 

(Degussa P25)의 수용액으로 티타늄 침투실험 시 시간에 따른 틈새에서의 온도

변화를 Fig. 3-2-74에 나타내었다.  Fig. 3-2-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20시간 경 

2차측 온도를 265℃로 낮추어 약 24시간 티타늄의 틈새침투 실험을 하 다. 틈새 

열  TC#3의 온도가 NaOH의 비등농축이 일어나면서 비 상승에 의해 온도가 

약간 상승하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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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5에 각 시편의 titanium 최 농도를 로트하 다. Bulk 와 틈새에서

의 Ti 농도는  3 ～ 5%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티타늄이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낸다.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과 

Degussa P25의 침투결과를 비교해 보면 Fig. 3-2-75에서보는 바와 같이 P25-Ti가 

nano-Ti 경우인 Fig. 3-2-69 보다 침투농도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나노크

기의 이산화티탄이 침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 5 )  1 w p p m - T i ( P 2 5 )  침 투 시 험  ( 과 열 도 2 0℃,  충 틈새 )

틈새 충 용으로 크기가 다른 일진 인조 Diamond grit를 사용하 다. 100/120 

mesh(125 ～ 150 μm)와 170/200 mesh(75 ～ 90 μm)의  diamond를 무게비 1 : 1 

로 혼합하여 틈새에 충 하 다. Diamond의 틈새 충 량은 1.3714 g이었고 틈새부

피 0.359 cm3에 해 충 도는 3.82 g/cm3이었다.

2차측 포화온도 265℃에서 △T = 20℃일 때 40 wppm NaOH + 1 wppm Ti 

(Degussa P25)의 수용액으로 티타늄의 충 틈새로의 침투실험 시 시간에 따른 

틈새에서의 온도변화를 Fig. 3-2-76에 나타내었다. Fig. 3-2-7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약 95시간 경 2차측 수용액을 순수에서 40 wppm-NaOH + 1 wppm-Ti 

(Degussa P25) 용액으로 교체하여 약 24시간 티타늄의 틈새침투 실험을 하 다.

Fig. 3-2-77에 각 시편의 titanium 최 농도를 도시하 다. bulk 와 틈새에서의 

Ti 농도는 약 3% 으며 틈새 역의 C1 과 C2 시편에서는 Ti 농도가 0.3% 이하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시편의 Ti 농도는 약 3%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티타늄이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

낸다.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과 Degussa P25의 침투결과를 비교해 보면 Fig. 

3-2-77에서보는 바와 같이 P25-Ti이 충 틈새에서도 틈새 깊은 역까지 침투되

는 것을 보여 다.

바 . 결 론

원자력발 소 정상 운  시 수를 통해 2차 냉각계통으로 미량의 화학 불순물

들이 유입된다. 수류가 제한된 장소인 증기발생기내 열 과 지지 사이의 틈

새(crevice) 는 열 과 상부의 sludge 사이의 틈새에서는 과열도가 높아 

유입된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수화학(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화학과는 달라진다.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열  손상은 이들 틈새에서 부분 발생된다.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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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 염기성 분 기에서 일어나는 IGA/SCC 열  손상을 억제완화하기 해 이

산화티타늄 주입운 을 일부 원 에서 수행하여 왔다. 

원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고온

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부식억제제로 사용되는 TiO2의 틈새로의 

침투특성을 평가하 다. 틈새수화학 실증시험 장치의 sensor교정, 압력완화 장치설

치, gas sparger 설치, 열교환기, 개조 등을 수행하여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

켰다. 특히 vessel 일체형 틈새에서 열 지지형 틈새로 개조하여 실험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 다. 실증시험 장치의 온도, 유량, 불순물 농도, 수소농도를 조 하

여 틈새로의 이산화 티타늄의 침투실험을 수행하 다.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이산화티탄 즉, nano와 P25의 두 종류를 사용하 고 수

에서의 그 농도를 0.1 ppm 과 1 ppm 으로 하 다. 침투실험에 사용된 TiO2 분말은 

원자력발 소의 주입한 경험이 있는 Degussa 제품 P25 TiO2 분말을 사용하 다. 

평균입경은 약 857 nm 이고 anatase의 비율은 약 82%이다. 나노 TiO2는 Aldrich 

사의 anatase형 제품으로 평균입경은 약 15 nm 이고 이 나노분말을 음 분쇄기

로 재분쇄하여 침투실험에 사용하 다.

2차측 틈새는 깊이 40 mm, 간극 0.15 mm이다. 이차측 수용액의 유량은 2 L/hr

이고 NaOH 농도는 40 wppm으로 하 다. 2차측 수용액은 탈염수를 사용하 고 

환원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해 4%-H2 가스로 용존산소를 탈기하 다. 수용액에

서의 용존수소농도는 약 0.15 mg/kg 이다. 이차측 포화온도 265℃와 과열도 20℃

와 25℃에서 개방틈새와 충 틈새에서 TiO2 침투실험을 하 다.

과열도 20℃의 개방틈새에서 1 wppm-titanium(nano)의 침투시험결과를 Auger 

분석하 다. 틈새 역에 있는 열  시편 산화막에서의 titanium의 농도는 약 

11%까지 증가하다가 서서히 0.3%로 낮아지는 것을 보여 다. 틈새 앙부의 C2 

와 C3 시편에서의 Ti 농도가 높고 C1에서의 Ti 농도도 높은 것을 보여 다. 이 같

은 결과는 Wet/Dry 역인 틈새 앙부에서 Ti 침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상

으로 Bulk 역 B1과 틈새 제일 깊은 역 C5 시편에서의 Ti 농도는 약 5 ～ 7 % 

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 농도는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는 약 0.29% 보

다 높아서 이 역에도 침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열도 20℃의 개방틈새에서 0.1 wppm-titanium(nano)의 침투시험 결과는 Bulk 

와 틈새에서의 Ti 농도는 3 ～ 5%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티타늄이  틈새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낸다. 틈새 제일 

깊은 역 C5 시편에서의 Ti 농도는 약 5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수용액의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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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0.1 wppm으로 낮을 때 Ti 농도가 1 wppm 경우에 비해 그 침투농도가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열도 25℃의 개방틈새에서 1 wppm-titanium(nano)의 침투시험 결과는 틈새 

입구 역 C1 시편의 Ti 농도가 높고 앙부의 C2 와 C3에서 Ti 농도는 낮은 것을 

보여 다. 과열도가 2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액체 침투 깊이가 감소하여 상

으로 틈새입구에서의 Ti 농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과열도 20℃의 개방틈새에서 1 wppm-titanium(P25)의 침투시험 결과는 Bulk 와 

틈새에서의 Ti 농도는 3 ～ 5%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티타늄이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낸다. 같은 조건에서 티타

늄 크기에 따른 침투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이 Degussa P25의 

침투농도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이 침투가 잘 되

는 것을 의미한다.

과열도 20℃의 충 틈새에서 1 wppm-titanium(P25)의 침투시험 결과는 Bulk 와 

틈새에서의 Ti 농도는 약 3% 으며 틈새 역의 C1 과 C2 시편에서는 Ti 농도가 

0.3% 이하로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시편의 Ti 농도는 약 3%로 큰 차이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티타늄이  역에 침투

된 것을 나타낸다. P25-titanium 이 충 틈새에서도 틈새 깊은 역까지 침투되는 

것을 보여 다.

3 . 배  F A C  억제  슬러 지  감  기술개발

원 의 2차측 수화학계통에는 주요기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배 들로 구성되

며, 주요 배 재질로는 탄소강이나 합 강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재질들은 계통수

화학 환경 하에서 부식을 일으키며, 부분 FAC(flow-accelerated corrosion, 유체

-가속 부식)의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FAC로 인해 생성되는 부식생성물들은 각종

의 배 을 경유하면서 증기발생기 내부로 이동하여 유속이 정체된 부 나 틈새에 

쌓여 틈새부식을 야기하는 한편, 열  외벽에 침 되면서 ( 울링 상) 열 달 

효율을 낮추게 되어 발 효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 이 FAC는 계통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배  내벽의 두께는 차 으로 얇아지

고 (감육 상), 이 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Fig. 

3-2-78과 같이, 배 의 열을 래한다[2-3-1]. 이러한 배 열은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동시에 원  운 에 막 한 손실을 가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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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  2차계통 증기발생기의 내부에 쌓이는 슬러지를 감시키고 배 의 

울링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슬러지나 울링을 사후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

만, 사 에 이들의 원인물질들을 감소시키기 해 배 의 FAC를 감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원  2차계통 배 의 FAC를 억제하는 기술을 다년간 연

구하고 있다. 이 에 수행된 연구는 배  FAC의 수화학 제어인자에 한 의존성을 

심으로 고찰하 으며, 제어인자인 계통수 pH, 오리피스 거리, 재질, 유속, pH 제

어제에 한 실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는 Fig. 3-2-79 ～ Fig. 3-2-85와 같이 나

타났다[2-3-2, 2-3-3]. 이 실험에 사용된 FAC 시험루 는 Fig. 3-2-87의 뒤쪽에 

보이는 루 를 사용하 다.

이에 이어 본 연구는 배  FAC의 하이드라진 농도 의존성과 백 담지 의존성에 

한 실험연구이다.

가. 배 재 질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 1)  배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연구 배경

하이드라진은, 일정한 산소 농도에서 계통수 pH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재질의 

손실률을 감시킨다. 여하튼, 만약 하이드라진이 산소농도를 FAC 지연에 요구되

는 수  미만으로 감소시켜 다면, 산소농도 감의 효과는 하이드라진에 의해 제

공되는 pH 증가가 주는 이익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1995년에 수행된 미국 

PWR 장 데이터에 한 통계  평가는 낮은 의 산소와 증가된 철 이동 사이

에 아무런 계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여하튼, 그 후에 몇 원 은 산소 가 매우 

낮을 때 철 이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이에 응하여, 최소의 복수기 산소

를 2～3 ppb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2-3-4]. 한편, FAC에 한 하이드라진 농도

의 향이 EdF에 의해 시험루 를 사용하여 고찰되었다[2, 3]. 비록 데이터 산란이 

하 지만,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235℃  일정하지만 상 으로 

낮은 5.9～6.0의 pHT에서, FAC율이 약 200 ppb까지 하이드라진을 증가시킴에 따

라 증가하 으며, 최 로 약 두 배까지 달하 으며 (Fig. 3-2-86 참조), (2) 180～

195℃ 범 에서는, 하이드라진은 FAC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험루 를 사용한 이  시험과는 일치하지 않아서 불확실하며, 추가의 실

험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의 시험은 180℃에서 하이드라진이 FAC에 미치는 

향이, pH를 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정가능하지 않았다고 제시하 다. 추가

인 연구들이 235℃에서의 결과를 재평가하기 해 pH와 온도  이시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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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자들을 포함하여 수행 이었다[2-3-5, 2-3-6]. 

국내 PWR 원  2차계통수 내에서 산소포획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라진은, Table 

3-2-5와 같이, 100～150 ppb 범 로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  수화학 리부서가 하이드라진 농도변화에 한 고민을 

해소시키기 해, 그리고 하이드라진 농도가 탄소강  합 강 배 재질의 FAC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자체 제작한 시험루 를 사용하여 250℃에서 

300 시간동안 암모니아로 용존산소를 제거한 수용액의 실온-pH를 9로 맞추면서 

수행하 다. 

( 2 )  배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실 험 방 법

( 가)  F A C  시 험 루   시 편

높이 200 ㎜, 내경 208 ㎜의 오토클 이 를 포함하는 FAC 시험루 를, Fig. 

3-2-87의 아래쪽 루 와 같이 그리고 Fig. 3-2-88과 같이, 설계ㆍ제작하 다. 출

을 막기 해 자기 으로 동작되는 오토클 이  내부에는 유속을 제공하도록 8개

의 날개를 지닌 회  장치가 장착되었고, 산모사에 의해 도출된 회 속도는 

1,500 rpm에서 선속도 8.6 m/sec이었다 (Fig. 3-2-90 참조). 이 루 에서 사용된 오

토클 이  내부에는 여섯 개의 평평한 시편(17.8 ㎜ 정사각형, 2 ㎜ 두께)을 탄소

강과 합 강으로 제작하어 시험 에 무게를 달고 Fig. 3-2-91과 같이 장착하

다.

( 나 )  화학 제어   분 석

수용액 pH는 수시로 pH-측정기(Orion 520A)로 측정하여 실온-pH를 9가 되도록 

암모니아로 조 하 다. 하이드라진 농도는 UV 분 도계(HP 8452)로 분석하

으며, 각각 0, 50, 100, 150  250 ppb를 유지하도록 하 다. 수용액 내의 용존산소 

함량은 실시간으로 on-line 감시기(Dissolved Oxygen Analyzer, TOA DO-30A)로 

측정하여 1 ppb 미만으로 유지하 다. 

( 다 )  F A C  시 험 조 건  

FAC 시험은, Table 3-2-6과 같이, 각각 0, 50, 100, 150  250 ppb의 하이드라진 

농도에서 수행하 다. FAC 시험조건은 FAC 시험루 를 순환하는 탈-산소의 수용

액 내에서 실온-pH 9.0  250℃에서 회 속도 1,500 rpm으로 300 시간동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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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시험 후에 시편들의 무게를 달고 시험 의 무게를 뺀 뒤에 표면 으로 나

어 비-무게손실(specific weight loss)를 구하 다. 아울러, 시험 후의 비-무게손

실을 시험 의 비-무게손실로 나 어 상  비-무게손실(relative specific weight 

loss)을 구하여 시편의 FAC 변화를 제시하 다. 

( 3 )  배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실 험 결 과

( 가)  하 이 드 라 진  농도에  따 른  탄 소강 의  비 - 무 게 손 실   상  비 - 무 게 손 실

탄소강의 비-무게손실은, Fig. 3-2-92와 같이, 하이드라진 농도 0, 50, 100, 150 

 250 ppb에서 각각 651, 742, 679  458 ㎍/㎠로 나타났으며, 상  비-무게손실

은 Fig. 3-2-93과 같이 나타났다. 탄소강의 FAC에 의한 비-무게손실은 하이드라

진 농도범  0～100 ppb에서의 값들이 150  250 ppb에서의 값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2-3-7]. 

( 나 )  하 이 드 라 진  농도에  따 른  합 강 의  비 - 무 게 손 실   상  비 - 무 게 손 실

합 강의 비-무게손실  상  비-무게손실은 Fig. 3-2-94  Fig. 3-2-95와 

같이 나타났으며, 하이드라진 농도 0, 50, 100, 150  250 ppb에서의 값들은 탄소

강의 값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3-8]. 

( 4 )  배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에  한  토 의

탄소강  합 강의 상  비-무게손실들을 EdF가 도시한 값들(Fig. 3-2-86)과 

비교하 다. 탄소강의 상  비-무게손실은 Fig. 3-2-96과 같이, 합 강의  비-

무게손실은 Fig. 3-2-96과 같이, 그리고 탄소강과 합 강 모두를 비교한 것은 

Fig. 3-2-98과 같이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하이드라진 농도가 배

재질 FAC에 미치는 향이, EdF의 데이터에 비교하여 볼 때, 훨씬 작음을 알 수 

있으며, 반 으로 하이드라진 농도의 향이 별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5 )  배  F A C 의  하 이 드 라 진  농도 의 존성 에  한  결 론

본 실험연구에서 하이드라진 농도가 탄소강  합 강 배 재질의 FAC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국내 원  수화학 리부서에서 용하는 하이드라진 농

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제시하 다. 

나 . 배 재 질  F A C 의  백 담 지 ( P t O 2 - d o p i n g )  의 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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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의 존성  연구 배경

술한 바와 같이, PWR 원  2차측 수화학계통에서 계통배 들은 많은 FAC를 

겪어오고 있다. 배  FAC는 일반 으로 마그네타이트(magnetite, Fe3O4)로 이루어

진 배  내벽의 보호성 표면층이 손실되면서 개시된다[2-3-9]. 따라서 FAC를 화학

으로 완화시키기 해서는 이 마그네타이트를 가혹한 수화학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원리상으로 보면, -pH 선도에서 마그네타이트의 300℃에서의 안

정 역은 Fig. 3-2-99에서와 같으며, 이 역의 기화학  (electrochemical 

potential, ECP)와 pH를 유지하면 마그네타이트를 안정하게 유지된다. Fig. 

3-2-100에서, PWR 2차측 수화학에서는 하이드라진을 첨가하여 용존산소를 제거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DO, dissolved oxygen)가 10 ppb 이하에서의 300℃ 탄소강 

ECP를 보면 략 -680 ㎷인 반면에 백 은 략 -530 ㎷ 정도이다. 만약 탄소강 

배 표면에 백 을 담지시켜주면, 표면의 담지된 부 는 부식 (corrosion 

potential)가 략 -530 ㎷ 정도로 되면서 마그네타이트의 안정도 역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지 까지 배  FAC를 억제하기 하여 계통수 pH, 오리피스 거리, 재질, 

유속, pH 제어제  하이드라진 농도가 배  FAC에 미치는 향에 한 고찰

[2-3-2, 2-3-3, 2-3-7, 2-3-8]에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타이트 보호 원리를 

배  FAC 억제를 한  다른 연구방향으로 잡았다. 본 연구의 목 은 모사된 

PWR 2차측 수화학 조건 하에서 배  내벽의 보호막인 마그네타이트를 보호하기 

하여 백 산화물(PtO2)을 담지시켜(doping) 배 의 FAC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

이다.  

( 2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의 존성  실 험 방 법

본 실험은 탄소강 시편상의 PtO2의 담지, 담지된 표면의 특성 확인  FAC 무게

손실 측정으로 별된다. 

( 가)  백 산 화물  담 지

100 ppb-Pt  2.43 ppm-Pt의 농도를 지닌 백 산화물(PtO2ㆍxH2O, Merck) 분

말을, 분산효과를 해 10%의 에타놀이 함유된, 증류수에 넣고 음  진동으로 

잘 혼합한 후에, 이 수용액을 백 담지 장치(참조 Fig. 3-2-101  Fig. 3-2-10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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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조에 담는다. 탄소강 시편(commercial grade)은 표면특성 찰  분극특성 시

험을 해 9.3 ㎜ x 9.0 ㎜ x 1.18 ㎜로, FAC 시험을 해, 이  실험과 동일하게, 

17.8 ㎜ x 17.8 ㎜ x 2 ㎜로 제작하 으며(참조 Fig. 3-2-103), 이들을 담지 장치의 

시편 지지 (참조 Fig. 3-2-104)에 장착하고 항온조에 넣은 다음에 80℃에서 약 20 

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에, 시편들을 음  세척하여 건조시켰다. 

( 나 )  백 - 담 지  표 면 특 성  확 인

백 으로 담지된 탄소강 시편의 표면을 SEM-EDX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 Ltd.)로 확인하 다. 

백 담지 표면의 분극특성(polarization curve) 시험은 오토클 이  내에 시편을 

장착하고 미리 3 시간이상 질소기체로 탈기한 후에 기 실온-pH를 에타놀아민

(ETA, ethanolamine) 는 암모니아로 9.5에 맞추어 150℃에 도달한 후에, 

Potentiostat (Potentiostat / Galvanostat Model 273A, EG&G Princeton Applied 

Research  Corrosion Analysis Software(PN Model 352/252)를 사용하여 분극곡

선을 구하 다. 

( 다 )  F A C  시 험  

FAC 시험을 하여 상기의 FAC 시험루 (참조 Fig. 3-2-88)를 일부 개조하

다(참조 Fig. 3-2-105). 용존산소를 제거한 수용액이 순환하는 루  내의 오토클

이 에 백 으로 담지되거나 담지되지 않은 시편들을 장착하 다. 

FAC 시험온도는 탄소강 FAC가 최 로 일어나는 150℃로 선정하 다. PWR 2

차측 계통수의 실온-pH인 pH 9.5 역에서는 150℃ 탄소강 FAC 시험의 유용한 

데이터를 얻기 해 약 300 시간정도가 소요되었다[2-3-2]. 본 시험에서는, FAC 

시험시간을 이기 해, FAC가 실온-pH 9.5에서보다 약 다섯 배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실온-pH인 8.5로 하 고[참조 Fig. 3-2-79], pH는 암모니아로 조 하

다. 이에 따라 FAC 시험 소요시간은 약 62 시간으로 계산되었고 실제 루 시험에

서 이 시간 후에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오토클 이  내의 회 날개가 

제공하는 회 속도는, 먼  실험과 동일하게 선속도 8.6 m/sec를 제공하는, 1,500 

rpm로 하 다. 

( 3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의 존성  실 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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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에  따 른  탄 소강  시 편 의  표 면  특 성

각 Pt-담지 탄소강 시편마다 SEM-EDX를 분석하 으며, 부분 Fig. 3-2-106, 

Table 3-2-7  Fig. 3-2-107과 같이 나타났다. 이로써 SEM-EDX로 상기의 백

담지에 의해 Pt가 담지되었음을 확인하 다. 백 이 미량이었기 때문에 시편표면 

체를 백 이 덥지는 않았으며 부분 으로 담지된 부 들이 여기 기에 나타났

다. 그 부 에서의 백  함량은 략 28 wt-%이었다.

( 나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에  따 른  탄 소강  시 편 의  분 극 곡 선  특 성

Pt-담지 탄소강 시편마다 분극곡선 특성을 시험한 표 인 결과는 Fig. 

3-2-108과 같이 나타났다. Fig. 3-2-108에서 보면, 담지되지 않은 탄소강 시편의 

최소 I/Area에서의 는 략 -800 ㎷이었고, 백 이 담지된 탄소강 시편의 최소 

I/Area에서의 는 략 -600 ㎷이었다. 한편, 술한 바와 같이, Fig. 3-2-100에

서 보인 용존산소 10 ppb 이하에서의 300℃ 탄소강 ECP가 략 -680 ㎷인 반면에 

백 은 략 -530 ㎷ 정도이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본 실험이 

300℃가 아니라 150℃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다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에  따 른  탄 소강 의  비 - 무 게 손 실   상  비 - 무 게

손 실

배  FAC의 PtO2-담지에 따른 탄소강의 비-무게손실  상  비-무게손실은 

Fig. 3-2-109  Fig. 3-2-110과 같이 나타났다. Fig. 3-2-110에서 보면, 탄소강 

FAC의 상  비-무게손실이 평균 으로 략 0.36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소강 

FAC가 백 담지에 의해 약 1/2 내지 1/3로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탄소

강 시편을 사 에 연마할 경우에는 상  비-무게손실이, Fig. 3-2-111에서와 같이, 

연마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탄소강 시편 표면에 형성된 마그네

타이트가 연마에 의해 손실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FAC 억제를 못하 기 때문이다. 

( 4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의 존성 에  한  토 의

배  FAC의 PtO2-담지에 따른 탄소강 시편의 표면에서 SEM-EDX로 Pt가 담지

되었음을 확인하 다. PtO2-담지에 따른 탄소강 시편의 분극곡선은 백 담지에 의

해 탄소강 시편 표면의 부식 가 백 의  값 쪽으로 바 었음을 알려주었다. 

아울러, 배  FAC의 PtO2-담지에 따른 탄소강의 상  비-무게손실은 백 담지에 

의해 탄소강의 FAC를 략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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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배  F A C 의  P t O 2 - 담 지  의 존성 에  한  결 론

결론 으로, PWR 2차측 수화학계통에서 발생하는 배  FAC는 배  내벽에 백

을 담지함으로써 략 40% 정도로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단계에서의 이 

실험은 기존의 FAC 시험루 를 더 보완하여 수화학조건들을 더 정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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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응력부식 평 가( P b ,  S )   D B  구축

1. 납 부식 향  D B  구축

가. 서 론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납에 의한 응력부식(PbSCC) 상을 규명하기 해 

고온 고압의 염기성 분 기에서 CERT(Constant elongation rate test) 실험과 

modified reverse U-bend(mRUB) 시편을 이용한 응력부식시험을 실시하 다. 원

 증기발생기 열  는 열  지지 에 형성된 슬러지 사이의 틈새에 구리와 

같은 산화성 이온들이 농축되면 이에 따라 틈새 환경에서 부식 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부식 의 변화가 열  재료의 PbSCC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찰하기 해 여러 가지 인가  하에서 납이 첨가된 고온의 물 분 기에

서 응력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원 의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합  600이 개발 

되어 도입되었으나 원  가동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열 에서 부식 

등으로 인한 손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열처리 

조건의 변화를 통한 성능 개선을 시도하여 재 Meal annealed(MA)부터 

Thermally treated(TT)와 High temperature meal annealed(HTMA) 등 여러 가지 

합  600 제품이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Cr 성분을 강화함으

로써 SCC 항특성이 개선된 합  690TT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열  재료의 SCC 항성을 비교 평가하기 해 변형된 

RUB(mRUB) 시편을 이용하여 고온 부식 장입시험(immersion corrosion test)을 

수행하 으며, 납의 농도에 따른 고온의 염기성 분 기에서 각 재료의 PbSCC 

항성을 평가하 다.

나 . 납 분 기에 서  p H 와  인 가  향  시 험

( 1)  실 험 방 법

증기발생기 열  재료인 합  600 MA의 기화학  조건에 따른 PbSCC 특성

을 찰하기 하여 인가 를 부가할 수 있는 CERT(constant extension rate 

tester)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하 다. 체 실험장치 구성은 Fig. 3-3-1과 같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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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사용된 CERT 장치는 일본 Toshin사 제품 SERT-MINI-2000B 모델로서 고

온에서 압력용기내부의 고압에 의해 발생되는 하 을 보상하여 인장 응력 외의 압

력경계로 인한 하 을 제거할 수 있는 압력균형(Pressure balancing) 장치가 인장

축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Toshin에서 제작된 외부 Ag/AgCl 기 극

(Pressure Balancing type external reference electrode)이 부착되어 있어 인가  

조건 시험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상온을 유지하기 해 Pressure Balancing 부분과 

극 부분이 냉각수 배 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테핑모터 방식의 인장시험기는 최

하 용량 2톤과 최 변형률 5×10
-5

 mm/min 사양을 가지고 있다. 고온고압의 실

증 시험을 한 압력용기는 Hastelloy C-276 합 으로 제작되었으며, PAR 273 

potentiostat를 사용하여 인가 를 가하 다. CERT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Fig. 

3-3-2와 같이 일반 인 인장시편의 규격을 만족하면서 인가 가 시편에 충분하

게 흐를 수 있도록 보조 극과 시편 표면 의 비율을 계산하여 정한 총면 을 

갖는 소형 인장시편을 설계하여 사용하 다. 이 시편의 게이지 길이와 하  단면

은 각각 17 mm와 3.9 mm
2

이다. 기 극 충 용액은 0.01N KCl 용액을 주입하여 

사용하 고, 보조 극으로 백 선을 사용하 다. 시편과 CERT 장비와의 기  

연을 하여 시편 주 를 산화지르코늄 박막으로 차단한 상태로 실험하 다. 실

험 에는 항상 상온에서 고순도(99.999%) 질소를 1시간 동안 주입하여 용존산소

를 제거하 다. CERT 장치의 변 측정은 인장축에 연결된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로 측정되며 변 와 하 값은 CERT 제어장치로부터 PC

에 장착된 데이터 수집보드를 통해 기  신호가 입력되며 Labview로 자체 제작

한 로그램을 이용해 PC에 표시된다.

CERT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기계 , 화학  성질은 Table 3-3-1과 같다. 시편 

재료인 합  600 MA는 외경 3/4 inch(19.05 mm), 두께 1/24 inch(1.058 mm)의 규

격을 갖는 튜 재료이며 960℃에서 10분간 mill annealed 열처리 조건을 거쳤다. 

Alloy 600 MA 튜  단면을 길이방향으로 3등분으로 와이어 가공하여 CERT 인장

시편으로 제작하 다. 시편의 탄화물 분포 형상을 찰하기 하여 상온은 인산용

액(Phosphoric acid 80 ㎖, water 10 ㎖)에서 2.5 V, 30 로 해 에칭을 하 고, 

입계 찰은 5% nital용액(methanol 95 ㎖, nitric acid 5 ㎖)에서 2.5 V, 30 간 

해 에칭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학 미경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 다.

시험용액은 도도가 1 MΩ․cm 이상인 순수에 NaOH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pH를 조정하 고, 실험은 염기성 분 기인 pH 10과 성인 pH 7로 수행하 다. 납 

농도는 PbO 분말 형태로 1,000 ppm이 되도록 하 고, 300℃에서 2×10
-7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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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4

 mm/min) 속도로 CERT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후 주사 자 미경

(SEM)으로 시편 단면을 찰하고 SCC 면  비율을 계산하 다.

분극시험은 EG&G 273 potentiostat와 M352 corrosion software를 사용하여 합

 600 MA의 기화학  특성을 시험하 다. 분극시험 시편은  형태의 시편을 

압착하여 상시편으로 제작하 는데 이 때 재료에 가해지는 냉간 가공도는 약 

2% 이내로 측되어 냉간가공의 향을 무시하 다. 분극시편의 크기를 10 x 12 

mm 직사각형 형상으로 와이어 가공하여 합  600 와이어로 용  연결 하 다. 분

극 시험 에는 시편 연결선 부분을 열수축 테 론 튜 (PTFE)로 연하 다. 실

험 용액을 질소로 1시간 탈기 시킨 후 300 ℃ 온도에서 1 mV/sec 속도로 양극분극 

실험을 수행하 다.

( 2 )  실 험 결 과   고 찰

 실험에 사용된 합  600 MA 재료의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는 Fig. 3-3-3과 

같다. Fig. 3-3-3(a), (c), (e)는 인산용액에서 에칭한 결과이고 Fig. 3-3-3(b), (d), 

(f)는 이를 다시 nital 용액으로 2단계 에칭한 후 학 미경과 자 미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합  600 MA의 미세구조의 입계 는 입내구조에서 탄화물의 흔

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기지조성의 탄소함량이 0.01 %로 낮고 탄소의 완 용

해 온도인 849 ℃보다 높은 960 ℃에서 10분간 소둔(mill annealed)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기지 속 안으로 완 히 용해된 것으로 단된다.

합  600 재료의 기화학  조건에 따른 PbSCC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

시험기(CERT)를 이용하여 여러 인가  하에서 응력부식균열(SCC) 시험을 수행

하 다. 인가 를 Ag/AgCl(0.01M KCl) 외부기 극으로 40 ～ -1,200 mV까지 

다양한 값으로 환하면서 CERT 시험을 수행하여 pH 7과 pH 10에서 용액 조건

에서 각각 Fig 3-3-4, Fig. 3-3-5와 같이 하 -변  곡선 결과를 얻었다. CERT 시

험 후 자 미경으로 단면을 찰한 결과는 Fig. 3-3-6과 Fig. 3-3-7에 나타내

었다. 이러한 자 미경 단면 사진으로부터 체 단면 면 에 한 SCC 면

의 비율을 구하여 Fig. 3-3-8과 같이 인가 에 따른 SCC 면 비(%)를 얻었다. 

이 결과를 통해 pH 7과 pH 10 조건에서 인가 에 따른 PbSCC 발생 정도가 비

슷한 분포를 갖으며, 약 -0.5 V 이하의  역에서 SCC가 발생하는 것을 찰

하 다. -700 mV 근처에서 pH 7과 pH 10 조건 모두 최  PbSCC를 보여 주었으

나 pH 10 조건일 때 SCC 면 비가 약간 더 큰 값을 보여주었다. Fig. 3-3-9는 

CERT 장치에 분극시편을 장착하여 300℃ 온도에서 1 mV/sec scan rate로 양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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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실험을 통해 얻은 합  600 MA의 기화학 특성이다. 실험 용액 조건은 CERT 

실험 조건과 동일한 pH 10, 1,000 ppm Pb 조건에서 실험하 다. 두개의 시편으로 

실험하여 재 성을 확인한 결과 거의 비슷한 분극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합

 600 MA 재료의 분극곡선과 함께 pH 10 조건에서 얻은 PbSCC 발생 정도를 같

이 도시하여 Fig. 3-3-1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인가  

상태에 따른 PbSCC 발생 정도와 균열 형태 변화가 확실하게 찰된다. 이 결과에

서 보면 1,000 ppm 농도의 납을 첨가한 300℃, pH 10 용액 조건일 때 분극곡선 상

에서 합  600 MA의 표면에 부동태 산화막이 형성되는 역에서는 PbSCC가 

찰되지 않았다. PbSCC는 활성-부동태 천이 역 이하 에서 SCC가 발생하

기 시작하며 임계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PbSCC 발생도 증가하는 상이 찰

된다. Fig. 3-3-11과 같이 pH 7과 pH 10 조건의 PbSCC 시험결과와 합  600 MA 

재료의 분극 곡선을 함께 도시하여 비교 평가해 보면 합  600 MA의 분극 특성에 

따른 PbSCC 변화가 쉽게 악된다. pH 10 조건일 때 -560 mV보다 높은  

역에서는 PbSCC가 발생하지 않았고, -580 mV 이하부터 PbSCC가 발생하 다. 합

 600의 분극특성을 보면 -550 mV부터 약 300 mV까지 부동태  역을 보인

다. 임계 류 도가 나타나는 -710 mV 인가  실험에서 PbSCC 발생비가 약 

42%로 최 값을 보 다. 그리고 부식 인 약 -930 mV 부근인 -950 ～ -1,000 

mV 역에서 PbSCC가 감소되었다. 이 때 최  %PbSCC는 약 6% 내외로 

찰되었는데 이는 음극반응과 양극반응이 평형을 이루는 부식 에서 PbSCC가 

다소 감소함을 보여 다. OCP(open circuit potential) 이하의 음극 환원  역

인 -1,100 mV에서 PbSCC 증가가 찰되었다. pH 7 성분 기에서 CERT 실험 

결과도 pH 10 실험 결과와 유사성을 보여 다. 그러나 pH 7 조건일 때 -560 mV 

인가 에서 약 5% PbSCC가 찰되었는데 pH 10인 염기성 분 기에서는 SCC

가 발견되지 않았던 역이었다. 최  PbSCC가 발생한 역도 pH 10 조

건일 때와 비슷한 값에서 찰되었지만 체 으로 pH 7에서 PbSCC 발생 분

포도는 pH 10 조건의 PbSCC 분포도에 비해 약 20 ～ 30 mV 양극  쪽으로 이

동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성 용액에서도 PbSCC가 발생하며 염기

성 분 기보다 균열크기는 약간 감소하지만 합  600 MA의 기화학  특성에 따

른 PbSCC 발생 특성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pH 10 실험 결과 

산화막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Fig. 3-3-12와 같이 인가  조건에 따라 산화막 두

께 변화가 나타났다. AES 분석은 -500, -700, -1,000 mV 인가 에서 실험한 시

편들을 사용하 는데, PbSCC가 가장 많이 일어난 -700 mV 시편의 산화층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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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CC가 낮은 -500 mV와 -1,000 mV 시험 산화층보다 훨씬 었다. 그러나 산화

층의 구성 성분은 체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iglin[3-1-1] 등의 합  

600 재료의 SCC 시험결과에 따르면 납이 첨가된 산성 분 기에서는 시편 두께의 

16% 이하 깊이를 갖는 IGA 균열이 주로 발생하 고, 성으로 갈수록 IGSCC로 

발 하다가 염기성 분 기에서 TG/IGSCC의 혼합된 균열형태를 보여주며 균열길

이는 시편 두께의 35% 부터 87% 깊이까지 찰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균열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부분 IGSCC 는 TG/IGSCC 혼합균열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 Miglin은 산성과 염기성 분 기에서 균열형태의 변화와 수용액

에서 열역학 으로 납이 안정화되는 상태가 서로 한 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고온의 납 용액의 Pourbaix diagram에서 산성일 때 수소 용출선(Hydrogen 

evolution line)이 Pb
+2

 이온으로 용해되는 역에 있게 되고 이 때 주로 IGA 는 

IGSCC가 발생하지만 pH 10의 염기성 조건에서 Hydrogen evolution line이 속상

태의 납(metallic Lead)으로 안정화되는  역에 있게 되며 이때 빠르게 진행

되는 TG/IGSCC가 발견되었다. Miglin은 이때 가능한 반응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

시하며 lead chromate와 metallic nickel이 생성될 것으로 상하고 있다.

 PbO + Ni = Pb + NiO,     ΔG = -6 kcal/mole

 2Pb + 5NiO + Cr2O3 = 2PbCrO4 + 5Ni            (3-2-1)

고온(300℃)의 pH 10 염기성 분 기에서 얻은 PbSCC (Fig. 3-3-11)을 보면 본 

연구에 사용된 Alloy 600 재료의 부식 는 Pourbaix diagram에서 납이 열역학

으로 속상태(metal lead)로 안정되는 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Alloy 600 재료의 

TG/IGSCC 발생은 고온의 염기성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온 상태의 납보다 속상태

의 납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R.W. Staehle 교수는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한 많은 PbSCC 실험 결과들을 모아서 

Fig. 3-3-13과 같이 E-pH diagram에 종합한 결과 PbSCC가 기화학  조건에 크

게 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 다[3-1-3]. 특히 Fig. 3-3-13(b)와 같이 Ni의 열

역학  상태가 NiO와 HNiO
2-

로 안정되는 역에서 PbSCC가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 다. 

( 3 )  결 론

납이 1,000 ppm 농도로 첨가된 300℃ 용액에서 Alloy 600 MA 재료에 해 인가

 조건에서 CERT 실험을 실시하여 기화학  조건에 따른 PbSCC 발생 특성

을 찰하 다. pH 7과 pH 10 분 기에서 부동태 산화막이 형성되는 역에



- 81 -

서 PbSCC의 발생이 억제되었다. 활성-부동태 천이 역에서 PbSCC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임계 류 도가 발생하는 1차 과부동태  근처에서 PbSCC가 최 로 

발생하 다. 부식 보다 낮은 음극분극 반응 역에서 약간의 PbSCC 증가

가 찰된다. 이상과 같이 성과 염기성 분 기에서 합  600 MA 재료의 인가

에 따른 PbSCC 항성 변화를 찰하고 PbSCC 발생  역을 확인하 다.

다 . 납 농도 향 :  응력부식 시 험

( 1)  실 험 방 법

재 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 이거나 사용할 정인 합  600 

MA, TT, HTMA, 합  690 TT, 합  800 재료의 납 농도에 따른 SCC 항성을 

평가하기 해 RUB 시편을 이용한 고온 장입 부식실험을 수행하 다.

각 재료의 물리  성질  화학  조성은 Table 3-2-1, 2와 같다. 균열 생성을 

진하기 해 제작된 reverse U-bend(mRUB) 시편 형상은 Fig. 3-2-1과 같다. 튜

재료의 길이방향으로 2등분 단한 후 gauge length 25 mm인 인장시편을 제작하

고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길이 방향으로 20% 인장변형을 가하 다. 3- 

point bending 장치를 사용하여 reverse U-bend 시편을 만든 후 합  600 는 합

 800으로 제작한 볼트와 트를 체결하여 응력을 가하 다. 이때 시편의 기  

연을 해 시편과 볼트 사이에 산화 지르코니아 와셔를 끼웠다. 응력부식 시험은 

순수에 수산화나트륨(NaOH) 10% 첨가한 염기성 용액에 각 재료별 RUB 시편을 

Alloy 600 MA 재로 자체 제작한 시편걸이에 장착한 다음 Ni 속으로 제작된 

압력용기에 넣고 일정한 기간 동안 315℃ 온도가 되도록 하 다. 모든 SCC 실험은 

시작 에 3시간 동안 질소 퍼징으로 용존산소를 제거한 후 수행되었다.  응력부식 

시험은 납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PbO 분말을 1,000 ppm 넣은 경우, 그리고 PbO

와 SiO2를 각각 1,000 ppm씩 첨가한 경우에 해 실험하 다. 10일 는 20일 간격

으로 입체 미경으로 시편을 검사하여 SCC가 발생할 때까지 장입시험을 수행하

다. SCC 실험 후 균열이 발생한 시편의 단면을 단하여 5% 질산용액에서 해에

칭을 하 고 학 미경으로 균열 형태(crack morphology)를 찰하 다.

( 2 )  실 험 결 과   고 찰

실험에 사용된 열  재료들은 Fig 3-3-14와 같이 열처리 조건과 합  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세구조상 합  800의 입자 크기가 가

장 컸으며 표면 강도는 합  600 TT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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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PbSCC 항성을 비교 평가하기 해 RUB 시

편을 이용한 고온 장입 SCC 시험을 실시하여 Table 3-3-2와 Fig. 3-3-15와 같이 

여러 실험 조건에 따른 PbSCC 결과를 얻었다. Fig. 3-3-15(a)는 납이 첨가되지 않

은 순수한 10% NaOH 용액에서 315℃ 온도로 실험한 결과이다. 합  600 재료는 

모두(MA, TT, HTMA) 40일 실험기간 동안 균열이 발생하 으며, 합  800 재료

는 2개의 RUB 시편  30일과 60일에 각각 1씩 시편에서 SCC가 발생하 다. 합  

690 TT 재료 시편에서는 60일 장입 시험기간  입체 미경을 통한 육안 검사에

서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같은 실험 조건에 1,000 ppm 농도의 납을 첨가했을 때

(Fig. 3-3-15(a)) TT재료를 제외한 합  600 재료에서 PbSCC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  690 TT와 합  800 시편에서 SCC 균열이 발생하 다. 특히 합  690 

TT 재료인 경우 10일 만에 격한 SCC가 발생하 고 SiO2를 첨가한 실험에서도 

(Fig. 3-3-15(c)) 합  690 TT는 모두 20일 이내에 균열이 찰되었다. 이 실험에

서는 합  690 TT 시편을 처음 10일 동안에 2개 장입하고 균열이 발견된 다음 다

시 시편 2개씩 새로 장입하여 실험하 으나 별 차이 없이 모든 합  690 TT 시편

에서 비교  짧은 실험기간 동안에 PbSCC가 발생하 다. PbO와 SiO2를 각각 

1,000 ppm 첨가한 경우 120일 동안의 시험 기간  합  600과 합  800 재료에서

는 PbSCC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분 기에 PbO 한 가지만 존재할 때 보다 PbO 

+ SiO2가 함께 존재할 때 합  600과 합  800에서 SCC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합  600과 합  690 재료의 PbSCC 항성이 기존에 알려져 있

는 실험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으로 합  690 재료가 PbSCC를 

비롯하여 부분의 조건에서 합  600 재료에 비교해서 더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합  690과 합  800 재료는 PbSCC

에 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농도의 납과 고염기성 분 기(1,000 

ppm, 10% NaOH)에서 실험하 고, RUB로 제작되는 시편에 20% 냉간 인장응력을 

가하여 재료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변형이 가해진 상태로 고온 SCC 실험을 실시

하 고 이로 인해 열  재료들의 SCC 특성이 본 실험결과와 같이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Castano-Marin [3-2-5] 등은 합  600 MA와 

합  690 TT, 합  800 재료로 제작된 C-ring 시편에 2% 변형을 가하여 350℃의 

고온에서 실험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10% NaOH 염기성 용액에서 500

시간 동안 SCC 실험했을 때 0.1M PbO를 첨가한 경우 PbO가 없는 경우보다 합  

600 MA 시편의 균열길이가 감소하 고 합  690 TT의 PbSCC는 100% 통균열

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시편의 응력상태가 열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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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CC에 요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납 농도와 실험 온도 

등의 조건이 각 열  재료의 PbSCC에 작용하는 향에 한 심층  연구가 필

요하다. 

시편의 단면을 질산 해 에칭을 한 후 학 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Fig. 3-3-16

과 같은 균열 단면 사진을 얻었다. PbO를 첨가한 조건에서 합  600 재료는 모두 

IGSCC로 균열이 된 반면 합  800과 합  690 TT 재료는 완 한 TGSCC 형

태를 보여 다. 황성식[3-1-2]은 Fig. 3-3-17과 같이 C-ring 시편을 이용하여 SCC 

시험한 결과 합  600 MA는 IGSCC로 PbSCC가 찰되었으며, 합  600 TT와 

690 TT는 모두 TGSCC가 찰되었다. 1,000 ppm PbO 첨가 조건에서 실험한 시편

의 단면 SEM 사진(Fig. 3-3-18)에서도 TGSCC를 확인할 수 있었다. R.W. 

Staehle 교수가 종합한 결과 Fig. 3-3-19와 같이 납이 포함된 응력부식 시험 조건

에 따라 IGSCC와 TGSCC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3-1-3].

( 3 )  결 론

증기발생기 열  재료인 합  600 MA와 TT, HTMA, 합  800 그리고 합  

690 TT에 한 PbSCC 항성을 RUB 시편으로 315℃, 10% NaOH 용액에서 납 

농도에 따른 실험 결과 PbO가 증가할 때 합  600 재료에 비해 합  690 TT와 합

 800 재료의 PbSCC 항성이 감소하 다. PbO와 SiO2가 각각 1,000 ppm씩 혼

합된 경우에는 합  600과 합  800 재료의 PbSCC 발생은 감소하 으나 합  690 

TT에서는 빠른 PbSCC가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서 합  600 재료는 납 첨가 유무

에 계없이 모두 균열 는 IGSCC를 보여주었고, 합  690 TT와 합  800 재

료에서는 납 첨가로 인하여 TGSCC 균열이 찰되었다.

라 .  납 농도 향 :  기화학  특 성  자 료 생 산

( 1)  실 험 방 법

합  600 재료는 Pb를 포함하는 염기성 분 기에서 고온 응력부식에 취약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 기에서 기화학  특성을 시험하 다.  

Table 3-3-3은 시험에 사용된 합  600의 성분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합  600재

료의 일부 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사용된 합  690과 800 재료의 성분도 같이 표

시하 다. Polarization Curve를 측정시 시편은 #400과 600 Sand Paper로 연마 후 

Aceton으로 세척하 고, 표면분석 시험시 시편은 #400, 600 Sand Paper로 연마 후 

Polishing 처리를 하고 아세톤으로 세척하 다. Polarization Curve 특성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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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표면분석시험을 할 때, 모든 시험용액은 4% H2+Ar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2 

ℓ/min 유량으로 2시간 동안 탈기시켰다. 그리고 모든 시험의 Scanning Rate은 30 

mV/min으로 통일하 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하여 Anodic Scanning을 하기 에 Cathodic Pretreatment를 10분간 실시하 다.

( 2 )  실 험 결 과   고 찰

Fig. 3-3-20은 합  600 재료가 300℃, 10% NaOH 분 기에서 Polarization 

Curve를 보여주고 있다. Anodic Peak에서의 류 도가 10 mA/cm2 정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합  690과 800 재료의 값(3 mA/cm2)과 비교할 때 합  600의 경우

가 약 3배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동태 역에서는 합  690 재료가 합  

600보다 훨씬 높은 류 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3-21은 합  600 재료에 

하여 같은 시험조건에서 PbO 농도에 의한 향을 보여주고 있다. PbO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는 PbO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0.90 V에서 1,000 ppm 

PbO 첨가시 -0.97 V로 낮아졌다. Anodic Peak에서의 류 도 값이 PbO 농도가 

10, 10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었으나 1,000 ppm의 경우 류 도 값이 

70 mA/cm2으로 증가하 다. 한 부동태 역에서의 값도 1,000 ppm의 경우 증가

하 다. 합  690 재료의 경우도 1,000 ppm PbO 농도에서 Anodic Peak의 값이 합

 600 재료의 값과 유사하게 증가하 다. 이와 같이 1,000 ppm PbO 농도에서 

Anodic Peak의 류 도 증가가 어떠한 반응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하여, 우

선합  690 재료를 같은 실험조건에서 3시간 동안 침지한 후 시편표면을 

EDX(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로 성분을 분석하 다(Fig. 3-3-23). 시편표

면에서 Pb는 검출되지 않았고, 시편표면에 한 Image Mapping(Fig. 3-3-22)에서

도 Pb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로 시편의 깊

이 방향으로 분석하여도 Pb는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험시간 동안 시편표면에 

Pb가 Deposit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 Anodic Peak에서의 반응을 조사

하기 하여 Pure Pb를 같은 실험조건에서 Polarization Curve를 측정하 다. Pb의 

경우, 300℃, 10% NaOH 용액에서 -1.025 V 정도에서부터 류 도가 증가하기 시

작하여 부동태 역이 없이 매우 높은 값으로 계속 으로 증가하 다(Fig. 

3-3-24). 따라서 Fig. 3-3-21에서 1,000 ppm PbO가 존재시 Cathodic Pretreatment 

과정에서 Pb가 시편에 Deposit되고 증가된 Anodic Peak 류 도는 부분 

Deposit된 Pb가 용해되면서 나타난 류 도인 것으로 단된다. 100 ppm PbO 농

도에서의 Polarization Curve의 경우, -1.025 V 부근에서 Anodic 류 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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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시 Cathodic 류 도를 보이다가 -0.875 V 부근에서 Anodic Peak를 보 다

(Fig. 3-3-25). 이는 100 ppm PbO의 경우, Cathodic Pretreatment시 일부 Pb가 시

편표면에 Deposit되나 양이 어 -1.025 V 부근에서 빨리 용해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고농도 PbO (1,000 ppm 이상) 실험조건에서는 Cathodic Pretreatment

에 의하여 Pb가 Deposit되고 이로 인하여 Polarization Curve 특성이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Fig. 3-3-26은 합 600, 690과 800 재료에 하여 300℃, 1,000 

ppm PbO를 함유하고 있는 10% NaOH 용액에서 Cathodic Pretreatment 없이 

Anodic Scanning으로 측정한 Polarization Curve이다. Anodic Peak에서의 류

도는 세 재료 모두 비슷하 으나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는 합  600, 690, 

800 순으로 증가하 다. 한 부동태 역의 범 도 합  690과 800의 경우 많

이 감소하 다.

( 3 )  결 론

o 증기발생기 Sludge에 Pb가 존재할 때 열 의 응력부식이 증가하는 것을 평

가하기 하여 기화학  특성을 시험하 다. 우선 PbO가 존재하지 않는 고온

(300℃)의 염기성 분 기(10% NaOH) 용액에서 Polarization Curve 시험 결과, 합

 600 재료의 경우 Anodic Peak 류 도가 10 mA/cm2로 합  690이나 800 재료

의 값보다 3배 정도 높았다

o 같은 시험조건에서 PbO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  600 재료의 부식 는 

PbO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0.90 V에서 1,000 ppm PbO 첨가시 -0.97 V로 낮아

졌다. 그리고 시편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기 하여 Cathodic Pretreatment를 일정

시간(10분) 하는 경우, PbO가 10, 10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Anodic Peak 류

도의 변화가 었으나 1,000 ppm의 경우 70 mA/cm2 로 폭 증가하 다. Pure Pb

에 한 특성시험 결과와 비교할 때 이는 주로 Deposit된 Pb의 용해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된다. 한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가 증가하 다. 따라서 PbO의 농

도가 높은 경우, Cathodic Pretreatment가 Pb의 Deposit을 유발하여 Polarization 

Curve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o Cathodic Pretreatment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ppm PbO를 함유하는 10%  

NaOH 용액에서 시험결과, 합  600, 690과 800 재료의 Anodic Peak에서의 류

도가 유사하 으나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는 합  800, 690, 600 순으로 감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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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황 부식 향  D B  구축

가. 황 화합 물  농도,  원자 가에  의 한  S G  재 료 들 의  응력부식 규 명

 ( 1)  서 론

황 성분은 원자력발 소(원 ) 증기발생기 2차 측에서 발견되는 주요 불순물  

하나이다 [3-3-1]. 공 수, 냉각수 설, 이온교환수지 쇄 그리고 오일의 분해 등

이 주원인이다. 2차 계통 잠복불순물 방출 시험 시 주로 분석되는 황 성분은 

sulfate(SO4
2-, +6가)인데, 증기발생기 환원성 수 화학 분 기에서, 유해한 낮은 원

자가(S4O6
2- +2.5가, S2O3

2- +2가, S2- -2가)의 황 성분으로 변한다. 이 성분들은 증

기발생기 틈새에서 입계부식(IGA)이나 입계응력부식균열(IGSCC)을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3-3-2]. 미국의 TMI 발 소 사고로 막 한 경제 인 사회  손실을 

입힌 황 성분은 S2O3
2-이었다[3-3-3]. 따라서 기에는 S2O3

2- 성분에 한 연구를 

많이 하 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황 성분들이 원 의 가동 환경에서 환원되면서 

IGA/IGSCC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표됨에 따라 원자가가 다른 여러 가지 황 성분들

의 부식 메카니즘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환원된 황 성분들 에 

sulfide(S2-)는 산소가 부족한 수화학 환경에서 증기발생기 열  재료의 주성분인 

Ni과 먼  반응하여 nickel sulfide(NiS)를 생성한다. 따라서 속의 표면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산화막 생성을 방해하여 IGA/IGSCC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3-3-4]. 

본 시험에서는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조성, 열처리, 황 성분 그리고 농도를 

변수로 하여 환원된 황 성분이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SCC 항성에 미치는 

향을 m-RUB(modified reverse u-bend) 시편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 2 )  황성 분 에  의 한  응력부식시 험

( 가)  시 험 방 법

SCC 시편으로 재 증기발생기 열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합 인 Alloy 

600, 690 그리고 800 재료를 사용하 으며, 외경 3/4˝(19.05 mm), 두께 1/24˝(1.058 

mm)의  재료로서 화학  그리고 기계  특성은 Table 3-3-4와 3-3-5에 나타내

었다. 그리고 시험조건은 Table 3-3-6에 기술하 다. m-RUB를 이용한 SCC 시험 

시편은 을 길이 방향으로 반을 와이어 커 한 후 직경 1″의 원형 mendrel을 

갖는 bender를 사용하여 시편의 반원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경방향을 바깥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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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도록 구부린 m-RUB 시편을 시험재료 종류별로 2개씩 제작하 으며 그 형상

은 Fig. 3-3-27에 나타냈다. 갈바닉 부식을 방지하기 해 지르코니아 와셔를 사용

하 고 Alloy 600 재료로 만든 볼트와 트를 사용하여 응력을 주었다. 응력부식시

험은 Hastelloy C-276으로 제작된 1 갤런 용량의 압력용기를 사용하여 Na2SO4, 

Na2S4O6, Na2S2O3 그리고 NaHS의 탈기된 용액으로 340℃의 부식 에서 수행하

다. 480 시간 간격으로 stereoscopic microscope로 균열검사를 하 으며 균열이 

찰된 시편은 속 다이아몬드 날 단기로 단하여 학 미경  주사 자

미경(SEM/EDS)으로 균열형상과 양상을 찰하 다. 나머지 시편들은 새로운 

용액을 사용하여 실험을 계속하 다. 시편 에 침 된 침 물들은 X-선 회 분석

기(XRD)로 분석하 다.

( 나 )  실 험 결 과   고 찰

Table 3-2-7은 340℃, Na2SO4, Na2S4O6, Na2S2O3 그리고 NaHS의 탈기된 용액에

서 m-RUB를 이용한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황 성분, 농도, 합 조성, 열처리 

변수에 따른 SCC 시험결과들이다. Na2S4O6, Na2S2O3 그리고 NaHS 용액에서 시험

한 후에는 autoclave를 열었을 때 유독한 황화수소 냄새가 났다. 

0.01M Na2SO4 용액 과 0.1M Na2SO4 용액에서 Alloy 600 MA는 2160 시간, 1440 

시간 만에 시험 시편에서 SCC가 찰되었다. 다른 재료에서는 6000과 5760 시간 

동안 SCC가 찰되지 않았다. 0.01M Na2S4O6 용액에서 Alloy 600 MA는 240 시간

에 시편 두개 모두에서 SCC가 찰되었고 통균열을 나타냈다. Alloy 600 TT는 

240 시간에 시편 두개 모두에서 SCC가 찰되었고 합  800은 두개의 시편에서 

3120 시간 과 3600 시간에 SCC가 찰되었으며 통균열이 아닌 균열의 길이가 

짧은 SCC가 찰되었다. Alloy 690 TT는 6000 시간 후에도 SCC가 찰되지 않았

다. Alloy 600 MA는 0.005M 과 0.01M Na2S2O3 용액에서 3840, 4800 시간에 시편 

두개에서 SCC가 찰되었다. 그러나 0.1M Na2S2O3 용액에서는 Alloy 600 MA, 

HTMA 그리고 TT에서 일반부식이 심하여 SCC를 찰할 수 없었다. Fig. 3-3-28

은 0.1M Na2S2O3 용액에서 열  재료들에 따른 무게변화를 나타냈다. Alloy 600 

HTMA > Alloy 600 MA > Alloy 600 TT > Alloy 800 > Alloy 690 TT 순으로 

무게가 감소하 다. 황 성분 농도에 따른 Alloy 600 MA의 무게변화는 Fig. 3-3-29

에 나타냈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무게변화가 심하 다. 0.01M NaHS 용액에서 

Alloy 600 MA는 960 시간, Alloy 600 HTMA는 5760 시간에 SCC가 찰되었다. 

모든 시험용액에서 Alloy 600 MA는 SCC 민감성을 보 고 Alloy 690 TT는 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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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당한 항성을 나타냈으며 재료의 성분에 따른 SCC 민감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하 다. Alloy 600 MA > Alloy 600 HTMA > Alloy 600 TT > Alloy 

800 > Alloy 690 TT. 황 성분들에 의한 응력부식시험에서 용액의 원자가에 의한 

민감성은 Na2S4O6(+2.5) > Na2SO4 (+6) > NaHS (-2) > Na2S2O3 (+2) 순서로 감

소되어 황 원자가에 의한 SCC 민감성에 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용액의 농

도에 따른 민감성은 0.1M Na2SO4 > 0.01M Na2SO4, 0.005M Na2S2O3 > 0.01M 

Na2S2O3 순서로 감소되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CC 민감성이 증가하 다. 합

조성에 따른 SCC 민감성은 Cr 함량이 높은 Alloy 690은 모든 용액에서 높은 SCC 

항성을 나타냈다. 0.01M Na2S4O6 용액에서 시험한 Alloy 600 재료들은 열처리 

조건에 계없이 모두 SCC가 찰되었으며 시험기간 때문에 MA와 TT의 SCC 민

감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Na2SO4, Na2S2O3, NaHS 용액들에서 시험한 경

우, Alloy 600 재료인 경우 MA, HTMA, TT 순으로 SCC 항성이 증가하 다. 

시험 후 균열을 검사하기 해 꺼낸 시편들의 표면은 두껍고 검은 침 물들로 싸

여 있었다. 이 시편들을 음 로 세척하여 그 침 물을 건조시킨 후 XRD로 분석

하 다.  Table 3-3-8에 여러 가지 황 성분에서 시험한 시편들의 침 물 분석결과

를 나타내었다. Na2SO4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들은 침 물이 무 어서 XRD 분

석을 할 수 없었으며 Na2S4O6 용액은 모든 재료에서 Ni7S6가 분석되었다. Na2S2O3 

용액은 농도와 계없이 모든 재료에서 Ni3S2가 분석되었다. NaHS 용액에서는 재

료에 따라 다양한 성분들이 분석되었으며 특히 와샤로 사용된 Zr이 산화된 ZrO2가 

분석되었다. XRD 분석 결과로서 Na2S4O6와 Na2S2O3 성분들은 환원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도 낮은 원자가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동 인 원 의 수화학 환

경은 하이드라진을 사용하는 환원성 분 기이다. 따라서 황 성분들이 환원되는 속

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이 환원된 황 성분들은 열  재료들의 SCC를 가속

화시킬 것으로 상된다. 

0.01 M 농도 황 성분 용액에서 Alloy 600 MA 시편들의 표면을 SEM/EDS로 분

석하 다. 분석결과 균열형상은 IGSCC 형상을 보 으며 균열표면에 있는 불순물

들은 황 성분과 속이 혼합된 산화물로 확인되었다(Table 3-3-9～12, Fig. 

3-3-30～33). Na2SO4 용액과 Na2S4O6 용액에서 시험한 경우, 산화물들은 주로 합

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 으며 황 성분의 atomic%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Na2SO4 용액에서 시험한 시편의 s2 산화물은 산소 와 황 성분의 함량이 매우 크며 

이것은 황산화물과 일반 다른 산화물인 것 같다. 산화물에서 ZrO2 atomic%가 

NaHS 용액에서 측정된 산화물 다음으로 높은데 이것은 Zr가 산화되는 환경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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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의 두 황 성분은 비슷한 메카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됨

을 알 수 있다. Na2S2O3 인 경우, 속-황 성분이 결합된 산화물이 많았으며 (s2, 

s3) NaHS 인 경우, 다양한 속-황산화물들을 나타냈으며  s3은 황과 ZrO2 산화물

이다. 그리고 XRD 분석에서는 침 물 양이 어서 ZrO2가 분석되지 않았지만 균

열 표면에 형성된 산화물들의 EDS 분석결과 ZrO2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지르코

니아 와샤에서 결함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SCC 시험이 끝난 시편들을 이용하여 EDS를 이용하여 표면 산화막을 분석하

다. Fig. 3-3-34는 0.01M Na2SO4 용액에서 시험한 Alloy 600 MA의 SEM과 EDS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표면 산화막은 외부의 니 과 황 성분으로 구성된 층과 내

부의 크롬 산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크롬 산화층의 결함 부 로 황성분이 

계속해서 니 과 결합하여 용해되므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크롬 산화층 아래에 

황화철 산화층이 있다. 따라서 EDS 결과로부터 Na2SO4도 낮은 원자가인 S
2-

 이온

으로  환원이 되며 이 환원된 성분이 SO4
2-

 이온보다 유해하며 SCC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됨을 알 수 있다. Fig. 3-3-35는 0.01M Na2S4O6 용액에서 시험한 Alloy 600 

MA의 SEM과 EDS 결과를 나타냈다. 산화막 바깥에 느슨하게 침 된 Ni7S6 층은 

음  처리에 의해 모두 제거되었다. 산화막이 생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러

한 부분으로 환원된 황 성분들이 Ni과 결합을 하여 SCC를 진행시킨다. Fig. 

3-3-36은 0.01M Na2S2O3 용액에서 시험한 Alloy 600 MA의 SEM과 EDS 결과를 

나타냈다. 크롬 산화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황 성분층이 있어서 

안정한 크롬 산화층 형성을 방해할 것이다. 바깥에 침 된 Ni3S2도 음  처리에 

의해 모두 제거되어 보이지 않았다. 

Marcus는 황 이온들이 OH
-

 이온들의 자리를 차지하여 Ni과 안정한 결합을 이룬

다고 보고하 다[3-3-5]. Alloy 600 MA에서 황 성분은 우선 으로 Ni과 결합하는 

반면에 OH
-

 이온은 Cr과 결합하게 된다. 따라서 Ni 함량이 제일 많은 Alloy 600 

MA는 Na2SO4, Na2S4O6, Na2S2O3, 그리고 NaHS 용액에서 모두 SCC를 보 다. 황 

성분이 Ni과 결합하여 다공성의 불안정한 NiS 산화막을 형성하며 OH
-

 이온도 Cr

과 단단한 산화막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불안정한 산화막이 깨어짐에 따라 

그 사이로 속용해가 시작되어 SCC가 가속화된다. 본 시험에서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을 황 성분 종류와 농도에 따라 SCC 민감성을 평가하 는데 황 성분들

이 낮은 원자가로 환원되었을 때 SCC 민감성이 증가하 다. 본 시험 결과들은 다

른 논문들에서 보고 된 황 성분들의 원자가가 낮을수록 SCC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3-3-6]. 그리고 alloy의 Cr 성분의 증가는 SCC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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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상당히 향을 주었다. 여러 가지 시험결과 황 성분들은 각각 다른 메카니즘

으로 재료들의 SCC 민감성에 향을 미치며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틈새에서 

이러한 성분들의 농도도 증가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 3 )  결 론

- Na2SO4, Na2S4O6, Na2S2O3들은 고온에서 환원제가 없어도 환원되었다. 

- 황 성분에 의한 원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SCC 민감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감소하 다. Alloy 600 MA > Alloy 600 HTMA > Alloy 600 TT > Alloy 

800 > Alloy 690 TT. 

- 황 성분 원자가에 의한 SCC 민감성은 Na2S4O6(+2.5) > NaHS(-2) > Na2SO4 

(+6) > Na2S2O3(+2) 순서로 감소되어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 황 성분 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CC 민감성이 증가하 다. 

- 본 시험자료들은 원  2차측 수화학 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나 . 합  6 0 0  재 료 의  환 원된  S  분 기에 서 의  기화학  특 성  시 험   평 가

Sulfate가 유입되는 경우, 원  분 기에서 Thiosulfate, Sulfide 등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응력부식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 600 

재료가 300℃, 환원된 S 이온 분 기에서 표면에 S 화합물 형성하는 정도와 기

화학  특성(Polarization Curve)을 시험하 다.

( 1)  실 험 방 법

Table 3-3-3은 시험에 사용된 합  600의 성분조성을 보여주고 있다. 합  600

재료의 일부 결과와 비교하기 하여 사용된 합  690과 800 재료의 성분도 같이 

표시하 다. Polarization Curve를 측정시 시편은 #400과 600 Sand Paper로 연마 

후 Aceton으로 세척하 고, 표면분석 시험시 시편은 #400, 600 Sand Paper로 연마 

후 Polishing 처리를 하고 Aceton으로 세척하 다.

Polarization Curve 특성을 측정하거나 표면분석 시험을 할 때, 모든 시험용액은 

2 ℓ/min 유량으로 N2가스를 사용하여 2시간 동안 그리고 4% H2와 N2 혼합가스를 

10 min간 추가로 Deaeration시켰다. 모든 분극시험의 Scanning Rate은 30 mV/min

으로 통일하 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기 하여 

Anodic Scanning을 하기 에 Cathodic Pretreatment를 10분간 실시하 다. Table 

3-3-13은 원  2차계통으로 유입된 Sulfate 성분이 원  2차계통의 환원성 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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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환원되어 생성될 수 있는 이온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에서 Sulfite, 

Thiosulfate, Sulfide가 실제로 검출된 것이 보고되었다. Table 3-3-14는 실험용액

의 상온 pH를 보여주고 있다. 0.01M Na2SO4, NaHS, Na2S2O3 그리고 0.01M 

Na2SO4 용액에 1,000 ppm SiO2 분말을 첨가시 pH는 6.8-8.0이었고, 0.1M Na2SO4 

용액의 pH는 6.3으로 거의 성이었다.

( 2 )  실 험 결 과   고 찰

Fig. 3-3-37은 합  600 재료에 하여 300C, 0.01M Na2SO4, NaHS와 Na2S2O3 

용액에서 Polarization Curve를 보여주고 있다. Na2SO4 용액의 경우 -0.68 V 부근

에서 Active Peak 류 도(0.08 mA/cm2)를 나타내고, Na2S2O3 용액의 경우 

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태 역을 보이지 않고 류 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Active 역에서의 류 도의 증가는 합 재료의 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NaHS 용액의 경우 Na2SO4와 Na2S2O3 용액에서의 Curve의 간에 치하

다. 따라서 Sulfate 이온이 Thiosulfate나 Sulfide 이온으로 환원되는 경우, 환원되

는 정도에 따라 Polarization Curve 값을 증가시키게 된다. Fig. 3-3-38은 합  600 

재료의 48시간 동안 침지시험 후 시편표면에 한 AES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편은 300℃ 0.01M Na2SO4, NaHS와 Na2S2O3 용액에서 시험하 다. AES 분석 

결과 Sulfide 분 기에서 표면의 S 값이 약간 증가(8%)하 고 Thiosulate 분 기에

서 상당히 높게(30%) 나왔다. 따라서 Sulfate 이온의 환원 정도에 따라 AES 분석

시 S의 조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S는 NiS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며, 

NiS가 응력부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3-3-39는 300℃, 0.01M 

Na2SO4 용액에서 합  600 재료에 하여 SiO2가 Polarization Curve에 미치는 

향에 한 시험결과이다. 1,000 ppm SiO2가 존재하는 경우, N2 가스만으로 

Deaeration 하는 경우보다, N2 가스로 처리한 후 나 에 4% H2와 Ar 혼합가스로 

Deaeration 하는 경우, Anodic Peak 류 도와 부동태 역에서의 류 도가 증

가하 다. 이는 수소를 포함하는 환원성 분 기에서 SiO2가 Sulfate 이온의 환원을 

가속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SiO2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수소와 Ar2 혼합가스를 

사용하여 Deaeration하여도 류 도가 상 으로 낮았다. 이는 증기발생기 

Sludge에 SiO2가 있는 경우, 원 의 환원성 분 기에서 유입된 Sulfate의 환원이 

가속화되며, 이러한 경우 증기발생기 합  600 열 의 응력부식 가능성이 높아진

다. 

( 3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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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입된 Sulfate가 원 분 기에서 환원되었을 때, 증기발생기 열 의 응력 

부식을 평가하기 하여, 합  600 재료를 상으로 고온(300℃)의 0.01M Na2SO4, 

NaHS와 Na2S2O3 용액에서 Polarization Curve 시험을 수행하 다. Sulfide 분 기

에서 부동태 역 류 도가 증가하 고, Thiosulfate 분 기에서 가 증가함

에 따라 Anodic 류 도가 폭 으로 증가하 다. 이는 부동태 역 없이 부식

이 가속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o 같은 시험조건에서 48시간 동안 침지시험을 수행한 후 AES를 사용하여 시편 

표면을 분석하 다. Sulfide 분 기에서 표면의 S 값이 약간 증가(8%)하 고, 

Thiosulfate 분 기에서 상당히 높게 나았다. 이와 같은 S는 NiS로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되며 NiS가 형성되면 응력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 SiO2가 존재하는 경우 수소를 함유하는 환원성 분 기에서 Polarization Curve

를 변화시켜 Anodic Peak와 부동태 역에서 류 도가 증가하 다. 이는 증기발

생기 Sludge에 SiO2가 있는 경우, 원 의 환원성 분 기에서 유입된 Sulfate의 환

원이 가속화되어 Sulfide 는 Thiosulfate를 생성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증기발생

기 합  600 열 의 응력부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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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Hump Test Condition and Results

Test No.
specimens

(Materials,가공)
Temp. Environment

Strain rate
(/sec)

Time to
Fracture
(hours)

Elong.at
fracture
(mm)

Elongation
(%)

hptest-35 B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119 2.9 9.67

hptest-36 B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111 2.71 9.03

hptest-37 B

#8;1mm줄
이고 어깨고
정성형 360 water(DO<10ppb, 10PPbZn) 5x10^-7 71 3.45 11.50

hptest-38 B

#8;1mm줄
이고 어깨고
정성형 360 water(DO<10ppb, 10PPbZn) 3.75x10-7 94 3.45 11.50

hptest-39 B

#8;1mm줄
이고 어깨고
정성형 360 water(DO<10ppb, 10PPbZn) 1.25x10^-7 241 2.95 9.83

hptest-40
B(시편종류
#8,HT906007)

#8;1mm줄
이고 어깨고
정성형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113 2.75 9.17

hptest-41 시험실패 2.5 8.33

hptest-42
C(소형시
편,HT602019) 360 water(DO<10ppb, no Zn) 2.5x10^-7 2.6 8.67

hptest-43
C(소형시
편,HT602019) 360 water(DO<10ppb, no Zn) 1.25x10^-7 3.2 10.67

hptest-44
C(소형시
편,HT602019) 360 water(DO<10ppb, no Zn) 3.75x10-7 2.75 9.17

hptest-45
C(소형시
편,HT602019)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3.4 11.33

hptest-46(I
C(소형시
편,HT602019)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1.75 5.83

hptest-47(I
C(소형시
편,HT602019)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2.1 7.00

hptest-48(I
C(소형시
편,HT602019) 360 1.25 4.17

hptest-49
B(대형시
편,HT906007)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10PPbZn) 2.5x10^-7 141 3.45 11.50

hptest-50
B(대형시
편,HT906007)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10PPbZn) 5x10^-7 72 3.5 11.67

hptest-51
B(대형시
편,HT906007)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no Zn) 5x10^-7 70 3.4 11.33

hptest-52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no Zn) 5x10^-7 76 3.7 12.33

hptest-53
B(대형시
편,HT906007)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no Zn) 5x10^-7 68 3.3 11.00

hptest-54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 5x10^-7 72 3.5 11.67

hptest-55
B(대형시
편,HT906007)

shoulder
fixed 360 water(DO<10ppb, 50 ppb Zn) 5x10^-7 64 3.1 10.33

hptest-56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 1x10^-6 51 5 16.67

hptest-57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30 water(DO<10ppb, 50 ppb Zn) 5x10^-7 98 4.8 16.00

hptest-58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30 water(DO<10ppb, 50 ppb Zn) 2.5x10^-7 209 5.1 17.00

hptest-59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no Zn) 1x10^-6 4.9 16.33

hptest-60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no Zn) 5x10^-7 64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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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Hump Test Condition and Results (Continued)

hptest-61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no Zn) 2.5x10^-7 107 2.6 8.67

hptest-62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100 ppb Zn) 5x10^-7 62 3 10.00

hptest-63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100 ppb Zn) 1x10^-6 51 5 16.67

hptest-64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no Zn) 2.5x10^-7 98 2.4 8.00

hptest-65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water(DO<10ppb, no Zn) 5x10^-7 72 3.5 11.67

hptest-66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2.5x10^-7 133 3.25 10.83

hptest-67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5x10^-7 88 4.3 14.33

hptest-68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1x10^-6 5.5 18.33

hptest-69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5x10^-7 70 3.4 11.33

hptest-70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2.5x10^-7 98 2.4 8.00

hptest-71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10 ppb ZnO) 1x10^-6 56 5.5 18.33

hptest-72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O) 2.5x10^-7 172 4.2 14.00

hptest-73
B(대형시
편,HT906007)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O) 5x10^-7 96 4.7 15.67

hptest-74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O) 2.5x10^-7 119 2.9 9.67

hptest-75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50 ppb ZnO) 5x10^-7 100 4.9 16.33

hptest-76
C(대형시
편,HT602019) released 360 water(DO<10ppb, 100 ppb ZnO 5x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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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Results of CERTs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 96 -

Table 3-2-1. Chemical composition of modified reverse U-bend specimen.

46.90.410.50.0730.519.60.0011.170.580.06800H

0.0240.00410.20.010.0410.010.290.010.01159.429.40.0010.0060.290.210.017690TT

0.0060.0049.070.150.0160.320.00573.8416.260.0010.0060.210.090.027600HTMA

9.080.210.0110.320.0274.915.10.0010.0010.210.150.025600TT

9.00.174.415.20.0010.20.10.02600MA

NBFeNbAlCuTiMoCoNiCrSPMnSiC

Chemical composition (wt%)
Materials

46.90.410.50.0730.519.60.0011.170.580.06800H

0.0240.00410.20.010.0410.010.290.010.01159.429.40.0010.0060.290.210.017690TT

0.0060.0049.070.150.0160.320.00573.8416.260.0010.0060.210.090.027600HTMA

9.080.210.0110.320.0274.915.10.0010.0010.210.150.025600TT

9.00.174.415.20.0010.20.10.02600MA

NBFeNbAlCuTiMoCoNiCrSPMnSiC

Chemical composition (wt%)
Materials

Table 3-2-2.  Mechanical properties of modified reverse U-bend specimen.

657234524
Shinsho
V30884

Alloy 800H

746318710
Sandvik
767161

Alloy 690 TT

545.6266647
Valinox
NX9869

Alloy 600 
HTMA

6.738291709
Valinox
NX8524

Alloy 600 TT

-41296648
Mitsubish
512033

Alloy 600 MA

Grain Size
(ASTM No.)

Elongation
(%)

YS(MPa)UTS(MPa)Heat No.Material

657234524
Shinsho
V30884

Alloy 800H

746318710
Sandvik
767161

Alloy 690 TT

545.6266647
Valinox
NX9869

Alloy 600 
HTMA

6.738291709
Valinox
NX8524

Alloy 600 TT

-41296648
Mitsubish
512033

Alloy 600 MA

Grain Size
(ASTM No.)

Elongation
(%)

YS(MPa)UTS(MPa)Heat No.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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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Quality specification of Degussa P25 TiO2 and TyzorLA.

Titanium dioxide P25 powder

Surface area (m2/g) : 50 ±15 Al2O3 (%) : < 0.3 
Drying loss (%) : < 1.5 Fe2O3 (%) : < 0.01
Igintion loss (%) : < 2 TiO2 (%) : > 99.5
pH-Value : 3~4 HCl (%) : <0.3
평균입경 (mm) : 0.857 SiO2 (%) : < 0.2
Effective particle size (mm) : 0.06 ~ 0.2
Manufacture : Degussa AG/Werk Wesseling

TYZOR LA TITANATE

50% solution of lactic acid titanium chelate, ammonium salt in water
% Volatiles : 50 WT% Solubility in Water : Miscible WT%
pH : 8 ~ 9 Odor : Ammonia-like
Form : Liquid, Clear Color : Light yellow to amber
Specific Gravity : 1.21 @ 25C (77F)
Manufacture : DuPont Chemicals

Table 3-2-4   Chemical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of CT 

specimens.

원소

재료
C Cr Ni Fe Si Mn P S Cu Ti Al B N Cb

Alloy 600 
MA

0.032 15.51 75.32 7.9 0.28 0.23 0.007 0.001 0.09 0.39 0.20 0.001 0.01 0.02

Properties
Material Hardness

Yield strength
(2%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Reduction 
area(%)

Alloy 600 MA 83.0 300 657 43.9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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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Operational hydrazine concentration at domestic NPPs.

Table 3-2-6 Scheme of hydrazine concentration in FAC testing.

N2 H 4  
Te m p . 

0  
p p b

5 0  
p p b

1 0 0
p p b

1 5 0
p p b

2 5 0 
p p b 

2 5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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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EDX of the a Pt-doped carbon steel specimen

0.28 28.08 1.67 42.56 Min. 

All results in Atomic Percent

2.33 100.00 6.42 64.94 Max. 

100.00100.00 S11 

100.0055.24 2.21 42.56 S10 

100.0047.50 5.02 47.47 S9 

100.0032.91 2.15 64.94 S8 

100.001.44 28.08 6.42 64.06 S7 

100.000.28 40.54 1.67 57.52 S6 

100.001.67 35.43 4.01 58.90 S5 

100.001.29 37.74 3.78 57.19 S4 

100.0035.47 64.53 S3 

100.000.63 45.74 3.16 50.48 S2 

100.002.33 39.92 2.33 55.42 S1 

TotalP t Fe Al O Spectrum 

0.28 28.08 1.67 42.56 Min. 

All results in Atomic Percent

2.33 100.00 6.42 64.94 Max. 

100.00100.00 S11 

100.0055.24 2.21 42.56 S10 

100.0047.50 5.02 47.47 S9 

100.0032.91 2.15 64.94 S8 

100.001.44 28.08 6.42 64.06 S7 

100.000.28 40.54 1.67 57.52 S6 

100.001.67 35.43 4.01 58.90 S5 

100.001.29 37.74 3.78 57.19 S4 

100.0035.47 64.53 S3 

100.000.63 45.74 3.16 50.48 S2 

100.002.33 39.92 2.33 55.42 S1 

TotalP t Fe Al O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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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Grain size
(ASTM No)

462896488.00.220.20.1775.115.4<0.0010.30.10.01Alloy 600MA*

Elongation
(%)

YS
(MPa)

UTS
(MPa)

FeAlCuTiNiCrSMnSiC

Mechenical propertiesChemical composition (wt%)

Material

6.89

Grain size
(ASTM No)

462896488.00.220.20.1775.115.4<0.0010.30.10.01Alloy 600MA*

Elongation
(%)

YS
(MPa)

UTS
(MPa)

FeAlCuTiNiCrSMnSiC

Mechenical propertiesChemical composition (wt%)

Material

Table 3-3-1.  Material property of Alloy 600 MA for CERT test.

* Heat No. : 906007 Mitsubishi / Thermal Treatment : MA at 960℃ 10 min

Table 3-3-2 PbSCC test results. (20% pre-strained RUB specimen)

20 days(1/2)

50% cracking

20 days(1/2)

50% cracking

10% NaOH +
>1 ppm PbO

20 days(2/2)

all cracking

20 days(2/2)

all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10% NaOH + 
10 ppm PbO

20 days(1/2)
30 days(2/2)

all cracking

10 days(4/4)

all cracking

80 days(0/2)

No cracking

40 days(1/2)
80 days(1/2)

50% cracking

80 days(0/2)

No cracking

10% NaOH + 
1,000 ppm PbO

30 days(1/2)
60 dyas(2/2)

all cracking

60 days(0/2)

No cracking

40 days(2/2)

all cracking

40 days(2/2)

all cracking

40 days(4/4)

all cracking

10%
NaOH

Alloy 800

Alloy 690 TT

Alloy 600 TT

Alloy 600 HTMA

Alloy 600MA

SOLUTIONS

MATERIALS

20 days(1/2)

50% cracking

20 days(1/2)

50% cracking

10% NaOH +
>1 ppm PbO

20 days(2/2)

all cracking

20 days(2/2)

all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20 days(0/2)

No cracking

10% NaOH + 
10 ppm PbO

20 days(1/2)
30 days(2/2)

all cracking

10 days(4/4)

all cracking

80 days(0/2)

No cracking

40 days(1/2)
80 days(1/2)

50% cracking

80 days(0/2)

No cracking

10% NaOH + 
1,000 ppm PbO

30 days(1/2)
60 dyas(2/2)

all cracking

60 days(0/2)

No cracking

40 days(2/2)

all cracking

40 days(2/2)

all cracking

40 days(4/4)

all cracking

10%
NaOH

Alloy 800

Alloy 690 TT

Alloy 600 TT

Alloy 600 HTMA

Alloy 600MA

SOLUTIONS

MATERIALS

 Table 3-3-3 Chemical Compositions of Tubing Materials.

3088446.90.410.50.0730.519.60.0011.170.580.06800H
554490.03110.370.030.260.1258.629.940.0020.0050.210.320.02690TT
86888.030.220.1275.3415.210.0010.270.030.04600MA

Heat NumberNFeAlCuTiCoNiCrSPMnSiCMaterials

3088446.90.410.50.0730.519.60.0011.170.580.06800H
554490.03110.370.030.260.1258.629.940.0020.0050.210.320.02690TT
86888.030.220.1275.3415.210.0010.270.030.04600MA

Heat NumberNFeAlCuTiCoNiCrSPMnSiC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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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alloys, in wt[%].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wt%)

C
Si Mn P S Cr Ni Co

Mo Ti Cu Al Fe B N

Alloy

600MA
0.01

0.1 0.3 - <0.001 15.4 75.1 -

0.17 0.2 0.22 8.0

Alloy

600HTMA
0.027

0.09 0.21 0.006 0.001 16.26 73.84 0.005

- 0.32 0.016 0.15 9.07 0.004 0.024

Alloy

600TT
0.026

0.22 0.30 - <0.001 15.12 73.77 0.015

- 0.36 0.006 0.26 9.21 - -

Alloy

690TT
0.02

0.36 0.31 0.01 0.001 30.0 59.6 -

0.013 0.33 0.01 0.023 9.26 0.001 0.033

Alloy

800MA
0.014

0.53 0.53 0.008 0.003 22.35 33.91 0.03

- 0.45 0.032 0.17 - -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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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pecimens.

Material
Heat No.

UTS

(Mpa)

YS

(Mpa)

EL

(%)

Thermal

Treatment

Grain Size

(ASTM No)

Alloy

600MA

906007

Mitsubishi
669 276 50

MA at 980℃  

 for 2.25 min
6.47

Alloy 

600HTMA

NX9869

Valinox
647 266 45.6 5

Alloy

600TT
5230 702 316 46

MA 950℃ for 2 min 

750~750℃ for 12 h
9

Alloy

690TT

753175

Sandvik
722 334 49

Annealed at 1080℃ 1 min

->TT at 725℃ for 10 h
6.07

Alloy

800MA
467730 406 39 Annealed at 990℃ 9.0～9.5

Table 3-3-6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 conditions.

Material S species Conc. (M) O2 Temp. (℃) Specimen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MA

Na2SO4

Na2S4O6

Na2S2O3

NaHS

0.005

0.01

0.1

deaerated 340 m-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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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pecies Conc. (M) Material Time (h) Result

Na2SO4

(+6)

0.01

600 MA
600 TT
690 TT

800

2160
6000
6000
6000

IGSCC(2)
NOSCC
NOSCC
NOSCC

0.1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1440
6000
6000
6000
6000

IGSCC(2)
NOSCC
NOSCC
NOSCC
NOSCC

Na2S4O6

(+2.5)
0.01

600 MA
600 TT
690 TT

800

240
240

6000
3120/3600

IGSCC(2)
IGSCC(2)

NOSCC
IGSCC(2)

Na2S2O3

(+2)

0.005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2880
2880
2880
2880
2880

NOSCC
NOSCC
NOSCC
NOSCC
NOSCC

0.01

600 MA
600 TT
690 TT

800

3600/4560
6000
6000
6000

IGSCC(2)
NOSCC
NOSCC
NOSCC

0.1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4800
3840
6000
6000
6000

General
Corrosion

NOSCC
NOSCC
NOSCC

NaHS
(-2)

0.01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960
6000
6000
6000
6000

IGSCC(2)
NOSCC
NOSCC
NOSCC
NOSCC

Table 3-3-7 Results of Stress Corrosion Crack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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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XRD analyses of deposits on the test materials.

S species Conc. (M) Material Deposit

Na2SO4

(+6)
0.01, 0.1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

Na2S4O6

(+2.5)
0.01

600 MA
600 TT
690 TT

800

Ni7S6

Na2S2O3

(+2)
0.005, 0.01, 0.1

600 MA
600 HTMA

600 TT
690 TT

800

Ni3S2

NaHS
(-2)

0.01

600 MA Ni3S2, ZrO2

600 HTMA FeS, NiS, Ni3S2, Fe(SO4)2O7H2O

600 TT FeS, Ni3S2

690 TT FeS, Ni3S2

800 FeS, NiS, Ni3S2, Fe(SO4)2O7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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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O 20.78 84.77 25.23 23.40 12.01

S 0.27 4.33 0.39 1.18 0.26

Cr 14.35 2.05 13.22 13.60 16.21

Fe 6.67 2.11 7.17 9.59 7.60

Ni 57.95 6.01 53.70 50.43 63.86

Zr -0.02 0.72 0.30 1.80 0.05

s1 s2 s3 s4 s5

O 7.10 20.57 14.52 22.08 14.83

S 0.90 0.84 0.27 0.14 0.54

Cr 17.40 14.81 16.89 14.71 16.20

Fe 7.62 6.54 8.22 6.76 7.10

Ni 67.06 57.14 60.01 56.25 61.29

Zr -0.08 0.10 0.10 0.06 0.04

Table 3-3-9  EDS results (Atomic%) at positions s1-5 labeled in Fig. 3-3-30.

Table 3-3-10 EDS results (Atomic%) at positions s1-5 labeled in Fig.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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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2 s3 s4 s5

O 17.35 39.01 48.30 24.89

S 0.64 12.36 17.22 1.76

Cr 15.36 11.60 4.41 16.05

Fe 7.20 5.05 2.11 6.44

Ni 59.36 31.71 27.79 50.82

Zr 0.10 0.27 0.18 0.04

s1 s2 s3 s4 s5

O 15.01 23.68 49.42 15.70 26.28

S 1.68 34.89 6.42 1.79 2.45

Cr 14.47 1.47 5.13 14.65 14.05

Fe 6.36 0.87 2.37 7.04 6.66

Ni 62.34 38.97 21.53 60.60 50.02

Zr 0.15 0.12 15.13 0.23 0.55

Table 3-3-11 EDS results (Atomic%) at positions s1-4 labeled in Fig. 3-3-32.

Table 3-3-12 EDS results (Atomic%) at positions s1-5 labeled in Fig.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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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3 Sulfur Valence Numbers of Sulfur Species.

Species Formula Sulfur Valence 
Number 

Sulfate SO4--, HSO4- +6 
Dithionate S2O6-- +5 

Sulfite SO3-- +4 
Tetrathionate S4O6-- +2.5 
Thiosulfate S2O3-- +2 

Sulfur S 0 
Polysulfide S3-- -2/3 

“ S2-- -1 
Sulfide HS-,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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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4 Conditions of Test Solutions.

 
              Condition 
    Solution  Chemical pH at R.T 

Solution 1 0.01M Na2SO4 6.8 

Solution 2 0.01M NaHS 8.0 

Solution 3 0.01M Na2S2O3 6.6 

Solution 4 0.01M Na2SO4 + 1000ppm SiO2 6.8 

Solution 5 0.01M Na2SO4 + 1000ppm Al2O3 7.2 

Solution 6 0.1M Na2SO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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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100

1E-11

1E-10

1E-9

Operation Guideline

Average

Maximum

C
ra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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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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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s

ec

Hydrogen Contents, ccSTP/kg.H2O

 EdF Review Data on WF675, 325oC, Cassagne et al
 EdF Review Data on HB400, 325oC, Cassagne et al
 Studsvik Data on 1T CT, 2.2Li/1200B, 330oC, Molander
 CERT Results, 2Li/1200B (pH@300oC~6.85), 330oC
 CERT Results, 2Li/500B   (pH@300oC~7.25), 330oC
 CERT Results, 3.5Li/1800B(pH@300oC~6.90), 330oC

Fig. 3-1-1  Dependence of crack growth rate on hydrogen contents in simulated 

BOC, MOC and BOC water chemistry around the oper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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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Effect of coolant pressure upon the value of hydrogen partial pressure in 

simulated primary water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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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Prediction of PWSCC crack growth rate in the plant operating condition 

after correcting the value of partial pressure which is dependent upon the 

coolant pressure in the simulated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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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2.5x10-7/sec. a) no zinc acetate, b) 10 ppb zinc acetate and c)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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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middle of fracture surface

b) in crack tip

Fig. 3-1-5  Magnification of Fig. 3-1-4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2.5x10-7/sec. (1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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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zinc acetate

b) 50 ppb zinc acetate

Fig. 3-1-6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a strain rate of 

5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b)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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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b) 50 ppb

Fig. 3-1-7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5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b) 50 ppb zinc acetate (magnified 

view of Fig.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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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zinc acetate

a) 50 ppb zinc acetate

Fig. 3-1-8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a strain rate of 

10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b)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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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Zn

b) 50 ppb Zn

Fig. 3-1-9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2.5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and b)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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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Zn

b) 50 ppb Zn

Fig. 3-1-10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5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and b)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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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ppb

b) 50 ppb

Fig. 3-1-11  Load-Displacement behavior of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10x10-7/sec. a) 10 ppb zinc acetate and b) 50 ppb zinc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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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Crack growth rates of Alloy 600 specimens tested in the solution of 

zinc acetate (0~50 ppb) in high temperature water (360℃, 200 atm) at 

the strain rate of 2.5x10-7/sec ~ 10x10-7/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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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Surfac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Zn solution of various 

concentration. (Hp 61, Hp 60: no Zn, Hp 66, Hp 67: 10 ppb Zn, Hp 

72, Hp 73: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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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Magnified view of Surfac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above: Hp 61, no Zn, bottom: Hp 72, 50 ppb Zn).



- 123 -

Fig. 3-1-15    Various observation image of the oxide of specimens with FIB. 

(Focused I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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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TEM sampling procedure with 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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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Zn

b) 50 ppb Zn

Fig. 3-1-17    Surfac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a) no 

Zn, (b) 50 ppb Zn, image observed by FIB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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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Zn

b) 50 ppb Zn

Fig. 3-1-18 Magnified surface morphology of specimens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a) no Zn, (b) 50 ppb Zn, image observed by FIB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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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Zn

b) 50 ppb Zn

Fig. 3-1-19   SEM image(FIB)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s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a) no Zn, (b)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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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Zn

b) 50 ppb Zn

Fig. 3-1-20   SEM image (FIB) of surface oxide layer of TEM specimens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a) no Zn, (b)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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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Pt 층

산화막 – matrix 경계

MatrixMatrix

X 50K X 300K

Pattern

Pt층 산화막 산화막-Pt 경계

Fig. 3-1-21   TEM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no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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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t

(4) O, Cr, Fe, Ni

(3) O, Cr, Fe, Ni

(2) O, Cr, Fe, Ni

(1) Cr, Fe,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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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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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eCrO

Fig. 3-1-22    TEM-EDS analysis of surface oxide composition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no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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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3    TEM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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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01: Ni, Cr, Fe                  b) 002: Ni, Cr, O, Fe

         c) 003: Ni, Fe, Cr, O              d) 004: Ni, Si, O, Fe, Cr

        e) 005: Ni, Si, O, C                 f) 006: Ni, Si, O, C

Fig. 3-1-24   Analysis of the points of Fig. 3-1-21 in the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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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 Observation of surface oxide

b) EDS of Point 008 (Zn in oxide)

c) EDS of Point 003 (no Zn in oxide)

Fig. 3-1-25   TEM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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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6   Auger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s tested in water.    

(a) Hp 3: no Zn, deaerated, b) Hp 38: 5 ppb Zn, deaerated water, c) 

Hp 36: 5 ppb Zn, deaer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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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EDS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Zn 

dissolved water. (50 ppb Zn).



- 136 -

Fig. 3-1-28    ED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Hp 21: no Zn, O2 satu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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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9    ED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Hp 24: no Zn, deaerated O2 : 1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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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ED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Hp 40: 10 ppb Zn, deaerated O2: 1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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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1    Auger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s tested in water at 

360℃. (Hp 21, Hp 24, Hp 40)



- 140 -

Hp21: air saturated Hp24: deaerated water, no Zn

Hp40: deaerated water, 10ppb Zn

Fig. 3-1-32    Microstructure of surface oxide of specimens tested in water at 

360℃. (Hp 21, Hp 24, H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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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40

EDS Analysis on Surface Oxide (Hptest-40:10 ppb Zn, deaerated water at 360C) 

Spectrum O Cr Fe Ni Zn Total

s1 60.82 4.12 19.76 14.03 1.28 100.00

Max. 60.82 4.12 19.76 14.03 1.28 

Min. 60.82 4.12 19.76 14.03 1.28 

Spectrum O Cr Fe Ni Zn Total

s1 60.82 4.12 19.76 14.03 1.28 100.00

Max. 60.82 4.12 19.76 14.03 1.28 

Min. 60.82 4.12 19.76 14.03 1.28 

Spectrum Spectrum O O Cr Cr Fe Fe Ni Ni Zn Zn TotalTotal

s1 s1 60.82 60.82 4.12 4.12 19.76 19.76 14.03 14.03 1.28 1.28 100.00100.00

Max. Max. 60.82 60.82 4.12 4.12 19.76 19.76 14.03 14.03 1.28 1.28 

Min. Min. 60.82 60.82 4.12 4.12 19.76 19.76 14.03 14.03 1.28 1.28 

Fig. 3-1-33    EDS of surface oxide of specimen tested in water at 360℃. (Hp 40: 

10 ppb Zn, deaerated O2: 10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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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61
No Zn,   2.8 X 10 -7 /s 

HP66
10ppb  Zn, 2.8 X 10 -7 /s 

HP72

50ppb  Zn,  2.8 X 10 -7 /s 

Fig. 3-1-34   Auger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s tested in water at 

360℃. (Hp 21, Hp 24, H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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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60
No Zn,  5.7 X 10 -7 /s 

HP67
10ppb  Zn, 5.7 X 10 -7 /s 

HP73
50ppb  Zn,  5.7 X 10 -7 /s 

Fig. 3-1-35   Auger analysis of surface oxide layer of specimens tested in water at 

360℃. (Hp 21, Hp 24, H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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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환경조건

HP1

HP2

HP3

HP4

HP55

HP55 + HP56

HP55 + HP56 + HP57

HP55 + HP56 + HP57 + HP58

HP55 : 360℃,  70시 22분 49초, 0.00086 mm/min

HP56 : 360℃,  45시 37분 59초, 0.00172 mm/min

HP57 : 330℃,  88시 36분 40초, 0.00086 mm/min

HP58 : 330℃, 185시 10분 30초, 0.00043 mm/min

Fig. 3-1-36    Experimental condition for oxide growth observation in water at 

360℃. (50 ppb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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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7    EDS analysis for the surface of oxide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1 ~ H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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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8    EDS analysis for the oxides layer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1 ~ H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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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1

HP3

HP2

HP4

~4 μm ~5 μm

~7 μm ~4.5 μm

HP1

HP3

HP2

HP4

~4 μm ~5 μm

~7 μm ~4.5 μm

Fig. 3-1-39    Oixde thickness based on the EDS analysis for the oxide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1 ~ H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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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0    Auger analysis for the surface of oxide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1 ~ H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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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1    XPS analysis for the surface of oxide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1 ~ H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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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2  XPS analysis for the surface of oxides formed in water at 360℃. 

(growth conditon: Hp 36, Hp 38, 10 ppb Zn dissolved water at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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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nc oxide, 2.5x10-7/sec

b)zinc oxide, 5x10-7/sec

c) zinc borate

Fig. 3-1-43   Effect of zinc addition on the PWSCC crack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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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4     Summary of the effect of various zinc concentration and zinc 

chemicals on the PWSCC crack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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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ensile Deformation

Zirconia Insulators

20% Tensile Deformation

Zirconia Insulators

Fig. 3-2-1  Schematic drawing and dimensions of the modified reverse U-bend 

(RUB) specime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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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Results of the SCC tests with RUB specimens in the condition of a 10% 

NaOH solution at 315℃ with/without in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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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MA (b) Alloy 600HTMA

(d) Alloy 690TT(c) Alloy 600TT

Fig. 3-2-3  Crack morphology of the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tested in 10% 

NaOH solution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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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lloy 600 MA                  (b) Alloy 600 HTMA

     

(c) Alloy 600 TT                 (d) Alloy 800

Fig. 3-2-4   Crack morphology of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tested in a 10% 

NaOH solution at 315℃ with TiO2(P25) 1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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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MA

(c) Alloy 600TT(x5)

(b) Alloy 800

(d) Alloy 600TT(x10)

(a) Alloy 600MA

(c) Alloy 600TT(x5)

(b) Alloy 800

(d) Alloy 600TT(x10)

Fig. 3-2-5  Crack morphology of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tested in a 10% 

NaOH solution with TyzorLA 1g/L at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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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800(30 days)              (b) Alloy 600 MA(40 days)

    

(c) Alloy 600 HTMA(40 days)        (d) Alloy 600 TT(40 days)

    

(e) Alloy 600 TT(40 days)          (f) Alloy 690 TT(40 days)

Fig. 3-2-6  Specimen surface photograph tested in 10% NaOH,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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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 MA(50 days)           (b) Alloy 600 HTMA(50 days)

     

(c) Alloy 600 HTMA(50 days)          (d) Alloy 600 TT(60 days)

     

(e) Alloy 800(60 days)                  (f) Alloy 600 TT(90 days)

Fig. 3-2-7    Specimen surface photograph tested in 10% NaOH with 1 g/L 

TiO2(P25),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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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800(10 days)          (d) Alloy 800(30 days)

     

(c) Alloy 800(30 days)          (d) Alloy 600 MA(50 days)

     

(e) Alloy 600 MA(60 days)          (f) Alloy 600 HTMA(70 days)

Fig. 3-2-8    Specimen surface photograph tested in 10% NaOH with 1 g/L CeB6,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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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Schematic drawing of specimen with different crevice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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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AES depth profiles of the elements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in 

1 % NaOH solution at 150℃ without TiO2(a) and with 2 g/L TiO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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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AES depth profiles of the elements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with addition of CeB6 (a)(c)(d) on the edge of specimen(Fig. 3-2-9) 

tested in 1% NaOH solution at 150℃, and (b) on the surface of 

m-RUB tested in 10% NaOH solution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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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AES depth profiles of the elements in the film formed on Alloy 600 

with addition of CeB6 on the middle of specimen(Fig. 3-2-9) tested in 

1 % NaOH solution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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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Depth profile of the alloying elements in film formed on Alloy 600 in 

pH 12.7 solution containing TiO2(2 g/ℓ)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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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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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 (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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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on the edge 

part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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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8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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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vs. crevice gap on the middle 

part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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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Thickness of oxide layer vs. crevice gap.(Sputtering SiO2 at 320 nA 

for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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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Change of maximum Ti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as the crevice 

flush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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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2  Thickness of oxide layer vs. distance. (Sputtering SiO2 at 320 nA for 1 

second corresponds to 1.6 Å reduction in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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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Ti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 of TiO2(2 g/L, 0.2 g/L) on the edge 

area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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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Ti concentrations in the solution of TiO2(2 g/L, 0.2 g/L) on the middle 

area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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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Ti concentrations in solution of 0.2 g/L Tyzo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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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Ti concentrations in solution of 2 g/L Tyzo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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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7  XPS analysis of Ti on oxide film of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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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The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tested in the solution of 1% 

NaOH with 2 g/L TiO2 at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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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Variation of OCP with the time in conditions of crevice fl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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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Polarization curves for (a)Alloy 600 (b)Alloy 690 (c)Alloy 800 in the 

315℃, 10% NaOH sol.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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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 in the 315℃, 40% NaOH sol.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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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690 (a)with (b)without TiO2 in

315℃, 40% NaOH sol. scan rate of 0.166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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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with TiO2 in 315℃, 1% NaOH sol. 

with the variation of (a)pre-condition times and (b)sca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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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Crack propagation of Alloy 600 in 10 % NaOH at 315℃ at potentials 

of Ecorr + 150 mV, and Ecorr + 20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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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Crack propagation of Alloy 600 in 10 % NaOH at 315℃ with/without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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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SEM Photograph of fractured surface of Alloy 600 after a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10% NaOH solution with 2 g/L TiO2 at a 

potential of Ecorr + 150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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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SEM micrograph of fractured surface of the Alloy 600 specimen tested 

in 10% NaOH solution at 315℃ (a) no addtion of TiO2 powder (b) 

with addition of Ti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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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SEM micrograph of (a) in scale of grain size on the fractured surface 

(b) enlarge view of the deposits in the ima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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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42  SEM micrograph of pits in Fractured surface tested in 10% NaOH at 

315℃ with TiO2 (a) overview (b) enlarged view of p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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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3  SEM micrograph of the fractured surface with WDX analysis of the 

oxide layer-A and the precipitat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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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Particle diameter distribution of TiO2 powder from the LS particle size 

analyzer test and crystal structure type from XP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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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5  Production of colloidal TiO2 by the sonochemical process of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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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6  Photos of ultrasonic treated TiO2 sol. after 30 days with sonication time 

of (a) 30 min.* (b) 3 hours ** (c) 10 hours ** (d) 20 hours**        

 * in distilled water, ** in distilled water with 10%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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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Photos of ultrasonic treated TiO2 sol. after 120 days with sonication 

time of (a) 30 min.* (b) 3 hours ** (c) 10 hours ** (d) 20 hours**

   * in distilled water,  ** in distilled water with 10%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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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Effect of sonochemical process time(ultrasonication time) on effectice 

diameter and zeta potential of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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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49   Results of the SCC tests with the RUB specimens in 10% NaOH 

solution at 315℃ with (a) no addition, (b) as-received TiO2 (1 g/L) 

(c) 1 hr ultrasonic treated TiO2 (0.1 g/L) (d) 10 hrs ultrasonic 

treated TiO2 (1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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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0   Photos of RUB specimens after SCC tests.

     (UT time: ultrasonic trea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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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loy 600MA / 40 days 
TiO2 1 g/L (UT* 10 hrs)

(a) Alloy 600MA / 40 days 
TiO2 0.1 g/L (UT* 1 hrs)

(b) Alloy 600MA / 40 days 
TiO2 1 g/L (UT* 10 hrs)

(a) Alloy 600MA / 40 days 
TiO2 0.1 g/L (UT* 1 hrs)

Fig. 3-2-51    Specimen surface of RUB SCC tests with TiO2 + 10% NaOH sol. 

315℃ 

*UT: Ultrasonic-treat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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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Schematic of tube/tubesheet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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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Concentration model in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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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4    Thermodynamically-limited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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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Model for liquid penetratio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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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Liquid penetration depth with super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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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Degussa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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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8    Solubility of TiO2 with pH &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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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Schematic of a crevic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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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0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old).



- 213 -

Primary 
water

15
0m

m

ID 120mm

Thermocouple

Tube OD 3/4“
 Inconel 600 

Inconel 625

Electrode

Secondary 
water

Crevice
Gap 0.15mm

x H 40mm

OD 70mm 
x H 65mm

Fig. 3-2-61   Schematic of a crevice vessel with a tube support ring.



- 214 -

Heater

DI-Water

H2/Ar

CW

CW

TI PI
PI

LI

DI-Water

H2/Ar

PI

LI

Primary
Tank

2ndary
Tank

Pump

Pump

Pump BPR

PIC

TIC

TI

TI

TI

BPR

HX

Preheater
HX

DWG. No. CASS-NANA-060206

Crevice
vessel

Fig. 3-2-62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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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3   Location of thermocouples in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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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4   Schematic of a packed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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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6   Temperature profile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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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7  AES depth profiles of the elements in the oxide layer on a C3-360 

specimen after a penetration test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1 wppm TiO2 nan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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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8   AES depth profiles of the titanium element in the oxide layer on 

specimens after a penetration test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1 wppm TiO2 nan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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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9   Maximum titanium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with △T = 20℃ and 

1 wppm Ti feed as nano-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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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0   Temperature profile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0.1 wppm TiO2 nan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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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1   Maximum titanium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with △T = 20℃ and 

0.1 wppm Ti feed as nano-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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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2   Temperature profile with △T = 25℃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1 wppm TiO2 nano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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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3   Maximum titanium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with △T = 25℃ and 

1 wppm Ti feed as nano-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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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4  Temperature profile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1 wppm TiO2 as Degussa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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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5  Maximum titanium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with △T = 20℃ and 1 

wppm Ti feed as Degussa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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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6   Temperature profile with △T = 20℃ and feed having 40 wppm 

NaOH + 1 wppm TiO2 as Degussa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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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7   Maximum titanium concentration in oxide layer with △T = 20℃ and 

1 wppm Ti feed as Degussa P25 into a packed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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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8 A recent pipe rupture accident which occurred at a position just after a 

flow-meter with an orifice-typed device, reported in 2004. [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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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9  Weight loss of the specimens of carbon steel (CS : ASTM Gra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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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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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s.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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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0  Weight loss of the specimens of carbon steel (CS : ASTM Grade 2) at 

20.4 mm from the orifice, dependent on the pH and flow velocity at 

130℃ after 500 hours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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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1   Dissolved iron concentration in the aqueous solution of the test loop at 

pH 8~10 after 500 hour-testing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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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2   Contributions of the individual soluble iron species to the magnetite 

solubility, calculated at 130℃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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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3   Weight loss of CS, P11 and P22 after 500 hours at 20.4 and 27.2 ㎜ 

from the orifice and 130℃, on material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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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4   Weight loss of CS, P11 and P22 after 500 hours at 130℃, dependent 

on the orifice distance [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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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5    Specific weight losses of carbon steel at pH130℃ of 6.78 controlled 

with ammonia, ETA, MPA, morpholine and pyrrolidine in 

de-oxygenated solution under linear velocity of 9 or 4 m/sec at 

130℃ [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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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6   Relative FAC rate of a carbon Steel with 0.009% Cr as a function of 

hydrazine concentration in water conditioned with NH3, pH25℃ of 9, 

test temperature of 235℃ [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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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7   Photo of an erosion-corrosion and FAC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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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8 Schematic diagram of the High-Temperature FAC Tes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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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9  A four-winged blade and a cylindrical support containing th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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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0   The velocity distribution computer-simulated for 1,500 rpm. 

(approximately 8.6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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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1 An autoclave containing a cylindrical specime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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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2   Specific weight loss of the carbon steel specimens in a de-oxygenated 

aqueous solution re-circulated in a FAC test loop at an 

ammonia-controlled pH at 25℃ of 9.0 at 250℃ with a rotating 

velocity of 1,500 rpm for 3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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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3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of the carbon steel specimens in a 

de-oxygenated aqueous solution at an ammonia-controlled pH at 25℃ 

of 9.0 at 250℃ with a rotating velocity of 1500 rpm for 3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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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4   Specific weight loss of the low-alloy steel specimens in a 

de-oxygenated aqueous solution at an ammonia-controlled pH at 25℃ 

of 9.0 at 250℃ for 300 hours, including averag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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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5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of the low-alloy steel in a de-oxygenated 

aqueous solution at an ammonia-controlled pH at 25℃ of 9.0 at 250℃ 

for 300 hours.



- 248 -

Fig. 3-2-96   Comparison of the relative FAC rate of carbon steel between the 

KAERI data at 250℃ and the EdF data at 235℃, dependent on the 

hydrazine concentration with DO < 1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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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7   Comparison of the relative FAC rate of low-alloy steel between the 

KAERI data at 250℃ with the EdF carbon steel data at 235℃, 

dependent on the hydrazine concentration with DO < 1 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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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8   Comparison of a relative FAC rate of carbon steels (●) and low-alloy 

steels (○) between the KAERI data at 250℃ with the EdF carbon 

steel data at 235℃, dependent on the hydrazine concentration, the 

former with DO < 1 ppb at pH 9 under 1,500 rpm for 300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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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9 Magnetite stability region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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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0   ECP and weight loss vs. DO for carbon steel. (Y. J. Kim, Corrosion, 

V-58, pp.108-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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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1 Photo of the PtO2 dop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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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2 Schematic of the Pt dop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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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3  Photo of the specimens after a Pt-doping test with a de-mineralized 

water at 80℃ for 1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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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4 Photo of the specimen support in the Pt dop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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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5 Schematic of the modified FAC teat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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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6 SEM of the a Pt-doped carbon stee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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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7 SEM-EDX of one of the PtO2-dop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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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8   Polarization curves, measured at pH 9.5 and 150℃, of the specimens 

(not) doped in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3 ㎎/L of PtO2.xH2O 

and 10% of EtOH under N2-purging for de-aeration at 80℃ for 20 

hours with magnetic-bar sti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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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9 Specific weight loss of not-pre-polished specimens in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a 150-ppb hydrazine at pHammonia 8.5 and 9.5 and 

150℃ under the rotating speed of 1,500 rpm for 62 hours, and 

cleaned ultrasonically afte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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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0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of not-pre-polished specimens in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150 ppb hydrazine at pHammonia 8.5 and 

9.5 at 150℃ under the rotating speed of 1,500 rpm for 62 hours, 

and cleaned ultrasonically afte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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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1 Relative specific weight loss of pre-polished or not-pre-polished 

PtO2-doped carbon steel specimens, in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a 150-ppb hydrazine at pHammonia 8.5 and 150℃ for 62 hours, and 

cleaned ultrasonically after the static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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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RT setup with potentiostat.

(b) Enlarged view of specimen loading parts

Fig 3-3-1.    CERT test setup under appli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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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Dimension of the CERT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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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Optical(a, b) and SEM(c,d,e,f) micrographs of the Alloy 600 MA after 

etching in phosphoric acid(a, c, e) 5% Nital(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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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Results of CERT tests under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s applied in the 

solution of 1,000 ppm Pb, pH 10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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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Results of CERT tests under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s applied in 

the solution of 1,000 ppm Pb, pH 7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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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mV

 

(b) -650 mV

(c) -700mV

Fig. 3-3-6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CERT tests under applied 

potentials in solution of pH 10 distilled water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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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850 mV

(e) -900 mV

(f)-950 mV

(g) -1100 mV

Fig. 3-3-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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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applied potential

(b) -600 mV

(c) -700 mV

Fig. 3-3-7    SEM micrograph of Alloy 600 MA after SSRT test under applied 

potentials in solution of pH 7 distilled water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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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50 mV

(e) - 900 mV

(f) - 1,000 mV

  

(g) -1,100 mV vs Ag/AgCl

Fig. 3-3-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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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Electrochemical potential effect on PbSCC area ratio of Alloy 600MA 

in Pb contain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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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Polarization curves of Alloy 600 in the solutin of pH 10, 1,000 ppm 

Pb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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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PbSCC characteristics of Alloy 600 MA under the electrochemical 

potentials in a pH 10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Pb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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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Relationships of PbSCC area ratio by CERT test with 

electrochemical property of Alloy 60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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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Composition of PbSCC oxide layer under applied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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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13     Superimpose potential dependence of PbSCC on E-pH diagram of 

(a) H and (b) Ni (Summarized by R.W. Stae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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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Optical micrographs of SG tube materials after etching in 5% 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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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Results of the SCC tests with the RUB specimens in 10% NaOH 

solution at 315℃ with (a) no PbO (b) 1,000 ppm PbO (c) 1,000 

ppm PbO+SiO2 (d) 10 ppm 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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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oy 600MA (b) Alloy 600HTMA 

(c) Alloy 600TT (d) Alloy 690TT

Fig. 3-3-16      Crack morphology of steam generator tube materials tested in the 

solution of 10% NaOH containing 1,000 ppm PbO at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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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Different cracking mode tested in 1M NaOH, 5,000 ppm Pb, 340℃, 

20 days, +95 mV Ni (a) Alloy 600 MA, (b) Alloy 600 TT, (c) 

Alloy 690 TT.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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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loy 690TT

(b)Alloy 800

Fig. 3-3-18     SEM micrographs of SCC tests with RUB specimens in solution of 

10% NaOH, 315℃ with 1,000 ppm P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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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Results of SCC test using modified RUB specimen in solution of 

10% NaOH at 315oC temperature with (a) No addition PbO, (b) 

Addition of 1,000 ppm and cracking morphology of PbSCC 

summarized by R.W. Staehle including this study result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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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s 600, 690, 800 In 10% NaOH solution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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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PbO concentration effect on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 in 

10% NaOH solution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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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Image mapping data by EDX for an Alloy 690 specimen tested for 

3 hrs in dearated 10% NaOH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PbO at 

300℃.



- 288 -

100.00 51.91 9.93 0.62 32.59 4.95 S5

100.00 0.14 46.39 6.83 24.54 0.26 0.64 21.20 S4

100.00 52.52 9.26 0.44 32.21 0.29 0.32 4.95 S3

100.00 56.21 10.40 32.68 0.70 S2

100.00 51.85 9.58 0.44 31.09 0.50 0.82 5.72 S1

TotalPbNiFeMnCrTiSiMgOSpecimen

100.00 51.91 9.93 0.62 32.59 4.95 S5

100.00 0.14 46.39 6.83 24.54 0.26 0.64 21.20 S4

100.00 52.52 9.26 0.44 32.21 0.29 0.32 4.95 S3

100.00 56.21 10.40 32.68 0.70 S2

100.00 51.85 9.58 0.44 31.09 0.50 0.82 5.72 S1

TotalPbNiFeMnCrTiSiMgOSpecimen

Fig. 3-3-23      EDX analysis data at different locations for Alloy 690 tested for 3 

hrs in 10% NaOH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PbO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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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Polarization curves for Pb in NaOH solutions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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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Polarization curve for Alloy 600 in 10% NaOH solution containing 

100 ppm PbO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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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 690 and 800 in 10% NaOH 

containing 1,000 ppm PbO at 300℃ without cathod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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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Test specimen of 20% pre-strained reverse U-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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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Weight loss of the alloys in the deaerated 0.1M Na2S2O3 solution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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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Weight loss of the Alloy 600 MA in the deaerated Na2S2O3 

solutions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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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SEM/EDS micrograph of Alloy 600 MA in the deaerated 0.01 M 

Na2SO4 solution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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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SEM/EDS micrograph of Alloy 600 MA in the deaerated 0.01 M 

Na2S4O6 solution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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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SEM/EDS micrograph of Alloy 600 MA in the deaerated 0.01 M 

Na2S2O3 solution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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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SEM/EDS micrograph of Alloy 600 MA in the deaerated 0.01 M 

NaHS solution at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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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4     SEM micrograph (a) and EDS scan across the oxide layer (b) of 

Alloy 600 MA tested in the Na2SO4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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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SEM micrograph (a) and EDS scan across the oxide layer (b) of 

Alloy 600 MA tested in the Na2S4O6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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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6      SEM micrograph (a) and EDS scan across the oxide layer (b) of 

Alloy 600 MA tested in the Na2S2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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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Effect of sulfur species on polarization curves for Alloy 600 in 

0.01M solutions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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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8      AES results for Alloy 600 after 48 hours in deaerated 0.01M 

solutions at 300℃ (sputtering rate: 11 A/min in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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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Effect of SiO2 on polarization curves in 0.01M Na2SO4 solution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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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1차 계통 응력부식 억제 기술개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PWSCC 성장속도는 수소농도가 높을수록 억제된다는 많

은 실험 인 증거를 확보하 으며 이로서 연구개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국내원  운 자에게 수소농도를 제한치의 상향범  조건에서 운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미국 EPRI도 본 연구결과를 인용한 개정지침을 발간하

다.   

아연의 응력부식억제효과를 입증함으로서 실증 으로 입증하 고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는 농도  화합물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아연의 효과를 검증 평가

하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 고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원  장에 아연 

주입 운  략을 수립하고 최 의 운  조건을 수립함으로서 증기발생기 열

의 손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증기발생기 열  손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  가동 지에 따른 력손실은 막 한 경제 인 

손실을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연 주입 기술을 원  장에 용하면 

부식 손상에 따른 경제  손실을 감할 수 있고 원  환경 고온 부식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열  손상을 방, 억제할 수 있는 수질 조건의 최 화 기술을 개

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건 성을 향상시키고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원  이용효율을 극 화함에 따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2   2차 계통 틈새환경 제어  슬러지  감 기술 개발

원자력발 소 정상 운 시 수를 통해 2차 냉각계통으로 미량의 화학 불순물들

이 유입된다. 수류가 제한된 장소인 증기발생기내 열 과 지지 사이의 틈새

(crevice) 는 열 과 상부의 sludge 사이의 틈새에서는 미량의 불순물이 

농축되면서 틈새수화학(crevice chemistry)은 증기발생기 내부수 수화학과는 달라

진다. 증기발생기에서 부식에 의한 열  손상은 이들 틈새에서 부분 발생된다.  

틈새의 염기성 분 기에서 일어나는 IGA/SCC 열  손상을 억제, 완화하기 해 

이산화 티타늄 주입운 을 일부 원 에서 수행하여 왔다. 

원  증기발생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고온

고압용 틈새 실증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부식억제제로 사용되는 TiO2의 틈새로의 

침투특성을 평가하 다. 틈새수화학 실증시험 장치의 틈새지지링 설치와 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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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등을 수행하여 실험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vessel 일체형 틈새에

서 열 지지형 틈새로 개조하여 실험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 다.

침투실험으로는 크기가 다른 나노 크기와 P25의 두 가지 이산화티탄을 사용하

고 수에서의 그 농도를 0.1 ppm 과 1 ppm 으로 하 다. 침투실험에 사용된 TiO2 

는 원 에 주입한 경험이 있는 Degussa 제품 P25 TiO2 분말과, anatase 형의 나노 

TiO2를 음 분쇄기로 재분쇄하여 침투실험에 사용하 다. 2차측 틈새는 깊이 40 

mm, 간극 0.15 mm이다. 이차측 수용액의 유량은 2 L/hr이고 NaOH 농도는 40 

wppm으로 하 다. 이차측 포화온도 265℃와 과열도 20℃와 25℃에서 개방틈새와 

충 틈새에서 TiO2 침투실험을 하 다.

개방틈새에서 1 wppm-nano Ti의 침투시험 결과는 틈새 제일 깊은 역에서의 

Ti 농도가 약 5～7%로 이 농도는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는 약 0.29% 보다 높

아서 이 역에도 침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과열도 20℃의 개방틈새에서 0.1 

wppm-titanium(nano)의 침투시험 결과는 수용액의 Ti 농도가 0.1 wppm으로 낮

을 때  Ti 농도가 1 wppm 경우에 비해 그 침투농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열도 25℃의 개방틈새에서 1 wppm-titanium(nano)의 침투시험 결과는 과열도

가 20℃에서 25℃로 증가함에 따라 액체침투깊이가 감소하여 상 으로 틈새입구

에서의 Ti 농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과열도 20℃의 개방틈새에서 1 wppm- 

titanium(P25)의 침투시험 결과는 Bulk 와 틈새에서의 Ti 농도는 3～5%로 큰 차이

가 없고 열  모재에서의 Ti 농도, 약 0.29% 보다 높아서 titanium이  역에 

침투된 것을 나타낸다. 같은 조건에서 티타늄 크기에 따른 침투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이 Degussa P25의 침투농도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이 침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 국내 원 에서 사용 인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의 응력부식 손상을 

처하기 한 수화학 기술로서 부식억제 첨가제를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TiO2, CeB6, LaB6 등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에 한 SCC 억제 성능을 평가 하 으

며 이 에서 부분의 열  재료에 해 SCC 억제 효과를 보이는 TiO2의 성능

을 높이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고에 지 음 를 이용한 음 화학

(Sonochemistry) 기술을 용하여 TiO2의 입자 크기를 나노화 시킴으로써 열  

틈새 침투 특성  분산 효과를 향상시키고, 입자 표면 의 증가로 산화층에서의 

화학  반응 향상을 통해 응력부식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상되며, 

TiO2 입자 자체의 슬러지화를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나노화된 TiO2를 

용함으로써 부식억제제를 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50% 정도 그리고 상용 제

품 TiO2를 용한 경우보다 약 20% 이상 SCC가 억제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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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WR 원  2차계통수 내의 하이드라진은 100～150 ppb 범 의 농도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랑스의 EdF는 200℃ 이상에서 하이드라진 농도가 배 재질인 

탄소강 FAC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FAC 시험루 를 자체 

제작하여 0～250 ppb의 하이드라진 농도가 탄소강  합 강의 FAC에 미치는 

향을 고찰한 결과, 2차계통 배 의 FAC가 하이드라진 농도에 의해 크게 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서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아울러, 국내 원  수화학 리

부서에서의 하이드라진 농도 운용범 에 한 애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 다. 한

편, 배  FAC를 억제하기 해 모사된 2차계통 수화학 조건 하에서 그 표면을 

PtO2로 담지하여 탄소강 시편의 FAC를 고찰한 결과, PWR 2차계통 수화학 조건 

하에서의 탄소강 FAC는 PtO2-담지에 의해 40% 이하로 격하게 었음을 확인함

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 다. 이 결과는 PWR 2차측 수화학계통 배 의 FAC를 

크게 완화시켜서 2차측 증기발생기 내의 슬러지를 크게 감하여 증기발생기 건

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제 3    응력부식 평 가   D B  구 축 : 2차계통 P b ,  S  향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 열 의 응력부식으로 인한 손상을 평가하기 하여, 

기화학 인 요인에 의한 향을 평가하 다. 원자력발 소 재료의 응력부식은 

고온고압 분 기에서 수화학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기화학  요인에 의하여 크

게 좌우된다. 따라서 합  600 열  재료에 하여 Pb와 NaOH 농도에 

Polarization Curve를 시험하 고, 이러한 분 기에서 재료표면을 EDX로 분석하

다. 그리고 합  600 열  재료가 여러 가지 형태로 환원된 S 이온 분 기에서의 

Polarization Curve 시험과 AES로 재료표면을 분석하 다. 반 으로 제2단계에 

계획된 Pb 는 S 분 기에서의 기화학  특성을 시험하고 분석 완료하 다.

합  600 열  재료의 납에 의한 응력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고온 고압

의 원  수화학 조건을 모사한 CERT 시험을 통하여 인가 에 따른 PbSCC 특

성을 분석하 다. 합  600 재료의 PbSCC는 pH 조건보다 기화학  부식  상

태에 큰 향을 받는 것을 찰하 으며, 각 인가  상태에서의 PbSCC 발생 정

도와 균열 형태에 한 자료를 확보하 다. 한 납 농도에 따른 합  600과 690 

그리고 800 열  재료들의 SCC 특성을 시험 평가하 다. 고온의 염기성 분 기

에서 납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합  690 재료가 SCC 항성이 감소하는 상을 발

견하 다.

원  2차측 주요 불순물인 황 성분에 의한 응력부식시험을 완료하 다. 증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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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열  재료들의 황 성분, 농도, 합 조성, 열처리 변수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민

감성을 평가하여 련 메카니즘을 규명하 다. 이 자료들은 원 의 가동 조건과 유

사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시험한 결과들이므로 원  수 화학 계자  고온 시험

자료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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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1차 계통 응력부식 억제 기술개발

수소농도와 수질상태 변화에 따른 PWSCC 실험 결과로부터 가동  합  600 

CRDM nozzle  182/82 용 속의 균열 성장과 증기발생기 열 의 균열 생성

을 억제할 수 있는 수소농도  수질 등의 최  운 조건을 국내 원  운 자에게 

제공, 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일차계통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면 증기발생기  

1차 계통의 PWSCC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방사선량 감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국내 원 에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연주입기술을 도입하기 해 극

으로 검토 에 있다. 이를 해서는 국내 원  장 조건을 고려한 최  아연 

주입량  최  화합물을 등을 본 연구결과를 기 자료로 아연 주입 수화학 운  

조건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아연 주입에 의한 부식억제 연구결과를 

일차 으로 시범 원 에 용하여 실증 으로 효과를 확인한 후 단계 으로 국내 

 원 에 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시행하기 한  수화학 

략을 수립하는 것은 원 의 건 성  경제성 제고를 해 필수 이다. 

제 2   2차 계통 틈새환경 제어  슬러지  감 기술 개발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IGA/SCC 열  손상을 억제하기 해 일부 원 에서

티타니움 주입운 이  실시되었다.  원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의 모사실험을 고

온고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증 시험 장치(CASS,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altion System)를 설계․제작하 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원  증기발생

기 틈새 수화학 환경과 유사한 분 기에서 티타늄 침투실험을 수행하 다.

부식억제제로서의 티타늄 종류와 농도에 따른 침투결과는 원  건 성 향상  

증기발생기 수명연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CASS 장치의 설계 자료와 운 기술

은 원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감시 장치의 실용화의 기반기술에 기여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열  손상의 취약부분인 2차측 틈새 수화학 환경에 한 정  평가 

 틈새 수화학 환경 제어 기술의 확보와 틈새 수화학 연속감시 기술 개발에 기반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국내 PWR 원  2차계통수 하이드라진 농도가 배 재질인 탄소강 FAC에 향

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원  수화학 리부서에서 하이드라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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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범 에 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며, 모사된 

2차계통 수화학 조건 하에서 PtO2-담지에 의해 탄소강 시편의 FAC가 40% 이하로 

격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는 PWR 2차측 수화학계통 배 의 FAC를 크게 완

화시킴으로써 증기발생기 내의 슬러지 감과 이로 인한 증기발생기 건 성 향상

에 활용될 것이다. 

제 3    응력부식 평 가   D B  구 축 : 2차계통 P b ,  S  향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는 국내외에서 2차측 응력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앞으로 세계 인 추세인 장기 운 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2차측 응력부식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상되어 이에 극 으로 비하여야 한다.  

특히 증기발생기 2차측 Sludge에 쌓이는 Pb 분 기 는 유입되는 Sulfate가 환원

되고 이러한 환원된 황이온 분 기에서의 응력부식 균열이, 최근 국제 으로 요

한 안으로 두되고 있다. 국내 원자력발 소 증기발생기에 쌓이는 Sludge 내의 

Pb 농도와 증기발생기 틈새의 Sulfate 농도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분 기에서 응

력부식에 한 기화학  시험평가 자료는, 앞으로 국내 증기발생기의 응력부식 

평가 뿐 아니라 응력부식 방지를 한 기화학  기술개발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발 소의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증기발생기 내부 틈새에서의 불순물들의 농

도가 증가하므로 열  부식 손상 험이 커진다. 황 성분 용액에서 SCC 시험 결

과 환원성 분 기가 아닌 환경에서도 황 성분이 원자가 낮은 유해한 원자가로 환

원되어, 열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에 향을 주었다. 따라서 환원성 환경

에서 가동되는 발 소에서는 환원된 황 성분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열  

손상 험이 증가하게 된다. 국내 원 의 수 화학 계자들은 이러한 시험자료들을 

잘 숙지하고 장의 수 화학을 조 하는 데 활용하여 여러 가지 황 성분들에 의한 

SCC를 사 에 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온 고압 수 화학에서 실험한 자료가 

필요한 타 분야에서도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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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CASS vessel 조립 절차서

1. 비

1) Vessel & Cover

(1) Aceton으로 세척 후 증류수로 세척한다.

2) 열

(1) 3/4“ Alloy 600 Tube 를 755mm 단하고 burr 로 다듬는다.

(2) aceton으로 세척 후 증류수로 세척한다.

3) TSP(Tube Support Plate)

(1) TSP에 YSZ와 AgCl 이 명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4) 극

(1) Ag/AgCl 극

    Crevice : Ag/AgCl(water)

    Bulk : Ag/AgCl(0.01M KCl) 

(2) A600 극 Bulk & Crevice

(3) Platinum 극 Bulk & Crevice

(4) YSZ 극 Bulk & Crevice

5) 열

(1) Bulk High, Middle, Low 3 EA

(2) Crevice  7 EA

(3) Primary water inlet & outlet, 2 EA

(4) Ag/AgCl 극 : Bulk & Crevice 2 EA

6) Gasket

Vessel nickel gasket : 1 EA

3/4" 열  : Metal gasket 2 EA, Lava 2 EA, Metal ring 2 EA

9/16-18UNF : Metal gasket 5 EA

Electrode connector : Metal gasket 2 EA, Key 2 EA

YSZ electrode gasket : Metal & Teflon each 1 EA

Ag/AgCl electrode gasket : Metal & Teflon each 1 EA

TSP : 3/4" Teflon 1 EA, 1.5mm Teflon 9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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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sembly 조립

1) Bulk Ag/AgCl(0.01M KCl) 조립.

2) Crevice Ag/AgCl(Water) 조립.

3) J & K Electrode assembly 조립.

(1) 틈새 열 은 앞 선단을 2mm 남겨두고 Heat shrinkable teflon tube를 

coating 한다(TC #1 ~ TC#7).

(2) Bulk 열 은 앞 선단을 10mm 남겨두고 Heat shrinkable teflon tube를 

coating 한다(TC_H, TC_M, TC_L).

(3) bulk와 틈새의 극(Pt, A600)은 OD 1mm를 사용한다.

(4) 틈새 극(Pt, A600)의 앞 선단 2mm 부분과 후단 약 20mm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해 Heat shrinkable teflon tube를 coating 

한다.

(5) Bulk 극(Pt, A600)의 앞 선단 15mm 부분과 후단 약 20mm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해 Heat shrinkable teflon tube를 coating 

한다.

(6) Electrode assembly의 gasket(metal, teflon, teflon, teflon, metal(key))와 

조임 adaptor를 통해 열 과 극을 끼운다. 

(7) 열 과 극의 후단에 이름표를 부착한다.

(8) 열 과 극의 단락유무를 multimeter로 확인한다.

(9) key에 grease를 발라 assembly에 붙이고 J Electrode connector key 

hole에 맞게 assembly를 끼운 다음 cap으로 느슨하게 손으로 조인다.

(10) 극과 열 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조인다.

3. Vessel 하부조립

1) Vessel을 거치 에 거치

(1) Vessel의 YSZ 극 hole 방향을 확인하여 거치 에 취부한다.

(2) Vessel 거치 ring의 거치  ring bolt를 조인다.

2) 열 에 TSP 삽입

(1) TSP 하부 3/4" hole의 gasket 면을 잘 딲는다.

(2) TSP 용 nickel gasket 면을 잘 딲는다.

(3) 길이 755mm의 3/4“ 열  아래에서 부터 TSP를 끼운다.

(4) TSP 용 nickel gasket, PF fitting, teflon gasket, cap을 끼운다.

(5) cap을 돌려 가볍게 조인다.

(6) 열  에서부터 338mm 치에 TSP 윗면을 고정시키 해 cap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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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ssel에 열  삽입

(1) vessel 하부용 3/4" conax fitting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열 을 vessel 하부 3/4“ hole 에 에서부터 아래로 끼운다.

(3) vessel 하부 3/4“ hole의 하부에서 nickel gasket 을 넣고 3/4" conax 

fitting을 돌려 끼운다.

(4) 열 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3/4" conax fitting을 spanner 로 강하게 

조인다. 이 때 열 은 상하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3/4“ lava sealant, 3/4” metal ring, cap을 가볍게 끼워 넣는다.

4) Vessel에 Electrode connector fitting 삽입

(1) J 와 K의 Electrode connector fitting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Electrode connector용 nickel gasket 을 넣고 J Electrode connector 

fitting를 vessel에 취부하고 spanner 로 조인다.

(3) Electrode connector용 nickel gasket 을 넣고 K Electrode connector 

fitting를 vessel에 취부하고 spanner 로 조인다.

(4) J 와 K의 Electrode connector fitting를 spanner 로 강하게 조인다.

5) TSP 거치

(1) TSP가 보이도록 열 을 올린 다음 막 를 이용하여 TSP을 거치한다.

(2) TSP와 vessel의 YSZ 극 hole 방향이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3) 열  아래에 받침목을 둔다.

(4) TSP에 YSZ 와 Ag/AgCl 극을 끼운다.

(5) 열 에서의 TSP 치를 marking 한다.

(6) 열 과 TSP를 인출한다.

(6)  TSP 상부면의 치는 열  상부와 하부로부터 각각 339mm 와 

416mm 이다.

(7) 열 에서 TSP 치를 확인하면서 TSP 하부 ferrule retainer 육각 

bolt를 조인다.

(8) 이 열 를 vessel 에 끼워 넣는다.

6) TSP에 극  열  삽입

(1) J Electrode connector의 각 극  열 에 teflon gasket과 bolt를 

넣고 TSP의 해당 hole에 끼운다.

(2) TSP 아래 hole부터 극을 넣어 극이 열 에 닿을 때까지 어 

넣었다가 약간 뒤로 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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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은 TSP 아래 hole부터 극을 넣어 극이 열 에 닿을 때까지 

어 넣었다가 약간 뒤로 땡긴다.

(3) bolt를 spanner로 서서히 조인다.

(4) 틈새에 들어가는 극과 열 은 충분한 길이를 가져 재사용 시 조립이 

용이해야 한다.

(5) Multimeter로 각 극  열 이 vessel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6) K Electrode connector에 해 (1) ~ (5) 항을 수행한다.

(7) 열   Electrode connector의 극 선을 서서히 내리면서 TSP의 

치를 맞춘다.

(8) 이때 열 이 vessel 하부로부터 260mm 가 나왔는지 확인한다.

(9) Bulk 용 각 극(Platinum, A600)  열 (Bulk_high, Bulk_middle, 

Bulk_low) 의 치를 맞춘다.

(10) Multimeter로 각 극  열 이 vessel에 닿지 않았는지 재확인한다.

7) TSP에 Ag/AgCl 극  YSZ 극 삽입

(1) Ag/AgCl 극과 YSZ 극용 guide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Ag/AgCl 극용 guide에 Ag/AgCl 극과 metal gasket을 끼운다. 

(3) Ag/AgCl 극용 teflon gasket을 1/4“ tube에 끼운 다음 hole에 직각이 

되게 Ag/AgCl 극용 guide를 어 넣은 다음 가볍게 조인다.

(4) 이때 Ag/AgCl 극 앞 선단이 열 에서 약간 떨어져야 한다.

(5) YSZ 극용 guide에 YSZ 극과 metal gasket을 끼운다.

(6) YSZ 극용 teflon gasket을 ceramic tube에 끼운 다음   hole에 직각이 

되게 guide를 손으로 가볍게 어 조인다.

(7) 이때 YSZ 극의 ceramic tube 가 열 에서 약간 떨어져야 한다. 

손주의

(8) TSP의 gap을 확인하면서 Ag/AgCl 극  YSZ 극용 guide 를 

spanner로 강하게 조인다.

(9) J 와 K의 Electrode connector fitting의 cap을 spanner 로 가볍게 

조인다.

(10) Multimeter로 각 극  열 이 vessel에 닿지 않았는지 재확인한다.

(11) Diamond grit 혼합물 량을 측정해 둔다

(12) Diamond grit 혼합물을 틈새(용  = 0.36 cm3)에 넣는다.

(13) 남은 Diamond grit 혼합물의 량을 측정하고 충 한 량을 계산한다.

(14) nickel foam ring을 끼운다.

(15) nickel foam retainer를 끼운다.

(16) nickel foam retainer 용 육각 bolt를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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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Vessel 하부 열  고정

(1) Conax 3/4" cap을 spanner로 가볍게 조인다.

(2) J 와 K의 Electrode connector fitting의 cap을 정하게 조인다.

(3) Conax 3/4" cap을 200 - 220 ft-lb 로 조인다.

(4) (1) ~ (3) 항을 순차 으로 실행한다.

9) Vessel 하부에 Ag/AgCl 극(Water)  inlet line 삽입

(1) Ag/AgCl 극 adaptor와 inlet line adaptor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Ag/AgCl 극용 metal gasket을 끼우고 adaptor를 spanner로 조인다.

(3) Ag/AgCl 극을 adaptor에 끼워 spanner로 조인다.

(4) inlet line용 metal gasket을 끼우고 adaptor를 spanner로 조인다.

(5) inlet line을 adaptor에 끼워 spanner로 조인다.

4. Vessel 상부조립

1) Vessel에 Cover 취부

(1) vessel cover용 육각 wrench bolt(10 EA)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vessel 상부용 3/4" conax fitting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3) Metal gasket, Vessel  Cover의 gasket 부 를 깨끗이 딲는다.

(4) Vessel에 metal gasket을  아래 방향을 맞추어 내려 놓는다.

(5) Vessel의 열  상부로 부터 cover를 끼운다.

(6) Cover의 3/4“ hole에 nickel gasket을 열 을 통해 넣고 3/4" conax 

fitting을 끼운다.

(7) vessel cover의 방향을 확인한다.

(8) vessel cover에 육각 wrench bolt를 체결하고 bolt를 각선 방향으로 

동모터를 이용 가볍게 조인다.

(9) 3/4" fitting을 spanner 로 조인다.

(10) 3/4" lava sealant, 3/4" metal ring, cap을 끼우고 가볍게 조인다.

(11) vessel cover에 bolt의 torque 는 80, 100, 120 ft-lb의 순서로 여러번에 

나 어 각선으로 조인다.

(12) Conax 3/4" cap(Lava sealant)을 200 - 220 ft-lb 로 조인다.

2) Vessel Cover에 adaptor 부착

(1) YSZ(Bulk) 극, Solution outlet, plugging의 adaptor의  thread에 

molycoat를 바른다.

(2) metal gasket을 끼우고 plugging adaptor를 spanner로 조인다.

(3) metal gasket을 끼우고 Solution outlet adaptor를 spanner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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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SZ(Bulk) 극용 metal gasket을 끼우고 adaptor를 spanner로 조인다.

(5) YSZ(Bulk) 극을 adaptor에 끼워 spanner로 조인다.

5. Vessel 상 거치

1) 비

(1) 수압시험의 물을 뽑는다. 

(2) 측면 Ag/AgCl 극을 떼어 낸다.

(3) 측면 YSZ 극을 떼어 낸다.

(4) vessel 하부 inlet line을 떼어 낸다.

(5) Vessel 거치 ring의 거치  ring bolt를 풀른다.

(6) Vessel 손잡이를 체결한다.

2) 거치

(1) Vessel을 방향을 확인한다.

(2) Vessel을 신속히 이동하여 상  거치 에 내려 넣는다.

(3) Vessel 손잡이를 풀러 떼어 놓는다.

(4) Vessel 거치 ring의 bolt를 풀러 ring을 떼낸다

3) 3/4“ 배 연결

(1) 열  상단과 연결되는 3/4" Tee와의 길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열  상단에 3/4“ cap, back ferrule, ferrule을 끼워 넣는다.

(3) 열  상단의 3/4“ cap을 가볍게 조인다.

(4) 열  하단과 연결되는 3/4" Tee와의 길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5) 열  하단에 3/4“ cap, back ferrule, ferrule을 끼워 넣는다.

(6) 열  하단의 3/4“ cap을 가볍게 조인다.

4) Vessel heater

(1) 상하부용 vessel heater를 vessel에 체결한다.

(2) Furnace indicator 열 을 vessel heater에 삽입한다.

(3) process indicator & controller 열 을 vessel heater에 삽입한다.

(4) 상하부용 vessel heater를 vessel에 강하게 체결한다.

5) 배   열  연결

(1) Solution outlet 배 을 연결한다.

(2) preheater 와 Inlet/Drain line을 연결한다.

(3) 3/4“ 열  상.하부에 열 을 삽입한다.

(4) Solution outlet 배 에 열 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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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steam 

generator tubing materials in a 0.01 M 

Na2S4O6 solution

1.  목

   Alloy의 응력부식균열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는 온도, 용액의 조성, 

속성분 그리고 속의 조직 등이다. 특히 합 재료의 성질이나 특징은 합 의 내

부조직과 한 계가 있다. 증기발생기 열  재료들은 (Alloy 600 MA, 

HTMA, TT, 690 TT, 800 MA) 열처리, 물리  성질 그리고 화학 인 성질이 

각 각 다르다. 따라서 각 재료들의 구입한 상태, 시험시편, 그리고 응력부식균열 

시험 후 시편들의 조직 변화를 비교해 으로써,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조직의 

향을 악하고자 한다.

2.  내 용

   0.01M Na2S4O6 용액을 사용하여 340℃에서 증기발생기 열 재료 (Alloy 

600 MA, TT, 690 TT, 800 MA)들의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 다. Alloy 

690 TT를 제외하고 모든 재료에서 응력부식균열이 발생하 으며 Alloy 690 TT, 

Alloy 800 MA, Alloy 600 TT, Alloy 600 MA 순으로 응력부식균열 민감성이 증

가하 다. 각 재료들의 구입 상태에서의 조직, 응력부식시험을 해 시편제작 시 

인장응력을 받은 조직 그리고 응력부식시험이 끝난 조직을 서로 비교하 다. 시

편은 -50℃, 15 V의 perchloric acid, n-butyl alchol, methanol 용액속에서 

electropolishing 하 으며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EBSD)를 사용하

여 조직을 분석하 다.   

   시험 시편을 modified reverse u-bend (m-RUB)로 제작하기 한 변형으로 

인하여 인장응력이 시편에 가해졌는데 조직분석 결과 m-RUB 조직에서 mis- 

orientation이 발생하 다. 그리고 응력부식시험 후 조직이 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B-1～B-8). 시험 재료들은 각 각 열처리 조건이 다르므로 응력부식

균열 상을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입상태에서의 재료의 조직이 시

편 제작과정에서 인장응력을 반아 조직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재료의 응력부

식균열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시편 조직을 구입한 상태의 재료의 

조직과 비교함으로써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상을 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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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1 EBSD images of the Alloy 6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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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2 Pole a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Alloy 6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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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3 EBSD images of the Alloy 60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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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4 Pole a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Alloy 60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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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5 EBSD images of the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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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6 Pole a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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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7   EBSD images of the Alloy 8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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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B-8  Pole and inverse pole figures of the Alloy 69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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