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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개요

1) 피복관 크러드 침착(deposition) 억제 수화학 실증 시험 및 제어 기술 개발

- 침착 모사 실증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침착 모사 시험 (수화학 조건)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성크러드 포집/성분 분석, 이동, 감시 기술 및 거동 평가

2)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 개발

-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pH, Eredox)측정센서 개념설계 및 보정 자동화 기술 구축

-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pH 지시전극, redox 전극)과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제작 및 성능 시험 평가자료 도출

- 일체형 고온/고압 수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고온 loop을 이용한 성능 실증

3)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 개발

- 파울링과 파울링 억제를 위한 고분자 분산제 특성 평가, 입자불순물 제거 시험평가

- 슬러지와 틈새 농축 불순물 복합작용에 의한 응력부식 평가 및 억제 실증 시험평가

- 원전계통 틈새 불순물 농축제어 실증시험과 틈새 응력부식 억제 나노 첨가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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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비정상출력편차(AOA), 수화학(Water Chemistry), 크러드(Crud),

파울링, 틈새화학(Crevice Chemistry), 응력부식균열, 고온측정

핵심기술

원전의 장주기화/고연도화에 따른 노심 출력 증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

생성물의 증가에 기인한 출력 불안정, 방사선량 증가 및 계통 부식 증가 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처기술로서 원전 1, 2차계통 냉각수의 수화학 조건을 물리/화

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원전의 출력 향상, 부식 방지 및 방사선량

을 저감을 도모하는 장주기 운전 수화학 신기술임

최종목표

○ 장주기 원전에 수반하는 출력 불안정/선량 증가/부식 증가 대처 기술 개발

○ 선진 수화학 운영 체계 구축

- 원전 장기 운전 고유 수화학 지침서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1)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 크러드 및 붕소 침착에 의한 비정상 출력 현황 평가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비등에 의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특성 평가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pH 및 용존수소 조건 도출

2)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 개발

- 일체형 고온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고온 loop를 이용한 성능

실증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도출

3)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선량 저감화를 위한 방사성크러드 제어기술 개발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성크러드 포집 및 성분 분석기술 개발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성크러드의 거동 평가

4)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 개발

- 표면 파울링 억제기술 개발

- 원전 수화학계통 틈새 불순물 농축 및 부식 평가

- 신형 부식 억제제 효과 향상 기술

기술개발배경

원전의 고연소도화/장주기화, 노후화에 따라 출력 불안정, 부식 손상, 방사선량

증가 등이 주요 현안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원전 계통의 부식손상, AOA, 전열관 파울링, 크러드에 의한 방사선량

증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시점임.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원전 장주기화 및 고연소 운전에 요구되는 수화학 제어 기술 확보로 단편적으

로 수행된 수화학 관련 기초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기술로의 전환 기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의 원전 운영

시 필요한 수화학적 핵심 기술 개발을 제공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과 이용률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개발된 원전 수화학 핵심기술은 향후 원전

수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개발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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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국내외 원전의 장주기화 및 고연소도 운전에 필요한 수화학적 대처 기술인

원전 모사 실증시험 장치 개발 및 실증시험을 통한 수화학적 핵심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음.

- 원전 AOA 대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화학적 조건 변화에 따라 핵

연료 피복관에 생성되는 크러드 침착원인 및 모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전 현장의 크러드를 채취/분석하여 모사 크러드와의 상관성을

규명하였음.

- 2차계통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슬러지 저감방안의 하나로 고분자 분산제를

이용한 부식생성물 제거 기술과 슬러지와 신형나노첨가제에 의한 전열관

틈새 농축에 따른 응력부식특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음.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

여 일체형 고온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를 개발하였으며, 고온 loop를 이용한

성능 평가를 수행함. 고온 pH 전극 성능 측면에서 3% 이내의 오차를 가질 정도

로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었음.

- 국제 특허 6편, 국내 특허 17편 출원, 논문 100 편을 게재/발표하였음

경제적 성과

∙국내 가동원전 20호기를 기준으로 원전의 출력 저감 방지에 의한 비상 정지, 증기

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전열관교체 비용, 플랜트 성능향상에 따른 전력생산 이

익, 20% 수명연장에 따른 이용률 향상을 고려할 경우 연간 약 500억원 정도의 경제

적 이득 발생.

∙계통 방사선량 저감을 통해 원전 작업종사자의 방사능 피폭이 줄어들면 방사능 구

역에서의 작업 효율이 향상되어 O/H 공기가 단축될 수 있으며, man-rem 비용만큼

경제적 이득이 발생

∙원전 고온 수화학 실시간 측정을 통하여 냉각재의 화학 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계통 구조재의 부식억제, 원전 효율 향상, 안전성 제고에 기여함. 이를 통하여 원전

수명연장 등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음.

∙원전 수출의 요소기술: 원전 설비 조달 시장의 개방과 동북아시아 원자력 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기술의 확립 수출 증대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파급효과
- 원전의 장주기화/고연도화에 따른 노심 출력 증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생성물의 증가에 기인한 출력 불안정, 방사선량 증가 및 계통 부식 증가

적용분야

원전의 장주기화 고연소도 운전에 따라

∙수화학적 냉각재 제어 기술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형성되는 크러드 및 붕

소(B) 침착을 억제하여 원전 출력 향상

∙냉각재계통 크러드 제어를 통한 피폭선량 저감

∙정밀 수화학 측정 기술 구축에 의한 정밀/조기 대처 운영 기술 확보

∙파울링 및 틈새 농축에 따른 부식 손상 대응

∙국내 고유 원전 수화학 지침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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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들에 대한 대처기술로서 원전 1, 2차계통 냉각수의 수화학 조건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원전의 출력 향상, 부식 방지 및

방사선량을 저감을 도모하는 장주기 운전 수화학 신기술임.

- 장기 원전 수화학 제어 기술은 AOA 및 파울링 억제를 통한 출력 향상 효

과, 원전 냉각재 수화학 정밀 감시를 통한 원전 신뢰도 향상 효과, 계통 방

사선량 저감 효과 및 부식 수명 연장효과를 통해 원전의 경제성을 제고함.

원전 비상 정지 예방 (10억원/일), 피폭량 저감에 따른 O/H 공기 단축 및 원

전 수명 연장 효과를 도모함.

- 전기화학적 고온 pH 측정기술은 원자력 분야가 선도하는 기술로 타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실용화되지 않은 첨단기술임. 향후, 고온 수용액을 취급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산업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상업화도 가능한 기술임. YSZ 세

라믹 센서 기술은 초임계압수 내 pH 측정, 나트륨 냉각재 화학측정, 사용후핵연료

용융염 처리공정에서 산소이온 측정까지 그 적용 분야를 확대할 수 있음.

- 핵연료 피복관 및 원전 주요기기의 부식 손상을 예방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고 원전 방사선량을 저감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줄임으로서 사회

적 친화성 향상하고 환경단체 등의 원자력 저항성을 줄일 수 있음. 최근 개인선량한

도 감소 등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60의 법제화에

따른 방사선량 규제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기대효과

수화학적 부식 대처 방법은 원전 주요기기 손상에 대한 예방적 기술 특성을 갖고 있

음. 원전기기 손상에 따른 교체 비용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경제

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전 계통은 수화학적으로 전체기기가 연결되

어 있으므로 부식손상의 수화학적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비록 개선된 부품으로

기기를 교체해도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수화학적 대처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계통의 전체적인 건전성 향상을 통한 원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음.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는 가동 원전의 냉각재 수화학 상태를 실시간/통합적

으로 모니터하여 냉각재 계통 비정상 화학 상태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음. 아울러 원전 냉각재 계통의 화학 조절인자

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수화학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음.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시장

∙국내 원전의 경우, 고연소, 장주기화에 따라 AOA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울진 1, 2호기, 고리 3호기와 영광 2호기에서 AOA 현상이 발생하였음. 울진 1호기

는 9, 10, 13 주기에 발생하여 10주기에 출력편차가 -5.1%로 최대값을 보였고, 울진

2호기는 9, 10, 11 주기에 발생하여 10주기에는 - 4.9%가 최대이었음.

∙국내 고온 수화학 측정분야는 아직까지 기술개발 단계임. 그러나 최근 구조재 부식

억제, AOA 대응을 위하여, 실시간 측정기술과 이를 이용한 수화학 자동조절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전기화학 고온 pH, 고온 redox 전위 측정기술은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optical 고온 pH 센서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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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화학 측정센서를 원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측정센서, 계측장비 및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전 설계사인 (주)한국전

력기술의 CVCS(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설계팀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음. 아울러

향후 센서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전문회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

음.

∙국내 원전에 고분자 분산제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에서 2차계통 응력부식억제제로 TiO2를 일시적으로 적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기초연구만 수행중임.

해외시장

∙미국의 경우 Callaway 발전소 9주기 운전 중 최악의 AOA가 발생하여 발전소 출

력을 80%로 감발 운전하고 연료를 조기 방출하는 사고를 경험함. 이러한 AOA 현상

은 세계적인 추세인 출력 증강 및 장주기화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EPRI는 PAA(polyacrylic acid, GE-Betz) 분산제를 2002년도에 ANO-2 발전소

에 현장 적용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프랑스 Edf에서도 파울링 메커니즘에 관

한 연구가 진행 중임. 미국 내 원전에서(Prairie Island, Point Beach, Oconee,

Callaway등) TiO2 등 부식억제제를 시범적으로 주입하였으나 응력부식이 주로 발생

하는 슬러지 틈새로의 침투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EPRI에서 SGMP(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증

기발생기 손상평가 및 수화학 조건의 최적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

음.

∙고온 수화학 측정 기술은 세계적으로 핀란드의 VTT 연구소가 아직까지 기술적 우

위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

라 VTT에서도 원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 GE 및 일본 산

업계에서도 고온 수화학측정기술의 원전 적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 IMR에서도 고온 pH 실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고 있음.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사분해물에 대하여 센서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 Rockwell Scientific Co.은 틈새에서의 농축 및 니켈합금 전열관의 응력부식

특성에 대한 연구 수행 중임. 캐나다 AECL은 2차측 환원분위기에서 불순물 조성에

따른 틈새환경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CEA를 중심으로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수화학 환경에 관해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음. 일본의 경우, CRIEPI를 중

심으로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불순물의 농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Kansai 원전의 증기발생기 틈새에 대한 on-line monitoring 기술 적용 연구를 수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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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사진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등)

핵연료 피복과 크러드 실증 모사 시험 및 수화학 제어 전략 수립

틈새 수화학 실증시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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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고온/고압 수화학 측정시스템

일체형 고온 수화학 센서 구성품 및 완성품

(a)고온 pH 전극, (b)고온 기준전극, (c) 고온

redox 전극, (d) 일체형 고온 수화학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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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장주기 원전성능 향상을 위한 수화학 제어기술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주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대표자(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2295

총괄책임자 맹완영 FAX 042-868-8696

총개발기간 2007. 04. 01. ~ 2010. 06. 30.

총사업비(백만원) 4,488,000 정부출연금 4,488,000 민간부담금

참여기관(책임자) 맹완영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2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1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9건

등록 건

국외
출원 5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44 건

국외(논문게제/논문발표) 56(14/42) 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0 명

개발 후 4 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국산화율 90%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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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등록번호 발생차수

1 국내
측정대기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시스템
2008-01-28 한국 10-2008-0008426 1차년도

2 국내

자동교정 기능을 가지는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시스템

2008-05-22 한국 10-2008-0047496 2차년도

3 국내

전극 전해질 내

분광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시스템

2008-05-26 한국 10-2008-0048384 2차년도

4 국외

Reference Electrode

Having Self-Calib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2008-12-15 미국 US 12/303364 2차년도

5 국외

Reference Electrode

Having Self-Calib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2008-12-15 영국 0822801.7 2차년도

6 국외

자동교정 기능을 가지는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시스템

2008-12-16 일본 2008-319538 2차년도

7 국내

초임계암수 냉각원자로의

비상노심냉각장치에

사용되는 중성자

흡수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는 냉각수

2009-03-19 한국 10-2009-0023557 3차년도

8 국외

전해질 내 분광

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장치

200-05-22 미국 US 12/470,838 3차년도

9 국외

전해질 내 분광

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장치

200-05-22 일본 2009-124594 3차년도

10 국내

전기화학적 수화학

기술을 이용한 고온

냉각수의 화학상태

2009-09-03 한국 10-2009-0083073 3차년도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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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게재

Application of

Mg-Mesoporous

Alumina Prepared by

Using Magnesium

Stearate as a Template

for The Removal of

Nickel: Kinetics,

Isotherm, and Error

Analysis

Selvaraj
Rengaraj,

Jei-Won Yeon,
Younghun

Kim, Won-Ho
Kim

Ind. Eng.
Chem. Res.

2007-04 국외 SCI 1차년도

2 논문게재

Roles of adsorbed OH
and adsorbed H in the
oxidation of hydrogen
and the reduction of
UO2

2+
ions at Pt

electrodes under
non-conventional
conditions

Jei-Won Yeon,
Su-Il Pyun

J . Appl.
Electrochem.

2007-04 국외 SCI 1차년도

3 논문게재

Study on Nickel
Ferrite Formation by
Using a Simple
Method to Simulate
Heat Transfer Surface

Jei-Won Yeon,
Kwang-Soon
Choi, Yongju
Jung, Selvaraj
Rengaraj,

Yeong-Keong
Ha, Won-Ho

Kim

Solid State
Phenomena

2007-07 국외 1차년도

4 논문게재

Heterogeneous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chlorophenols over
Ag-TiO2 nano
particles in an
aqueous suspension

Selvaraj
Rengaraj ,

Jei-Won Yeon,
Xiang-Zhong
Li, Yongju

Jung, Won-Ho
Kim

Solid State
Phenomena

2007-07 국외 1차년도

5 논문게재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Selvaraj
Rengaraj,

J . Hazard.
Mater.

2007-09 국외 SCI 1차년도

감지방법

11 국내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모사시험장치 및 방법
2008-02-27 한국 932246 1 차년도

12 국내

벨로우즈 구조체를

이용한 하중-변형 측정

제어방법

2007-11-23 한국 915789 1 차년도

13 국내

모사크러드 형성용

핵연료 피복관,

모사크러드 형성용

피복관의 제조방법 및

모사

2009-02-03 한국 2 차년도

14 국내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타늄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억제

2009-02-18 한국 2 차년도

2. 논문 게재/발표 실적

가. 논문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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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I) onto ion
exchange resins 252H
and 1500H: Kinetics,
isotherms and error
analysis

Jei-Won Yeon,
Younghun
Kim, Yongju

Jung,
Yeong-Keong
Ha, Won-Ho

Kim

6 논문게재

Preparation,
characterization and
application of
Nd–-TiO2
photocatalyst for the
reduction of Cr(VI)
under UV light
illumination

S. Rengaraj, S.
Venkataraj ,
Jei-Won Yeon,
Younghun

Kim, X.Z. Li,
G.K.H. Pang

Appl. Catal.
B: Environ.

2007-11 국외 SCI 1차년도

7 논문게재
공정분석기술: 첨단
분석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종윤, 박용준,
연제원, 우영아,
효진, 송규석

한국분석과학
회지

2008-10 국내 2차년도

8 논문게재

A calibration
technique for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ut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KCl concentration of
the internal electrolyte

Myung-Hee
Yun, Jei-Won
Yeon, Jaesik
Hwang, Chang
Seop Hong,

Kyuseok Song

J Appl
Electrochem

2009-12 국외 SCI 3차년도

9 논문게재
Environment Induced
Cracking of a Turbine
Disc Steel

맹완영
Key

engineering
materials

2007-08 국외 1차년도

10 논문게재

The Effect of Acetic
Acid on the SCC of
3.5NiCrMoV Turbine
Steels in High
Temperature Water

맹완영
Corrosion
Science

2008-06 국외 SCI 1차년도

11 논문게재

Effect of Acetic Acids
on Corrosion crack
growth of
3.5NiCrMoV steel in
high temperature
water : synergistic
interaction between
stress corrosion and
corrosion fatigue

맹완영
International
Journal of
Fracture

2008-08 국외 SCI 1차년도

12 논문게재

A combined
experimental and
model analysis on the
effect of pH and
O2(aq) on gamma-
radiolytically produced
H2

최병선, J. C.
Wren, P.

Yababuski, J.
Joseph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8-06 국외 SCI 2차년도

13 논문게재

Application of
nano-sized TiO2 as
an inhibitor of SCC in
the steam generator
tube

김경모, 김우철,
이은희, 최병선

J .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

ogy

2010-01 국외 SCI 3차년도

14 논문게재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Alloy
690 in Caustic
Solutions Containing
Pb at 300C℃

김우철, 김경모.
최병선, 맹완영

Corrosion 2010-01 국외 SCI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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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논
문
발표)

논문명 저자명 학술대회명 일시
학술대회

구분
개최국 발생

차수

1 논문발표

Corrosion Degradation of

3.5CrNiMoV Steel by the

Acidified Early Condensates in

High temperature turbine

environment

맹완영

2007 Asian

Water

Chemistry

Symposium

2007-09 국제학술대회 국외 1차년도

2 논문발표

Stability of aqueous hematite

suspensions with poly (acrylic

acid)

이은희

2007

세라믹학회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2007-11 국제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3 논문발표
Influence of pH on the aqueous

Fe3O4 suspension
이은희

14th Int. Sym.

Ion

Intercalation

Compounds

2007-06 국제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4 논문발표

Environment Induced Cracking

of a Turbine Disc Steel: Effect

of Organic Acids on the

Corrosion Fatigue of

3.5NiCrMoV Steels in High

Temperature Water

맹완영

2007 Int. Conf.

on Mechanical

Behaviors of

materials 10

2007-05 국제학술대회 1차년도

5 논문발표

Ni(II0-Fe(III) 공침물을 이용한

니켈페라이트 제조 및 열물성

거동

이은희

제 8회

한국열물성학

회 학술대회

2008-04 국제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6 논문발표

Application of nano-sized TiO2

as an inhibitor of SCC in a

steam generator tube

김경모

The 9th Int.

Sym. on

nanocomposite

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8-05 국제학술대회 2차년도

7 논문발표

Effect of temperature on

synthesis of nickel-ferrite in

binary Ni-Fe hydroxides

containing H3BO3 and LiOH

이은희

The 1st Int.

Sym. on

Hybrid and

Materials and

Processing

2008-10 국제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8 논문발표

Penetration of TiO2 Nano

Powder into a Tubesheet

Crevice

나정원

The 9th Int.

Sym. on

Nanocomposite

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8

2008-05 국제학술대회 2차년도

9 논문발표

Evaluation of crud behavior in

primary circuit of integral

reactor by multi-region model

최병선

The 29th

Annual conf.

on the

Canadian

Nuclear

society 2008

2008-06 국제학술대회 2차년도

나. 국제 학술대회 논문발표



- 15 -

10 논문발표

Penetration Characteristics of

Titanium Dioxide into a

Tubesheet Crevice

나정원

Int. Conf.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mes

2008-09 국제학술대회 2차년도

11 논문발표

Electrochemical behaviors and

SCC of Alloy 600 tubing

material for nuclear steam

generators in solutions

containing sulfur species at

300C

김우철

Int. Conf.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mes

2008-09 국제학술대회 2차년도

12 논문발표

SCC of Ni-base Aloys in

Aqueous Solutions Containing

Sulfur

이은희

The 12th Int.

Conf. on

Pressure

Vessel

Technology

2009-09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13 논문발표

Effect of Water Chemistry

Conditions on Crud Deposition

on the Surface of fuel Cladding

김상현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10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14 논문발표
Simulated Tests for AOA of

NPP
김우철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10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15 논문발표

Effect of Sulfur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Ni-base

Alloys in High temperature

Water

이은희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of

NPP in Asia

2009-10 국제학술대회 일본 3차년도

16 논문발표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i-Fe-B Powders by a

co-precipitation

이은희

The 18th 2010

win Global

Annual

Conference

2010-05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17 논문발표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i-Al-Zr Alloy at 360C in a

pH 10 ammonia aqueous

최병선

Application of

Chemical and

Analytical

technologies in

Nuclear

Industries

2009-06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18 논문발표

Characterization of Aqueous

Fe3O4 Nanoparticles

Suspensions with PAA

이은희
나노코리아

2009
2010-08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19 논문발표

Comparative Corrosion

Behavior of SG tube Materials

under the Nano-sized TiO2

Inhibitor

최병선

The 12th Int.

Conf. on

Pressure

Vessel

Technology

2009-09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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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논문발표

Penetration of a Corrosion

Inhibitor into Alloy 600 tube at

a Tubesheet Crevice

나정원

The 12th Int.

Conf. on

Pressure

Vessel

Technology

2009-09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21 논문발표

Modeling of Activity Transport

of Primary Circuit by

Multi-region Model

최병선

Sym. on

Water

Chemistry and

Corrosion in

NPP in Asia

2009-10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22 논문발표

Size Effects of TiO2 on SCC

Resistance of SG Tube

Materials

최병선
6th Int. SG

Conf.
2009-11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23 논문발표

Synthesis of Nano-sized TiO2

by sonochemical Methods and

an Application on the inhibition

of a SCC

김경모

10th Int. Sym.

on

Nanocomposite

s and

Nanoporous

Materials

2009-12 국제학술대회 3차년도

24 논문발표
Stability of Magnetite

Suspensions with PAA
이은희

The 18th 2010

Win Global

Annual Conf.

2010-05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5 발표

Spectral interferences
studies on analysis of iron
in corrosion products
samples containing titanium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ICP-AES)

황재식,
연제원,
최계천,
정용주,
김원호,
지광용

The 9th
Asian

Conference
on Analytical
Science 2007

2007-11 국제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26 발표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electrochemical sensors
for high temperature
aqueous solutions

정용주,
연제원,
윤명희,
황재식,
최계천,
홍창섭,
김원호,
지광용

The 9th
Asian

Conference
on Analytical
Science 200

2007-11 국제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27 논문발표

Separation of Eu(Ⅲ) from
dilute aqueous solutions by
mesoporous silica
functionalized with chelating
polymers

윤명희,
정용주,
연제원,
이형익,
김지만,
최계천,
홍창섭,
지광용

The 9th
Asian

Conference
on Analytical
Science 200

2007-11 국제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28 논문발표
Elemental analysis of crud
obtained from Korea nuclear
power plants

연제원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2008

2008-09 국제학술대회 독일 2차년도

29 논문발표

Automatic calibration of
Ag/AgCl reference
electrodes by using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of KCl and
electrical conductivity of
electrolyte

윤명희,
연제원

3rd Asian
conference
on

electrochemic
al power
sources 2008

2008-11 국제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30 논문발표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황재식,
이상일,
연제원,

3rd Asian
conference
on

2008-11 국제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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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high temperature

ph in various litiuriborate

buffer solutions

송규석
electrochemic
al power
sources 2008

31 논문발표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iron-nickel mixed oxides for
the development of a fuel
crud analysis technique by
using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meter

정상혁,
연제원,
정의창,
황재식,
송규석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chemical and
analytical
technologies
in nuclear
industries

2009-06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2 논문발표

A feasibility study on
calculation technique for
concentration changes of the
internal electrolyte in
Ag/AgCl reference electrode
by using relationship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KCl concentration

윤명희,
연제원,
송규석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chemical and
analytical
technologies
in nuclear
industries

2009-06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3 논문발표

Effect of hydrogen peroxide
at YSZ based pH electrode
in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at 553K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chemical and
analytical
technologies
in nuclear
industries

2009-06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4 논문발표

Effect of pH on the
dispersion property of B4C
microparticles as a neutron
absorber in SCW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정유진,
연제원,
송규석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cation of
chemical and
analytical
technologies
in nuclear
industries

2009-06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5 논문발표
고온 고압수 내 지르칼로이
표면에서 금속산화물의
침적에 미치는 환경인자 영향

연제원,
송규석

5th IMR
symposium
on material
sciences and
engineering

2009-07 국제학술대회 중국 3차년도

36 논문발표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pH sensor in
nuclear power plants

황재식,
연제원,
윤명희,
송규석,
이상일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

try

2009-08 국제학술대회 중국 3차년도

37 논문발표

Calculation for concentration
changes of the internal
electrolyte in Ag/AgCl
reference electrode by using
relationship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KCl
activity

윤명희,
연제원,
황재식,
송규석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

try

2009-08 국제학술대회 중국 3차년도

38 논문발표

내부전해질의 기전도도와
KCl 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한
은/염화은 기준전극의
교정기술

연제원,
송규석

Eurocorr
2009 2009-09 국제학술대회 프랑스 3차년도

39 논문발표
LIBS를 이용한 모사크러드
원소 분석 타당성 연구

연제원,
송규석

Eurocorr
2009 2009-09 국제학술대회 프랑스 3차년도

40 논문발표 An estimation technology of
the potential shift on

윤명희,
연제원,

2009
international

2009-11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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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exposure of
Ag/AgCl reference electrode 송규석

sym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41 논문발표

The performance of high
temperature YSZ-based pH
electrode in the pH range
between 5 and 7 at 553K in
lithium borate solutions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2009
international
sym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2009-11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2 논문발표

Effect of pH and dispersing
agents on the dispersion
property of B4C
microparticles in aqueous
media

정유진,
연제원,
송규석

2009
international
sym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2009-11 국제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번 호
구분(논
문
발표)

논문명 저자명 학술대회명 일시
학술대회

구분

개최
국

발생
차수

1 논문발표

Solubilities of iron and

nickel oxide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최계천,

연제원,

지광용

2007년도

한국원자력학

회 춘계

학술대회

2007-05 국내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2 논문발표
산성매질에서 수소라디칼에

의한 우라닐이온의 환원반응

연제원,

황재식,

정용주,

김원호,

지광용

2007년도

방사성

폐기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05 국내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3 논문발표

Metal ion Sorption on

Activated Carbons in Dilute

Aqueous Solutions

황재식,

정용주,

연제원,

지광용

2007년도

한국원자력학

회

춘계학술발표

회

2007-05 국내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4 논문발표
적외선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니켈페라이트 생성연구

연제원,

지광용,

정용주,

황재식,

김원호

2007년도

제6회

원전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7-06 국내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5 논문발표
핵연료 CRUD침적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연제원,

최인규,

박경균,

권형문,

지광용

제20회원전화

학기술

workshop

2007-09 국내학술대회 한국 1차년도

6 논문발표

YSZ전극을 이용한

LiOH/H3BO3 수용액 의 고온

pH 측정에서 환경인자 평가

연제원

2008년도

한국전기화학

회

춘계학술대회

2008-04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7 논문발표
Dispersion of metal oxide in an

aqueous media with PAA
이은희

2008 춘계

화학회
2008-04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8 논문발표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ickel ferrite powders by

coprecipitatipn

이은희

2008

한국세라믹학회

춘계연구발표회

2008-04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9 논문발표
AOA and simulated tests for

nuclear powder plants
김우철

제 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0 논문발표 Electrochemical study on the 김경모 2008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다.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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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CC of SG tube materials at

a high temperature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11 논문발표
황성분에 의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
이은희

제 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2 논문발표

Techcical overview on

application of zinc injection for

pressurized water reactors

최병선

제 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3 논문발표
증기발생기 틈새로의 TiO2

침투특성 비교
나정원

제 7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4 논문발표
Effect of Sulfur on s SCC of

SG tubing
이은희

2008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5 논문발표

Comparison of a Penetration in

Different Sizes of Titanium

Dioxides into a Tubesheet

나정원

2008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6 논문발표

Modeling of Activity Transport

and Uptake of Cobalt in Primary

Circuit

최병선

2008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7 논문발표
이산화티타늄의 관판형 틈새로의

침투비교
나정원

2008

한국압력기기공

학회

2008-07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8 논문발표
ICP-AES를 이용한 Fe 원소

분석에서 Ti 원소 간섭 영향

황재식,

연제원

2008년도

대한환경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5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19 논문발표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환경인자 영향
연제원

2008년

전기화학분과-

분석화학분과

합동

하계심포지움

2008-06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20 논문발표
TiO2를 이용한 원전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응력부식 억제 연구
김경모

한국부식방식학

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2008-11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21 논문발표

An Automatic Calibration

Method for a Reference

Electrode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Chemical Activity of

KCl

윤명희,

연제원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

회

추계학술발표

회

2008-10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22 논문발표

Effects of Iodide and

Hydrogen Peroxide on

Measuring High

Temperature pH in Various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황재식,

연제원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

회

추계학술발표

회

2008-10 국내학술대회 한국 2차년도

23 논문발표

리튬붕산 수용액의 고온 pH

측정시 요요드 이온과

과산화수소의 영향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전기화학

회

춘계학술대회

2009-04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4 논문발표

내부 전해질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한 Ag /AgCl

기준전극 자동 보정기술

타당성 연구

윤명희,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전기화학

회

춘계학술대회

2009-04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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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논문발표

Effect of pH on the

dispersion property of Boron

carbide powder as a

substitute material of

neutron absorber in

supercritical water-cooled

reactor

정유진,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6 논문발표

Effects of Dissolved gases

on Measuring the

High-Temperature pH in

Various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7 논문발표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Nickel

and Iron Mixed Oxides for

the Development of a Fuel

CRUD Analysis Technique

정상혁,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8 논문발표
Characteristics of nano-sized

TiO2 for an inhibitor of SCC
김경모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29 논문발표
Axial Offset Anomaly 모사시험

장치
나정원

제 8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0 논문발표

Development of Experimental

Method to Simulate the

Corrosion products in the

Primary System of NPP

김상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1 논문발표

Effect of corrosion products on

crud deposition on the surface of

fuel cladding by wire heating

method

김문환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10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2 논문발표

Corrosion Mechanism of Alloy

600 in Aqueous Na2S2O3

solutions at 340C

이은희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3 논문발표

Comparison of TiO2 penetrations

into Open and Packed Tubesheet

Crevices

나정원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4 논문발표

The effect of the pH and

dissolved O2 on

gamma-radiolysis of water

최병선

2009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5 논문발표

Overview of SCC of SG Tubing

Materials in Caustic Solutions

Containing Pb

김우철

제 8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6 논문발표

Prediction of Behavior of

Radioactive Corrosion Products

of Reactor Coolant

최병선

제 8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7 논문발표

옥소방사능 수화학계통

특성파악을 위한 정지시 화학처리

개선

최병선

2009

한국방사성폐기

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6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8 논문발표

Evaluation of Corrosion Behavior

with Various Corrosion Inhibitor

in a Closed Cooling Water

System

연효동

2010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10-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9 논문발표
Characteristics on Stable

Suspensions of Iron Oxide
이은희

2010

한국원자력학회
2009-05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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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춘계학술대회

40 논문발표

A Spectral Active Material

Interference i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Internal

Electrolyte and the Potential

Shift of Ag/AgCl Electrode

윤명희,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10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1 논문발표

Preparation and

Crystallographic

Characterization of Ni-Zn-Fe

Mixed Oxide for the

Development of CRUD

Analysis System Using a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정상혁,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9-10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2 논문발표

131-I 추적자를 이용한

모사시료내 표준 129-I에 대한

회수율의 주기적 검증

최계천,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

방사성

폐기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1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3 논문발표

Effect of the solution pH

and temperature on the zeta

potential of colloidal boron

carbide particles in boric

acid solution

정유진,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분석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1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44 논문발표
틈새에서의 불순물 농축에 미치는

분산제의 영향
나정원

제 9회 원전

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10-06 국내학술대회 한국 3차년도

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차년도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1 인증 해외특허출원 우수기술 2009-05 한국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3차년도

2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2009-10 한국 한국원자력학회 3차년도

3 포상
표창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과제) 제 3949
2009-12 한국

한국원자력연

구원
3차년도

4 포상 교과부장관상 2010-5 한국
교육과학기술

부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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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소요기간(년)
소요예산(백만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시장점유
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7. 기타 성과

가. 저역서 성과정보

번호 발간년월 제목 저자명
국내외구

분
발행처 단행본 구분

1 2009-12 원자력 수화학 편람
맹완영, 최병선,

연제원
국내 도서출판 동화기술 단행본

나. 보고서 성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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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출일자 제목 저자명

1 2009-7 캐나다 UWO 및 UNB 출장 결과보고서 연제원

2 2009-8 5th IMR 국제 심포지움 초청 출장 보고서 연제원

3 2009-10 Eurocorr 2009 국제학회 출장 보고서 연제원

4 2008-10
국제 원자로수화학학회 (NPC′08) 및 국제

전기화학/방사화학 workshop 출장 보고서
연제원

5 2008-10

원전 수화학측정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화학위험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OECD/NEA 전문가 회의참석 출장 보고서

연제원

6 2007-10

체코 NRI와 초임계압수(SCW) radiolysis

분야 연구협력 - 1st SCW radiolysis 국제

전문가 회의 참여 - 체코 ICT와 고온

수화학 측정에 대한 기술협력 출장 보고서

연제원

다. 국내외 연수지원 성과정보

번호 연수기간 연수명 연수구분 연수자 연수국가 연수기관

1
2009.01.01~

2011.02.28

고온 pH 및 redox

전위 측정기술
학위과정 황재식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2
2008.04.01~

2010.06.30

AOA

특성평가기술
학위과정 김문환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3
2009.03.01~

2010.06.30

틈새농축거동에

따른 부식억제기술
학위과정 연효동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4
2009.03.01~

2010.08.31

고온 고압

기준전극 제작

기술

박사후연수 윤명희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5
2009.05.19~

2009.05.20
방사선작업자교육 교육훈련 정상혁 한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2009.09.15~

2009.09.16
방사선작업자교육 교육훈련 윤명희 한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라. 강좌 프로그램 개설 성과정보

번호 개설기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인원

1
2009.09.01~

2009.12.21

원자력산업에

적용되는

전기화학

기술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 사용후핵연료 처리,

차세대원자로 등에 적용되는

전기화학 기술에 대한 강의

(주관기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강사: 연제원)

UST 학생 4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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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외 과학자 교류 성과정보

번호 파견유치기간
인력교류구

분

파견 유치 연구자
유치자

국적
파견유치 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학

위
전공

1
2007.06.11

~ 2007.06.17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체코

체코NRI와초임계압수

(SCW) radiolysis

분 야 연구협력, 1st

SCW radiolysis 국

제 전문가회의 참여,

체코 ICT와 고온 수

화학 측정에 대한

기술협력

2
2007.11.04

~ 2007.11.14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프랑스

화학위험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OECD/NEA 전문가

회의참석 외

3
2008.02.09

~ 2008.02.16

외국연구자

유치
김영진 GE-NE 연구원 박사

전기화

학
미국

크러드 특성평가 및

모사장치 관련 자문

4
2008.03.02

~ 2008.03.05

외국연구자

유치

Derek

Lister

University

of New

Brunswick

교수 박사 화공 캐나다
원자로 수화학 분야

최근 연구결과 교환

5
2008.09.13

~ 2008.09.21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독일

국제원자로수화학학

회 (NPC′08) 논

문발표 및 국제

전기화학/ 방사화학

workshop 참 석

6
2008.05.15

~ 2008.05.17

외국연구자

유치
김영진 GE-NE 연구원 박사

전기화

학
미국

부식전위 측정기술

자문

7
2008.11.23

~ 2008.11.27

외국연구자

유치

J. Clara

Wren

University

of West

Ontario

(UWO)

교수 박사 화학 캐나다

고온수용액 내

요오드화학 거동 및

냉각재 방사분해

분야 자문

8
2009.05.03

~ 2009.05.06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캐나다

MOU에 의한 상호

기술교류

9
2009.06.21

~ 2009.06.23

외국연구자

유치

J.

Macak

Instituteof

Chemical

technology

교수 박사
금속공

학
체코

원전 수화학 환경이

구조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

10
2009.06.22

~ 2009.06.23

외국연구자

유치

A.

Gewirth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교수 박사 화학 미국

Nu-ACT 국제

심포지움 초청연사

(전기화학기술에 대한

발표)

11
2009.07.21

~ 2009.07.25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중국

원전수화학기술

초청강연

12
2009.09.06

~ 2009.09.11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

구원
박사 신소재 프랑스 국제학회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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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OU 체결 성과정보

번호 체결년월 체결명 대상국 대상기관

1 2007.08 (주)우진과 기술 상호협력 체결 대한민국 (주)우진

2 2007.07 캐나다 UNB 대학과 MOU 체결 캐나다
University of New

Brunswick

3 2010.05 캐나다 UWO 대학과 MOU 연장 캐나다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사. 학술회의 개최 성과정보

번호 개최기간 학술회의명

규모 발표자
개최장

소
지원금액

참가국
참가인

원

학술회의

구분
내국인 외국인

1
2009.06.22

~ 2009.06.23
Nu-ACT 2009 4 100 국제학술회의 30 5 대전 6,000,000

2
2010. 06.03

~2010. 06.04

원전 수화학

및 부식

워크샵

1 70 국내학술대회 70 - 대전 3,000,000

아. 기술확산 성과정보

번호
시행연

월
기술확산구분 대상기술명칭 내용 업체명

업체유

형
활용형태

1 2009.04 기술지원
크러드 침적

원인 분석기술

영광발전소에서 문의한

크러드 침적원인에 대한

해석기술제공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대기업 기타

자. 기타 연구결과

- AOA 실증장비 설계, 제작 및 운용기술 확보

- 틈새농축거동 실증장비 설계, 제작 및 운용기술 확보

- 온라인 고온 화학측정장치 설계, 제작 및 운용기술 확보

8. 변경이력 (있을 경우 기재)

- 협약변경: 기간 연장(2010. 3. 31 종료→ 2010. 6. 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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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원전의 장주기화/고연소도화에 따라 국내외 원전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

다. 최근, 원전 현안으로서 비정상 축방향 출력분포(Axial Offset Anomaly, AOA), 계통 부

식의 증가, 방사선량 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전 장주기화/

고연소도에 따른 노심 내부 연료의 출력 증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생성물의 증가에

기인한다. 원전 장주기 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주기화/고연소도화를 효율적으로 실

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기 원전운전 수화학 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1. 원전 수화학 운전 기술의 내용 및 필요성

원전 장기 운전 수화학 최적 제어/운전 관련 기술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원전 1, 2차계통에 대해 수화학 운전 조건 (pH, Li, B, 온도, 용존 원소 등) 최적화

2) 계통표면/ 틈새농축 제어 기술

3) 신형 나노 화학 첨가제 주입 기술

4) 1, 2차 냉각수 특성 실시간 감지/조절 기술

5) 핵연료 피복관 및 냉각 계통의 크러드 분석 및 제어기술

원전 수화학 운전 기술 연구는 주로 AOA 억제/출력 향상, 방사선 저감, 냉각계통 불순

물 제거 및 원전 계통 주요 기기 및 배관의 부식방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 AOA(Axial Offset Anomaly, 비정상 출력분포) 방지 기술

원전의 장주기/고연소도화에 따라 핵연료 피복관 상단부 크러드에 누적되는 붕소(B)에

기인한 비정상 축 방향 출력분포 (Axial Offset Anomaly, AOA)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

술 개발이 필요하다. AOA는 국내 PWR에서도 AOA 현상이 8 차례 발생하였고 발생 빈도

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연소도화에 따라서 계통 부식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수반하여 계통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증가하여 작업자의 피폭 증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화학적 냉각재 제어 기술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형성되는 크러드 및 붕소(B)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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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억제하여 원전 출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로 냉각 계통 수질을 최적화한다.

나. 정밀 수화학 측정 기술 구축에 의한 정밀/조기 대처 운영 기술

현재 장주기 운전에서 발생하는 핵연료 CRUD의 생성을 억제하여 냉각재계통 내 방사성

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냉각재 화학조절에 고려하지 않았던 인자를 포함한

새로운 수화학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평

가에 의해 도출된 최적의 수화학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면서

간편한 수화학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온 냉각재의 주요 화학 파라미터(pH,

redox, 전도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분석기술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다. 냉각재 계통 크러드 제어 기술

AOA 현상이 발생된 주기의 정지 시 화학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크러드 방출 현상

(crud burst)이 나타나 증기발생기의 선량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아울러 방사능 작업종사자

의 피폭도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AOA가 발생함에 따른 계통 선량율 증가 현상

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AOA 현상을 발생시키는 궁극적인 요인인 원전 일차계통 크

러드의 발생, 이동에 대한 정확한 특성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 파울링 및 틈새 농축에 따른 부식 손상 대응 기술

원전 2차계통 배관계통에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파울

링이 발생하고 있다. 파울링은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열효율을 저하시키며, 부식생성물 침적

으로 생성되는 전열관 주위의 틈새에서 불순물들이 농축되면서 응력부식 결함들이 발생하

고 있다. 파울링의 원인 물질인 부식 생성물들을 분산시켜 파울링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고분자 분산제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틈새의 불순물 농축 거동과 틈새 조건에서 응

력부식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첨가제 적용 등 수화학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마. 국내 고유 원전 수화학 지침서 개발

원전의 수화학 운전은 수화학 지침서를 기본으로 한다. 수화학 지침서에는 NEI 03-08 규

제에 의거 작성된다. NEI 03-08에 의하면 개별 원전은 원전의 설계, 재료 및 가동 이력에

따라 고유의 수화학 지침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개별 원전은 그 지침을 기준으로

운전 원칙, 운전 전략, 의사결정을 실행하여 수화학 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화학 지침서



- 35 -

는 3～4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데 원전의 운전 자료, 규제관리 요건 및 최근의 연구개발 결

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국내의 원전 운영 경험이 30년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전 수화학 분야의 운전은 미국 EPRI 지침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은, 원

전 고연소도에 따른 출력 불안정, 방사선량 증가 및 부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수화학 지침 기술을 확립하는

목표 및 방향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원자력관련 연구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수화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을

뿐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원전 계통을 순환하는 냉각제의 수화학 조건

은 원전 1, 2차계통 내의 모든 구조물과 배관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동일한 물이 계통 전

체를 순환하면서 계통의 수화학적 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원전의 수화학 조건을 효율적으

로 제어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계통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원전

계통 전체 수화학 조건을 감지하고 이에 따른 부식, 출력, 방사화학에 미치는 수화학 영향

을 파악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수화학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원전의 장주기화/고연도화에 따른 노심 출력 증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부식

생성물의 증가에 기인한 출력 불안정, 방사선량 증가 및 계통 부식 증가 등의 문제들에 대

한 대처기술로서 원전 1, 2차계통 냉각수의 수화학 조건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제

어함으로써 원전의 출력 향상, 부식 방지 및 방사선량을 저감을 도모하는 장주기 운전 수화

학 신기술이다.

바. 수화학과 출력 상관관계 연구

국내에서는 수화학과 출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수화학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뿐 원전 계통 전체의 차원에서 수화학 제어-출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관련 연구로서 KAERI에서는 금속산화물 미

세입자의 핵연료 피복재에 대한 부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학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고

온 미포화 비등조건에서 미세입자의 부착연구가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다. KNFC에서는

AOA 대응전략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현장 운전조건과 생성 크러드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AOA 발생 시의 안전성 평가와 운전지원 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원전 정

비기간 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핵연료 크러드를 제거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AOA는 원

전의 건전성/경제성에 극히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AOA를 유발하는 크러드 생성을

실증하고 수화학 인자의 영향을 평가하여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실증 시험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AOA 억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원전 환경을 모사하여 크러드

생성을 실증하고 제어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1차계통의 수화학 인

자인 용존 수소, Zn 등이 AOA에 미치는 영향 및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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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차계통 수화학 최적 제어 조건의 확립이 요구된다.

사. 계통 냉각재 방사화 크러드 분석 자료

크러드 특히 핵연료 크러드 분석 시설 및 자료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Studsvik과 미국의

EPRI에서 PWR 및 BWR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핵연료크러드의 성분 및 방

사선 준위는 원전의 효율적인 운전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피폭의 관점에서

국내 원전 일차계통 크러드에 대한 분석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다소 제한적

이긴 하지만 일차 냉각재 중의 철과 니켈의 총 함량 분석 결과는 보고된 바 있으나, 발전소

의 특정 운전 상황과 크러드 이동을 연결지어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크러드 분석 자료

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세정 과정에서 핵연료 크러드를 채취하는 장비와 기술이

(주)한전원자력연료에서 개발되어 크러드 시료 채취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크러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크러드 생성, 이동,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화학

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아. 고온 화학 센서

고온 수용액 조건에서 수화학센서를 이용한 pH, 전기전도도(mho), 산화환원 전위(Eh) 측

정기술은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KAERI와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일부 실험실 규모

로 개발한 바 있다. 특히 고급기술이 필요한 고온 pH 센서의 개발은 KAERI에서는 세라믹

(YSZ) 전극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정확한 측정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극반응의 온도

보정기술을 구축하여 주요 기반기술은 2003년에 확립하였다. 그러나 전기화학 기반 실시간

수화학 측정센서 적용을 위해서는 유속, 압력, 방사분해물, 방사선 등 원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영향 평가를 통하여, 이를 센서 교정 및 성능 보완 과정에 포함

시켜야 정확한 pH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다. 아울러 아직까지는 pH 및 redox 전위

측정 센서를 구성하는 전기화학 전극의 취급이 단순하지 않아 해당분야 전문가 수준의 기

술을 요하고 있다. 현장의 일반 작업자도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완성도를 얻기

위해서는 수화학 측정센서 시스템의 일체화, 샘플 주입 시스템의 자동화, 그리고 다양한 영

향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전산화 과정 등이 요구된다.

자. 고온고압 부식 시험 기술

고온고압의 2차계통 수화학 실증 부식 시험 기술/장치관련 기술은 KAERI가 보유하고

있고 이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정도이다. KAERI에서는 1989 ～ 1994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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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리1호기 자료를 분석하여 증기발생기 잠복불순물 방출시험 자료의 Database를 구축

하였다. 증기발생기 잠복 방출(Hide-out Return)자료로부터 틈새수화학을 평가하기 위하여

몰비지수를 계산하는 Program(CAP V1.0)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이는 고리

1호기 세관인출 검사와 원전수명관리 기반기술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의

취약 부분인 2차측 틈새 수질상태를 평가하고 고온고압에서의 원전 틈새 수화학 환경을 실

증하기 위한 증기발생기 틈새 실증 시험 장치를 설계·제작하고 불순물의 농축 특성에 관한

실험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앞으로 불순물 농축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차. 파울링 억제 기술 연구

국내 원전의 가동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파울링 및 부식손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울링 억제를 위한 시험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증기발생기 및 배관 등 계통 주요기기 재질

표면에서의 수화학적 거동에 의한 고온부식 손상 실증 시험평가 자료를 생산하고 확보하기

위한 수화학 운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발전소는 1998년도부터 고리 1호기에서 ETA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많

은 발전소에서 ETA를 pH 조절제로 사용하고 있다. ETA를 포함한 대체아민들에 의한 배

관 재료들에 대한 부식 영향평가는 KAERI에서 수행된 바 있으나 아민/아민첨가제에 의한

침착 거동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KEPRI에서는 계통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자

여과기를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불순물에 의한 전열관 파울링을 방지하

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침적되는 원인 물질들을 적절한 분산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최적 수화학 조건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국내 많은 발전소들이 ETA를 사용

하고 있으므로 분산제 사용에 따른 전열관 및 배관 재료들의 수화학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아민 분산제를 사용하여 입자성 불순물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기술들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진행 중인 기술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수행하여 국내 기술을 정

립해야 한다.

2. 현재 기술 상태의 취약성

국내 고유 원전의 수화학 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하다. 한국의 원전 운영 경험

이 30년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화학 분야의 운전은 미국 EPRI 지침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은, 원전 고연소도에 따른 출력 불안정, 방사선량 증

가 및 부식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수화학 기술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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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2차계통 주요기기 각각의 부식방지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또한 방사선준위

저감과의 방향이 서로 상충될 수 있어 최적화가 필요하다.

AOA 관련 기술의 경우, B를 포함하는 크러드를 초음파 기술로 제거하는 방법은 외국에

서 상당히 개발되었다. 그러나 수화학적인 방법으로 AOA를 억제하는 기술은 아직도 확립

된 기술이 없어서 선진국에서도 개발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 일부연구실 (KAERI, 서울대학교)에서 고온 수화학센서 기술이 부분적

으로 구축되어 왔으나, 센서기술 구축은 고온 수화학 센서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고온 부

식이나 CRUD 억제 연구과정 중 실험용액의 고온 화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수적으

로 개발되어 사용된 까닭에, 센서 제작 및 구성에서 사용자 편리성이나 현장 적용성 측면

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작동 및 측정 위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센서가 연구자 중심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고, 센서 원리를 포함한 어려운 조작방법의 숙지가 요구되었다.

최근에는 원전기술혁신 사업수행으로 실시간 수화학 측정기술이 원전 선진국과 대등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기술을 원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최

종 사용자인 (주)한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장 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인 실용화 기술

개발 과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수화학 센서기술은 측정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는 냉각재 계통 조절 방식을 실시간 자동제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 핵심기술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술 발전과정에서 반듯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기존

B/Li 농도 측정을 기반으로 한 간접적인 pH 결정법은 비록 오차를 유발시킬 요인을 가지

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경험적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전기화학 기반 실시간

수화학 측정법이 개발 적용되더라도, 일정기간은 기존 pH 값에 의한 수화학 평가와 병행

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냉각재 계통 크러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냉각 계통에 존재하는 크러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확보되어야 크러드 생성, 이동, 축적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서 계통 선량을 저감할 수 있는 수화학 운전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 환경을 반영하고 고출력 및 장주기 원전에 대비한 수화학 운전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틈새 농축 및 부식과 파울링 억제 수화학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외국에서 아직 개

발되지 않거나 개발 중이라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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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AOA 억제를 통한 출력 향상 수화학 기술

원전의 수화학적 조건은 원전 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1차측의 AOA 현상과 2차측의

파울링(fouling: 부식생성물이 2차측 전열관에 침착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국내외 원전에서

는 핵연료가 장주기화/고연소화 함에 따라 AOA (Axial Offset Anomaly)현상 발생이 증가

되고 있다. AOA는 핵연료 피복관 상단부 표면을 덮는 침착물(crud, 딱딱한 달라붙은 침전

물: 이하 크러드라 칭함)에 기인한다. 이 크러드에 보론(B)이 누적되어 국부적으로 중성자

를 과도하게 흡수하면 핵연료의 반응 속도가 떨어져서 원전의 출력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

적으로 핵연료의 축 방향으로 출력분포가 불균일해져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작

업자의 운전여유 저하, 원전의 출력 저하 현상을 유발한다. AOA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경

우에는 주기 말에 적절한 정지 여유도(shutdown margin)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력감발 운

전을 실시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따르고 원전의 건전성/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미국의 경우 Callaway 발전소 9주기 운전 중 최악의 AOA가 발생하여 발전소 출력을 80%

로 감발 운전하고 연료를 조기 방출하는 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AO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접근이 있다. 첫째는 초음파 장치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크러드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원전 계통의 수화학을 제어해서 크러드 생

성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는 방법이다. 물리적인 방법의 적용은 원전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크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화학적인 제어 방법

을 이용해서 크러드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pH제어 방법, 농축 붕소(B) 방법, 정지 수화학

방법 등이 있다. 아연 주입을 통한 AOA 억제 연구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 수화학적으로

AOA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크러드 형성 기구(mechanism)를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다. 국외

여러 연구 기관에서는 원전계통을 모사하는 고온/고압 순환 장치를 이용하여 크러드 침착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증 연구를 통해 크러드 생성 과정, 크러드 생성에 미치는 주

요 인자 (pH, Li, B, 온도)의 효과 및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수화학 인자를 최적 제어

함으로써 AOA 현상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

2. 원전 방사선량 저감을 위한 수화학 기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원전의 장주기, 고연소도, 고출력 운전이 보편화되어 가

면서 AOA 현상의 발생이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현상은 방사선량에도 영향을 미

친다. 특히 AOA 현상이 발생된 주기의 정지 시 화학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크러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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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현상(crud burst)이 나타나 증기발생기의 선량율을 크게 증가시키고, 아울러 방사능 작

업종사자의 피폭도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AOA가 발생함에 따른 계통 선량율 증가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 냉각재 계통 크러드에 대한 정확한 특성 규명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 EPRI와 Westinghouse사를 중심으로 원전 일차냉각재 시료

와 발전소 현장에서 채취한 핵연료 크러드 시료를 대상으로 한 크러드 특성 규명 연구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일차계통 크러드의 발생원(source term)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로

이드성 크러드 제거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기술(PRC-01 수지 활용)은 발전

소 현장에서도 적용 중이다.

3. 고온 수화학 정밀 감지/제어 기술

냉각재화학의 실시간 정밀측정 분야는 전기화학 측정센서와 화학첨가제 측정센서 개발

에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화환원 전위(Eredox), 부식전위(ECP), pH, 전기전도도

(mho) 측정과 같은 전기화학 측정센서 개발의 경우 GE(미국), VTT(핀란드) 등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고온에서의 산화환원 전위 측정은 전통적인 방법인 Pt 전극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식전위(ECP) 측정은 측정보다는 측정값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PRI에서는 부식전위로부터 인코넬 전열관의

SCC(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예측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예측도구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현재 여러 나라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온 pH 센서는 산소이온 전도가 선택적으로 일어나 산소이온 센서 역할을 하는 세라믹

튜브와 전기화학 반응 시스템으로 세라믹 튜브 내에 위치하는 금속/금속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고온 고압 pH 전극용 세라믹 튜브로는 산소 빈자리(vacancy)가 존재하는 여러 세라

믹 재료 중 pH 변화에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가 가장

뛰어난 pH 센서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 전기화학 반응 물질로는 Ni/NiO 시스템이나

Cu/Cu2O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센서전극과 함께 고온 화학센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준전극의 온도보정 기술도 냉각재 화학측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

로 미국 D. Macdonald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다. pH 전극재질 개발과 함께 내부 전극물질

의 고온에서의 표준 평형전위(Eo)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고온 화학측정 기술 중 중요한 부분

으로 미국, 핀란드 등 고온 pH 전극을 개발한 국가에서는 Ni/NiO, Cu/Cu2O 등의 고온 평형

전위를 표준 Gibbs 에너지와 평형 포텐셜과의 관계(⊿Go=-nFEo)를 이용한 열역학적 방법

으로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KAERI에서도 다수의 YSZ기반 전극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주)한수원에서는 냉각재계통 방사선 저감을 위하여 "아연주입기술의 현장적용"

을 위하여 울진 원전에서 시험 적용을 (주)한국전력기술, (주)한국원전연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연주입기술과 같은 수화학 조절을 이용한 크러드 제어기법은 핵연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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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 구조재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함께, 정확 정밀한 수화학 측정기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화학 측정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편, 실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과 이를 이용한 수화학 자동조절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

심이 증가되어, 최근에는 optical pH 센서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화학측정 연구그룹은 향후 수화학 센서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지적소유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

화학 전극개발 및 수화학 기술향상 분야에서 2010년까지 2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수화학 센서개발 후 원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

여 원전 설계사인 (주)한국전력기술 CVCS 설계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센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제조사와 협력양해각서 교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냉각재 pH 결정에 사용하고 있는 B/Li 농도 분석에 기반한 pH 결정법은 이미

많은 경험적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법이 개발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방법과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국제 수화학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4. 부식 방지를 위한 수화학 기술

원전 계통의 주기기 및 배관은 응력부식균열 등에 의해 부식 손상 문제가 심각하여 적극

적으로 부식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2차계통 산화피막의 열역학적 안정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pH 조절제 (ETA 등) 주입 등에 의한 pH 최적화, 계통 표면전위를

변경시키는 첨가제 주입 등에 의한 표면 전위 제어 기술 등이 응용되고 있다. 틈새 제어 기

술은 주로 2차계통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방법으로 틈새의 불순물 농축을

조절해서 부식 환경을 제어하여 계통 기기의 국부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틈새 pH 제

어 기술, 틈새 불순물 제어 기술 및 틈새 침투용 억제제 등의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부식

억제제로는 나노 신형 첨가제 등이 최근 개발되고 있다.

원전 계통의 수화학 조건/인자는 계통의 출력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2차계통

부식에 의해 생성된 부식 생성물은 전열관의 열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증기발생기에 존

재하는 입자성 부식생성물이 전열관 표면에 침착 (fouling:파울링)하여 전열관의 열효율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Framatome-ANP (S. Odar)의 보고에 의하면

침착이 심한 발전소의 경우 최대출력의 80%정도까지 출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외

여러 발전소에서는 계통의 pH 조절제로 NH3 대신 대체아민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아민

(ETA, Morpholine 등)을 사용하면 공급수에 용해되는 Fe계 슬러지의 량을 현저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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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Ivan Smico의 연구에

의하면 ETA를 사용하면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침착이 증가하여 전열관의 열전도도를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국내외에서는 수화학적인 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파울링을 억제하여 계통의 부식방지효

과 및 원전 출력 향상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연구가 수행 중이다. 슬러지 저감효과와 파

울링 억제를 동시에 얻기 위해 대체아민에 적절한 첨가제 및 분산제를 혼합하여 주입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중이다. 미국의 일부 발전소의 경우 부식생성물들을 물이 증기발생기에 공

급되기 전에 고분자 분산제를 사용하여 부식생성물들을 흡착/부유시켜서 취출수로 배출시

킴으로써 전열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PRI는 대체아민(ETA,

Morpholine)을 사용함으로써 증가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울링 감소를 위해 PAA

(polyacrylic acid, GE-Betz) 분산제를 개발하고, 2002년도에 ANO-2 발전소에 현장 적용하

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또 DDA (1-aminododecane) 첨가제를 사용하여 캐나다의

AECL과 SG 운전조건에서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열관 표면의 입자성

물질 침적에 대한 연구를 AECL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 Framatome-ANP GmbH

에서는 고 pH 수화학 운전 제어방법에 의해 슬러지를 감소시켜서 큰 출력 향상 효과를 얻

었다. 프랑스는 EDF에서 침착 기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내외 연구 현황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세부기술에 따라 기술수준이 다르나, 본 과제

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수화학 관련기술은 평균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약 70% 정도 수

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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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내외 수화학 기술 연구 현황

기술분야 국외 국내 비고

핵연료

건전성

향상

수화학

l 핵연료 피복관 부식 예측 모델

l 피복관 부식 특성 향상: Li 영향

l AOA 억제/예방 기술: 수화학

제어, 실증시험

l AOA 예측/진단/대응 기술:

모델링 코드

- KNFC: AOA

대응기술(재장

전 모델,

초음파 기술)

- KAERI:

피복관 부식

향상 기술

- KAERI: 핵연료 부식

건전성 연구 활발 (선진국

대비 90%)

- KNFC: AOA 대응

초음파 제거 기술 (선진국

90%)

- KAERI: AOA 예방 기술

미흡 (선진국 대비 70%)

구조재

부식 억제

수화학

l 1차계통 부식 억제 기술: 전열관

PWSCC (용존 수소, 첨가제,

Li/B, pH)

l 2차계통 부식 평가 및 제어 기술

- 틈새농축 제어 기술: 틈새 제어

기술

- 파울링 억제 기술: 첨가제

- FAC

- KAERI: 1,

2차 부식 평가

및 억제 기술

- 잠복 방출

평가

- KAERI: 고온 고압 부식

시험 기술은 선진국과

대등 하나 해석 기술 미흡

(선진국대비 90%)

계통

방사선량

저감

수화학

l 냉각재 방사성 크러드 채취 및

분석 기반 기술: Isokinetic

Sampler, In-situ Gamma

Spectrometer, 시료 채취 및 성분

평가, 핵종 거동 변화 평가

l 크러드 거동 평가 모델 개발:

ChemWorks, Dr. Mcdonald

(TRACE-PWR-ECP, FOCUS)

l 농축 붕산 적용 기술

- KEPRI:

냉각수 Ni/Fe

평가, 아연주입

기술 평가

- KEARI:

ALERT 분석

- 크러드 거동 평가

자료는 거의

없음.(선진국대비 70%)

- KAERI: 아연주입 효과

(PWSCC)

수화학

감시 기술

연구

l 화학 센서 제작 기술: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l 고온 고압 냉각재 화학특성 측정

기술: 보정 기술, 측정 기술,

상관관계

l 원전 계통수 내 콜로이드 화학

측정 기술: LIBD, LIBS, 냉각재

콜로이드 분석 기술

- KAERI: 고온

ECP 전극,

고온 YSZ 센서

특허 2편

- 서울대: ECP,

pH 전극

- 국내에는 단편적인 관련

연구 존재하나 체계적

연구 없음.(선진국대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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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장기 원전 수화학 제어 기술은 AOA 및 파울링 억제를 통한 출력 향상 효과, 원전 냉각

재 수화학 정밀 감시를 통한 원전 신뢰도 향상 효과, 계통 방사선량 저감 효과 및 부식 수명

연장효과를 통해 원전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원전 비상 정지 예방 (10억원/일), 피폭량 저감

에 따른 O/H 공기 단축 및 원전 수명 연장 효과를 도모한다. 또한 AOA방지에 따른 출력

정상화 및 전열관 파울링의 효과적 감소에 기인한 열효율 증가로 원전 출력 향상에 따른 큰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전체 발전소에서 부식 (부식, scale, deposit)으로 초래

되는 비용은 3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발전소 비상 정지의 50%는 발전소 계통 구조물

(PWR 증기발생기 전열관, BWR 배관 용접부, 콘덴서, 터빈, 급수 히터, deaerators, 탄소강

배관재 부식 손상에 기인한다. 비상정지가 발생되면 규모가 큰 발전소의 경우 100만 달러/

일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효과적인 부식방지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국내 원전의 부식과

동반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원전의 고온부식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주요 Component를 조기에 교체하지 않고 실제 가동 기간을 현재보다 늘릴 수 있고 이에

따라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통 방사선량 저감을 통해 원전 작업종사자의 방사능 피폭이 줄어들면 방사능 구역에서

의 작업 효율이 향상되어 O/H 공기가 단축될 수 있으며, man-rem 비용만큼 경제적 이득이

발생된다. 핵연료 피복관 및 원전 주요기기의 부식 손상을 예방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

뢰성을 높일 수 있고 원전 방사선량을 저감하여 작업자의 피폭을 줄임으로서 사회적 친화

성 향상하고 환경단체 등의 원자력 저항성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효되고 있는

개인선량한도 감소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보다 강력해진 규제요인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60의 법제화에 따른 방사선량 규제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대용량 및 고출력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GEN IV원자로 개발에 활

용될 수 있다. 파울링 억제제로 사용되는 분산제 기술은 도료, 안료 산업 및 철산화물 처리

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고온 화학센서와 금속이온의 선택적 제거 기술 등은

일반산업분야에도 신기술로 활용될 수 있고 일반 산업계에 파급시켜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수화학 기술은 화력발전소 수화

학 운전 조건 정밀 제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화학적 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원전

주요기기의 고온 부식손상에 대한 예방적 대처 방안을 확보하여 상용 원전의 고출력 및 장

기 가동에 따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며, 또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원전 수

출의 요소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 설비 조달 시장의 개방과 동북아시아 원자력 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기술의 확립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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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최 종 목 표 내 용 비 고

○ 장주기 원전 수화학

제어 기술 개발

○ 원전 장기 운전 고유

수화학 지침서 개발

1)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 원전모사 실증 수화학 시험

- 방사성 크러드 거동 평가

2)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 개발

3)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 개발

장주기 운전에 수반하는

출력 불안정/선량 증가/

부식 증가 대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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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년도 2007

- 크러드 실증장치 설계/제작 60 %
크러드 실증 장치 성능 및

활용도

- 고온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
40 %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도 작성

2차년도 2008

- 열유속 영향 시험자료

(무비등/미포화 비등)
40 % 열유속 자료 활용도

- 원전 고온 수화학 환경변화가

고온 pH, Eredox,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30 %
수화학 조건 변화에 대한

고온 pH, Eredox, 전도도

측정자료 생산여부

- 방사성크러드 분석 기반 기술 15 % 기술 신뢰도

- 관판형 틈새에서 단성분 불순물

농축 평가 자료
15 % 농축도 시험자료 활용도

3차년도 2009

- 수화학 인자 (pH, 용존수소)

영향 정량 시험평가 자료
40 %

pH 및 용존 수소 정량화

자료 활용도

-방사성 크러드 제어 기술 15 %
280℃ 붕산수에서 화학 pH,

Eredox 동시 측정자료 제공

-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30 %
280℃ 붕산수에서 화학 pH,

Eredox 동시 측정자료

- pH 조절제에 의한 고분자

분산제 특성 시험 자료
15 % 분산제 성능평가 및 활용도

최종평

가
2009

- 열유속, 수화학 인자 (pH,

용존수소) 영향 정량 시험평가

자료

40 % 정량화 자료 활용도

-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구축
30 %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성능

- 방사성크러드 분석 자료 15 % 실증장치의 활용도

- 파울링 억제제 부식 평가 자료 15 % 부식 억제 효과 및 적용성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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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1차

년도
2007

원전 모사

크러드 실증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원전 크러드 생성 원인 분석

- AOA 현황 파악

- 금속 이온 침착 시험

- 열수력 전산 simulation

- 원전 모사 실증 시험 방안

도출

-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니켈페라이트 합성 및 평가

- Heat Flux, 유량 영향시험

- 크러드 침착 모델 분석

- 국외 장치 비교 분석

- 고온고압 Loop 설계/제작

- 열원부 설계/제작

실시간 수화학

측정 적용

시스템 구축

-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

및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

구축

- 고온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표준사양 결정

-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온도보정 자동화 자료 및

체계도 작성

2차

년도
2008

실증시험평가:

열유속영향평가

- 침착 기초 물성 시험

- 원전 크러드 생성원인 및

메카니즘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시험장치

설치 및 성능 시험

- 미포화 비등 영향 시험

- 침착 특성 평가

- Wire heating 시험

- 부식생성물 합성/분석

- CFD 코드 비등 해석

- 크러드 생성 및 모델

- Loop/열원 성능시험

- 열유속 영향 평가

- 크러드 분석

수화학 감지

현장 적용

기반기술 구축

- 원전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전극 성능 측정

- 원전 고온 수화학

환경변화가 화학인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센서도입에 따른 원전 1,2차

측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 검토

- 280℃, 150 kg cm-2 조건에서

pH 지시전극, redox 전극

성능 측정

- 수화학 조건 변화에 대한

고온 pH, Eredox, 전도도 측정

- 센서설치에 대한

원전설계기관의 기술평가

계통

방사성크러드

분석 기반 기술

개발

- 방사성 크러드 채취 방안 수립

- Isokinetic sampler 설계/제작

- 거동해석 수화학 기반모델

개발

- 방사성크러드 물성 조사

- 샘플러

설계/제작/Lab성능평가

- 설치 인허가 준비

- 포집장치 Lab 설치 및 운전

파울링 억제

기술 평가/

틈새 농축 거동

평가

- pH 조절제에 의한 파울링

현황 및 분산제 특성 평가

- 불순물 틈새 농축 및

응력부식 평가 시험

- 분산제 양립성

- 농축 영향

3차

년도
2009

실증 시험:

수화학 인자

- pH 및 용존수소 영향

시험/평가

- pH: 6.9~7.4

- 용존수소: 0~50cc/kg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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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를 위한 pH 및

용존수소 정량화 조건 도출

H2O영향

일체형

고온화학측정센

서

개발

- 원전 정상조건에서 일체형

화학측정시스템 성능자료

도출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

간 상관관계 도출

- 280℃ 붕산수에서 화학 pH,

Eredox 동시 측정

- 고온 특성인자 (pH, Eredox,

전도도) 간 상관관계식 도출

방사성 크러드

거동 규명

- Isokinetic sampler 현장

시험

- 방사성 크러드 샘플링/분석

- 방사성 크러드 거동 모델

수립

- 크러드 및 붕소 침착물

생성 메커니즘 규명

- 방사성크러드 물성 평가

- 방사성 크러드 핵종 거동

추적

- 방사성 크러드 분석 기술

개발

- 크러드 해석 모델 개발 및

기구 분석

파울링 억제

성능 시험/

틈새 응력부식

억제 시험

- 고분자 분산제의

부식생성물 분산 특성 시험

- 복합성분 화학종 틈새 농축

평가

- 틈새환경 응력부식 억제

시험

- 분산제 효과 평가

- Pb, S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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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장주기 원전 성능 향상을 위한 수화학 기술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제 1세부과제(‘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을 개발’)

및 제 2세부과제(‘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 시스템 개발’)는

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제 3세부과제(‘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

술개발’)는 2차 년도부터 2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 구 내 용
연구

분담기관

추 진 일 정(년/분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AOA 억제 수화학 제어 기술 KAERI

- 크러드 실증장치 설계/제작

- 열유속 시험(미포화 비등)

- 원전 운전 인자 영향 평가

- pH 및 용존수소 정량 시험

- AOA 억제 인자 도출

- 방사성크러드 분석 기반기술

- 방사성크러드 제어 기술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 KAERI
- 일체형 화학센서 개념설계

- 환경에 대한 pH, Eredox 평가

- 일체형 화학측정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기술 KAERI
- pH 조절제/분산제 특성평가

- 분산제 성능 시험평가

- 틈새 불순물 농축 평가

- 슬러지화학종 SCC 영향시험

- 틈새 SCC 억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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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제 1세부과제에서는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3개의 세부연구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상세 연구 항목 및 추

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연구분야 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 영향 평가
　 　 　 　 　 　 　 　 　 　 　 　 　 　

국내 원전 수화학 운전 현황 분석 　 　 　 　 　 　 　 　 　 　 　 　 　 　
　AOA에 미치는 운전변수 영향 평가 　 　 　 　 　 　 　 　 　 　 　 　 　 　
크러드 침착 실증 예비평가 　 　 　 　 　 　 　 　 　 　 　 　 　 　

　금속이온 침착 장치 설계 　 　 　 　 　 　 　 　 　 　 　 　 　 　
　침착장치 제작/설치 및 성능 시험 　 　 　 　 　 　 　 　 　 　 　 　 　 　
　금속 이온 침착 시험 　 　 　 　 　 　 　 　 　 　 　 　 　 　

크러드 실증장치 설치/성능시험 　 　 　 　 　 　 　 　 　 　 　 　 　 　
　크러드 실증 시험 방법 도출 　 　 　 　 　 　 　 　 　 　 　 　 　 　
　크러드 실증 시험 장치 설계/제작 　 　 　 　 　 　 　 　 　 　 　 　 　 　

　누설/안전성 시험 및 센서 보정 　 　 　 　 　 　 　 　 　 　 　 　 　 　
　열원시험부 성능시험 　 　 　 　 　 　 　 　 　 　 　 　 　 　
수화학 인자 영향 시험 　 　 　 　 　 　 　 　 　 　 　 　 　 　

　유량 영향 평가 　 　 　 　 　 　 　 　 　 　 　 　 　 　
　열유속 영향 　 　 　 　 　 　 　 　 　 　 　 　 　 　
　미포화 비등 영향 　 　 　 　 　 　 　 　 　 　 　 　 　 　

　pH 영향 평가 　 　 　 　 　 　 　 　 　 　 　 　 　 　
　용존 수소 영향 평가 　 　 　 　 　 　 　 　 　 　 　 　 　 　
크러드 침착 특성 평가 　 　 　 　 　 　 　 　 　 　 　 　 　 　

　크러드 분석/두께/조직 　 　 　 　 　 　 　 　 　 　 　 　 　 　
　크러드 성분 분석 　 　 　 　 　 　 　 　 　 　 　 　 　 　
실증장치 성능 개선 　 　 　 　 　 　 　 　 　 　 　 　 　 　

　pH, 농도조절기술 　 　 　 　 　 　 　 　 　 　 　 　 　 　
　고유량 장치 설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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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분야 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크러드 억제 요소기술 및

침착 화학 모델 개발
　 　 　 　 　 　 　 　 　 　 　 　 　 　

침착 요소 기술 시험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방법 조사 　 　 　 　 　 　 　 　 　 　 　 　 　 　
　금속 산화물 합성/평가 　 　 　 　 　 　 　 　 　 　 　 　 　 　

　금속 이온영향 평가 　 　 　 　 　 　 　 　 　 　 　 　 　 　
　Wire Heating 침적 기초시험 　 　 　 　 　 　 　 　 　 　 　 　 　 　
　고온 wire heating 장치 설계/제작 　 　 　 　 　 　 　 　 　 　 　 　 　 　

크러드 화학 모델 개발 　 　 　 　 　 　 　 　 　 　 　 　 　 　
　크러드 침착 모델 분석 　 　 　 　 　 　 　 　 　 　 　 　 　 　
　B 침적 코드 조사 및 연계 방안 　 　 　 　 　 　 　 　 　 　 　 　 　 　

　크러드 생성 원인분석 　 　 　 　 　 　 　 　 　 　 　 　 　 　
　크러드 거동 모델 분석 　 　 　 　 　 　 　 　 　 　 　 　 　 　
　침착 화학모델 분석 　 　 　 　 　 　 　 　 　 　 　 　 　 　

　 2차원 모델 개선 　 　 　 　 　 　 　 　 　 　 　 　 　 　
　크러드 침착 계산/해석 　 　 　 　 　 　 　 　 　 　 　 　 　 　

세부연구분야 3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계통 방사성 크러드 평가 및

수화학 운전 방안 도출
　 　 　 　 　 　 　 　 　 　 　 　 　 　

방사성크러드 기술 분석 　 　 　 　 　 　 　 　 　 　 　 　 　 　

　AOA현황 및 원인 분석 　 　 　 　 　 　 　 　 　 　 　 　 　 　

　피복관 크러드 성분 조사 　 　 　 　 　 　 　 　 　 　 　 　 　 　

　방사성크러드 물성 조사 　 　 　 　 　 　 　 　 　 　 　 　 　 　

　선량저감화 기술 분석 　 　 　 　 　 　 　 　 　 　 　 　 　 　

　수화학 영향 분석 　 　 　 　 　 　 　 　 　 　 　 　 　 　

크러드 포집장치 제작 　 　 　 　 　 　 　 　 　 　 　 　 　 　

　Isokinetic sampler 설계 　 　 　 　 　 　 　 　 　 　 　 　 　 　

　포집장치 Lab 제작/설치 　 　 　 　 　 　 　 　 　 　 　 　 　 　

　시료포집장치인허가 준비 　 　 　 　 　 　 　 　 　 　 　 　 　 　

　분석방안 수립 　 　 　 　 　 　 　 　 　 　 　 　 　 　

원전 피복관 크러드 평가 　 　 　 　 　 　 　 　 　 　 　 　 　 　

　원전 크러드 분석 　 　 　 　 　 　 　 　 　 　 　 　 　 　

　피복관크러드 거동해석 　 　 　 　 　 　 　 　 　 　 　 　 　 　

원전 계통 크러드 평가 　 　 　 　 　 　 　 　 　 　 　 　 　 　

　샘플러 성능평가 　 　 　 　 　 　 　 　 　 　 　 　 　 　

　계통크러드 물성 분석 　 　 　 　 　 　 　 　 　 　 　 　 　 　

수화학 방안 도출 　 　 　 　 　 　 　 　 　 　 　 　 　 　

　수화학 지침자료 도출 　 　 　 　 　 　 　 　 　 　 　 　 　 　

　농축붕산 최적조건도출 　 　 　 　 　 　 　 　 　 　 　 　 　 　

자료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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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 시스템 개발

제 2세부과제에서는 원전 수화학의 효과적인 제어 수단을 확보를 위해 고온 고압에서 운

전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화학적 감시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고온측정 기

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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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개발

제 3세부과제에서는 원전 이용률 향상과 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울링 억제 및 슬러지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증기발생기 틈새에서의 농축에 의한 부식특성

및 나노첨가제 적용에 따른 부식억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상세 연구 항목

및 추진 일정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울링 억제 기술평가 　 　 　 　 　 　 　 　 　 　

국내외 파울링 운전관련 현황조사 　 　 　 　 　 　 　 　 　 　
　 - pH 조절제에 의한 전열과 침적현황 분석 　 　 　 　 　 　 　 　 　 　
- 국내외 전열관 파울링 현황 분석 평가

pH 조절제 및 고분자 분산제 특성시험 　 　 　 　 　 　 　 　 　 　
　 - pH 조절제, pH, 분산제 분자량, 농도 영향 평가 　 　 　 　 　 　 　 　 　 　
　 - TOC, ICP-AES, TEM, DSC 측정 　 　 　 　 　 　 　 　 　 　
고분자분산제 입자성 부식생성물 분산특성 시험 　 　 　 　 　 　 　 　 　 　

틈새 불순물 농축거동 및 응력부식 평가 　 　 　 　 　 　 　 　 　 　

슬러지와 수질상태 복합작용에 의한 분극시험 및 응력부

식 평가
　 　 　 　 　 　 　 　 　 　

　
- 슬러지와 Pb 화합물에 의한 A690 응력부식평가 및 전

기화학 특성 시험
　 　 　 　 　 　 　 　 　 　

- 슬러지와 sulfur 화합물에 의한 A600 응력부식평가 및

전기화학 특성 시험

틈새실증 시험장치 개조 　 　 　 　 　 　 　 　 　 　
　 - 틈새실증시험장치 설계, 제작 　 　 　 　 　 　 　 　 　 　
　 - 틈새실증시험장치 시운전 　 　 　 　 　 　 　 　 　 　
틈새불순물 농축거동 평가 　 　 　 　 　 　 　 　 　 　

　 - 단성분 및 복합성분 농축거동 평가 　 　 　 　 　 　 　 　 　 　
- 고분자분산제 농축거동 평가

　 - 나노첨가제 농축거동평가 　 　 　 　 　 　 　 　 　 　
나노첨가제의 SCC 억제 성능시험 　 　 　 　 　 　 　 　 　 　
　 - 나노첨가제 특성 및 영향시험 　 　 　 　 　 　 　 　 　 　
　 - 나노첨가제 농도변화에 따른 SCC 억제성능평가 　 　 　 　 　 　 　 　 　 　
- 첨가제에 따른 시편 표면 성분변화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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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핵연료 연료봉에 침착되는 크러드에 대한 침착기구를 확인하기위해 Ni과 Fe 비, 증류수

세척, 붕소첨가 등을 변수로 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모사크러드 (Ni-Fe-B 산화물)를 합성

하였다. 이 합성시료에 붕산분말과 LiBO2 분말을 첨가하여 온도, 압력에 의한 크러드 생성

물질을 XRD, TG/DSC, Mӧssbauer spectroscopy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1

과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금속 산화물과 금속-붕소 산화물 등이 분석되었

으며 AOA 원인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보나코다이트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발전소 핵연료

봉 표면에서 생성되는 크러드와는 환경이 다르므로 보나코다이트 및 관련 금속산화물의

생성과정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크러드 침착 메카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크러드의 침착 실증 예비평가로 wire heating 장비를 이용하여 크러

드의 침착거동을 연구결과 하였고(Fig. 3), AOA 침착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증시험 장치

열원부의 열수력 거동을 평가하였으며(Fig. 4), 이를 바탕으로 원전 가동조건에서의 수화

학적 조건 변화에 따른 크러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Fig. 5). 아울러 국내의 가동원전의

크러드 및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를 분석 및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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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ӧssbauer spectroscopy result of various CRUD samples heat treated 700℃
for 10 h (3000 psi). (a)f5, (b) f5+LiB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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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micrographs of f5+LB samples heat treated at

(a) 420℃ (b) 600℃ (c) 700℃ for 10h.



- 57 -

(a)

(b)

Fig. 3. Wire heating (a) 침착기초시험장비, (b) 크러드 SEM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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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 기하학적 형상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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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OA 실증시험장치 열원부 미포화비등 현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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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OA 실증시험장치 및 크러드 모사 실증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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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 시스템 개발

원전 냉각재 계통의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의 표준

사양을 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설계를 하였다.(Fig. 6) 측정시스템에 장착될 수화학

측정 센서는 고온 pH 전극, 고온 기준전극, 고온 redox 전극으로 구성되며, 원전 고온 수화

학 조건에서 전극 성능을 측정하였다.(Fig. 7～8) 또한 원전 수화학 환경변화가 화학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Fig. 9～10) 위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1, 2차측에 센서 도입에

따른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과제 보고서에 기술

하였다.

Fig. 6. 고온 고압 일체형 센서의 개념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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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고온(280℃) 리튬/붕산수 용액에서 측정된 pH

Fig. 8. 용존수소 농도에 따른 Eredox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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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고온 pH 측정 시 압력의 영향

Fig. 10. 고온 pH 측정 시 유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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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개발

증기발생기 2차측 응력부식을 억제하고 파울링을 저감하기 위한 수화학적 핵심기술을 개

발하였다. 전열관의 파울링 저감을 위한 국내외 파울링 운전관련 현황조사와 pH 조절제 및

고분자분산제 특성평가 및 입자성 부식생성물 제거기술 시험 평가를 수행하여 원전계통에

고분자 분산제 적용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고(Fig. 11), 원전 수화학 계통 틈새농축평

가를 위한 실증 시험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틈새 불순물에 의한 농축거동 평가 자료

를 생산하였으며 슬러지와 화합물에 의한 전열관 응력부식평가 자료를 확보하였다.(Fig.

12, Fig. 13)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틈새 응력부식균열의 억제방안으로 부식억제를 위한

화학첨가제인 TiO2를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나노화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선정하였으

며 나노화 시간, 나노화학첨가제의 농도 등에 따른 응력부식균열 억제 시험자료를 생산하였

다.(Fig. 14,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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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고분자분산제(PAA) 적용 입자성 부식생성물 제거 및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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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틈새농축 실증시험장치 및 틈새 농축거동 측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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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 corrosion cracking for RUB specimens of Alloy 690TT and

Alloy 800H in 10% NaOH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PbO at 315℃

(b) Stress corrosion cracking for RUB specimens of Alloy 690TT and

Alloy 800H in 10% NaOH solution containing 1000 ppm PbO and 1%

SiO2 at 315℃

Fig. 13. 슬러지 및 틈새불순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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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나노화학첨가제(TiO2)에 의한 전열관 응력부식균열 특성평가



- 68 -

Fig. 15. 나노화학첨가제(TiO2)에 의한 Alloy 600MA RUB Test 결과

(50일, TiO2(1g/L) + 10% NaOH,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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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1) 크러드 모사 요소기술 개발

크러드 형성 과정 및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침착과정을 모사하는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소기술로서 화학 모사 시험을 통해 니켈 페라이트 제조 및 특성을 평

가하였다. 침착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상온 금속 이온 침착 시험, 와이어 히팅 침착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 시험을 통해 크러드 생성 과정 및 형태에 미치는 수화학 영향

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얻어진 자료를 통해 실 원전 핵연료 피복관에 침적되는 크러드

생성 기구를 규명코자 하였다.

2) 크러드 실증 시험 및 수화학(pH, H2) 영향 평가

Fig. 16. AOA Water chemistry loop.

원전 1차계통 수화학 분위기에서 핵연료 피복관 재료의 AOA를 실증하기 위한 Test

Loop를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 제작하였다(Fig. 16, Fig. 17). 실증 장치의 설계는 원전에서

의 미포화 비등을 모사할 수 있도록 CFD 상용코드인 FLUENT를 이용하여 열수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원전 계통과 동일한 수화학적 운전조건에서 가동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OA

실증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1차계통 수화학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붕산 및 LiOH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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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변화)가 핵연료피복관 재료의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시험 자료를 생

산하였다. 또한 핵연료 운전 주기(초기, 중기 및 말기)에 따라 핵연료피복관 재료의 deposit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시험 자료를 생산하였다(Fig. 18). 이와 같은 실증 시험 결

과를 통해 원전 운전의 수화학 전략 및 지침을 제시하였다.

Fig. 17. Schematic drawing of AOA test loop at KAERI

Fig. 18. Deposit of Ni and Fe on AX-3 of Zirlo cladding by ICP-AES after 14 day

tests in the solution of 2 ppm Ni acetate and 2 ppm Fe acetate (pH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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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전 피복관 크러드 분석

AOA가 발생한 울진 2호기의 핵연료 피복관 및 크러드 분석자료 및 AOA가 아직 발생하

지 않은 영광 1호기 핵연료 피복관 크러드 분석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들을 서로 비교

평가해 봄으로서 국내 다른 원전에서 AOA 발생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울진 2호

기와 영광 1호기 핵연료봉에 부착된 크러드 시료를 채취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19).

핵연료봉 상단 (2,200-2,220 mm, 3,300-3,320 mm) 위치에서 크러드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하단 (500-520 mm) 위치에서는 크러드의 두께가 상당히 얇게 나타났다. AOA가 발생한 울

진 2호기 핵연료봉에 침적된 크러드가 영광 1호기 보다 더 두꺼웠다. 연료봉 표면에 붙은

soft 크러드를 확인한 결과 (테이핑 시료), 양 호기 모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정들이 관

찰되었다. 그러나 울진 2호기의 경우 크러드 양도 많았으며 침상형태의 결정들도 많았다.

크러드 결정입자들의 조성을 비파괴법으로 분석한 결과 Fe. Ni, Cr, Zr, 및 Si 등이 분석되

었으며 B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산으로 용해시켜 성분을 분석하는 파괴시험결과 영광 1호

기 화학분석 시료에서 Zn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B가 검출되었다. 영광 1호기는 AOA를 경

험하지 못하였으나 화학분석 결과 핵연료봉 크러드에 B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크러드에 함

유된 B가 AOA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9. SEM micrographs of taping samples of nuclear fuel rod withdrawn

(from bottom 3320-3520 mm) from Young Kwang-1 and Ulch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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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기타 주요 연구로서 원전 냉각 계통에 부유하는 크러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크러드 포

집장치를 개발하고 원전에 설치, 운영하여 냉각계통 크러드를 분석하였다(Fig. 20). 또한

크러드의 화학 침착 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화학 침착 모델을 개발하고 농축붕산의 사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부과제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Fig. 20. Capillary Sampler 및 채취시료의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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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 시스템 개발

1) 실시간 수화학 측정시스템 설계

고온/고압 조건에서 운전되고 원전 냉각재의 pH 측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하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측정시스템의 압력 및 유량뿐만 아니라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의 표준사양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고온

pH 전극의 특성으로부터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는 다음과 같은 사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참조)

고온 고압 수화학 측정을 위한 센서의 장착 방법 및 전기적 구성도는 Fig. 21에 나타내었

다. 그림의 좌측에 3개의 전극이 사용되는데 고온(300℃) 고압(150 bar이상)의 냉각수 배관

중 적절한 부분에 pH전극, 기준전극, Redox 전극의 3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센서

는 프레임 그라운드에 물려있고, 센서의 전극은 고임피던스 전압측정기를 거쳐 전위가 측정

된다. 특히 세라믹 pH 전극은 전기저항이 높아 일반 전위차 측정기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

려워 고입력 인피던스를 가지는 전위차 측정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 전극, pH 전극,

redox 전극 모두, 프레임 그라운드에 대비하여 전위를 측정한 후, 각 전극 사이의 전위차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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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자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 도출사양 비고

작동온도 원전냉각재온도 :280～320℃ 200～300℃
기준전극 및 지시전극

온도보정 자동화

센서 안정화

시간

불연속적인 냉각재 유입

- pH 측정 안정화: 〉4hr
항상 측정가능 Stand-by 기능 도입

작동압력

원전 냉각재 압력

- RCS: 〈 160 kg/cm2

용존수소 용해도

- 측정위치: 〉 20 kg/cm2

20～160 kg/cm
2

pH-압력 상관관계

고려

측정 유속

계통유속

- RCS: 1～10m/s

유속이 pH에 미치는 영향

-〈 20 ml/min․cm2

〈 20 ml/min

유속 완화 구조

유속 보정데이타 입력

용존수소

냉각재 화학조건

- RCS:〈 100 cc H2/kg 센서특성

- YSZ: 〉 1 cc H2/kg

1〈 cc H2/kg 〈 100
YSZ deactivation

condition

전극 구성
pH 지시전극//기준전극

Pt redox 전극//기준전극
Ag/AgCl 기준전극 공통사용

센서크기
최소화, 내구성

Cylinder type
센서직경: 〈 φ 50 mm

센서 일체화 공간,

충격안정성

센서냉각

전극구성재료

- PTFE: 〈 200℃

- Ag/AgCl 전극: 25℃

전극온도:〈 100℃

공랭식 냉각
간편한 장치

센서수명
최소한주기

기준전극: 2 yr
압력변화 tolerance:〉20 times

기준전극 AgCl 코팅

안정성, KCl 농도 감소

전위차

측정기
YSZ 세라믹 전극 저항 〉107 Ω In-put impedance: 〉1016 Ω

Phase Ⅰ: Keitheley

Phase Ⅱ: FET 제작

측정 S/W 범용성 환경인자 자동 입력: T, P

Window 기반/ VC++

제어 S/W: 환경인자

자동입력, 구성요소 수동입력

환경인자: 온도, 압력

구성요소: 전극종류

화학측정

시간간격

화학측정에 대한 규정

- pH: 1 meas./day
Data 측정간격: 〈 10 s

Table 2.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표준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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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lectrical schematic diagram of high temperature pH measurement

system.

2) 실시간 수화학 감지 기반기술 구축

원전계통의 고온 고압에서 적용 가능한 일체형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 및

표준사양을 결정하였으며, 화학(pH, Eredox) 측정센서의 온도 보정 자동화 자료 및 체계도를

개발하였다. 고온 고압의 loop를 이용하여 원전계통의 붕산수 조건에서 화학(pH, Eredox)을

동시 측정하여 일체형 화학센서의 성능을 실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온 특성인자간 상관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Fig. 22는 제작된 일체형 화학(pH, Eredox) 측정센서의 성능 평가를 위

하여 280℃, 100 bar 조건에서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에서 고온 pH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측정시스템의 유속과 압력은 각각 10 ml/min, 100 kg/cm
3
이었으며 1,000 ppm의

붕산수에서 수산화리튬의 농도를 1～4.5 ppm의 범위에서 조절하여 고온 pH 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측정값은 MULTEQ 프로그램으로 계산 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다양한 수산

화리튬 농도 범위에서 2% 이내의 오차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온 pH 측정 시 측정시스템의 산화/환원 상태의 변화는 측정된 전위값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부터 환산되는 pH값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은

전극간의 전위차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시스템의 프레임을 매개체로 하

여 일차적으로 전극과 프레임의 전위차를 측정한 후 다시 프레임 전위를 제거하여 전극간

의 전위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Fig. 23은 고온 pH 측정 시 급격한 환원조건에서 산화상태

로 변화 시 pH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환원분위기(4%, 100%의 수소농도)에서는 p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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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급격한 산화상태로 전환을 위해 시스템에 100% oxygen gas를 주입

하였을 때, 측정된 pH 값은 6.5에서 8.2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pH 3 이하로 낮아

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고

온 pH 측정 시 용존산소의 존재는 정확한 pH 측정에 오류를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0 1 2 3 4 5
6.0

6.3

6.6

6.9

7.2

7.5

 

 

 measured pH (lab made)
 Calculated pH 

pH
 (-

)

Lithium concentration (ppm)

Fig. 22. The change of pH value upon addition of LiOH to the boric acid

solution, 1,000 ppm-B, measured pH (open circle), calculated pH

(open triangle); temperature, 280℃; pressure, 100 bar; flow rate,

0.5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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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change of pH value according to dissolved gas

다.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개발

1)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울링 억제기술 평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울링 억제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

고 평가하였다(Fig. 24). 국외에서는 파울링 관련 실험실적인 기초 시험뿐만 아니라 실증시

험을 끝내고 원전에 현장적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증기발생기 파울링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을 구축하고 전 호기에 파울링 평가를 확대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원전에 분산

제 적용을 위한 PAA 관련 기초 시험들은 아직 시도도 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국

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평가 작업들은 고분자 분산제를 실험실 시험, 실증시험, 국내 원전

적용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액의 pH, PAA의 분자량, 농도, 입자

성물질의 농도 등을 변수로 하여 분산안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PAA 분산제의 수용액에서의 pH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고 PAA 분자량에 따른 분산안정도

특성평가를 통해 분산 안정도가 높은 분자량도 관찰하였다. 또 DSC 시험을 통해 온도에 따

른 안정한 PAA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입자성 물질이 안정하게 분산할 수 있는 분산

제의 농도도 관찰하였다. TEM 분석을 통해 오랫동안 분산 안정화된 현탁액들 속에 분산된

입자들의 형태도 파악하였다.(Fig. 25) 이러한 시험자료들은 직접 시험을 해 보지 않으면 얻

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이므로 원전 분위기에서 실증시험을 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원전에 분산제를 적용할 때 분산제 특성시험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78 -

0 2 4 6 8 10 12 14 16 18 20
1

10

100

1000

 

 
To

tal
 sl

ud
ge

 (K
g)

KORI plant A (Cycle)

 SG-A
 SG-B

0 2 4 6 8 10 12 14 16 18 20
0.01

0.1

1

10

100

 

 

W
ei

gh
t p

er
ce

nt
 (W

%
)

KORI plant A (Cycle)

 Fe3O4
 CuO
 ZnO
 NiO
 Cr2O3
 SiO2
 Al2O3

(a) Total sludge (b) Metal oxides

Fig. 24. 국내가동원전 슬러지 제거현황(고리원전, 1주기～19주기 운전자료)

0 5 10 15 20 25

0

10

20

30

40

50

60

70

 

 

Lig
ht

 tr
an

sm
itta

nc
e 

(%
)

Time (hour)

 No PAA
 PAA 1800
 PAA 100000
 PAA 250000

0 100 200 300 400 500

0.0

0.5
Exo

 

DS
C 

(m
W

/m
g)

Temperature (oC)

 0
 ETA
 ETA+PAA18
 ETA+PAA25

(a) PAA 분자량에 따른 분산특성 (b) DSC Curves of Fe3O4

(c) TEM images of suspended particles with PAA

Fig. 25. 고분자분산제 적용 슬러지 제거시험



- 79 -

2) 수화학계통 틈새농축거동 및 응력부식 평가

고온 고압의 원전 환경조건에서 증기발생기 틈새수화학 농축거동을 모사하는 실증 장치

를 설계, 제작하였다.(Fig. 26) 틈새 수화학 실증시험장치 설계는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전열

관지지판 틈새의 농축거동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7개의 열전대와 ECP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였다. 실증시험 장치는 Inventor를 이용하여 실증장치의 3-D 도면을 작성하

여 실제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비용절감과 최적의 장치설계 및

제작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실증시험장치의 설계, 제작기술의 노

하우를 축적하였다.(Fig. 27)

Fig. 26. 틈새 수화학 실증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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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of Crevice Chemistry Analysis and Simulation System (CASS)

(b) 3-D Inventor Drawing of CASS 

Fig. 27. 틈새 수화학 실증시험 설계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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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틈새농축 거동 측정자료

증기발생기 전열관과 전열관지지판 틈새의 슬러지와 수질상태(Pb, S)에서 농축거동 자료

와 나노화학첨가제(TiO2) 적용시 전열관 틈새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억제 성능 자료를 생산

하였다.(Fig. 29, Fig. 30) 이러한 자료는 장주기 고연소 발전소 운영 시 발생되는 증기발생

기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열관 관리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그 활용성이 매우 광범위하

다고 판단된다.

(a) SCC for RUB specimens (Alloy 
690TT/800H, 10% NaOH, 1000 PPM PbO, 

315℃)

(b) Stress-strain curves by SSRT for 
Alloy600  (deaerated, 300℃)

Fig. 29. 틈새의 슬러지와 수질상태에서 응력부식균열 평가



- 82 -

600MA 600TT 600HTMA 8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2/2

10%NaOH+TiO2(1 g/L), 315oC 
UT time: 10hr
(cracking #/total specimen #)

1/2

1/2

1/2
 No cracking
 Some cracking 
 All cracking

0/2

 

 
Ti

m
e 

(d
ay

s)

Materials

(a) SCC test (b) Specimen surface photographs

(1.0 g/L TiO2, 10% NaOH, UT=10hr, 315℃)

Fig. 30. 나노첨가제(TiO2) 적용시 전열관 부식억제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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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한국원자력연구원

AOA 고온수화학측정 파울링억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CRUD 포집기술
고온전극측정자료

자동화

성우이앤티 서원대학교 산학개발단

크러드 거동 모델 고온전극 상용화 기술

순천향대학교 우진(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중심으로 국내의 원자력 관련 기관들(성우이앤티, 순천향대

학교, 서원대학교, 우진)이 상호 교류하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기관이 보유한 기술 인력의 다양한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기존 보유 기술 및 장비를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KAERI가 가진 고온/고압 시험/측정 기술과 성우이앤

티의 원전 기술 경험, 순천향 대학의 모델 기술, 서원대학교의 고온측정 자료의 자동화 기

술, 우진(주)의 세라믹센서 제조기술을 발전적으로 조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외 선행 기술을 접목하였다. 특히 수화학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EPRI의 선진 운영 기법을 습득 파악하였다. EPRI 연구 분야인 41.001 재료열화/부식

(Materials Degradation/Aging) 및 41.002 핵연료 신뢰성(Fuel Reliability) 프로그램 중에서

수화학 기술과 관련된 연구 분야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중복적인 연구를 피하고 연구

를 효율화하였다. IAEA-CRP FUWAC을 통한 국제 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유럽, 일본이 참여한 핵연료 건전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 협의체로서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선행 기술 및 각국의 실증 시험 기술 Know-how를 습득하였다. 외국의 선진 수화

학 연구기관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여 미국 EPRI를 비롯한 원자력연구기관, 캐나다

AECL, 프랑스 EDF와 일본 CRIEPI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인력 및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여 연구의 효율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학회 활동을 주도하여 최신의 연구 및 현장

정보를 얻기 위해 KAERI를 중심으로 원전 수화학 및 부식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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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또한 한․일 원전 수화학 및 부식

세미나, 국제 수화학 학술회회에 참가하여 정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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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기술은 원전 운영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원전 pH 운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수화학적

인자에 대한 정량화 자료를 바탕으로 수화학 지침서(Water Chemistry Guideline)를 작성하

고 개별 원전의 수화학 운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추후 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산업체

가 참여한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화학 지침서는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기술이다. 원전 수화학 운전의 기본 체

계인 수화학 지침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수화학 인자의 역효과 분석, 계통 재료와의 양립

성,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생되는

원전 현안에 대한 문제 AOA에 대해서 미국 등 외국도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AOA 억제 방안이 다르다. AOA 억제를 위한 수화학 기술은 기술을 EPRI 지

침서를 통해서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기반 기술 없이 실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

전이 장주기․고연소도 운전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AOA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수화

학 기반 기술로서 원전의 운영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파울링 저감 및 틈새 응력부식 관련 기술은 해외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현재 개발 중인

기술로, 선진국 수준을 100%로 대비 시 국내 기술은 70% 정도로 추정된다. 파울링 저감 및

틈새 응력부식 관련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으며, 외국에서도 개발 중인 단계로 기

술도입이 불가능하다. 차후 완성된 기술을 해외의 원자력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다고 해도

국내 발전소의 특이성(수화학적 가동 이력 및 원전 설계 조건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제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각 발전소별로 특화된 수화학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련 분야의 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원전 수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발전소 1차계통 수화학 조절 (LiOH, H3BO3, 용

존수소 등)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 수

화학 (pH, Eredox) 측정 기술은 원전 수화학 자동조절에 필수적인 핵심 원천기술이므로, 이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나 기관은 원전 수화학 자동제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온 수화학 실시간 측정 기술과 이를 이용한 수화학 자

동조절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에서는 전기화학 측정기술을 기반으로 고온 pH, redox 전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화학 센서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을 2007년부터 개발하고 있다. YSZ 기반 고온 pH 전극,

고온 기준전극, redox 전극, 계측장비 및 제어 프로그램 (대학 위탁)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

전 적용을 위하여 원전 설계사인 (주)한국전력기술의 CVCS(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설계팀

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센서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전문

회사와 협력관계 (MOU)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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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주기 원전 성능 향상을 위한 수화학 제어기술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총괄책임자 맹완영

참여기관(책임자)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4,488,000 4,488,000

총 개 발 기 간 2007. 04. 01. ～ 2010. 06. 30.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비정상출력편차(AOA), 수화학(Water Chemistry), 크러드(Crud),

파울링, 틈새화학(Crevice Chemistry), 응력부식균열, 고온측정

최종목표
○ 장주기 원전에 수반하는 출력 불안정/선량 증가/부식 증가 대처 기술 개발

○ 선진 수화학 운영 체계 구축

- 원전 장기 운전 고유 수화학 지침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1)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시험장치 및 pH/용존수소 조건 도출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성크러드 포집 및 성분 분석기술 개발

2)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 개발

- 일체형 고온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성능 실증

4)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 개발

기대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 원전의 출력 향상, 부식 방지 및 방사선량을 저감을 도모

∙ 방사선량 규제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원전 비상 정지, 성능향상, 수명연장에 따른 이익

∙ 방사능 피폭 저감에 따른 man-rem 비용만큼 경제적 이득이 발생

∙ 원전 고온 수화학 실시간 측정을 통하여 냉각재의 화학 정밀 조절

적용분야 ∙ NEI 03-07 의무지침인 고유 원전 수화학 지침서 기술 확립

사업화

계획

기간(년)

소요예산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

수 출

[보고 서식 제4-2호]

최종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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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및 부 서 명 나정원, 이은희, 임경수, 김경호, 김상현, 최병선, 김경모,

김우철(원자력재료연구부), 천세영(열수력안전연구부), 길충섭(양자광

학연구부), 김지호(동력로사업부), 연제원(원자력화학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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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87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9.4 Cm.

참고사항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1. 연구개발목표

○ 장주기 원전에 수반하는 출력 불안정/선량 증가/부식 증가 대처 기술 개발

○ 선진 수화학 운영 체계 구축

- 원전 장기 운전 고유 수화학 지침 개발

2.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 AOA 방지를 위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기술 개발

- 크러드 및 붕소 침착에 의한 비정상 출력 현황 평가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모사 시험장치 설계 및 제작

- 비등에 의한 크러드 및 붕소 침착 특성 평가

- 크러드 및 붕소 침착 억제 pH 및 용존수소 조건 도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시스템 개발

- 일체형 고온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고온 loop를 이용한 성능 실증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도출

○ 원자로 냉각재 계통 선량 저감화를 위한 방사성크러드 제어기술 개발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방사성크러드 포집 및 성분 분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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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링 및 틈새농축 제어에 의한 부식방지 수화학 기술 개발

- 표면 파울링 억제기술 개발

- 원전 수화학계통 틈새 불순물 농축 및 부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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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비정상출력편차, 수화학, 크러드, 침착, 미포화비등, 틈새화학,

응력부식균열, 고온 pH 측정, 파울링, 분산제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183/2009

Title / Subtitle
Water Chemistry Control Technolo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Nuclear Power Plants for Extended Fuel Cycle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W.Y. Maeng (Nuclear materials research)

Researcher and

Department

J.W. Na, E.H. Lee, K.S. Im, K.H. Kim, S.H. Kim, B.S. Choi, K.M.

Kim, U.C. Kim, C.S. Gil, J.H. Kim, J.W. Yeon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10

Page 87p. Ill. & Tab. Yes( ○ ), No ( ) Size 29.4 Cm.

Note

Open Open( ○ ),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1. Objective of Project

○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manage the problems of AOA and radiation, corrosion as

long term PWR operation.

○ To Establish the advanced water chemical operating systems.

- Development of the proper water chemistry guidelines for long term PWR operation.

2.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OA(Axial Offest Anomaly) has been reported in many PWR plant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especially in the plants of higher burn-up and longer cycle operation or

power up-rate. A test loop has been designed and made by KAERI, in order to

investigate and mitigate AOA problems in Korea. This project included the study of

hydrodynamic simulation and the modeling about AOA. The analysis of radioactive crud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of NPPs primary water chemical effect on AOA and to

reduce the radioactive dose rate.

The high 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on-line monitor of water

chemistry in nuclear power plants.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pressure, and flow rate on YSZ-based pH electrode were evaluated for

ensuring the accuracy of high-temperature pH measurement.

The inhibition technology for fouling and SCC of SG tube was evaluated to establish the

water chemistry technology of corrosion control of nuclear system.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revice chemistry analysis test loop was manufactured to develop the

water chemistry technology of crevice chemist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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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이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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