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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냉각재방사화학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원자력 발전분야는 그 초기부터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여타 산업분야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운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 피폭허용

선량 한도치를 낮추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규제요건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강화된 시책에 부합하고 작업종사자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생성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병행해서 방사성물질이 생성

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단계에서 생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장기적인 방사

성물질 저감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PWR 운전 프로그램이 장주기, 고효율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 발생하는 CRUD의 양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fuel CRUD의 증가는 계통 내 방사선 준위를 상승시키고 방

사성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며 축방향 출력이상(AOA)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전

냉각계통 내 방사성물질은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CRUD를 형성하여 원전 운영에

따르는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상승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단축

시키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켜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원자로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의 장주

기 운영 조건에 맞는 CRUD 저감화 방안과 기술이 국내 자체기술로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한다. 최근에는 Fuel CRUD 누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CVCS)이 개선되었고, 연료봉 초음파 세척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특히 EPRI에서 개발된

초음파 세척시스템의 경우, 현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은 fuel CRUD가 이미 생성된 후에 대처하는 다소 소극적인 접근 방법에

속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사성물질 생성 저감화 방안으로서 냉각재 화

학조절을 통하여 금속이온 또는 금속산화물 입자 등으로 알려진 부식생성물의 핵연료 피

복재에 대한침적을최소화하려는접근방법을 국내 최초로 보고하게 되었다.

주로 핵연료 피복재 상부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CRUD의 실체인 입자성 금속산

화물의 생성 경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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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주기 및 장주기 운전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없는 실정이

다. 특히, 단주기 운영조건에서 크게 고려치 않았던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

과 같은 인자가 장주기 운영조건에서는 중요 인자로 부상함에 따라 단주기 운영조

건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냉각재 환경 구현(모사)

기술, 정확한 냉각재 화학조절을 위한 고온/고압 화학측정기술, 미세입자 표면전하

와 피복재 표면전위를 예측할 수 있는 냉각재 화학영향 평가기술 및 미세입자 침적

특성 평가기술 등 고온 냉각재에 대한 기초적인 수화학연구를 추진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2단계 연구개발의 핵심으로서 냉각재 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도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세 가지 연구 분야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온 고압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예측기술 개발에서는

(1) 고온(280℃) pH 측정시 은/염화은 외부기준전극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junction

부분의 온도구배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전위를 보정하기 위한 전위 보정 자

료 확보

(2) 적절한 전기화학적 센서를 이용하여 고온(190～280℃)에서 온도에 따른

증류수의 pH, 전도도 및 Eh 측정

(3) YSZ 막 (yttria stabilized zirconia membrane) 기반 pH 센서를 이용하여

화학첨가제(Li, B, H2) 조성에 따른 수용액의 pH 변화를 측정

(4) 적절한 전기화학적 센서를 이용하여 280℃에서 모사 냉각재의 pH, 전도

도 및 Eh 측정 등이 있다.

2. 고온 고압 열역학 기초연구에서는 수소이온 측정 센서를 이용한 고온(280℃)에서

의 순수한 물의 해리도 측정 및 냉각재 화학을 이해하고 화학반응을 해석하

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냉각재 미세입자의 기본 구성물인 혼합 금속산화

물(Ni/Fe 산화물)의 고온(350℃) 용해도 측정 등이 있다.

3.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연구에서는

(1) 최적의 냉각재 화학조건을 결정하는데 필수 자료 중 하나인 산화/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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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H2O2) 농도에 따른 고온(280℃) 냉각재의 전기화학적 분극특성 및

Eh 측정

(2) UV, ICP-AES 및 AAS 등을 사용하는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정량기술 구

축

(3) 고온(200℃)-고압 조건에서 현장 제어 가능 인자인 H2O2, H2 조절에 따른

미세입자(Ni, Fe 산화물) 침적량 측정

(4)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붕산수 pH 변화 및 Li 생성량 측정

(5) 숙성온도 ～400℃에서 미세입자 침적특성 평가자료 확보

(6) CRUD 결정구조 및 화학성분 자료 확보

(7) 열교환 조건에서 CRUD 생성에 미치는 온도차 영향 평가자료 확보

(8) 미세입자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도출 등이 있다.

Ⅳ. 연구개발결과

1. 고온고압 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예측기술 개발

— 고온 전기화학적 측정 셀 (autoclave) 시스템 개발 : 냉각재의 화학특성(pH,

전도도 및 Eh) 측정 시 센서를 안정적으로 장착시킬 수 있고 탁월한 내부식성을

가지는 고온 전기화학적 측정 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셀 시스템의 몸체부

(main chamber part)의 외부는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여 높은 압력에 대한 안정

성을 높였고, 고온의 유체가 닿는 내부는 티타늄과 같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특히 높은 온도에서 부식에 대한 안정성을 탁월하게 향상시켰다.

고온 고압 pH 센서 보정 : 은/염화은 외부기준전극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액간 접

촉전위(liquid junction potential) 및 Nernstian thermocell potential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 전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에 따른 보정 자료를 확보하였다.

— YSZ 막 기반 pH 전극 개발 : 세라믹 막으로는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튜브를 사용하였고, 내부 전극물질로는 NiO로 코팅된 Ni 분말을 사용

하였다. 개발된 pH 센서를 붕산/수산화리튬([Li] = 0 ～ 18 ppm, [B] = 2000

ppm) 테스트 용액에서 평가한 결과, 250℃에서 측정한 값이 MULTEQ 프로그램

으로 얻은 이론값에 3% 이내의 오차로 매우 근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온도변화에 따른 H2O의 pH, 전도도 및 Eh 측정 : 190～280℃ 온도범위에서

3차 증류수의 pH를 측정하였다. 고온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셀 시스템 조

건에서 물의 pH를 측정한 결과, 280℃에서는 문헌 값에 거의 일치하였으나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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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문헌 값과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측

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전도도 및 Eh 측정을 수행하였다. 190 ～ 280℃ 온도범위

에서 전도도가 2.5 µS/cm에서 4.9 µS/cm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값은 순

수한 물의 25℃에서의 전도도(0.055 µS/cm) 보다 수십 배 정도 큰 값으로 물의

전도도가 고온에서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백금 전극으로 측정

된 Eh는 온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냉각재의 화학특성 (pH, 전도도 및 Eh) 측정 : 모사 냉각재의 화학특성 측정

하기에 앞서 기본 냉각재로 두 가지 테스트 용액([Li] = 2, 3 ppm, [B] = 1000

ppm)을 사용하여 280℃에서의 pH를 측정한 결과, 측정값은 MULTEQ 프로그램

으로 얻은 계산 값에 거의 일치하였다. 두 기본 냉각재의 pH는 Li 농도가 2

ppm과 3 ppm 일 때 각각 6.78, 7.07로 측정되었다. 기본 냉각재([Li] = 3 ppm,

[B] = 1000 ppm)에 미량금속(철, 니켈, 아연, 크롬)이 3 ppm 정도 포함된 모사

냉각재의 경우, 측정된 pH는 대체로 6.75 ~ 7.00 사이로 나타났다. 미량금속의

농도가 실제 PWR 1차 계통보다 100배 이상 높은 조건인 3 ppm 상황에서 측정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1차 계통 조건에서 미량금속의 pH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동일 조건에서 미량금속(철, 니켈, 아연, 크롬)이 Eh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미량 금속의 농도가 3 ppm 정도로 매우 높음에

도 불구하고 Eh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였다. 한편, 280℃에서 순수한 물의

전도도는 4.8 µS/cm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기본 냉각재의 전도도는 124 µS/cm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도도에 미치는 미량금속(철, 니켈, 아연, 크롬)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pH 측정 시와 동일한 모사 냉각재를 사용하여 전도도를

측정하였다. 3 ppm 수준의 금속이 포함된 용액의 전도도는 Ni의 경우 기본 냉

각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는 기본 냉각재보다 낮게 나타났다. 금속 농도

가 수 ppb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실제 1차 계통 조건에서 전도도에 미치는 미량

금속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온 고압 열역학 기초연구

— 물의 해리상수 측정 :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 농도를 고온 세라믹 pH 센서로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물의 해리상수(Kw = [H
+
][OH

-
])를 산출한 결과, 고온

pH 산출 프로그램의 계산값과 비교할 때, 측정값으로부터 산출된 Kw 값이 고온

에서는 계산값과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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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산화물의 고온 용해도 : 고온 고압 하 용해도 측정 시스템(FTA)을 제작

하였다. FTA(flow through autoclave)를 이용한 용해도 측정방법은 시료의 표면

적을 크게 하여 화학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속산화물의 용해도 측정 시 화학첨가

제인 붕산수의 영향을 측정한 결과, 붕산수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고온에서 금속

산화물의 용해도는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약산인 붕산수가

고온에서 해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된다. 용존 수소가 존

재하는 고온 수용액에서 철(Fe2O3)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철

산화물의 용해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용액의

pH가 증가할 경우에는 용해도가 감소하였다. 320℃에서 측정된 철 산화물의 용

해도는 pH 7.1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pH 7.4 부근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280℃에서 니켈산화물의 용해도는 pH 6.6 에서 최저의 용해도

값을 보이다가 pH 6.9 부근에서 니켈산화물의 용해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320℃에서 니켈산화물의 용해도는 pH가 5.4에서 7.1로 상승함에 따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 연구

— 화학첨가제(chemical additives)의 고온 전기화학 거동 : 백금전극을 이용하

여 붕산수용액에서 용존 수소, 산소 및 과산화수소에 대한 고온 전기화학 특성

을 조사하였다. 순수 붕산수 용액의 경우, 인가전위 변화에 따라 대응 전류의 크

기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인 전기화학 거동은 저온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용존 수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용존수소의 산화반응으로 인하여 산화환원 전

류가 영이 되는 전위가 캐소딕 방향으로 이동되었으며, 용존 산소와 과산화수소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환원반응으로 인하여 산화 환원 전류가 영이 되는

전위가 애노딕 방향으로 이동되었다.

— UV, ICP-AES 및 AAS 등을 사용한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정량기술 구축 : 철

및 니켈 산화물 미세입자를 80°C에서 진한 염산에 용해시켜 UV 분광법

(Ultraviolet spectroscopy)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철의 경우는 수 ppm 수준까

지 분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니켈 용액의 경우 흡광계수가 매우 낮

아 ppm 단위의 미량분석에는 UV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흡수

분광법(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의 경우는 측정감도가 낮아 5 ppm 이하

의 농도를 가진 철 및 니켈 용액의 분석에는 적절한 분석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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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철 및 니켈 용액의 미량 원소분석에는 측정한계

(detection limit)가 ppb 단위인 것으로 알려진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분석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 중성자 조사(neutron irradiation)에 의한 냉각재 화학변화 : 액체 시료를 중

성자 조사 시켰을 경우, 방사분해(radiolysis)에 의해 생성된 수소와 산소기체에

의하여 조사캡슐의 내부압력이 상승한다. 따라서 조사후(post irradiation) 시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지 않다. 캡슐을 해체하거나 이송 시 캡슐파편으

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조사 후 생성물의 정량적인 회수를 위하여 기

체시료 채집도구(sampling device)를 제작하였다. 중성자 조사가 냉각재 화학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붕산수를 중성자조사 시킨 후 핵반응에 의

해서 생성되는 Li의 양을 측정하였다. 또한 중성자조사 전 후 급격한 pH 변화

의 원인을 분석하였고 방사분해 생성물의 종류 및 잔존기체의 농도를 측정하였

다. 붕산수의 중성자 조사 시 조사시간에 따라 생성되는 Li의 양도 함께 증가하

였다.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중성자조사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초기 붕산의 농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 미세입자 침적 연구 : 모사 냉각재로 철 아세테이트 용액 ([Fe] = 20 ppm)을

사용하여 고온(280°C)-고압(110 기압) 루프 시스템에서 Zircadyne-702 히터 표면

에서 일어나는 미세입자 침적현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용존수소가 존재할 경

우, 침적량이 7배 정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열교환기 모사 조건

에서는 용존 수소가 있을 때, 침적량이 4배 정도 줄어들었다.

—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도에 미치는 숙성온도 및 공존원소 영향 : 300°C에

서부터 철 및 니켈 혼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니켈

페라이트 생성량은 500°C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수산화리튬이 존재할 때 철과 니켈

혼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로보다빠르게 전환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미세입자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도출: 용존수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

연료 CRUD(fuel CRUD) 침적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용존수소가 연료 CRUD 생

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용존수소가 미포화 비등의 유발을

촉진시키고, 또한 비등 시 기공 주변의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를 저하시켜 CRUD

침적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피복재의 다양한 표면처리가

CRUD 생성을 억제한다는 것은 많이 보고되었다. 최근, 프랑스 EDF에서는 피복

재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시켜 CRUD 생성을 억제시킨 바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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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를 통하여 지르칼로이 표면을 반응성이 낮은 ZrO2로 개질시키면 CRUD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실제로

확인하였다. 금속 성분은 고온에서 금속이온, 수산화물 그리고 콜로이드성 산화

물로 존재한다. 이 중 이온은 비등이 발생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열교환되고 있는

는 표면에 용이하게 침적이 된다. 따라서 철 이온은 반응성이 낮은 지르칼로이

표면에 우선적으로 침적되어 지르칼로이 표면을 개질시킴으로써 입자성 금속산

화물의 침적을 용이하게 한다. 철 이온의 존재가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침적을 촉

진시킨다는 사실은 침적실험을 통하여 실제로 확인하였다. 특히, 고온 원자로 냉

각재 계통에서 생성되는 마그네타이트는 방사성물질의 발생원인 니켈산화물과

잘 흡착을 한다. 이 현상은 냉각재 계통에 철산화물이 많이 생성되는 CANDU

원자로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비등에 의해서 입자성 철산화물이 연료 피복재

표면에 침적되면 니켈성분도 함께 침적이 된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서 철 이온에

의한 침적층은 치밀하여 그 후에 침적되는 니켈산화물이 철산화물 층 위로 2차

원적으로 성장을 하나, 입자성 철산화물에 의한 침적층은 다공성이라 그 후에 침

적이 되는 니켈산화물이 3차원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침적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CRUD 생성 및 성장 억제방안 및 향후 연구제시 : CRUD 생성과 성장을 증

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원자로 출력은 전체적인 원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전조건 이하로 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피복재의 표면처리는 시도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복재의 산화막 두께는 열전달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열처리에 의한 표면처리 보다는 프랑스 EDF에서 시험한 전

기화학적 연마처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재 내 철 이온과 입자성 철

산화물이 CRUD 생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현재 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장주기 고출력 운전에서 증가되는 CRUD를 저감시키

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냉각재의 산화환원 조건 즉, 용존수소의 농도를 최적화

시키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냉각재의 고온 pH와 산화환원 전위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현상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냉각재 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은 CRUD 생성억제 및 저감화 연구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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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크게 활용될 것이다. CRUD 생성연구에 사용된 1차계통의 물리화학적 환

경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 및 화학조절 기술은 1차계통 관련 연구분야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온 pH 센서를 포함한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은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냉각재 화학조절 자동화 및 실시간 on-line 측정기술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초임계 조건에서 화학측정기술을 개발하는 기반기술

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붕산수에 대한 중성자 조사 연구결과, 냉각재의 화학특성(pH, 전도도 및 Eh) 자

료 및 고온 열역학 기초자료(물의 해리도, 금속산화물 용해도) 등은 원자로 화학

과 관련한 분야의 필수적인 기초 화학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비교적 낮은 온도(300°C)부터 니켈페라이트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는 핵연료

CRUD의 생성기구를 제시하는데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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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search on Coolant Radiochemistry”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have adhered to the rigorous operation

principle from the viewpoints of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since

the early stage of their operations. Recently, more strict regulations on the safety

of workers, such as the reduction of individual dose limit of irradiation

exposure, have been imposed on these power plants. In order to follow this

strengthened policy by providing the more improved working environment, the

long-term method for reducing the radioactive materials by inhibiting their

formation through the systematic study of their formation path is needed in

parallel with the realistic method of removing the pre-existing radioactive

materials. Lately, as PWR operated under a long-term period and high-efficiency

condition, it was frequently observed that the amount of CRUD formed on the

surface of fuel cladding increased. Such an increase of fuel CRUD may cause

the increased level of irradiation in the coolant system, accelerate the generation

of the radioactive waste products, and subsequently, result in the AOA

phenomena.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the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coolant system increased the irradiation dose of workers by the formation of

CRUD, including radioactive nuclear species. Moreover, during the long-term

operation, these materials were found to incur a massive economic loss both by

reducing the service life of nuclear power plants and by generating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products.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for

ourselves the CRUD reduction method and technology which are appropriate to

the long term nuclear plant operation condition in Korea. Recently,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chemistry and volume control system(CVC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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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and the ultrasonic fuel rod clean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mitigate the accumulation of fuel CRUD. Especially, it is known that ultrasonic

cleaning system developed at EPRI exerted a marked effect on the removal of

the accumulated fuel CRUD. However, it belongs to the category of rather

passive method since it copes with the already formed fuel CRUD. For this

reason, as an active method for reducing the radioactive material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minimize the deposition of such corrosion products as metal

ions and metal oxide particles on the fuel cladding by controlling the water

chemistry of the coolant system.

Though many theories have been suggested on the formation path of the

metal oxide particles, which are the source of the radioactive CRUD generated

mainly on the top of fuel cladding, there has been no theory which can be

applied to bo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operation conditions up to now.

While the factor such as subcooled boiling are not very important in the

short-term operation condition, these factors become really important in the

long-term operation condition. For this reas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various factors, overlooked in the short-term operation condi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successfu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water chemistry of the coolant

at high temperatures should set out to develop the following technology : that

is, the technology for simulating the real coolant environment, the chemistry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strict control of the coolant chemistry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the technology for evaluating the chemical effects on

the coolant, which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surface charge of micro particles

and the surface potential of the cladding, and the technology for evaluating the

deposition characteristic of micro particl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 of three main research fields for the 2nd stage R&D

program in the reduction of the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coolant are as

follows :

1. The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technique of microscopic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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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1) Collection of the various potential data for compensating the potential

measured against external Ag/AgCl reference electrode in the presence

of the temperature gradient at the junction during the pH measurement

at a high temperature(280℃)

(2) pH measurement of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the

high temperature region(190~280℃) by employing appropriate

electrochemical sensors

(3) Measurement of the pH variation in aqueous solution with the

composition of chemical additives (Li, B and H2) using the pH sensor

being made of yttria stabilized zirconia (YSZ) membrane

(4) Measurement of pH, conductivity, and Eh of the simulated coolant at

280℃ by employing appropriate electrochemical sensors

2.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thermodynamic parameters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

(1) Measurement of dissociation constant of pure water at a high

temperature(280℃) using hydrogen ion measuring sensor

(2) Solubility measurement of the mixed metal oxides (nickel/iron oxides)

that are basic constituents of the micro particles in the coolant, which

are essenti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coolant chemistry and finally

analyzing the involved chemical reactions

3. The study on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1) Evaluation of the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 of Eh values in the coolant at a high temperature(280℃)

as a function of the oxidizing/reducing agents(H2 and H2O2)

concentration, of which data are indispensible for determining the

optimum chemical condition of the coolant

(2) Establishment of the measuring technique for the quantitative amount of

metal oxides using UV, ICP-AES and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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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asurement of the deposition amount of the micro particles(nickel and

iron oxides) with the concentrations of H2O2 and H2, which are the

controllable factors in the field under the high temperature(200℃) and

high pressure condition

(4) Measurement of the pH change of boric acid solution and the amount

of Li generated by neutron irradiation

(5) Collection of the evaluation data for the de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icro particles at the aging temperature of 400℃

(6) Collection of the data for the crystal structure and chemical composition

of CRUD

(7) Collection of the evaluation data for the effect of temperature difference

on the formation of CRUD in heat exchange condition

(8) Deposition of micro particles and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Ⅳ. Results of the Project

1. The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technique of microscopic chemical

variation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electrochemical measuring cell system

(autoclave) : High temperature electrochemical measuring cell system

adequately equipped with the sensor for measuri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coolant was developed with good corrosion resistance. The stability of the

main part of the chamber in this cell system to the high pressure was

increased by employing high strength materials and the inner part in contact

with high temperature fluid considerably improved its stability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by using such a material with good corrosion resistance

as titanium.

— Compensation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pH sensor : The

compensated data required for calculating the real potential in consideration

of liquid junction potential and Nernst thermocell potential were collected for

the external Ag/AgCl reference electrod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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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pH electrode based upon YSZ membrane : New pH

electrode was developed by using YSZ tube for ceramic membrane and using

Ni powders coated with NiO for inner electrode material. From the results

obtained from a boric acid/lithium hydroxide test solution([Li]= 0~18 ppm,

[B] = 2000 ppm) by using the developed pH sensor, it was found that the

values measured at 250℃ had a good agreement with the values calculated

theoretically using MULTEQ with an error less than 3%.

— Measurement of pH, conductivity, Eh of H2O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 The pH value of triple distilled water was measured in the range of

temperature between 190 ~ 280℃. From the pH measurements of water in a

cell system, of which condition was not favorable to the high temperature

corrosion, it was found that the values measured at 280℃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ported values but, the 10% difference in the measured

value arose as the temperature decreased. At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both conductivity and Eh value were measured. In the temperature range of

190~280℃, conductivity increased linearly from 2.5 μS/cm to 4.9 μS/cm.

Considering that this conductivity is ten times higher in value than that of

water at 25℃(0.055 μS/cm), it means that the conductivity of water has very

higher value at high temperatures. On the other hand, Eh value measured at

a platinum electrode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 Measurement of chemical properties(pH, conductivity and Eh) of the

coolant : Prior to measuri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simulated coolant,

pH value was measured at 280℃ in two kinds of test solutions([Li] = 2, 3

ppm, [B] = 1000 ppm) employed as basic coolants. The measured pH value

was in good agreement with one calculated theoretically using MULTEQ. The

simulated coolant was prepared by the addition of small amount(about 3

ppm) of such metals as Fe, Ni, Zn and Cr to one of basic coolants([Li] = 3

ppm, [B] = 1000 ppm). In the case of simulated coolant, measured pH values

ranged from 6.75 to 7.00 on the whole. Since such a small concentration of

metal ions was hundred times higher in value than that concentration in the

real primary loop of PW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effects due to

small amount of metals on the coolant pH value is negligible in a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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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condition. In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the effects due to the

small amount of metals on Eh value were also investigated. Similar to the

negligible effect on pH, the effects of the small amount of metals on Eh could

not find significantly even in such a high metal concentration of 3 ppm.

Finally, while the conductivity of pure water at 280℃ was measured to be

4.8 μS/cm, the conductivity of the basic coolant was high enough to be 124 μ

S/cm.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small amount of metals on

conductivity, it was measured in the same simulated coolant. It was found

that the conductivity of the simulated coolant in the presence of 3 ppm Ni

was higher in value than that of the basic coolant. On the contrary, the

conductivity of the simulated coolant in the presence of the other small

amount of metals was lower than that of the basic coolant. Accordingly, it

concluded that the effects of the small amount of metals on conductivity is

negligible in the real primary loop condition where the metal concentration is

at most several ppb.

2.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thermodynamics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 Measurement of the dissociation constant of water : In order to estimate

the dissociation constant of water (=[H+][OH-]), the concentration of

hydrogen ion was measured in pure water using high temperature ceramic

sensor. It was found that the experimentally measured  coincided fairly

well in value with that calculated using high pH calculation program. But

some deviation became obvious as the temperature decreased.

— Solubility of metal oxides at high temperatures : A solubility measuring

system(FTA)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was manufactured. Because

of the large surface area of the sample, this solubility measuring method

using FTA (flow through autoclave) can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d

data by reducing the time required for reaching chemical equilibrium. From

the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boric acid as a chemical additive on the

solubility of metal oxides, it was found that the solubility of metal oxides

increased with the concentration of boric acid at high temperatur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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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as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increment on the degree of

dissociation of boric acid as a weak acid at high temperatures. The solubility

of Fe2O3 was measured in a high temperature solution in the presence of the

dissolved hydrogen. It was observed that the solubility of Fe2O3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with temperature but it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olution pH. The solubility of Fe2O3 at 320℃, reached its minimum value at

pH=7.1 but it increased again around pH=7.4. The solubility of nickel oxide

at 280℃ had the minimum value at pH=6.6 but it increased again around

pH=6.9. The solubility of nickel oxides at 320℃ decreased with increasing pH

from 5.4 to 7.1.

3. The study on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chemical additives at high temperatures : The

high temperature elect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dissolved hydrogen,

oxygen and hydrogen peroxide were investigated in a boric acid solution

using a platinum electrode. In the absence of chemical additives, the

corresponding current, in a boric acid solution at high temperatures, steeply

increased with the applied potential, but the overall electrochemical behavior

showed the tendency similar to that behavior at low temperatures. In the

presence of the dissolved hydrogen, the potential where the redox current

becomes zero shifted to the cathodic direction by the oxidation of the

dissolved hydrogen but it shifted to the anodic direction by the reduction of

the dissolved oxygen and hydrogen peroxide in their presence.

— Establishment of the technique for quantitatively measuring the amount of

metal oxides using UV, ICP-AES and AAS : Iron and nickel oxide micro

particles were analyzed using UV spectroscopy after they were dissolved in a

concentrated hydrochloric acid at 80℃. From th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iron ions can be detected down to ppm levels using UV spectroscopy.

However, UV spectroscopy was foun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detection of

nickel ions in ppm levels due to their very low light absorption coefficient. In

the case of AAS, due to its low detection sensitivity, AAS was considered not

to be suitable for the analysis of the solutions containing iron or nickel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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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than 5 ppm. For these reasons, it was concluded that ICP-AES with the

detection limit to ppb levels wa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of the

solution with very small amount of iron or nickel ions.

— Chemical variation of the coolant by neutron irradiation : When a liquid

sample is irradiated by neutrons, the internal pressure of the irradiated

capsule increases by the hydrogen and oxygen gases generated by radiolysis.

Accordingly, it is very difficult to sample the irradiated specimens for post

irradiation analysis. For this reason, a gas specimen sampling device was

specially designed to protect the workers from the broken pieces during the

disassembly of the capsule and its transportation, and to quantitatively

recover the generated products after irradi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emical variation of the coolant by neutron irradiation, the amount of Li

generated by the nuclear reaction in a irradiated boric acid solution was

measured. Besides, the origin of the rapid pH vari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was traced and the radiolysis products were identified. The

concentration of the residual gas was also measured. From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he amount of the generated Li increased with irradiation time.

The amount of hydrogen peroxide, generated by radiolysis, also increased

with irradiation time and it was affected by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boric

acid.

— Study on the deposition of micro particles : The deposition phenomena of

micro particles were investigated in a simulated coolant of iron acetate

solution ([Fe] = 20 ppm) on the surface of Zircadyne-702 heater in a high

temperature (280℃) and high pressure (110 atm) loop system. The amount of

deposition in the presence of the dissolved oxygen was seven times larger

than that amount in the absence. However, the amount of deposition in the

presence of the dissolved hydrogen was four times smaller than that amount

in the absence.

— Effects of the aging temperature and coexistence oxygen on the change in

the properties of the deposited metal oxide micro particles : The mixed iron

and nickel oxides started to be transformed into nickle ferrite at 300℃, and

the amount of the formed nickel ferrite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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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d up to 500℃.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mixed iron and

nickel oxides were more rapidly transformed into nickel ferrite in the

presence of lithium hydroxide.

— Deposition of micro particles and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 From the measurement of the variation

in the amount of the deposited fuel CRUD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the dissolved hydrogen, it was found that the dissolved hydrogen enhanced

the deposition of fuel CRUD by both promoting the subcooled boiling and

decreasing the metal oxide solubility around pores during boiling. It has been

reported that various surface treatment of the cladding retards the formation

of CRUD. Especially, EDF in France reported that the formation of CRUD

was reduced by the electrochemical polishing of the cladding surface. In this

point of view, the surface of Zircaloy was considered to be transformed into

ZrO2 with low activity by heat treatment and it was experimentally confirmed

that this treatment can suppress the formation of CRUD. Metals are present

in the forms of metal ions, hydroxides and colloidal oxides at high

temperatures. Among them, metal ions are easily deposited on the heat

exchange surface even in the absence of boiling. For this reason, iron ions,

preferentially deposited on the surface of Zircaloy with low activity, change

the Zircaloy surface more suitable for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 particles.

The fact that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 particles is enhanced in the

presence of iron ions was confirmed by the experiment. In particular, it was

reported from CANDU reactor that the magnetites, formed in the reactor

coolant circuit, easily adsorb with nickel oxides, which are the source of

radioactive materials. Henc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eposition of iron

oxide particles on the fuel cladding surface by boiling leads to the deposition

of nickel oxides. Whereas the two dimensional growth of the deposited nickel

oxides proceeded in the presence of the compact deposition layer of iron

ions, the three dimensional growth became dominant in the presence of the

porous deposition layer of iron oxides, resulting in the rapid increase of the

amount of the deposition.

— Method for suppressing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RU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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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of future work :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efficiency of nuclear reactor,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the power of

nuclear reactor, which is the major factor promoting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RUD, lower than the current operation condition. But the surface

treatment of the cladding is worth considering for suppressing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RUD. Since the thickness of the oxide film formed on the

cladding is strictly limited from the heat exchange viewpoint, electrochemical

polishing of the cladding tested by EDF in France is consider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he surface treatment by heat treatment. In this project, it was

confirmed that iron ions and iron oxide particles a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RUD. However, it is not easy

work to control the concentrations of iron ions and iron oxide particles lower

than the current levels. For this reason, it was concluded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suppressing the formation and growth of CRUD during

the long term and high power operation is to optimize the redox condition of

the coolant, ie. the concentration of the dissolved hydrogen.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for effectively measuring the pH and

redox potential of the coolant at high temperatures is needed.

Ⅴ. Application Plan of the Project

The method for reducing the radioactive materials in the coolant, which was

deduced from the research on the deposition phenomena of metal oxide micro

particles, will be very useful to make a turning point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retardation and reduction of CRUD formation. Both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loop system for simulating the physicochemical environment of the real

primary loop and the chemistry control technology, employed in the study on

the formation of CRUD, will be widely used in the research field relating the

primary loop in a direct or indirect way.

The coolant chemistry measuring system including high temperature pH

sensor can be applied to the field of nuclear reactor and contribute on a large

scale in the automation of the coolant chemistry contro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al-time on-line measuring technique. Furthermore, it can be used as 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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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chemistry measuring technique at supercritical

condition.

The research data on the neutron irradiation in a boric acid solution, data

on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coolant (pH, conductivity and Eh) and

fundamental data on the high temperature thermodynamics will be useful as

essential basic chemical data to the fields relating to nuclear reactor chemistry.

The results on the formation of nickel ferrites at a relatively low

temperature (300℃) will contribute to the suggestion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fuel C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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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분야에서도 과거 생산성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친환경적인 생산체제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분야는 그 초기부터 다른 산

업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과 환경보호 위주의 제도와 운영으로 지금까지 사회가 요구하

는 수준을 충분히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의 특성상 방사선 작업자에 대해서 완벽

한 방사선 방호와 차폐는 불가능하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방사선 노출은 허용되고 있다. 특히 정비기간 중에는 핵연료 재장전, 필터 교체, 냉각재 펌프

및 전열관 점검 등으로 작업자가 직접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개인선량

한도 감소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해진 규제요건에 부합하고 작업종사자의 작업환

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발생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단계에서 생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적극

적인 방사성 물질 저감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핵연료 CRUD는 피복관 표면에서 핵분열반응에 필요한 중성자를 소모하고, 자신을 처리

하기 힘든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변화시키면서 냉각재계통 내 방사성 물질을 증가시키다. 또

한 핵연료 CRUD는 축방향 비정상 출력분포(AOA)를 야기시켜 출력을 제한하며 연료조기방

출 및 피복관을 설계온도 이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핵연료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냉각재계통 내 존재하는 CRUD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은 그 무엇보다도 큰 경제적, 산

업적 손실을 초래한다. CRUD 발생은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단축시키고 고준위 방

사성폐기물을 발생시켜 제거와 처리 및 환경 보존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가중시킨다.

핵연료 CRUD에 의한 피해는 원자로의 장주기 운전과 함께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장주기

운전조건에서 CRUD 저감화 기술은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기술로서 앞으로 꼭 해결하

여야 할 기술이다. 이 기술이 확립되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적용과 기술 수출을 통하여 원전

경제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재 계통내 방사성물질 저감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냉

각재계통 내에서 생성된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연료 CRUD의 생성을

억제하여 방사성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냉각재계통 내 방사성물질 중 금속이온

이나 부유성 미세입자에 대하여 제한되며, 현재 “화학체적 및 조절계통(CVCS)”에 설치된 필

터나 이온교환수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제거된다. 두 번째 방법인, 방사성물질 발생을 저지하

는 방안으로 핵연료 CRUD 생성을 억제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금속산화물 용해도가 최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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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H를 유지하는 화학조절 방법에 집중되어 왔다. 이것은 핵연료 CRUD 생성의 주원인을

금속이온의 침적으로 간주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핵연료 교체가 장주기로 전환되면서 핵연료 피복재 상부에서 입자성 CRUD가 생성

되어 피폭 증가, 출력감소, 핵연료 조기방출, 정비기간 지연 등 원전 운영 상 여러 가지 어려움

을 야기 시키고 있다. 주로 핵연료 피복재 상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CRUD의 실체인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생성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단주기 및

장주기 운전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단주기 운영조건

에서 크게 고려치 않았던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 등과 같은 인자가 장주기 운영조건

에서는 중요 인자로 부상함에 따라 단주기 운영조건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평

가와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는 냉각재 환경 구현기술, 정확한 냉각재 화학조절을 위한 고온/고압 화학측정기술, 미세입

자 표면전하와 피복재 표면전위를 예측할 수 있는 냉각재 화학영향 평가기술 및 미세입자 침

적특성 평가기술 등 고온 냉각재에 대한 기초적인 수화학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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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고온-고압 수용액 화학특성 측정기술

1. 고온 수용액 pH 감지 전극 시스템

고온 수용액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pH(-log[H+]) 측정 전극으로는 수소전극

(hydrogen electrode)[1-3], 팔라듐-수소(Pd-H) 전극[4-6], 금속/금속산화물 전극

[7-11], 산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막을 기반으로 하는 세라믹/금속/금속산화물 전극

[12-17] 등이 있다.

첫째, 수소전극의 전극반응과 전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전극반응: 2H+(용액) + 2e- → H2 (Pt)

. 전위: E = -(2.303RT/2F)×log(fH2) - (2.303RT/F)×pH

수소전극의 pH 측정용 적용 온도범위는 25 ~ 300℃ 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수소전극은

수소분자가 용액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수소에 의한 환원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

스템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고, 더욱이 정확한 전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

소 fugacity (fH2)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측정하기가 또한 쉽지 않아 실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다는단점이있다[2].

둘째, 팔라듐-수소 (Pd-H) 전극의 전극반응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전극반응: H+(용액) + e- → H (Pd)

팔라듐-수소 전극의 실질적인 적용 온도 범위는 25 ~ 200℃ 로 알려져있다. 그런데일반

적으로 고온 수용액의 pH 측정에서는 적용 가능한 온도가 최소 250℃ 정도는 요구된다

는점에서 이 전극은 적용 온도범위가 좁아 고온 수용액의 pH 측정에 바람직하게 사용

될 수없다.더근본적인 제약은 용존산소 등과 같은 산화제가 포함된 용액에서는 이 센서

전극을 pH 측정전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점이다[5,6].

셋째, 금속/금속산화물 전극의 경우는 W/WO3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네른시안 pH

거동 (Nernstian pH behavior)을 보이지 않아 정확한 pH를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

다[9]. 한편, 금속/금속산화물 전극 중네른시안 pH 거동을 보이는 W/WO3 시스템의 전

극반응과전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전극반응: WO3 + 6H+(용액) + 6e- → W + 3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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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 E = Eo
W/WO3 - (2.303RT/F)×pH

W/WO3 전극 역시팔라듐-수소 전극과 비슷한 적용 온도범위를 보이고 있어 팔라듐-수

소(Pd-H) 전극의 경우와 같이 고온 수용액의 pH 측정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없다.

또한, 텅스텐 산화물의 화학적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내구성이 떨어져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다는 단점도있다.

마지막으로, 산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막을 기반으로 하는 세라믹/금속/금속산화

물 전극은 세라믹 막의 화학적 비활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화학적 환경으로의 적용

가능성, 높은 정밀성 및 탁월한 내구성으로 인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8]. 산소이온 전도성의 세라믹 막 기반 수소이온 센서전극 (M/MO|ceramic

membrane|H+,H2O)은 세라믹 막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계면(interface)이 존재하여 계

면 내외로 산소이온을 이동시켜 계면 안쪽과 밖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즉, 센서전극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용액 쪽 계면: 2xH+ (용액) + O2- (세라믹막) → H2O

. 세라믹막내부: 산소이온 이동

. 튜브안쪽계면: MOx + 2xe- → M + O2- (세라믹막)

결과적으로, 세라믹 막 기반 pH 전극(M/MO|ceramic membrane|H+,H2O) 시스템의

전체전극반응및전위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전극반응: MOx + 2xH+(용액) + 2xe- → M + xH2O

. 전위: E = Eo
M/MOx - (2.303RT/F)×pH

전체 전극반응식과 전위식을 살펴보면 전위는 세라믹 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측정된 전위는 세라믹 막의 종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세라믹 막에

서는 산소이온 전도가 일어나는데 이 전도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에만 측정된 전위가 오

직 용액의 pH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산소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세라믹 막에서 측

정된 전위는 용액의 pH를 정확히 반영하지못하게 된다. 또한, 200℃ 이하의 온도 영역

에서는 세라믹 막 내부에서 산소이온 전도도가 급격히 떨어져 전극의 임피던스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 때문에 센서전극이 네른시안 pH 거동

(Nernstian pH behavior)을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용액의 pH 측정에 있어서 큰 오

차가 발생하게 된다. 세라믹 막의 주성분으로 지르코늄 산화물 (zirconium oxide), 토륨

산화물 (thorium oxide), 세륨 산화물 (cerium oxide), 란타늄 산화물 (lanthanum oxide)

등을 사용하고[19,20], 첨가제로 이트리아 (yttria), 스칸디아 (scandia),칼시아 (calcia), 마

그네시아 (magnesia) 등을 사용하며, 또한 내부 전극물질로는 구리/구리 산화물, 철/철

산화물, 은/은 산화물, 니켈/니켈 산화물, 수은/수은 산화물 등이 사용된다[21-28].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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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내부 전극물질로는 구리/구리 산화물이나 니켈/니켈 산화물이 사용된다. 현재까

지 개발된 여러 종류의 세라믹 막 중에서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막의 특

성이 용액의 pH변화에 빠른 응답속도 및 기계적 강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가

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점으로는 작동온도가 180℃ 이상이라는 점과

모든 세라믹 센서가 그러하듯이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250℃ 이상의 온도에서 초

기 activation step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뢰할만한 pH 감지특성이 나타나는 막의

두께는 25 µ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일반적으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해서

1 - 3 mm 범위의 두께를 많이 사용한다. 최대두께가 3 mm 이하인 것은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기계적 강도가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으면서 산소이온 전도 길이 증가

로 인한 임피던스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9].

세라믹 pH 센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고온 시스템 (autoclave)의 필요에 따라 장

착 및 탈착을 반복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세라믹 센서

에 물리적인 충격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일반적으로 pH 센서의 하우징 재료로는 스테인레스 스틸이 많이 사용되

고, 오토클레이브 (autoclave)에 안정적으로 장착시키기 위해서 코낙스 (CONAX),

스와지록 (Swagelok) 및 노바 (Nova) 등과 같은 다양한 상용화된 connection 방법

들이 적용되어 왔다[30-33]. 피팅 (fitting) 내부 밀폐 (sealing) 재료로는 흑연

(graphite ferrule), 테플론, 에폭시, 세라믹 접착제 (ceramic glue) 등이 사용된다. 한

편, pH 센서 connection wire와 피팅재료 사이의 전기적인 절연을 위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 Connection wire의 절연재료로서는 알루미나 튜빙, 테플론 튜빙

등이 사용되었다[30-33].

pH 측정시스템의 전압은 적절한 일렉트로메터 (el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한 후 pH로 환산된다. 하지만, 센서전극의 전류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전류가 일렉트로메터 쪽으로 흐르게 되면 센서전극의 평형반응을 훼손하게 되어 측

정된 전위는 용액의 pH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렉

트로메터 쪽으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도록 인풋 임피던스가 큰 일렉트로메터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일렉트로메터의 인풋 임피던스는 최소 108 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012 Ω 이상의 높은 인풋 임피던스를 가진 일렉트로메터를 사용

하여 pH를 측정한다.

2. 고온 기준전극 및 전위보정

100℃ 이상의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준전극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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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극의 재질이 고온-고압에 잘 견뎌야 하고 온도 및 압력이 큰 범위로 변화해

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극물질이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

이어야 한다. 기준전극의 전극물질의 전극반응 이외의 다른 화학종의 전극반응으로

인한 혼합전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셋째, 전극물질이 직접 접하고 있는 내부용액

(internal solution)은 열역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를테면 전위를 결정하는 이온의 활동도는 관심 있는 온도, 압력, 농도에서 알려져

있어야 한다. 넷째, 액체(간)접촉전위(liquid junction potential)은 내부용액의 농도나

운반 특성(transport properties)에 의존하는데 이 전위를 아주 작거나 쉽게 도출될

수 있도록 내부용액의 화학적 조성과 농도는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극반

응은 재현성이 있고 속도론적 관점에서 가역적이어야 하며, 작동 온도범위에서

hysteresis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게다가 측정된 전위가 표준수소전극(SHE) 규격

(scale)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산 또는 보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고온 기준전극은 은/염화은 (Ag/AgCl) 전극, 백금/수소

(Pt/H2) 전극, 팔라듐/수소(Pd-H) 전극 등이 있다. 백금/수소(Pt/H2) 전극의 경우,

용액 내에 수소가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수소에 의해 화학적으로 영향

을 받는 시스템에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팔라듐/수소 (Pd-H) 전극의 경우는 수

소가 흡착되는 장소가 동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혼합전위를 보일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적용 가능한 온도범위가 넓지 않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Ag/AgCl

전극은 상기 기준전극 요건에 잘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도 쉽게 적용 가능한 전극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35]. 특히 Ag/AgCl 기준전극은

pH 측정과 같은 전위만을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평형(equilibrium)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법뿐만 아니라 빠른 전극반응 속도로 인하여 흔히 큰 전류가 수반되는 전기화

학적 활성물질의 산화환원 거동연구와 같은 동적(dynamic) 분석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36]. Ag/AgCl 기준전극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gCl 코팅막을 가진 Ag

막대 (rod)과 전해액 (KCl)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위는 KCl 농도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냉각재 연구에서는 전해액으로 0.1 M KCl 용액이나 0.01 M

KCl 용액을 많이 사용한다. 전해액과 Ag/AgCl 전극은 테플론 튜빙 내부에 위치하

게 된다. 전기적으로는 테플론 튜빙 내부의 전해액을 통해서 시스템과 연결되게 된

다. 테플론 튜빙의 물성이 300℃이상에서는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이 기준전극의

최대 적용온도는 300℃이다.

이 Ag/AgCl 기준전극은 고온 고압 조건 하에 있는 반응기 내부에 직접 사용

하는 내부기준전극과 전극반응 시스템이 반응기 외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전극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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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온 근처의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외부기준전극으로 크게 나뉜다

[34-35, 37-38]. 내부기준전극은 고온 환원 환경에서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AgCl의

열 가수분해(thermal hydrolysis) 현상으로 인하여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AgCl의 저온 유지방식인 외부기준전극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

준전극의 경우 junction 부분의 온도구배 현상으로 인하여 열확산현상에 기인한 열

액체(간)접촉 전위(thermal liquid junction potential)와 은/염화은 전극반응에 미치

는 온도 영향으로 인한 Nernstian thermocell potential 등과 같은 전위의 보정이 요

구된다 [35, 39-42].

3. 산화환원 센서 및 전도도 센서

산화환원 전위 (redox potential)는 비활성 지시전극(indicator electrode)이 전기

화학적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용액에 담겨 있을 때 비활성 지시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이다. 비활성지시전극으로는 백금, 팔라듐, 금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중에서

백금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백금 표면에 산화막이 없을 때, 백금에서

측정된 전위는 용액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재현성 있는 측정

을 위해서는 측정 전 동일한 백금 표면을 유지하기 위한 백금 전처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높은 산화환원 전위는 용액이 부식성이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물의 산소 농도가 높을 때나 나이트레이트, 철이온 (Fe3+), 구리

이온 (Cu2+) 등과 같은 산화종의 농도가 높을 때, 산화환원 전위는 상승한다.

수용액의 전도도는 일반적으로 용해된 물질의 농도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전해질의 해리도가 증가할 때 또는 부식 등과 같은 화학적 반응으로 인

해 금속 이온종의 농도가 높아질 때 수질의 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43]. 최근에는

four-plate technique 기반 전도도 센서가 개발되었다. 이 센서는 바깥쪽 두 단자에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안쪽 두 단자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측정함으로써 전

도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센서는 전통적인 두 two-plate

technique 기반 전도도 센서보다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단자가 이 물질

로 오염되더라도 측정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2 절 고온-고압 열역학 특성 측정기술

1. 물의 해리상수

물의 해리도는 0℃에서 200℃ 사이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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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증가한다[35]. 해리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의 전도도는 이온종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크게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200℃까지는 물의 해리상수 (Kw =

[H+][OH-])가 100배 이상 크게 증가하다가 200℃에서 300℃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0℃ 정도에서 해리상수가 가장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중수의 해리상수는 상온에서 10-15 정도로 경수보다 10배 정도

작다. 중수의 온도에 따른 해리상수 거동은 경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35]. 물의

해리도는 수소이온 측정센서를 이용하여 수소이온의 활동도를 측정함으로써 계산된

다. PWR 1차 계통과 같은 300℃ 이상의 고온-고압 수화학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

소이온 측정센서의 요건으로는 센서물질의 화학적 안정성, 부식 저항성, 고온수에

대한 내구성, 열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력, 표준용액을 사용한 보정의 적합성, 수

mV 이내(±0.05 pH unit)의 높은 정밀도 등을 들 수 있다 [44].

2. 고온고압에서 금속산화물 용해도

원자력 발전에서의 금속 산화물 용해도의 중요성: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은 냉

각계통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식, 질량 이동, 부식생성물의 침적 그리고 방사능의

전파와 같은 수많은 물리 화학적 공정들과 연계되어 있다[45]. 이러한 냉각계통 내

에서 일어나는 공정들은 금속부식 정도, 온도, 유체 역학, 그리고 냉각재의 화학적

조성 같은 수많은 물리, 화학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현존하고 있는 발전소의 수화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오랫동안 발전소를 운영해오면서도 어떠한 수화학 조건이 발전소의 운영 신뢰

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각재가 구조재, 질량 이동, 침적, 그리고

계통 조건에서 부식생성물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

지만 이에는 대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이 요구되기에 수화학이 장비의 수명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사 모델 (simulation model) 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46,47].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냉각재의 흐름 속에서의 부식

생성물의 거동과 발전소에서 통제 가능한 수화학의 주요 변수들인 온도, pH, 용존

기체의 양 사이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48]. 이를 통하여 수

화학의 주요 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부식생성물의 용해도를 통제하여 최적의 조

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각재에 존재하는 금속의 부식생성물은 원자력 발전의 효율에 지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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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데 예를 들면, 철의 경우 철 부식생성물의 용해도는 노심으로 운반되는 모핵

종의 양에 따라 연료 요소 표면과 장비 표면 사이의 딸핵종의 재분배 공정에 영향

을 미친다. 또한 코발트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 냉각재에 존재하는 코발트 양이 직

접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철이나 코발트 화합물의 질량

이동은 장비 표면에 방사능이 축적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냉각

재 정화 시스템의 효율은 바로 주요 구조재료로 쓰이는 금속 부식생성물의 용해도

와 거동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49].

냉각재 내의 부식생성물들에 대한 평형을 열역학적으로 모사하는 것은 부식생성

물의 용해도, pH, 활성기체의 농도 등의 평형 변수들을 이용하여 최적의 원자력 발

전에 필요한 수화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여

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데, 우선 열역학적인 방법으로

용해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부분의 결과들이 어떠한 특수한 가정 하에서만 정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이 불균질계의 실제 평형 조성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는 경

우가 생긴다. 또 다른 결점은 고온에서의 열역학적인 계산들이 열역학 상수들을 가

지고 수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50].

철 부식생성물의 용해도: 일반적으로 철의 부식생성물은 FeO, Fe2O3, Fe3O4와

같은 산화물과 Fe(OH)2, FeOOH 같은 수산화물이다. 각각의 용액 성분들이 Fe3O4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붕산과 수소의 양이 증가하면 대체적으로 Fe3O4

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반면에 수산화리튬이 존재함에 따라 중저온에서는 Fe3O4의

용해도가 감소하지만 300~500℃의 온도에서는 용해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49].

용존 산소가 있는 물에 대하여 넓은 온도 구간에서 철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용

해도를 모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순환계에서의 부식생성물의 질량이동 공정을 이

해할 수 있다. 용존 산소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 응축액 급수 계통에서 철 부

식과정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

다. 열역학적으로 Fe3O4는 주로 낮은 온도의 환원성 환경에서 안정한 반면에 Fe2O3,

FeOOH는 산화성 조건에서 더 안정하다. 결과적으로 형성된 산화피막에 의하여 부

식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냉각재로의 부식생성물의 이동을 억제하게 된다[51]. 실제

로 비등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재에 존재하는 부식생성물의 조성을 분석해 본

결과 Fe2O3 상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52].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이 되면

Fe3O4가 Fe2O3로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비등수형 원자력 발전의 경우 생성되는

Fe2O3는 Fe3O4에 비해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원자로 순환계로 녹는 철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연료 요소 표면에 침적물이 축적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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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적된 부식생성물의 활성도가 감소하게 된다.

모사 모델을 통한 계산으로부터 알아낸 바와 같이 모든 수화학 변수들에 따라서

부식생성물의 용해도는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식생성물의

용해도가 계통 내의 질량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의 계산 결과를 고려하

면서 실제 실험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특정 발전소에서 관찰되는 질량 이동에 미치

는 수화학 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코발트 부식생성물의 용해도: 코발트의 부식생성물은 2가 화합물인 CoO,

Co(OH)2와 3가 화합물인 Co(OH)3, Co3O4이다. 2가 화합물(CoO와 Co(OH)2)의 경우

산소를 주입하게 되면 용해도가 약간 증가하지만 이는 오직 알칼리 수용액에서, 그

것도 550K까지의 중간 온도 영역에서 유효하다. 또한 수소를 주입하는 것은 실제적

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반면에 3가 화합물의 경우에는 산소를 주입한 경우 용

해도가 감소가 되었고 수소를 주입한 경우에는 용해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49]. 이

는 코발트의 산화 환원 전위가 높아서 산소를 주입하는 경우 용액내의 2가 코발트

이온이 감소하고 대신에 3가 코발트 이온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가 코발트

화합물의 용해도는 감소하고 3가 코발트 화합물의 용해도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5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전소 냉각재에 녹아있는 코발트의 양은 발전소에서의 방

사선 수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구조재 내에 적은 양의 코발트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각재 내의 코발트 농도는 용해도보다 낮다. 이는 중성-산

화 분위기의 비등수형 계통과 같은 실제 조건에서는 코발트의 부식에 의한 용해가

아닌 코발트 합금의 부식에 의한 용해이므로 합금에서의 코발트의 활동도가 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재에 존재하는 코발트는 철이 용해되면서

부수적으로 용해가 된 것이다. 응축액 급수 계통에 산소를 주입하면 철과 코발트

부식생성물의 용해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원자력 발전의 응축

액 급수 계통에서는 코발트 부식생성물의 용해도와 코발트가 흡착되어 있는 철 부

식생성물의 용해도가 모두 감소하게 됨으로써 코발트의 질량 이동을 억제하게 된

다.

구리 부식생성물의 용해도: 구리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부식생성물은 Cu2O,

CuO, Cu(OH)2이다[54,55]. Cu(OH)2의 경우 특히 고온에서 불안정하여 쉽게 탈수가

되기 때문에 용해도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Cu2O는 환원성 분위기

의 중성 그리고 알칼리 용액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pH가 증가함에 따

라 용해도가 증가한다. 산화성 분위기에서 안정한 상은 CuO인데 이의 용해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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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하지만 Cu2O와는 달리 용액에 pH가 증가함에 따

라 용해도는 감소하게 된다. 철과 구리의 복합적인 부식을 고려할 때 낮은 온도 부

위 계통이 구리 합금으로 이루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최적의 수화학 조건은 증

기 발생기에 히드라진을 첨가하여 산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pH298을 약 8.5

로 유지하는 것이다 [56].

지르코늄과 크롬 부식생성물의 용해도: 지르코늄의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부식

생성물은 4가의 산화수를 갖는 ZrO2와 Zr(OH)4이다[49]. 하지만 Zr(OH)4는 불안정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열역학 상수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한 면이 있

다.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그리고 중성 혹은 중산성 조건에서 ZrO2 용해

도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반면에 473K의 강알칼리성,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의 강산성 조건에서 가장 큰 용해도를 갖는다. ZrO2의 경우 산성과 중성

조건에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알칼리 조건에서는 오히려 감소한다.

반면에 Zr(OH)4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조건의 용액에서 용해도가 증가한다.

크롬의 경우 지르코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갖는 다양한 산화물과 수산

화물을 생각할 수 있다. 3가 크롬 화합물은 불균화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

작하면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한다. 특히 Cr2O3의 용해도는 용존 기체에 거

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는 가수분해와 중합 공정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서 환원

공정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중성의 탈기 조건에서는 Cr2O3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예를 들면 온도를 298K에서 373K로 올린 경우 환원 분위

기에서 Cr2O3의 용해도는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온도를 더 올린 경우에는 약

간의 용해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제 3 절 냉각재 화학특성 및 CRUD 저감화 기술

1. 냉각재 화학조절 및 1차계통 구조물 부식현상

가압경수로의 1차 계통 냉각재는 주성분인 물과 몇 가지 화학첨가제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가제로는 원자로 반응도 제어를 위해

서 사용하는 붕산(H3
10BO3)을 꼽을 수 있다. 붕산의 농도는 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단주기 노심초기에는 1100 ppm 이상의 높은 농도로 관리되

고, 노심말기에는 수십 ppm 정도의 낮은 농도로 유지된다. 붕산은 해리상수가 낮아

서 거의 대부분 전리되지 않은 중성염 상태로 존재한다. 붕산만 첨가된 고온 냉각

재 조건에서는 고온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물의 해리에 인하여 계통 내부는 부식에



- 46 -

취약한 상태가 된다. 부식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에서 특히 냉각재의

pH와 용존산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냉각

재 계통을 구성하는 금속재료의 부식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산화리튬(7LiOH)을 소

량 첨가하여 냉각재의 pH를 정상운전 조건에서 6.9～7.4 범위로 조절하고 있으며,

방사선에 의한 물의 분해로 생성된 산소의 제거를 위해 수소를 포함하는 냉각재를

계통 내로 주입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내 일차 냉각재에 대한 수질관리의 목적은 원자로의 핵반응도 제어

를 통한 출력조절뿐만 아니라 원자로계통의 구조물과 핵연료 피복재의 부식을 억제

해줌으로써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사선원으로 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방사

성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원

전보유국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기술적 모임을 통하여 원전 수화학 문제에 대한 원

인규명과 진보된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57,58]. 최근 원전에서 수화학과 관련된 연

구는 원자로 내 구조물과 핵연료재료 물질로 사용하고 있는 탄소강, 저합금강 및

특수강에 따라 생성되는 부식의 종류와 부식균열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영

향평가[59,60], 가압경수로의 일차냉각재에서 방사성 부식생성물의 생성경로와 핵종

규명[61]에 관한 내용, 그리고 방사선 선량율의 저감화 방안[62]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 구조물질과 핵연료피복관의 응력부식 및 균열 현상을

억제하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차냉각계통에 화학첨가제를 첨가하여,

pH와 ECP를 조절하는 방법[63-66]이 보고되었다.

PWR의 일차 냉각재에는 원자로의 반응도를 조절하기 위해 붕산을 첨가한다[67].

붕산은 물에 용해되어 약산성을 띠게 되며, 약전해질로서 중성염으로 존재하기 때

문에 원전 가동 중 냉각재의 pH 및 전도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자로 내

에서 고 농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붕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핵연료

봉의 AOA(Axial Offset Anomaly)는 고농도의 Ni과 10B의 CRUD화합물로 추정되는

bonacordite (Ni2FeBO5), trevorite (NiFe2O4) 화합물의 침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으로 TMI 사고(1994～1995)의 원인이 되었다. 붕소는 10B(ｎ．α)7Li의 핵반응으로 하

루에 1.73% 씩 7Li으로 전환된다[68, 69]. 이것은 자연 상태의 10B 함량을 20%로 하

였을 때 약 0.35%의 붕소가 하루에 소멸되는 양이다. 소멸되는 붕소의 양 만큼의

Li이 생성되는데, 내부적으로 생성된 7Li 과 냉각재의 pH의 조절을 위해 외부에서

첨가하는 LiOH 등은 LiBO2 착물의 형태를 이루며 이것이 AOA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70].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영조건에서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되는

산소와 과산화수소(약 200 ppb, BWR)등은 스테인레스강 재질과 니켈강에서 IG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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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ranular Stress Cracking)현상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은 냉각계통 내 공

급수에 환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농도의 수소기체를 주입(0.4 ppm)하

여 ECP (electrochemical corrosion potential)전위를 낮추어 줌으로써 부식현상을 억

제할 수 있다[71-72]. 냉각재의 순환에 의하여 핵연료봉의 외부표면에 침적되는 Fuel

CRUD는 노심내의 강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방사화(Ni →58Co, Co →60Co)되어

방사성 부식생성물(Activated Corrosion Product)로 축적된다[73]. 방사선 피폭의 주

선원인 58Co, 58Co로의 핵종변환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독일 PWR 경우 일

차 냉각계통의 배관재질을 Co가 없는 재질로 교체하여 운영한 결과 과거 10년 평

균 선량률을 0.1～0.3 man-Sv/year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량률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 Zn 주입기술이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40～50%의 선량률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74]. 일차 냉각계통 내 Zn을 첨가하게 되면 입자 및 부식생성물중의 니켈 및

코발트 산화물에서 철이나 크롬보다 먼저 Zn이 치환됨으로써 계통 내 선량률을 저

감하거나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의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75,76]. 그러나 Zn을 첨가함으로써 방사선의 선량률이 감소

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며 그와 관련한 실험적 증거자

료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PWR의 RCS (reactor coolant system)에 대한 Zn 첨가

기술이 냉각계통 재료물질인 니켈기지 합금(Nickel base alloy)및 저합금강의 응력

부식균열 저하와 원자로 정지 시 선량율의 감소 효과에 PWR운영의 핵심과제로 노

력하고 있다[77]. 이 밖에도 Zn첨가에 의한 PWR 일차 냉각재에서의 부식생성물 및

방사선 선량의 저감효과에 대한 기술적인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중성자 조

사에 의하여 부식된 Zircaloy-4에 Zn을 첨가하여 Loop test한 결과 부식생성물의 용

출량(Zircaloy-4)이 Zn을 첨가하기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Zn이 계통 내 선량

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8].

원자로 내에서 핵반응에 의하여 일차 냉각재에 존재하는 입자 및 부식생성물들

은 초미량으로서 방사화된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입자의 성분분석과 정확한 양

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채집과 농축, 방사선차폐 장치가 된 분석 장비 및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79]. 최근에는 입자성 물질의 이동과 양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 구

축을 위하여 기초적 화학분석장비 외에 XRD[80], 중성자 방사화학법(NAA)[81], 고

온에서의 pH 및 전기화학 부식전위(ECP) 측정에 대한 기술들이 발표되고 있다[82].

원자로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구조물의 부식 방지와 입자의 생성 억제, 침

적률 감소 및 방사선량율의 저하를 위한 기술적 접근방법이 일차 냉각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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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제어이다. Anthoni[83]는 프랑스 내 PWR 일차냉각재의 pH 및 금속의 용해도

에 따른 이론적인 연구와 Loop 실험을 통하여 58Co, 60Co, 59Fe, 54Mn 등의 용해도와

방사선 선량률을 pH 6.5～7.2 범위에서 측정한 결과 pH 6.5의 선량률 보다 pH 7.2

의 선량률이 700～800 배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 때 용해도는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고 발표하였다. 냉각재 내 부식생성물에 대한 오염도는 곧 금속산화물의 용해도임

으로 용해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부식생성물의 축적을 억제하고 방사선 선량을 낮추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pH 제어를 통한 수화학 조절은 저비용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원자로의 경제적 운영을 위하여 핵연료 주기가 장

주기화(18-24개월)로 전환되면서 일차 냉각재의 pH 조절 시 최적화하기가 매우 어

려워졌다.

PWR의 장주기 운영을 위한 일차 냉각재의 수화학 조절이 부식생성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기술적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PWR 운영을 단주기(12개월)로 하였

을 경우에는 운영초기의 붕소농도에 대한 pH를 6.9로 조절하기 위해 냉각재 내의

최대 Li 농도(2.2ppm)만을 설정하면 되었지만 장주기로 운영할 경우, 초기의 붕소

함량이 단주기보다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pH 유지를 위하여 더 많은 Li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냉각재 내에 많은 Li이 존재하게 되어 결국은 Zr 피복관의

부식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기술하였다[84].

최적의 원자로 운영조건의 pH(7.0～7.4, 300℃)를 유지하기 위하여 붕소의 핵반

응으로 생성되는 7Li과 함께 외부에서 첨가되는 LiOH의 양을 고려하여 냉각재 내

의 7Li 함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85]. Long[86] 등이 밝힌 논문에 의하면, 정상 작

동 중에 있는 PWR 일차 냉각재의 pH를 장기간 유지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

하였다. 이 방법은 운전 중 붕소용액의 pH(300℃)를 7.0～7.4로 조절하고 이때의

LiOH 농도와 전도도를 측정하여 설정한 다음 전도도의 차이에 따라 LiOH가 투입

되도록 하여 pH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의 일차 냉각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높은 부식성을 나타낸다. 특히 노심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진행되는 물의 방사화 분해물(radiolysis product)은 부식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원

자로 구조물과 핵연료피복관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최적의 pH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초기의 붕소농도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 화학적 변수를 고려해야한다.

피복재의 부식억제를 위한 냉각재의 수소 농도는 부족할 경우 원자로 재료물질

에 대한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을 경우 핵연료 피복관을 부식시키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수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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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87]. 최근 유사환경에서 원자로 재료물질의 부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과 억제

를 위한 loop 시험이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화학 모의실험은 원자로 내

에서 냉각재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방사분해로 생성되는 다양한 방사분해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고 이러한 생성물이 원자로 내 구성 물질과 핵연료 및 피복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Pastina[88]가 밝힌 논문에 의하면, PWR의 일

차 냉각재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방사분해물인 분자성 원소(H2, O2,

H2O2) 및 작용기(H, OH, eaq, HO2)와 냉각수 자체의 용존산소, 용존수소 등은 일반

적으로 부식전위와 균열의 성장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chikawa[89] 등은 IGSCC의 원인과 방사분해물의 영향에 대한 정밀평가를 위

한 loop시험에서, 물의 흐름조건에서 방사분해 생성물의 양과 방사선량에 대한 정

확한 평가는 물의 체류되는 시간의 차이로 매우 어렵지만 철의 부식 전위와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수소는 물의 방사분해로 생성되기 때문에 IGSCC의 원인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철에 대한 부식전위는 HWC(hydrogen water

chemistry)와 IGSCC에 대한 표시자의 역할을 하므로 물의 방사분해와 수화학 조절

에 대한 중요함을 기술하였다. Maeng[90]는 원자로 재료물질로서, 용존산소가

Alloy 600의 응력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순수한 물을 36

0℃의 고온에서 폭기한 후 용존산소의 영향을 관찰한 결과, Alloy 600의 부식정도

는 폭기법 (공기주입법)보다는 비폭기법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폭기된 물에서 응

력부식의 저항성이 증가되는 이유는 금속 표면의 부식전위는 높고 부식전류는 감소

함에 따라 금속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어 보호하기 때문이다.

Bouvier [91] 등도 Avignon France(2002)에서 개최된 수화학 관련 학술 심포지

움에서 2차측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의 배관에 대한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의 원인규명에 대한 실험으로서 FAC에 영향을 주는 수화학 요소인 pH,

산소, 온도, 질량 이송조건인 유속, 증기량 및 재료조성에 따른 부식거동을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 시험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원분위기 및 다양한 환

원조건에서의 FAC에 대한 영향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근 EPRI에서는 고 pH (7.1 ～ 7.3) 냉각재 화학조절이 재료 건전성에 별다

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향후, 원전 냉각재 화학조절

에 고 pH (7.1 ～ 7.3) 운전조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용존수소 연구

결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냉각재 내 용존수소 농도를 상한범위(약 50cc/kg)에

서 조절하는 것이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완화 측면에

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용존수소는 미포화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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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하에서 금속산화물 미세입자의 침적을 촉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용존수소

의 영향은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원

자로 출력을 정의하는 새로운 변수인 High Duty Core Index가 도입될 만큼 출력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출력

은 CRUD 침적, 피복재 부식 및 AOA (axial offset anomaly) 증가에 적잖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상응하는 연구로서 연료 CRUD 저감을 위한

냉각재화학 조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현

저한 방사선 준위 감소효과로 인해 관심이 높았던 아연주입효과와 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요오드 화학거동 규명에 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

다.

2. 고온 냉각재 전기화학적 분극 특성

백금과 같은 안정한 금속 전극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분극을 측정하는 경우

금속의 용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용액 내에 존재하는 용존 기체나 용매의 전

기화학적 거동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 받을 수가 있다. 수소의 산화/환원 반응의 경

우, 가장 간단한 반응으로서 기초적인 측면에서 전기화학 촉매반응들을 대표하는

모델 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몇

몇 전기화학 센서나 연료전지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반응들이므로 이와 관련하

여 상온의 백금 전극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92,93]. 고온에서도 다른 여러 가

지 용매들과 더불어 백금 전극에서 연구되었으나[94], 이는 연료전지 분야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였으며 원전의 냉각재와 같은 고온 수용액 환경을 이

와 같은 전기화학적 분극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백금과 같

은 안정한 금속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분극 측정법은 냉각재 내 산화/환원 상

태를 결정하는 용존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거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예상이 되지만 그동안 실제 원전 냉각재 화학조건, 특히 산화/환원 상태를 전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연구결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3. 냉각재 화학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 영향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화학현상을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중성자에 의한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중성자는 그 자체가 다른 원소와

핵반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중성자에 의해서 발생된 방사분해물인 분자성 원소

(H2, O2, H2O2) 및 작용기(H, OH, eaq, HO2) 등은 계통 재료의 부식속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stina[88] 또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의 냉각

재 화학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냉각재 계통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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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상태 및 침적거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지금

까지 국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중성자 흡수 단면적을 이용하여 냉각재 내 핵반응을

예측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 붕산수 중성자조사 실험으로부터 측정한 실제적인

10B(n α)7Li 핵반응도와 조사후 붕산수 pH 값은 이론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 원인은 중성자 조사 대상물의 온도상승과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붕산의 구조 변화 때문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이렇듯 냉각재 중성자 조사시

험은 원자로 내의 화학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외에서는 원자로

화학제어 기술구축을 위한 기반 요소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본 연구가 수화학 분야에서 최초로 수행된 중성자 조사시험일 정도로, 현재 원자

력 수화학 분야의 국내 연구여건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4. 열전달면에서의 비등현상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일어나는 부식생성물의 침적은 비등(boiling) 현상, 미

세입자의 표면전하, 그리고 금속재료의 부식전위(Ecorr)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졌다. 이들 중 수용액 내에서 일어나는 물의 비등은 금속산화물 미세입자가

금속표면에 침적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량, 냉각재와 히

터표면 사이의 온도차, 히터표면 상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발생하는 비등현상은 방사성 부식 생성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일차

냉각계통과 노심에서의 이들 방사성 부식 생성물들의 축적은 원자로 안정성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온의 핵연료 피복재 표면과 냉각재 사이의

온도편차 때문에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서 국부 비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fuel

CRUD 생성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Fuel CRUD 생성으로부터 원자로의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 일어나는 부식생성물의 침적을 최소

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등 열전달(boiling heat transfer)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핵연료 피복재 표면에서의 급격한 온도 편차 때문에 일어나

는 비등(boiling)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열전달(heat transfer)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비등현상

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응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비등 관련

연구들은 기체-액체 2 상계(two-phase systems)에 집중되었고, 기체-액체 2상 열전

달 연구는 흐름(flow)이라는 측면에서의 유동연구와 열전달이라는 측면에서의 비등

과 응축 관련 연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유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유체의

압력강하 및 전열현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양식(flow patterns) 구분에 집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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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98]. 비등과 응축의 상전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열전달 과정의 주된 메커니즘

인 핵비등(nucleate boiling)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9-101].

핵비등은 대단히 효과적인 열전달 메커니즘으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용 증기발

생기, 로켓연료 장치의 냉각, 전자 소자들의 냉각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에 응용된

다. 핵비등 과정은 전이비등(transition boiling)과 막비등(film boiling) 현상에 비해

서 매우 잘 알려져 있다[102-104]. 그러나 핵비등의 세부적인 과정들은 매우 복잡

하며 여전히 명백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비등핵 생성(boiling nucleation), 버

블 동력학(bubble dynamics), 버블 상호작용(bubble interaction), 버블주위의 온도분

포(temperature field around bubbles), 비등과정에서의 물리적 성질(physical nature

of boiling regime)등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103]. 핵비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높은 열전달 효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열전달 메커니즘들이 제안되었다[105-112]. 전통적인 핵 비등 이론에 의하면 가열표

면의 활성화된 지점에서 버블 핵들이 생성(bubble nucleation)되고 이들이 성장

(growth)한 후 가열 표면으로부터 이탈(wall detachment)하면서 주 유동 내에서 상

변화(phase transfer)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104].

비등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루프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Marsh 와 Mudawar는 강제 순환

이 가능한 루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핵비등에 관한 상세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113]. 독일의 Maurus 그룹에서는 특

수하게 제작된 시험부(test-section)를 포함하고 있는 루프시스템을 사용하여 순환되

는 물의 핵비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부(test-section)는 한쪽 방향이 가열된 구리

조각으로 된 사각채널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광학 측정이 매우 용이하게 제작되었

다. 버블들의 거동(bubble behavior)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고속 비디오 촬영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버블의 직경과 수명, 이탈후의 수명, 버블 싸이클 사이의 기다림 시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영상 공정 과정과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핵 비등

실험은 일정한 과냉각 속도를 유지하면서 대기압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버블크기에 대한 분포 함수는 버블 크기가 작은 경우 열속(heat

flux)과 액체 입자유속(mass flux)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클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 버블의 수명, 이탈후의 남아있는 수

명, 그리고 버블 싸이클 사이의 기다림 시간 등은 입자유속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지

만 열속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약했다[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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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UD 생성 및 성장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은 계통 내 열교환 표면에서 침적

되어 방사성물질을 발생시키고 열교환 효율을 떨어뜨리기에 그 동안 이들 부식생성

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통제하는 것에 관한 실용적인 기술이 실용화된 바가 있다

[116, 117]. 또한 CRUD가 형성되었을 경우 냉각재 내의 철 산화물 농도 혹은 열 유

동(heat flux)에 따른 침적 속도(deposition rate)의 변화를 실제로 측정함으로써 이

들 사이의 관계를 공학적으로 유도하였다[118].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열역

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PWR CRUD의 화학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냉각재 내

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생성물의 조성을 실제로 밝혀내는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119,120] 부식생성물 중에 존재하는 코발트는 냉각재 계통에서 방사선 준위

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천이 되므로 부식생성물 내의 코발트의 양을 줄이기 위하

여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칼슘, 망간, 마그네슘, 니켈 이온들과 코발트 이온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된 바가 있다[121].

최근에 원전이 고출력 장주기로 운영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축방향출력이상

(AOA) 현상이 발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장애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 가

지 요인이 AOA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22,123], 첫 번째가 증기발생기

와 같은 계통 구조재의 부식으로 인해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부식생성물들로 이들

은 연료 피복의 특정 부위에 침적이 된다. 두 번째가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

으로 연료 피복표면에 입자 형태의 부식생성물의 침적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피복

표면에서 수소기체의 이탈에 의해 침적물 내에 분화구(chimney)를 형성하게 함으로

써 CRUD라는 다공성의 침적물을 형성하게 한다. 마지막이 중성자 독물질(poison)

로 사용되는 붕소로 비등에 의해서 농축이 되고 다공성 CRUD 층의 분화구 내에

침적되어 중성자의 흡수가 불균일하게 하는 원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출력 장주기로 운영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AOA의 원인

을 분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CRUD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CRUD의 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없었고 단지 원전을 운영

하면서 얻은 CRUD의 형성, 조성 및 구조에 대한 많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Jones 등은 열효율 평가가 가능하고, 붕소나 붕소 화합물의 침적을 고려할 수 있는

2차원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다[124]. 특히 Lukic 등은 CRUD 고정화 모델과 산화

물층(oxide layer)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원전 연료피복에 침적되는 CRUD와 산화물

의 양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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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온 고압 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측정

1. 온도변화에 따른 고온 고압 pH 측정 센서 보정

가. 고온 pH 측정 시스템

고온 pH 측정 시스템은 용액의 pH 변화를 감지하는 pH 센서 전극과 전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으로 구성된다. 고온 pH 전극의

감지물질로 산소이온(O2-) 전도성 세라믹 막 (membrane)인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를 사용하였고, 세라믹 튜브 내의 전극반응 물질로는 Ni/NiO 시스템을 사

용하였다. 전극 반응식과 전위식은 아래와 같다.

. 알짜 전극반응 : NiO + 2H+ + 2e ⇄ Ni + H2O

. E(T) = Eo
Ni/NiO(T) - (2.303RT/F)×pH --- ①

여기서, Eo
Ni/NiO(T)는 다음과 같이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 Eo
Ni/NiO(T) = 0.13899 - 0.39570×10-3T - 1.60641×10-7T2 + 7.99921×10-10T3

-1.06658×10-12T4 (T = ℃)

pH 전극의 알짜 전극반응으로부터 얻은 전위식을 살펴보면 pH 전극의 전위는 용

액의 pH와 온도의 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나. 보정의 필요성 및 이론

고온 환원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AgCl의 열 가수분해(thermal hydrolysis) 현

상으로 인하여 기준전극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자로 냉각재 온도

(300°C 부근)에서의 안전한 전위측정을 위해서는 외부 기준전극의 사용이 필수적

이다. 하지만, 그림 1-1에서와 같이 상온의 외부 기준전극과 고온의 pH 전극 사이

에 측정된 전위 [ΔEmeas = EpH(T) - EAg/AgCl(25°C)]는 온도차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

의 potential이 혼재 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표준수소전극 전위 대비

pH 전극전위[ΔEpH(T) = EpH(T) - SHE]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측정된

전위는 적합한 보정을 통해서 열역학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갖는 ΔEpH(T)로 전환된

다.

보정에 필수적인 Thermal cell 이론은 D. D. Macdonald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찰되었다. D. D. Macdonald의 Thermal cell 이론의 주요 개념과 넓은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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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농도 범위(0.0050 ~ 0.505 M)에서 얻은 실험식은 다음과 같다[126,127].

- Thermal cell [Ag/AgCl(25°C)|KCl solution|AgCl/Ag(T)] : thermal 셀은 동일한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기화학 시스템이지만 두 전극의 온도가 서로 다를 때 전위차

(ΔETh)가 발생한다. (그림 1-1) 고온의 은-염화은(silver-silver chloride) 전극이 있는

내부용액과 상온의 은-염화은 전극이 있는 외부용액 사이에 온도차에 따른

thermal liquid junction potential(ϕTLJP) 및 서로 다른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두 전

극반응으로 인한 Nernstian thermocell potential 등이 ΔETh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ΔETh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ΔETh = A1 + B1(T-25) + C1(T-25)2 + D1(T-25)3 --- ②

- 고온 pH 전극과 상온 기준전극 사이의 전위차 [EpH(T) - EAg/AgCl(25°C) = ΔEmeas]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ΔEmeas = ΔEpH(T) - ΔEAg/AgCl(T) + ΔETh --- ③

여기서, ΔEpH(T), ΔEAg/AgCl(T), 그리고 ΔETh는 각각 표준수소전극 대비 pH 전극

의 전위, 표준수소전극 대비 은-염화은 전극의 전위, 그리고 thermal cell의 전위이

다.

- ΔEAg/AgCl(T) = A2 + B2(T-25) + C2(T-25)2 + D2(T-25)3 --- ④

- 식 ②와 식 ④를 식 ③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ΔEpH(T) = ΔEmeas + δ(correction term) --- ⑤

. δ = A + B×10-3(T-25) + C×10-5(T-25)2 + D×10-8(T-25)3 --- ⑥

여기서, A =A2 - A1, B = B2 - B1, C = C2 - C1, D = D2 - D1

- Correction term의 계수는 표 1-1에 정리하였다. 식 ⑤가 적용 가능한 KCl 농도

범위는 0.005 - 0.505 M 이며, 온도범위는 25 - 300°C 이다.

- ΔEpH(T)는 Nernst 식의 정의에 따라 바로 식 ①의 E(T)와 같다.

- 결국, 측정값(ΔEmeas)으로부터 용액(test solution)의 pH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pH = [E
o

Ni/NiO(T) - (ΔEmeas + δ)]×F/(2.303RT)

다. 붕산/수산화리튬 용액의 pH 측정

다양한 Li 농도에서 용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YSZ 기반

pH 전극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핀란드 VTT 연구소에

서 개발한 pH 전극과 비교할 때, 다양한 리튬 농도 범위에서 2% 이내의 오차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용액 (test solution) : [Li] = 0 - 18 ppm, [B] = 20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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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M KCl 0.010 M KCl 0.100 M KCl

A 0.360325 0.343185 0.286637

B -1.205076 -1.005690 -1.003217

C 0.309270 0.054081 0.017447

D -1.531482 -0.549061 -0.303004

Table 1-1. Coefficients of the correction terms in Eq.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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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온도 : 250°C

2. 온도변화에 따른 H2O의 pHT, 전도도 및 Eh 측정

고온 pH 측정용 셀 시스템 제작: 고온 pH 측정을 위해서는 고온 냉각재 환경

에서 셀 내부가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부식저항성이 뛰어나고, 센서를 안정하게 장

착시킬 수 있는 셀 시스템(autoclave)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부식성이 강한 재료를 용액과 접촉하는 용기 내벽에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고온

고압 안정성이 뛰어난 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28]. 증류수를 주입하면서 셀 시스

템을 300℃에서 수 일 동안 가동한 후, 흘러나온 outlet 용액의 철, 니켈, 크롬, 티타

늄 등과 같은 금속종의 농도를 ICP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분석 대상 금속종의

농도가 매우 낮아 ICP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개발된 셀 시스템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적으로 개발된 셀 시스템은 내식성 재료와 고

강도 재료로 구성된 몸체부, 곡면형의 뚜껑부, 몸체부와 뚜껑부 사이의 가스켓, 몸

체부와 가스켓 및 뚜껑부를 서로 연결 및 고정시키는 플랜지부(flange part) 및 전

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부의 고강도 재료로는 가격을 고려하여 스테

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였고, 유체가 닿는 내식성 재료로는 티타늄이나 티타늄계 합

금을 사용하였다.

온도변화에 따른 H2O의 pHT 측정: 금속종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19

0～280℃ 온도범위에서 3차 증류수의 pH 측정하였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된 물의 pHT값은 280℃에서는 보고된 값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저온으로 갈

수록 문헌 값과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43].

온도변화에 따른 물의 전도도 및 Eh : pH 측정과 동일한 조건에서 전도도 및

Eh를 측정하였다. 전도도 측정을 위하여 전극은 3 mm 간격의 4 개의 백금 띠고리

(band ring, 직경 11 mm, 폭 3 mm)로 구성하였으며 일정한 전류를 흘렸을 때, 중

간에 있는 2개의 띠고리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통해 전도도를 계산하였다. 실험

결과 190 ～ 280℃ 온도범위에서 전도도가 2.5 µS/cm에서 4.9 µS/cm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값은 순수 물의 25℃ 전도도(0.055 µS/cm) 보다 수십

배 큰 값으로 물의 전도도가 고온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백금

전극으로 측정된 Eh는 온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5)

3. 화학첨가제 조절에 따른 pH 변화 측정

고온 pH 센서 전극개발: 산소이온 전도성 막으로는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yttria content = 8.5 wt%) 세라믹 막(membrane)을 사용하고, 내부 전극



63



64



65



- 64 -

반응 물질로는 NiO로 표면처리된 Ni 분말을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pH 센서를 개

발하였다[129]. NiO로 표면처리된 Ni 분말은 Ni을 400~800℃ 온도범위에서 한 시

간 동안 공기 중에서 산화시켜 만들었다. 그림 1-6은 400~800℃ 온도범위에서 제조

된 NiO/Ni 복합체의 XRD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600℃에서부터 NiO 특성

peak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한편, 그림 1-7은 동일한 시료의 적외선 스펙

트럼(IR)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XRD와는 달리 400℃에서부터 NiO의 특성

peak(465 cm-1)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IR의 측정감도가 XRD보다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800℃에서는 대부분의 Ni이 표면에서 NiO로

산화되어 Ni이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표면에 NiO와 Ni이 둘 다

충분히 존재하는 600℃에서 제조된 NiO/Ni 복합체를 내부전극물질로 사용하였으

며 세라믹 튜브 상단부 전체를 에폭시로 몰딩하여 용액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방지

하고 전기적 절연을 향상시켰다(그림 1-8). 특히, pH 전극의 connection wire의 피

복재로 테플론 튜빙을 이중으로 사용하였고, wire의 재료로는 은이 코팅된 니켈선

을 사용하였다.

붕산/수산화리튬 용액에서의 pH 측정: 다음과 같은 세 가지 Li 농도의 용액에

서 pH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MULTEQ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값과 거의 일치하

였다. (그림1-9)

. 용액(test solution): [Li] = 1, 2, 3.5 ppm, [B] = 1000 ppm;

. 측정 온도: 280°C;

. 압력: 120 기압

4. 고온 pH, 전도도 및 Eh에 미치는 미량금속 효과

가. 고온 냉각재 pH에 미치는 미량금속 효과

냉각재와 접촉하고 있는 가압경수로 계통 구조재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피복재

재료인 지르코니아 합금, 파이프라인 재료인 스테인레스강, 열교환기 재료인 인코

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상온에서는 매우 뛰어난 내식성을 보여주지만 고온

냉각재 화학조건에서는 부식 등으로 인해 수 ppb 수준으로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냉각재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 니켈, 크롬 및 아연 등

과 같은 대표적인 몇 가지 금속종이 냉각재 pH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 고온 pH 측정 전극 시스템으로는 pH sensor나 기준전극과 같은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고온 수화학 특성 측정용 once-through 루프시스템 을 사용하였다.

. pH sensor: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 세라믹 막(membrane) 기반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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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VTT/Cormet pH 센서 전극

. 기준전극: VTT/Cormet Ag/AgCl external reference 전극

- 측정시스템 검증 조건 및 고온 냉각재 pH에 미치는 미량금속 영향 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측정온도: 280℃

. 기본 냉각재: 붕산/수산화리튬 수용액

A 용액 (3 ppm-Li + 1000 ppm-B), B 용액 (2 ppm-Li + 1000 ppm-B)

. 미량금속 포함 냉각재: 3 ppm-M / 3 ppm-Li + 1000 ppm-B

여기서, M로는 Fe, Ni, Cr 및 Zn를 사용.

. 센서의 활성화 (activation): YSZ 기반 세라믹 pH 센서는 200℃이상의 고온에

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센서의 정상적 작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80℃에서 최소 1일 이상 활성화시킴.

. Data aquisition: VTT/Cormet data logger program

. 유속: 10 cc/min, 압력: 100 bar, 용존수소 농도: 18 cc/kg

- 측정시스템의 건전성과 측정센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온 pH 이론치가

이미 잘 알려진 두 가지 기본 냉각재에서 pH를 측정하였다. 기본 냉각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론치에 매우 근접한 pH가 측정되었다.

. A 용액 (3 ppm-Li + 1000 ppm-B): 측정치 = 7.07, 이론치 = 6.96

. B 용액 (2 ppm-Li + 1000 ppm-B): 측정치 = 6.78, 이론치 = 6.79

- 미량금속이 포함된 냉각재의 pH는 기본 냉각재 A 용액의 pH보다 소폭 감소하

였으며 대체로 기본 냉각재인 A 용액의 pH와 B 용액의 pH 값 사이로 나타났다.

미량금속의 농도가 3 ppm으로 실제 PWR 1차 계통보다 100배 이상 높은 조건에

서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1차 계통 조건에서 pH에 대한 미량금속의 영향

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1-10)

나. 고온 냉각재 Eh에 미치는 용존수소의 효과

- 냉각재 Eh에 미치는 용존수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80℃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기본 냉각재 A 용액의 Eh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 지시전극: Pt rod

. 기준전극: VTT/Cormet Ag/AgCl external reference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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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속: 10 cc/min

. 압력: 100 bar

. Deaeration 조건: Ar으로 12 시간 이상 degassing.

. Ag/AgCl 기준전극 대비 전위를 SHE 규격으로 보정.

- 기체가 완전히 제거된 기본 냉각재 A 용액의 전위는 시간에 따라 다소

fluctuation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냉각재 A 용액에서 측정된 전위의 평

균값은 -0.442 V (vs. SHE)이었다.

- 한편, 수소가 주입 됨에 따라 전위가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림 1-11) 2시간 후에

는 평형 전위에 도달하였다. 이 때 측정된 평형 전위는 -0.717 V (vs. SHE)이었다.

다. 고온 냉각재 Eh에 미치는 미량금속 효과

- 고온 냉각재 Eh에 미치는 미량금속 영향 측정 조건

. 측정온도: 280℃, 유속: 10 cc/min

. 기본 냉각재: 3 ppm-Li + 1000 ppm-B

. 미량금속 포함 냉각재 조성: 3 ppm-M / 3 ppm-Li + 1000 ppm-B

여기서, M으로는 Fe, Ni, Cr 및 Zn를 사용.

. 지시전극: Pt rod, 압력: 100 기압, 용존수소 농도: 18 cc/kg

- 동일한 용존수소 농도조건에서 각 냉각재의 Eh가 평형전위에 도달할 때 측정되

었다. 측정결과 미량 금속의 농도가 3 ppm 정도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Eh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였다. (그림 1-12) 결과적으로, 실제 PWR 1차 계통 조

건에서 Eh에 대한 미량금속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고온 냉각재 전도도에 미치는 미량금속 효과

- 고온 냉각재 Eh에 미치는 미량금속 영향 측정 조건

. 측정온도: 280℃, 유속: 10 cc/min, 용존수소 농도: 18 cc/kg

. 기본 냉각재: 3 ppm-Li + 1000 ppm-B

. 미량금속 포함 냉각재 조성: 3 ppm-M / 3 ppm-Li + 1000 ppm-B

여기서, M로는 Fe, Ni, Cr 및 Zn를 사용.

. 전도도 센서: VTT/Cormet 4-plate conductiv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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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late 전도도 측정전극은 3 mm 간격의 4 개의 백금 띠고리(band ring, 직경

11 mm, 폭 3 mm)로 구성되었다. 일정한 전류를 흘렸을 때, 중간에 있는 2개의 띠

고리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측정해 전도도를 계산하였는데 280℃에서 순수한 물

의 전도도는 4.8 µS/cm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냉각재의 전도도는 124 µS/cm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3 ppm 수준으로 금속이 포함된 용액의 전도도는 Ni의

경우 기본 냉각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는 기본 냉각재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금속 농도가 수 ppb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실제 1차 계통 조건에서는 전

도도에 대한 미량금속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3)

제 2 절 고온 고압 열역학 기초 자료

1. 온도에 따른 H2O의 해리상수 측정

순수한 물의 수소이온농도를 고온 세라믹 pH 센서로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물의 해리상수 (Kw = [H+][OH-])를 산출하였다. 고온 pH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산값과 비교할 때, 측정으로부터 산출된 Kw 값이 고온에서는 계산값과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그림 2-1)

2. 고온 고압에서 금속산화물의 용해도 측정

가. 금속산화물의 화학평형 측정용 FTA (Flow Through Autoclave) 제작

고온 및 고압 하에서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은 크게 용액시료 주입

부, 고온고압 용해부, 냉각기 및 압력조절기가 부착된 시료 채취부의 3부분으로 나

뉘어져 있다. 시료 주입부는 비교적 저압 (2기압 이하)의 상태에 견딜 수 있는 2.0

ℓ 폴리에틸렌 용기와 pyrex 유리로 제작하였고 펌프의 연결부는 폴리에틸렌 튜브

를 이용하였다. 측정 장치의 핵심부분인 고온 고압반응기는 Zr alloy로 이루어진

I.D 6.5 mm, L 250.0 mm의 관을 이용하여 용기를 제작하였으며 고온고압 반응용

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0.45 µm pore size 의 세라믹 필터를 각각 장착하였다. 또

한 용해된 금속이온이 냉각관을 통과할 때 냉각기에 흡착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원활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냉각기의 탈부착 및 개폐가 용이하게 설계하여 제작하

였다. 모든 연결부 및 fitting 부분은 Ti (grade II)관 및 봉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포화수소용액 주입은 고성능 고압펌프 (IWAKI 사)를 이용하였고, BPR

(back-pressure regulator)를 이용하여 압력을 제어하였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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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및 Ti 금속으로 이루어진 FTA 시스템의 연결부와 고온 반응로 등의 순환

계로부터 용해된 금속이온이 냉각기를 통과할 때 관내부에 흡착되는 금속의 양을

측정하였다. 먼저 증류수를 320°C에서 5～6시간 순환시키면서 시스템의 내부를 세

정하였다. 철 및 니켈 표준용액을 320 °C에서 24시간 순환시킨 후 용출액의 금속

이온과 냉각관에 흡착된 금속의 농도를 정량한 결과 용출액에서 5.3 %, 냉각관에

서 63.5 %의 Fe가 각각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31.2 %는 기타 시스템의 fitting 부분

에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Ni의 경우 용출액에서 25.9 %, 냉각부와 기

타 시스템에서 39.3, 34.8 %가 각각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의 경우보

다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표 2-1)

금속산화물의 화학 평형: 측정된 금속산화물의 용해도 값이 열역학적으로 유용

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용액시료의 화학반응이 평형상태에 있을 때, 그리

고 용액 내 함유된 용질의 양과 고체 및 액체의 물리 화학적 성질 및 산화수 등이

규명되었을 때 가능하다. 금속산화물에 대한 화학평형실험을 전통적인 정체

(conventional static)방법과 FTA (flow through autoclave)방법을 이용하여 화학평

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전통적 방법에 의한 철 및 니켈이온

의 평형도달 시간을 측정한 결과 24, 48시간으로 각각 나타났고, FTA 방법으로 측

정한 결과 2.5 ～ 3.0 시간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및

2-4)

나. 용해도에 미치는 붕산수 농도 영향

금속산화물의 용해도 측정 시 붕산수의 간섭영향을 측정하였다. 용액중의 붕

산수농도가 증가할수록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

은 낮은 온도에서 붕산수는 약전해질로 작용하지만 높은 온도의 경우 붕산수 농도

가 진할수록 산성기여도가 커지며 이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고온 붕산수에서 Fe2O3 용해도측정: 일반적으로 용해도는 pH에 따라 크게 변

화되고 pH는 용액의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온에서 붕산수용액의

pH는 붕소의 농도 및 LiOH 농도에 따라 저온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1000 µg/

㎖ 의 붕산수에 리튬농도 0～3.0 µg/㎖, 고온 고압 반응로의 온도 280～320℃, 포

화 용존 수소 분위기에서 철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280℃에서 측정된 철의 용

해도는 Li의 첨가로 pH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반응로의 온도변화

에 따른 철 산화물의 용해도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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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eluent (%) fitting tube (%) coolant system (%) total adsorption (%)

Fe 5.30 63.5 31.2 94.7

Ni 25.9 39.3 34.8 74.1

Table 2-1. Adsorption of metal oxide in flow-through autoclave system at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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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에 따른 pH 증가의 영향으로 오히려 용해도는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32

0℃에서 측정된 철 산화물의 용해도는 pH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함을 나타내었으

며 pH 7.1 부근에서 가장 낮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 pH 7.4 부근에서 철 산화물

의 용해도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Fe(OH)4
- 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2-6)

고온 붕산수에서 NiO 용해도 측정: 1000 µg/㎖ 의 붕산수에서 pH 조절제로

서 리튬 0～3.0 µg/㎖, 고압반응로의 온도 280～320℃, 포화 용존 수소 분위기에서

니켈 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280℃에서 니켈의 용해도는 Li의 첨가로 pH

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pH 6.6 부근에서 최저의 용해도를 나타내었으며

pH 6.9 부근에서 니켈의 용해도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20℃에서 니켈

의 용해도는 pH가 5.4에서 7.1로 상승함에 따라 용해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280℃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pH 7.1 부근에서 용해도가 가장 낮

았고, pH 7.4 부근에서 전체 니켈의 용해도는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2-7)

제 3 절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

1. 산화/환원제(H2O2, H2) 농도에 따른 고온 냉각재 분극특성 평가

가. 고온/고압 전기화학 분극실험

1 단계 연구에서 구축한 고온/고압 분극 실험장치는 3 전극이 장착된 고온/고

압 반응기로 구성된다. 백금봉(Pt rod, 노출면적: 1.60 cm2)과 백금선을 각각 작업

전극과 대응전극으로 사용하였고, Ag/AgCl 전극 (내부용액 0.1 M KCl)을 외부 기

준전극으로 사용하였다. 각 전극은 절연페인트, 테프론 튜브 및 Conax 피팅을 이

용하여 반응기 본체와 전기적으로 절연시켰다.

- 작업전극의 전위인가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전위기 (EG&G PAR 273A)를 사용

하였다. 물이 환원되는 영역에서 애노딕 방향으로 10 mV/sec 속도로 전위를 인가

하였다.

- 실험에 사용한 용액은 붕산수([B] = 1200 ppm)에 수산화리튬([Li] = 3 ppm)을

첨가하여 1차 계통 냉각재와 비슷한 조성으로 제조하였으며, 조건이 다른 매 실험

마다 새로운 용액을 사용하였다. 용액에 존재하는 용존산소는 실험 전 Ar 기체로

버블링하여 제거하였고, 수소분위기 실험에서는 수소기체로 버블링한 후 수소농도

를 조절하였다. Ar기체와 수소기체의 버블링 시간은 각각 40 분, 사용된 Ar과 수



84



- 83 -

소 기체의 순도는 99.999% 이었으며 용존수소의 농도는 0～80 cc/kg 범위로 조절

되었다.

나. 냉각재 분극특성에 미치는 과산화수소 농도 영향

과산화수소가 존재하는 고온 냉각재의 분극특성은 물의 환원반응(H2O + e- ⇆

1/2 H2 + OH-),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H2O2 ⇆ O2 + 2H+ + 2e-), 물의 산화반응

(2H2O ⇆ O2 + 4H+ + 4e-)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과산화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동일 전위에서 물의 환원반응 영역의 전류와 과산화수소의 산화반응 전류의 크기

는 증가하였다.

- 과산화수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영역에서 환원전류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은 물의 환원반응(H2O + e- ⇆ 1/2H2 + OH-)으로 발생되는 수소분자가 과산화수

소 분해반응에서 발생하는 산소와 반응하여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평탄부(plateau) 형태로 관찰되는 과산화수소의

환원반응(H2O2 + 2e- ⇆ 2OH-)은 고온(280°C) 조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고온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큰 전류를 나타내는 물의 환원반응에 과산화수소의 환

원반응이 묻혔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3-1)

다. 냉각재 분극특성에 미치는 용존수소 농도 영향

백금전극에서 측정한 용존수소가 존재하는 냉각재 용액의 고온 분극특성은 상

온과 비교하여 수백 배 이상 빠른 반응속도가 관찰되었으며, 1 단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물의 환원반응, 용존수소의 산화반응, OH 라디칼 흡착반응, 그리고 물의

산화반응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용존수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동일 전위영역에서

용존수소의 산화반응 속도와 물의 산화반응 속도는 증가한 반면 물의 환원반응 속

도는 감소하였다. (그림 3-2)

- 용존수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존수소의 산화반응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은

산화반응(H2 ⇆ 2H
+

+ 2e
-
)이 용존수소의 확산에 지배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한 용존수소가 증가할수록 물이 수소기체로 환원되는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은 낮

은 전위에서는 용존수소의 산화전류와 상쇄효과, 그리고 높은 전위에서는 물의 환

원반응(H2O + e- ⇆ 1/2 H2 + OH-)이 용존수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억제되는 것으

로 설명될 수 있다.

- 용존수소 농도 증가에 따라 물의 산화반응 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은 물의 산화반

응(2H2O ⇆ O2 + 4H+ + 4e-)으로 생성되는 산소분자가 고온(> 280°C)에서는 용존

수소와 반응하여 물분자로 재결합하므로 용존수소가 다량 존재하는 조건일수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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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용이하게 되어 물이 산소로 산화되는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이 현상은 용존수소의 산화반응이 물의 산화반응에 더해져서 전류가

증가한다는 또 다른 해석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가 요구된다.

라. 고온 냉각재 분극실험 결과의 의미

- 과산화수소와 용존수소는 냉각재의 산화, 환원상태를 조절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화학첨가제이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제로 사용되어 주기 말 핵연료 피복재에 침적

되어 있는 CRUD 내 크롬산화물을 Cr(VI) 형태로 산화시켜 용해를 유도하는 목적

으로 사용되며, 용존수소는 환원제로 사용되어 원자로 가동 중 냉각재계통 내 구

조재료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 특히, 용존수소는 지금까지 구조재료를 보호하는 좋은 환원제로 알려져 왔으며,

그 취약성은 높은 pH 조건에서 핵연료 피복재료 (zirconium 합금)의 수소취성

(hydrogen embrittlement)에 한정되었으며, 최근 증기발생기 재료의 PWSCC에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EPRI Revision 2003)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용

존수소의 산화반응이 국부 전지(local cell) 회로를 형성하여 구조재료에 잉여의 전

자를 제공함으로써 금속의 산화반응을 억제하지만, 또한 금속이온이나 전자가 결

핍된 산화물 콜로이드 입자가 피복재 표면에서 전자를 제공받아 피복재 표면과 결

합하는 반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조건에서의 분극특성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원자로와 같은 고온에서는 전자전달반응과 확산반응이 상온에 비하여 수백, 수

천 배 이상 빠르므로 아주 큰 전류가 발생하였다. 특히 용존수소 농도가 증가할수

록 커지는 용존수소의 산화반응 전류는 물의 환원반응뿐 아니라 냉각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환원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용존수소가 fuel

CRUD 발생에 주는 영향은 우리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하였다. (미세입자 침적 실

험결과 참조, 표 3-4)

- 이와 함께 고온 조건에서의 수소-산소 재결합 반응(H2 + 1/2O2 ⇆ H2O)으로 인

하여 과산화수소가 존재할 때는 물의 환원반응이 촉진되고, 용존수소 분위기에서

는 감쇄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 고온조건에서의 빠른 반응속도로 인하여

발생된 다량의 화학종(예; 수소기체)과 전극주변의 국부적인 pH 변화가 분극실험

자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고려에 주의가 요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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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용액 제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 측정

가. 미세입자 정량법

(1) Ultraviolet spectroscopy (UV): 철 및 니켈 산화물 미세입자를 80°C에서

진한염산에 용해시켜 최종적으로 철의 경우는 0.1 M HCl 용액, 니켈의

경우는 5 M HCl 용액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철 용액과 니켈 용액에서 훌

륭한 검정곡선 (calibration curve)을 얻었다. (그림 3-3A와 3-3B 참조) 하

지만, 니켈 용액의 경우 흡광계수가 매우 낮아 ppm 단위의 미량분석에는

UV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AAS): 철 및 니켈 산화물 미세입자를

80°C에서 진한 염산에 용해시켜 최종적으로 0.1 M HCl 용액을 만들어 분

석하였다. 5 ppm 이상의 농도에서 훌륭한 검정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그

림 3-3C와 3-3D). 하지만 측정감도 (detection sensitivity)가 낮아 5 ppm 이

하의 농도를 가진 철 및 니켈 용액의 분석에는 적절한 분석법이 아닌 것으

로 생각된다.

(3) Induced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 검정

곡선을 얻기 위한 분석시료는 AA 분석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측정한계(detection limit)가 ppb 단위인 것으로 알려진 ICP-AES 분석법이

철 및 니켈 용액의 미량 원소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3E와 3-3F).

나. 혼합 미세입자 제조 및 분석

Fe2O3 콜로이드 용액: Fe2O3 미세입자는 Ar 가스로 버블링하여 용존산소가 완

전히 제거된 철 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hydrolysis) 반응을 통해 제조하였다. 가수

분해 반응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온도: 200°C, 반응시간: 2 시간, [Fe] = 20 ppm

NiO 콜로이드 용액: 0.1 g의 NiO 분말(Aldrich)을 1 L의 증류수에 sonicator를

이용하여 분산시킨 후, 분산된 용액을 1시간 동안 standing 시킨다. 직경 1 µm 이

상의 큰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filtering을 하여 NiO 미세입자 용액을 얻었다.

Fuel CRUD 특성 조사의 일환으로 실제 사용후 핵연료의 CRUD 구성입자의

입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CRUD는 영광 1호기에서 인출된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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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9-B17, 평균 연소도: 40,531 GWd/tU)의 상부 (바닥에서 3 m 지점)에서 채취하

였고, 입도분석은 화상분석기(image analyzer)를 사용하였다.

Fuel CRUD를 형성하는 입자 크기분포는 직경 0.5 ㎛에서 최대값을 가졌고 직

경이 커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fuel CRUD 총량에는 직경 0.5～2.5 ㎛

범위의 입자들이 대부분 기여하였다(그림 3-4).

3. 냉각재 화학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 효과

가. 리튬생성 및 pH에 미치는 영향

- 붕산수 조사실험 방법: 석영관에 액체상태의 붕산수를 넣은 후 밀봉한 후 이 석

영캡슐을 알루미늄 컨테이너에 넣어 보호한 상태에서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

였다. 중성자 조사 후에는 석영캡슐을 냉동시킨 후 캡슐을 파쇄하여 조사시료를

채취하였다.

-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붕산수 내 Li 생성: 중성자 조사시간에 따라 핵반응에 의

하여 생성된 Li의 양을 측정하였다. Li의 양은 붕소의 농도가 진할수록 조사시간이

길수록 많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모든 조건에서 생성된 Li의 양은 10B (n․α)7Li 반

응의 열중성자 흡수단면적 (3847 barn)으로 계산한 값보다 작게 나타났다(그림

3-5). 이는 조사시료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 중성자 조사에 따른 붕산수 pH 변화: 다양한 농도 (233～932 ㎍/㎖)의 붕산수에

대하여 중성자 조사 전후의 pH를 측정하였다. 조사 전 붕산수의 pH는 5.6～5.1에

서 120분 조사 후 3.8～2.4로 변화하였다 (그림 3-6). 핵반응에 의한 화학변화 보다

는 조사환경에서 붕산이 해리도가 높은 polyboric acid 형태로 전환된 결과로 판단

된다.

나.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분해

- 방사분해 (radiolysis) 생성물: 30분간 중성자 조사된 233 ㎍/㎖ 붕산수에서 생성

된 방사분해 기체의 분율을 측정하였다(표 3-1). 물의 방사분해 기체인 수소 H2와

산소 O2 기체가 정확한 당량비로 존재하였고, CO2와 N2 그리고 Ar 기체가 미량

검출되었다.

- 중성자 조사 후 캡슐 내 과산화수소의 정량: 붕산수의 중성자 조사 시 물의 방

사분해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붕산수의 농도와 조사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였다. 233～932 ㎍/㎖의 붕산수에서 조사시간을 증가시켜가며 생성된 과산

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30분간 조사하였을 때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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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cule Mole fraction (%) Exclusion water (%)

H2 38.4 64.9

H2O 40.7

N2 0.4 0.7

O2 19.5 32.9

Ar 0.2 0.1

CO2 0.9 1.5

Table 3-1. Analytical results of remained gases in ampoule after neutron

irradiation on boric acid solution. 10B concentration: 233 ㎍/mL, Irradiation time: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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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600 ㎍/㎖ 범위였으며 붕산수의 농도가 진할수록 과산화수소의 양도 비례하

여 증가하였다. 중성자를 60, 120분간 조사하였을 때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조사시간에 반비례하였다. 932 ㎍/㎖의 붕산수에 조사하였을 경우 시간이 증가할

수록 생성되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감소하다가 120분 조사하였을 경우 소멸되는 과

산화수소의 양은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2).

- 방사분해기체 채취장치 제작: 비교적 짧은 시간과 낮은 농도의 중성자 조사를

위한 조사용 캡슐은 성분물질에 의한 방사화를 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열에 강한

석영을 이용하였으나 장시간 중성자를 조사할 경우 석영캡슐은 기계적강도가 취약

하여 고압상태의 캡슐이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조사후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가 쉽지 않았다. 특히 중성자 조사후 캡슐보호관을 해체하거나 이송시 고압에 의

한 파손으로 작업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중성자 조사 후 내부의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Ti (순도 99.9%)금속을

이용하여 두께 5mm, 길이 60mm, 내부 용량 15㎖의 캡슐을 제작하였으며 또한 순

수 Ti재질의 가스켓을 제작하여 조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내외부의 압력(>20 bar)에

도 견딜 수 있고 기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석영 캡슐 내의 시료를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는 생성기체의 채집도구로서 캡슐함에 테프론 받침대를 장

착하고 외부에서 노브를 조작하여 석영캡슐이 파괴되도록 하였으며 생성된 기체의

양을 압력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그림 3-7).

4. H2O2, H2 농도 조절에 따른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

가. 실험조건

- 고온 고압 장비:

. Once-through 루프 시스템

. 온도 범위 100～200°C

. 압력 범위: 1～25 bar

. HT-HP 루프 시스템, 온도 범위 : 100～300°C, 압력 범위 : 1～150 bar

- 부식생성물

. Fe(NO3)3 용액, Fe(Ac)2 용액, hematite 콜로이드 용액 (직경 0.5 ㎛ 이하)

. 농도: [Fe] = 10～100 ppm

- 히터 및 열속

. 표면 재질: Zircadyne-702, 열속: 1～10 J/cm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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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10B (㎍/mL)

Hydrogen Peroxide (㎍/mL)

30 60 120

233 571 377 143

466 945 - -

699 - 680 -

932 6600 3679 3590

Table 3-2. Concentration of hydrogen peroxide after neutron irradiation of bo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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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 이온의 환원 및 가수분해

- 그림 3-8은 Fe3+ 이온이 상온에서 Fe2+로 매우 빠르게 환원됨을 보여주고 있다.

48 시간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Fe3+가 Fe2+(major products)나 hematite (minor

products)로 전환됨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Fe2+ 이온은 상온에서는 큰 변화가 없

이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속 침적시험

실제 PWR 시스템에서 fuel CRUD의 생성속도가 일반적으로 매우 느리기 때

문에 연구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등장하는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속침적시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PWR 노심 조건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실험조건을 매우 가혹하게 설정하여 침적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3-3은

once-through loop (그림 3-9)에서의 가속 침적시험 조건과 PWR의 노심조건을 비

교한 것이다.

라. 철 이온의 침적특성

- 침적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pparatus : once-through loop, 산소가 제거된 용액(deaerated solution)

을 루프 내로 주입

. 히터 상단부 온도: 180°C, 히터 하단부 온도: 140°C

- Zr heater 표면에 생성된침적물의 일반적인 형태 (색깔, 양, 조성)는 사용된 냉각재 용

액에 따라 크게 바뀌었다. 철 아세테이트 용액의 경우, Zr heater의 낮은 온도 영역

(140°C) 에서는 침적물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고, 높은 온도 영역 (180°C)에서는 어두운

회색의 철산화물(Fe3O4, magnetite)이 관찰되었다(그림 3-10A ). 반면에 철 나이트레이

트용액의 경우, 낮은 온도 영역(140°C)에서는붉은색또는 오렌지색산화물(Fe2O3)이 생

성되었고, 높은 온도 영역(180°C)에서는 어두운 회색의 철산화물(magnetite)과 조성이

규명되지 않은푸른색철산화물의혼합철산화물이관찰되었다. (그림 3-10B)

마. 미세입자의 침적

침적시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pparatus : once-through loop

. 히터 상단부 온도: 180°C, 히터 하단부 온도 : 1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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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Conditions PWR Once-through Loop

Temperature 287 ~ 326°C 140 ~ 200°C

Pressure 10 ~ 16 MPa 2.5 MPa

Heat Flux ≈ 60 J/cm
2
s 1 ~ 10 J/cm

2
s

pH 6.9 ~ 7.4 4.5 ~ 6

Concentration of Corrosion Products 10 ~ 100 ppb 10 ~ 100 ppm

Flow Rate ≈ 5 m/s 7 × 10
-5

m/s

Table 3-3. Operation environments of PWR and once-through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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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dissolved 수용액 주입

- 이온종이 전혀 없고 입자만 존재하는 Fe2O3 (hematite) 콜로이드 용액의 경우 침적물

이 전혀생성되지 않았다(그림 3-11A 및 표 3-4 ). 반면에 철 나이트레이드와 hematite콜

로이드로 구성된 혼합용액에서는 철 이온종으로부터 생성된 산화물 층 위에 입자성 물

질이침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11B 및 표 3-4 ). 이 결과는 Zr피복재 표면에서의

콜로이드 입자의 침적은 어렵지만, 일단 어떤 산화물층이 형성된 후에는 그 산화물 층

위에서콜로이드 입자의침적이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의미한다.

바. 용존수소 영향

Once-through loop (180°C, 200°C): Fuel CRUD 생성에 미치는 수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르곤 가스로 버블링하여 산소를 완전히 제거한 Fe(NO3)3 용액과

수소분압 1기압에서 수소를 용해시킨 Fe(NO3)3 용액을 사용하여 침적시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3-12는 Zr 히터 표면에 생성된 fuel CRUD를 보여주고 있다. 수소가

있는 용액의 경우 fuel CRUD의 색깔이 약간 어둡게 나타났다. 하지만, 탈착하여

ICP로 침적량을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5). LIPS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히터 하단부에 침적량이 많았고, 히터 상단부는 침적량이

매우 적었다.

- HT-HP loop (280°C): PWR 노심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

지 측면에서 조건을 크게 변화시켜 침적시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1차 계통에서 철

이온의 경우 대부분 Fe2+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철 나이트레이트

용액 대신 철 아세테이트 용액을 사용하였다. 둘째, 온도를 280°C로 올려 PWR 노

심의 온도인 300°C 근처로 접근시켰다. 셋째, 압력은 25 기압에서 110 기압으로 크

게 증가시켰다. HT-HP 루프 시스템에서의 결과는 once-through loop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표 3-5). 용존수소가 존재할 경우, 침적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는 용존수소에 의한 용액의 산화상태 및 부식생성물로 사용한 용액의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될 예정

이다.

5. 열교환 조건에서의 미세입자 침적

고온 고압 루프 시스템은 그림 3-13과 같이 가압기, 반응기, 열교환기, 펌프,

시료채취파트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열교환 조건에서 일어나는 미세입자 침

적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세부 실험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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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at Flux

(J/cm2s)

Deposition

Time (hr)

Temperature (C)
Test Solutions and

Conc. of Fe (ppm)

Amount of

Deposits (g/cm2)

Zr Surface after

tests
T/C 1 T/C 2

1 1.5 6 180 140 Ferrous acetate (50) 6.70 Fig. 3-10

2 1.5 6 180 140 Ferric nitrate (50) 15.5 Fig. 3-10

3 2.0 6 200 160
Suspended hematite

(30)
0 Fig. 3-11

4 2.0 6 200 160

Suspended hematite

(30)

+ Ferric nitrate (50)

2.30 (outer

layer), 10.5

(inner layer)

Fig. 3-11

Table 3-4. Summary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results of deposition tests.

Experimental apparatus : once-through loop; test solutions : deaerated (No. 1 and 2) or

hydrogen-dissolved solutions (No.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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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eat Flux 
(J/cm2s)

Dissolved-H2 
Conc.(cc/kg)

Deposition 
Time (hr)

Reactor Outlet 
Temperature (°C)

Test Solutions and 
Conc. of Fe (ppm)

Amount of 
Deposits (ug/cm2)

Zr Surface 
after tests

1 1.5 0 6 180 Ferric nitrate (50) 14.2 -

2 1.5 17.5 6 180 Ferric nitrate (50) 14.0 -

3 2.0 0 6 200 Ferric nitrate (50) 11.0 Fig. 3-11

4 2.0 17.5 6 200 Ferric nitrate (50) 11.5 Fig. 3-11

5 6.0 0 10 280 Ferrous acetate (20) 4.50 -

6 6.0 20 10 280 Ferrous acetate (20) 31.8 -

Table 3-5. Summary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results of deposition tests.

Experimental apparatus : once-through loop (No. 1 - 4) and HT-HP loop (No.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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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기체가 제거된 조건에서의 침적량이 0.27 µg/cm2 인데 비하여 용존수소가 있

을 때 (18 cc/kg)의 침적량은 0.06 µg/cm2으로 용존수소가 존재할 때 침적량이 크

게 줄어들었다.

. 가압기 내부 온도: 320℃, 반응기 출구 온도 : 300℃

. 열교환기 내부 평균 온도: 280℃

. 시스템 압력: 150 기압, 펌프 유속 : 1 L/min

. 열교환기 내부 재질: 티타늄 pipe (내경 = 9.4 mm, 길이 = 300 mm)

. 열교환 단면적: 88.6 cm2

침적실험에 사용된 냉각재 및 침적실험 상세 조건

. 냉각재: 1 ppm-Fe / 3 ppm-Li + 1000 ppm-B

. Fe precursor: iron acetate

. 미세입자 침적시간: 1 day

. 미세입자 침적물 탈착법: 5 M HCl 용액에서 sonication

6.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도에 미치는 숙성온도 및 공존원소의 영향 평가

가. 평가방법 및 조건

미세입자 침적도 평가방법: 냉각재 내 주요 금속산화물인 철산화물과 니켈산

화물은 고온 냉각재 조건에서 보다 안정한 화합물인 니켈페라이트 (nickel ferrite)

로 변화한다. 이 과정은 새로운 화학결합으로 입자간 결합이 증가되므로 금속산화

물 입자 침적 안정성을 니켈페라이트 생성률로 비교하였다.

- 연료 피복재 표면환경 모사: 고온 연료피복재 표면에 침적된 금속산화물 층 내부

는 수증기 분위기로 간주된다. 따라서 금속산화물 층 내부 분위기는 고온, 고압,

그리고 수증기가 공존하는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피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화학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압력에 독립적 (dG = Vdp - Sdt, (∂∆G/∂P)T =

∆V = ～ 0)이므로 열역학적 평가에 근거하여 침적도 평가를 고온, 저압, 수증기

분위기로 모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분이 존재하는 밀봉 석영관에서의 실험 조건

으로 단순화가 가능하다.

철과 니켈의 혼합분말 제조: 철(III)과 니켈 혼합 질산염 수용액에 LiOH 용액

을 당량점까지 일시에 가하여 철과 니켈의 혼합산화물을 생성하였다. 혼합산화물

내 수화물 상태유지를 위하여 낮은 온도 (50°C)에서 건조하였고 산화물 내의 수화물

TG로 확인하였다. 이 혼합분말을 압축기 (7기압)로박막으로 제조하여 진공 분위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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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니켈페라이트 생성에 미치는 온도 및 수산화리튬 효과

온도 영향: 온도가 철 및 니켈 혼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로 변화되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0시간의 반응시간 동안에 생성된 니켈페라이트 양은

특성 X선 회절 각도 (2θ = 35.7 )〫의 세기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였다. 300°C에서부

터 혼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온도가 500°C까지 증가할수록 니

켈페라이트생성량이증가하였다. (그림 3-14)

수산화리튬 영향: 400℃에서 10시간의 반응시간동안 수산화리튬이 니켈페라이트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LiOH 존재는 철과 니켈 혼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

로쉽게 변화할 수있게 하였다. (그림 3-15)

7. CRUD 물리화학적 특성측정 자료 수집

가. CRUD 물리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원자로 내 구조재의 부식생성물에 의해서 생성되는 CRUD는 원자로의 운전조

건 및 원자로 내 생성 위치에 따라 전혀 상이한 특성의 CRUD가 발생한다. 일반적

으로 CRUD는 단일 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금속산화물이 불균일하게 혼

합되어 있으며, 환경에 따라 특이한 패턴을 보인다.

원자로 일차계통은 연속적으로 열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온도 차에 의한 용해

도 변화에 의해서 금속산화물이 끊임없이 침적된다. 그리고 연료표면에서는 미포

화 비등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입자성 부식생성물의 침적이 용이한 환경이

다. 그러므로 원자로 출력은 CRUD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냉각재의 pH 및 용존수소와 같은 화학인자는 CRUD의 구성물인 부식생성물의 발

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CRUD 생성의 중요한 인자로 간주된다.

나. Callaway 원전의 CRUD 분석 자료

Callaway 원전은 4 주기부터 시작된 AOA 현상으로 인하여 핵연료 CRUD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AOA는 4주기부터 시작되어 11주기까지 지속되

었으나, 12 ∼ 14 주기 중에는 AOA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13 주기에 처음으로

아연 주입이 도입되었다. AOA (axial offset anomaly)가 심하지 않았던 6, 7 주기

에서 채취된 CRUD는 일반적인 CRUD 형성 패턴을 보여 주었다. 직경 0.5 ∼ 2

㎛ 불록형태의 니켈페라이트 입자가 코어의 상단 부분에 침적되었으며, CRUD 침



111



- 110 -

적 패턴으로 표면에 비등이 형성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AOA가 심했던 9 주

기에는 21∼125 ㎛ 정도로 두껍게 침적된 flake가 발견되었다. CRUD 층 제일 아

래에는 피복재 산화층인 ZrO2가 형성되었고, 그 위에는 작은 보나코다이트

(Ni2FeBO5) 조각으로 치밀한 층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ZrO2입자 층이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침상형 (needle-like) NiO로 다공성 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기 말에는 수증기 기포가 냉각재 계면 부근에서 응축되지 못하고, 침적 층 내부

에 머물렀을 것으로 판단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림 3-16)

아연주입이 있었던 13, 14 주기에서 생성된 CRUD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

되었다. flake 길이는 약 수 ㎛이며, CRUD 침적층의 두께는 20 ~ 34 ㎛ 이었다.

침상의 긴 결정구조는 사라졌고, 서브마이크론 크기의 입자 형태로 침적층이 구성

되었다. 니켈성분이 높은 상은 연료봉 아래 부분에는 금속으로 존재하고, 미포화

비등이 발생하는 윗부분에는 니켈금속과 니켈산화물 두 상으로 존재하였다.

다. 국내 원전의 CRUD 자료

국내에서는 핵연료 CRUD 초음파 세정사업의 일환으로 CRUD 특성연구가

KAERI (과제명: CRUD 특성분석 기술개발)에서 2004부터 2년간 수행되었다. 시험

에 사용된 핵연료는 영광발전소에서 인출된 핵연료봉 (059-L14; 12∼14 주기)이었

다. CRUD 특성은 핵연료 상단과 하단 그리고 단단한 (hard) CRUD와 부드러운

(soft) CRUD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 영광 원전은 아연 주입을 하지 않았지만, CRUD 성분에 일반적인 CRUD 구성

성분인 NiFe2O4와 함께 ZnFe2O4 조성을 갖는 화합물이 발견되었다.

- Hard CRUD 시료 내에 존재하는 입자들의 성분을 측정한 결과 Fe, Ni, Cr과 함

께 다량의 Zr 성분이 검출되었다. 특히 채취한 CRUD 시료의 Fe와 Ni의 조성비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NiFe2O4의 조성인 1:2의 비를 갖는 대신에 Ni의 양이 Fe 양보

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다. Zr은 hard CRUD 시료에서 최대 약 90%까지 발

견되었으나, soft 시료의 경우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Zr 성분은 피복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며, 동시에 Fe/Ni 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복재 표면에서는 Fe/Ni 비가 약 1의 값을 가지다가,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Zr 성분이 적어지면서 Ni 양이 현저히 증가되었다.

- Hard CRUD에서는 Fe가 Ni보다 매우 많이 발견되었으나, soft CRUD에서는 Ni

이 Fe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결과는 대부분 Callaway 원

전 CRUD 특성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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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RUD 생성 및 성장 주요인자 결정

가. CRUD 조절의 환경적 요인

- CRUD는 연료 피복재 표면에 발생하여 중성자를 흡수하므로 연료 효율을 감소

시킨다. CRUD에 의한 효율성 저하는 장주기 고출력 운전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

주기 운전은 높은 출력의 연료를 필요로 하므로, 미포화 비등을 증가시켜 비등에

의한 침적 (boiling promoted deposition)을 유발시키고 높은 농도의 붕산을 요구

함으로써 냉각재의 적정 pH 유지를 어렵게 하여 CRUD 생성을 증가시킨다.

- 그러므로, CRUD 생성 및 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연료표면에서의 미

포화 비등의 증가와 냉각재의 pH의 저하이다. 그러나 원전의 전체적인 효율성 최

적화를 위해선, 이 두 인자를 제외한 인자를 조절하여 CRUD 생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나. CRUD 생성 및 성장 조절 인자

- 용존수소: 용존수소는 물의 방사분해물 생성을 억제시키고, 구조재의 보호를 위

하여 15∼50 cm3/kg 범위에서 냉각재에 주입된다. 용존수소의 존재 유무에 대한

연료 CRUD 침적량 변화를 측정하여 용존수소가 연료 CRUD 생성량을 증가시킨

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은 용존수소가 미포화 비등의 유발을 촉진시키고,

또한 비등 시 기공 주변의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를 저하시켜 CRUD 침적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림 3-17). 최근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에서도 낮은 수소농도의 유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냉각

재 내 용존수소의 농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6th International

Workshop on LWR Coolant Water Radiolysis and Electrochemistry, 2006).

- 피복재 표면처리: 피복재의 다양한 표면처리가 CRUD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많

이 보고되었다. 최근, 프랑스 EDF에서는 피복재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시켜

CRUD 생성을 억제시킨 바 있다. 그러므로 열처리를 통하여 지르칼로이 표면을 반

응성이 낮은 ZrO2로 개질시키면 CRUD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으

며,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 철 이온: 금속 성분은 고온에서 금속이온, 수산화물 그리고 콜로이드성 산화물로

존재한다. 이 중 이온의 경우는 비등이 발생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열교환되는 표

면에 침적이 용이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철 이온은 반응성이 낮은 지르칼로이 표

면에 우선적으로 침적되어 지르칼로이 표면을 개질시킴으로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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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적을 용이하게 한다. 철 이온의 존재가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침적을 촉진시킨다

는 사실은 침적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철산화물 입자: 철산화물 특히 고온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서 생성되는 마그네타

이트는 방사성물질의 발생원인 니켈산화물과 잘 흡착을 한다. 이 현상은 냉각재

계통에 철산화물이 많이 생성되는 CANDU 원자로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비등

에 의해서 입자성 철산화물이 연료 피복재 표면에 침적되면 니켈성분은 함께 침적

이 된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서 철 이온에 의한 침적층은 치밀하여 그 후에 침적

이 되는 니켈산화물이 철산화물 층 위로 2차원적으로 성장하나, 입자성 철산화물

에 의한 침적층은 다공성이라 그 후에 니켈 산화물의 침적이 3차원적으로 성장하

여 침적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CRUD 생성 및 성장 억제방안 및 향후 연구제시

CRUD 생성과 성장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인 원자로 출력은 전체적인 원

전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전조건 이하로 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피

복재의 표면처리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복재의 산화막 두께는 열전

달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열처리에 의한 표면처리 보다는 프랑스

EDF에서 시험한 전기화학적 연마처리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냉각재 내 철이온과 입자성 철산화물이 CRUD 생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임은 확인하였으나, 이를 현재 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어하기는 어렵

다.

-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장주기 고출력 운전에서 증

가되는 CRUD를 저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냉각재의 산화환원 조건 즉, 용

존수소의 농도를 최적화 시키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냉각재의 고온

pH와 산화환원 전위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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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냉각재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도출을 최종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피복재 표면에서의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현상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과제의

최종목표인 냉각재 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고,

냉각재 계통 내 새로운 입자거동 모델 수립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행된 연구내용의 목표 달성 근거와 예상되는 대외 기여부분은 다음과 같다.

- 고온 고압 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예측기술 개발: 냉각재 화학특성(pH, 전도도

및 Eh)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온 고압 화학측정기술을 구축함으로

써 온도 변화에 따른 순수 물의 화학특성자료를 확보하였고, 다양한 냉각재 화학

조성에서 고온 냉각재 화학특성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리튬 및 붕산 등과 같은

화학첨가제 농도에 따른 모사 냉각재의 pH 변화를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 막(membrane) 기반 pH 센서를 이용하여 정밀 측정하였다. 국내특허로

등록된 고온 pH 센서를 포함한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 기술은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원전 냉각재 화학조절 자동화 및 실시간 on-line 측정기술 구축에 새로

운 전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온 고압 열역학 기초연구: 고온 냉각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증진

을 위하여 물의 해리도 및 금속산화물의 용해도와 같은 고온 열역학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 물의 해리도는 190~280℃ 온도범위에서 수소이온 측정 센서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는 냉각재 부식생성물의 기본 구성물인 철

및 니켈 산화물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 원전 1차계통의 물리화학적 조

건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에서 수행한 열전달 표면에서의 입자성 금속

산화물 침적현상으로부터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과 용존수소가 주요 결정

인자임을 규명하였다. CRUD 성장에 미치는 용존수소 효과는 이 분야 최초의 보

고로서 1차계통 내 방사성물질 저감화 연구분야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장비로 사용된 1차 계통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은 1차계

통 관련 연구분야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잖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재 특성평가 세부 요소기술로서 분광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냉각재의 기초 특성 자료 중 하나인 냉각재의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



- 116 -

및 입도 측정 기술을 구축하였다. 붕산수에 대한 중성자 조사를 통해 붕산수의

pH 변화 및 핵반응 생성물인 Li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핵연료 CRUD와 결정구

조가 유사한 니켈페라이트 생성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XRD

를 통해 수행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300°C)에서도 혼

합산화물이 니켈페라이트로변화되는것을 확인하였다.

결언하면,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실험실 규모 장치인 1차 계통 구현 고온

고압 loop 시스템 및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창의적인 접근으로 현

장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CRUD 생성 및 성장에 대한 새로운 안목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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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원전 1차계통의 물리화학적 조건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을 이용하

여 열전달 표면에서의 입자성 금속산화물 침적현상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냉각

재 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은 CRUD 생성억제 및 저감화 연구분야에 새

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활용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계통의 부식방

지를 위해 투입되었던 용존수소가 부식억제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연료 CRUD의

성장 가속화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냉각재 내에서 용존

수소가 적절한 농도범위로 조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RUD 생성연구에 사용된

1차계통의 물리화학적 환경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 구축 및 화학조절

기술은 1차계통 관련 연구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장비로 사용된 1차 계통을 구현한 고온 고압 loop 시스템은 1

차계통 관련 연구분야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잖게 기여

할 것이다.

고온 pH 센서를 포함한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은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냉각재 화학조절 자동화 및 실시간 on-line 측정기술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초임계 조건에서의 화학측정기술 개발의 기반기술로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재 특성평가 세부 요소기술로서 분광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냉각재의 기

초 특성 자료 중 하나인 냉각재의 금속산화물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 및 입도를

측정하는 기술은 향후 현장 냉각재 성분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온 수화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얻은 고온 열역학 기초자료 (물의 해

리도, 금속산화물 용해도) 들은 원자로 화학과 관련한 분야의 필수적인 기초 화학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붕산수에 대한 중성자 조사 연구결과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10B 중성자 흡

수단면적을 결정하여 중성자조사에 의한 냉각재 화학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OA(Axial Offset Anomaly)의 주요원인인 붕소함유 CRUD

(bonaccordite)의 생성예측 등 원자로 화학과 관련한 분야의 필수적인 자료로 활

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온 냉각재 전기화학적 분극특성 자료는 계통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

적의 화학조건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전기화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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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시간 전기화학 측정기술은 원전 냉각재를 실시간 평가하여 원전 냉각재

화학측정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300°C)에서부터 니켈페라이트가

생성된다는 니켈페라이트 생성연구 결과는 핵연료 CRUD의 생성기구를 제시하는

데 새로운 안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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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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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원전 냉각재내 방사성물질 발생 저감화 방안도출”이다. 본 2

단계 연구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예측기술 개발, 고온 고압 열역학 기

초연구,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연구 등과 같은 세 가지 세부

기술로 나누어서 수행되었다. 고온 고압 조건에서 미세 화학변화 예측기술에서는 고

온 냉각재 화학(pH, 전도도, Eh) 측정기술을 확보하였다. 자체 개발된 pH 센서를 포

함한 냉각재 화학측정시스템은 향후 원전현장에 적용되어 원전 냉각재 화학조절 자동

화 및 실시간 on-line 측정기술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

고압 열역학 기초자료생산에서는 고온에서 물의 해리상수와 금속산화물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금속산화물 침적 및 CRUD 성장 주요인자 결정연구에서는 피복재 표면

에서의 금속산화물 미세입자 침적현상을 주밀히 분석하여 미포화비등(subcooled

boiling)과 용존수소가 주요 결정인자임을 규명하였고, 냉각재 계통 내 새로운 입자거

동 모델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제명키워드
냉각재, 방사성물질, 저감화 방안, 크러드, 고온 pH, 냉각재화학

측정(pH, 전도도, Eh), 미포화비등, 용존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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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thod for reducing radioactive

materials formed in the reactor coolant circuit. This second stage research was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subgroups: the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technique of microscopic chemical variation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thermodynamics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and

the study on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First, in the development of the

estimation technique of microscopic chemical change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the technique for measuring coolant chemistry such as pH, conductivity

and Eh was developed to be appropriate for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 The coolant chemistry measuring system including the self-devised high

temperature pH sensor can be applied to the field of nuclear reactor and contribute

on a large scale in the automation of the coolant chemistry contro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al-time on-line measuring technique. Secondly, the

dissociation constant of water and the solubility of metal oxides were measured in

the fundamental study on the thermodynamics at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Finally, in the study on the deposition of metal oxid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the careful investigation of

the deposition phenomena of micro particles on the cladding surface showed that

subcooled boiling and the dissolved hydrogen are the main factors responsible for

the growth of CRUD. In addition, the basis was provided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particle behavior model in the reactor coolant circuit.

Subject Keywords coolant, radioactive material, reduction method, C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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