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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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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개요

실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을 통한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

체형 수화학 (pH, Eredox) 측정센서를 개발하였다. 고온 pH 전극, 고온 redox 전극, 고

온 reference 전극의 표준 사양을 각각 결정하였고 설계를 거쳐 일체형 수화학 (pH,

Eredox) 측정센서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센서는 고온(280℃, 150 ㎏/㎠) 리튬붕산수 수용

액 환경에서 리튬농도에 따른 pH와 Eredox 변화를 통하여 기본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다.

특히, YSZ 기반 고온 pH 전극에 대해서는 온도, 압력, 유속 등 다양한 환경인자에 대

하여 측정 시, 전극이 받는 영향을 평가하여 측정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구

축하였다. 이와 함께, 수화학 인자 (pH, redox 전위, 전도도) 간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수화학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측정 시스템의 이상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향후 원전 적용에 대비하여 수화학 측

정시스템의 설치 가능 위치에 대한 의견을 원전설계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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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원전 수화학, 고온 pH 측정, 전기화학, 고온 redox 전극, 붕산수

핵심기술

고온 수화학 (pH, Eredox) 센서 제작기술과 측정전극의 성능평가 자료

는 원전 냉각재계통의 화학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동으로 조절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최종목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측정 신뢰도 향상

. 일체형 고온 수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성능 실증

.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화학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도출

. 일체형 고온 수화학) 측정센서 냉각재 환경 적용기술 개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도 구축

개발내용 및 결과

고온/고압으로 운영되는 원전 냉각재의 수화학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

정하여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고온 pH 전극, redox 전

극, 고온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완성하였

다. 냉각재계통 모사 환경에서의 성능시험을 통하여 측정시스템이 고온

고압의 현장조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측정시스

템은 향후 개발될 원전 수화학 실시간 제어시스템의 핵심기술로 그 중

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기술개발배경

원전 장주기 운전으로 냉각재계통 수화학 환경이 보다 취약하게 되어, 금

속 구조재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인자 (pH, 용존수소)에 대하여 보

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절이 요구되었다. 현재 원전 냉각수의 pH의 경우,

수동으로 냉각수를 채취하여 B, Li 농도 화학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온 pH 값을 산출하고 있다. 용존수소 또한 상시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화학 기술에 기반한 고온 pH, redox 전위 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원전 수화학 측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향상시켜, 이를

통하여 구조재의 부식 억제, 방사선량 저감, 그리고 크러드와 같은 방사

성물질 생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핵심개발기술의 의의

고온 수용액 조건에서 수화학 센서를 이용한 pH, 전기전도도(mho),

산화환원 전위(Eredox) 측정기술은 핀란드 VTT, 미국 GE, EPRI, 등에

서 1980년 초기에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2007년에 착수하여 현재 최고 수준인 핀란드 VTT와 동등한 기술수

준에 도달하였으며, 고온 pH 전극과 고온 기준전극 기술에 대한 주

요 지적소유권을 확보하였다. 특히 수화학 실시간 측정기술은 수화학

조절기술의 원천기술로 우리나라 고유 원전을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아울러, 고온 냉각수를 사용하는 일반 산업분야에

도 수화학 조절 및 제어에 활용할 수 있다.

적용분야 원전 1, 2차 냉각수 및 일반 고온 냉각수의 수화학 측정 및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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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 실시간 수화학 (pH, Eredox)측정기술은 원전 수화학 최적화에 기여하여

구조재의 부식 억제, 방사선 준위 저감, 크러드와 같은 방사성물질 생

성억제에 장기적으로 효과를 준다. 이것은 원전 운영 효율성 향상, 비

용절감, 나아가 원전 수명연장에 기여한다. 

- YSZ 세라믹 전극기술은 초임계압수(supercritical water) 내 pH 측정기

술로 확장할 수 있으며, 용융 Na이나 용융염 내 산소이온 측정에도 활

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초임계압수원자로와 고속증식로 냉

각재(Na) 화학 및 사용후핵연료 pyro 공정분야까지 파급될 수 있다.

- 고온 pH 실시간 측정기술은 원자력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높은 기술이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된다면, 다양

한 산업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목적으로 상업화

가 가능한 기술이다.

기대효과

- 전기화학 기반 수화학 측정센서는 원전을 포함하여 고온 냉각수를 사용

하는 열교환 시스템의 화학상태를 고온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제어를 가

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원전 수화학 제어시스템의 자동화

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원전 운영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또한, 수화학 측정시스템은 신속하게 발전소 수질 상태를 측정 감지하

므로, 발전소 계통의 수질을 항상 최적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실시간

정밀제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구조재의 부식 최소화, 계통 내 방사

성 물질 누적 억제, 크러드와 같은 방사성물질 발생 억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기술적 성과

본 과제를 통하여, 고온 수용액의 pH 실시간 측정 기술은 원전 냉각수 측

정기술의 최고 수준을 가진 핀란드 VTT 사와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에 도

달하였다. 나아가 고온 pH 전극, 고온 기준 전극, 고온 redox 전극을 일체

화시켜 현장 적용성을 향상시켰다. 고온 pH 전극의 경우, 계산된 pH 값과

비교하여 약 3% 오차 범위의 정확도가 확인되었다. 기술 개발과정에서 전

극기능 향상분야를 포함하여, 국내외 특허 15편을 출원하였다.

경제적 성과

실시간 측정기술을 통한 원전 수화학 제어 최적화로 계통 구조재의 부식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는 장주기 운전을 통하여 얻는 경

제적 수익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 크러드 문제를 장기적으로 완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원전 냉각재 계통 자동화 시설분야 (예: 냉

각재 화학 자동조절 CVCS)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한다.

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5.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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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국내 고온 수화학 측정분야는 아직까지 기술개발 단계이다. 그러나 최근

구조재 부식억제, AOA 대응을 위하여, 실시간 측정기술과 이를 이용한

수화학 자동조절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전기화학 고

온 pH, 고온 redox 전위 측정기술은 정부연구소를 중심으로, optical 고온

pH 센서 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화학 측정센서를 원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측정센서, 계측장

비 및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전 설계사인 (주)한국전력기술

의 CVCS(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설계팀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아

울러 향후 센서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전문회사와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시장

고온 수화학 측정 기술은 세계적으로 핀란드의 VTT 연구소가 아직까지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VTT에서도 원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상황이다. 미국 GE, EPRI 및 일본 산업계에서도 고온 수화학측정기술

의 원전 적용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 IMR에서도 고온

pH 실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고 있다.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방

사선 및 방사분해물에 대하여 센서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향후 이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6. 해당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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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2) 일체형 고온 수화학 센서 구성품 및 완성품

(a)고온 pH 전극, (b)고온 기준전극, (c) 고온 redox 전극, (d) 일체형 고온 수화학 센서

7.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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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제명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 측정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설립일

주소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1045

대표자(기관장) 양명승 연락처 042-868-8158

총괄책임자 연제원 FAX 042-868-8148

총개발기간 2007. 4. 1. ~ 2010. 6. 30.

총사업비(백만원) 1,292,444 정부출연금 1,292,444 민간부담금

참여기관(책임자) 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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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

등록 1 건

국외
출원 6 건

등록 건

논문발표

및 게재

국내 20 건

국외 25 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0 명

개발 후 2 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

국산화율 90 %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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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lctrode

Having Self-Cali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2008-12-15 미국 US 12/303364 2차년도

5 국외

Reference Elelctrode

Having Self-Cal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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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방법

2009-09-03 한국 10-2009-0083073 3차년도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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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외

중성자 흡수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초임계압수원자로

냉각수

2009-09-14 미국 US 12/559,220 3차년도

12 국내
유기박막 두께 측정방법

및 그 측정장치
2009-10-14 한국 10-2009-0097588 3차년도

13 국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자로 냉각수 누설

감지 시스템 및 방법

2009-12-09 한국 10-2009-0121829 3차년도

14 국내

액체금속전극을 이용한

금속 분리․ 정제 장치

및 방법

2009-12-31 한국 10-2009-0135473 3차년도

15 국내

측정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009-11-25 한국 10-0929695-0000 3차년도

16 프로그램

Lazy-e-chime

(Ag/AgCl reference

electrode calibration

program)

2008-12-24 한국 2008-01-129-009610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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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게재/발표 실적

가. 논문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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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ch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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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varaj
Rengaraj,
Jei-Won Yeon,
Younghun Kim,
Yongju Jung,
Yeong-Keong
Ha, Won-Ho
Kim

J. Hazard.
Mater. 2007-09 국외 SCI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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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분석과
학회지

2008-10 국내 2차년도

8 논문게재

A calibration
technique for an
Ag/AgCl reference
electrode uti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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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che
m

2009-12 국외 SCI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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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 논문명 저자명 학술대회명 일시
학술대

회 구분
개최국 발생

차수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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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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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3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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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4
논문

발표

Elemental analysis of crud
obtained from Korea nuclear
power plants

연제원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ater chemistry
of nuclear

reactor systems
2008

2008-09
국제학

술대회
독일 2차년도

5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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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chemical
power sources

2008

2008-11
국제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6
논문

발표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measuring high temperature
pH in various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황재식, 이상일,
연제원, 송규석

3rd Asian
conference on
electrochemical
power sources

2008

2008-11
국제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7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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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8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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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9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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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10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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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11
논문

발표

고온 고압수 내 지르칼로이
표면에서 금속산화물의 침적에
미치는 환경인자 영향

연제원, 송규석
5th IMR

symposium on
material sciences
and engineering

2009-07
국제학

술대회
중국 3차년도

12
논문

발표

Application of high
temperature pH sensor in
nuclear power plants

황재식, 연제원,
윤명희, 송규석,
이상일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lectrochemistry

2009-08
국제학

술대회
중국 3차년도

13
논문

발표

Calculation for concentration
changes of the internal
electrolyte in Ag/AgCl
reference electrode by using

윤명희, 연제원,
황재식, 송규석

The 60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2009-08
국제학

술대회
중국 3차년도

나. 국제 학술대회 및 국내 학술대회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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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KCl activity electrochemistry

14
논문

발표

내부전해질의 전기전도도와
KCl 농도와의 관계를 이용한
은/염화은 기준전극의
교정기술

연제원, 송규석 Eurocorr 2009 2009-09
국제학

술대회
프랑스 3차년도

15
논문

발표
LIBS를 이용한 모사크러드
원소 분석 타당성 연구 연제원, 송규석 Eurocorr 2009 2009-09

국제학

술대회
프랑스 3차년도

16
논문

발표

An estimation technology of
the potential shift on
long-term exposure of
Ag/AgCl reference electrode

윤명희, 연제원,
송규석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2009-11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17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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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2009-11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18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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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연제원,
송규석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2009-11
국제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19
논문

발표

Solubilities of iron and
nickel oxides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최계천,

연제원, 지광용

2007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 학술대회

2007-05
국내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0
논문

발표

산성매질에서 수소라디칼에
의한 우라닐이온의
환원반응

연제원,
황재식,
정용주, 김원호,
지광용

2007년도
방사성
폐기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7-05
국내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1
논문

발표

Metal ion sorption on
activated carbons in dilute
aqueous solutions

황재식,
정용주, 연제원,
지광용

2007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7-05
국내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2
논문

발표
적외선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니켈페라이트 생성연구

연제원,
지광용,
정용주, 황재식,
김원호

2007년도 제6회
원전수화학 및
부식 Workshop

2007-06
국내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3
논문

발표

핵연료 CRUD침적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비교

연제원,

최인규, 박경균,

권형문,

지광용

제20회원전화학

기술 workshop
2007-09

국내학

술대회
한국 1차년도

24
논문

발표

YSZ전극을 이용한

LiOH/H3BO3 수용액의 고온

pH 측정에서 환경인자 평가

연제원

2008년도

한국전기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4
국내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25
논문

발표

ICP-AES를 이용한 Fe

원소 분석에서 Ti 원소

간섭 영향

황재식, 연제원

2008년도

대한환경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05
국내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26
논문

발표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환경인자 영향
연제원

2008년

전기화학분과-

분석화학분과

합동

하계심포지움

2008-06
국내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27
논문

발표

An automatic calibration
method for a reference
electrode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he chemical activity of
KCl

윤명희, 연제원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0
국내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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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논문

발표

Effects of iodide and
hydrogen peroxide on
measuring high
temperature pH in various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황재식, 연제원

2008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008-10
국내학

술대회
한국 2차년도

29
논문

발표

리튬붕산 수용액의 고온 pH

측정시 요요드 이온과

과산화수소의 영향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전기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0
논문

발표

내부 전해질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한 Ag /AgCl

기준전극 자동 보정기술

타당성 연구

윤명희,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전기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1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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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2
논문

발표

Effects of Dissolved
gases on Measuring the
High-Temperature pH in
Various Lithium Borate
Buffer Solutions

황재식,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05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3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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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4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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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5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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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6
논문

발표

131-I 추적자를 이용한

모사시료내 표준 129-I에

대한 회수율의 주기적 검증

최계천,

연제원,

송규석

2009년도 한국

방사성

폐기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9-11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37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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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

술대회
한국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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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실적

번호 기술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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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 3차년도

5.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소요기간(년) 5

소요예산(백만원) 4,000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0 20 100

시장점유
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100 100

국외 30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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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출일자 제목 저자명

1 2009-10 Eurocorr 2009 국제학회 출장 보고서 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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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7 캐나다 UWO 및 UNB 출장 결과보고서 연제원

4 2008-10
국제 원자로수화학학회 (NPC′08) 및 국제 전

기화학/방사화학 workshop 출장 보고서
연제원

5 2008-10

원전 수화학측정 분야 협력 체계 구축 및 화학

위험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OECD/NEA 전문가 회의참석 출장 보고서

연제원

6 2007-10
체코 NRI와 초임계압수(SCW) radiolysis 분야

연구협력 출장 보고서
연제원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0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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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원,

최병선
국내 도서출판 동화기술 단행본

나. 보고서 성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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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1~

2010.08.31

고온 고압 기준전극

제작 기술
박사후연수 윤명희 한국 한국원자력연구원

3
2009.05.19~

2009.05.20
방사선작업자교육 교육훈련 정상혁 한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2009.09.15~

2009.09.16
방사선작업자교육 교육훈련 윤명희 한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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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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내외 과학자 교류 성과정보

번호 파견유치기간 인력교류구분

파견 유치 연구자
유치자

국적
파견유치 목적

성명 소속기관 직위
최종

학위
전공

1
2007.06.11

~ 2007.06.17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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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프랑스

화학위험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OECD/NEA 전문가

회의참석 외

3
2008.03.02

~ 2008.03.05

외국연구자

유치

Derek

Lister

University

of New

Brunswick

교수 박사 화공 캐나다
원자로 수화학 분야

최근 연구결과 교환

4
2008.09.13

~ 2008.09.21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독일

국제원자로수화학학

회 (NPC′08) 논

문발표 및 국제

전기화학/ 방사화학

workshop 참 석

5
2008.11.23

~ 2008.11.27

외국연구자

유치

J. Clara

Wren

Univ. of

Western

Ontario

(UWO)

교수 박사 화학 캐나다

고온수용액 내

요오드화학 거동 및

냉각재 방사분해

분야 자문

6
2009.05.03

~ 2009.05.06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캐나다

MOU에 의한 상호

기술교류

7
2009.06.21

~ 2009.06.23

외국연구자

유치
J. Macak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교수 박사
금속

공학
체코

원전 수화학 환경이

구조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

8
2009.06.22

~ 2009.06.23

외국연구자

유치

A.

Gewirth

Univ. of

Illinois at

Urbana -

Champaign

교수 박사 화학 미국

Nu-ACT 국제

심포지움 초청연사

(전기화학기술에 대한

발표)

9
2009.07.21

~ 2009.07.25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중국 초청강연

10
2009.09.06

~ 2009.09.11
해외파견 연제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사

신소재

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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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장소 지원금액
참가국 참가인원 학술회의 구분 내국인 외국인

1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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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술확산 성과정보

번호 시행연월 기술확산구분 대상기술명칭 내용 업체명 업체유형 활용형태

1 2009.04 기술지원
크러드 침적

원인 분석기술

영광발전소에서 문의한

크러드 침적원인에 대한

해석기술제공

한국수력원자

력주식회사
대기업 기타

8.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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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원전 냉각재 수질관리 목적은 원자로의 핵반응도를 통한 출력조절 뿐만 아니라 발전

소 운전기간동안 설비 및 재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크러드 생성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원전 운영을 지속하며, 원자로 계통의 구조물과 핵연료 피복재의 부식을 억제함으로써 방

사선원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방사성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원전 보유국에서는 원전 수화학 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진보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 및 기술적 교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원전 냉각재에 대한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고온/고압 수화학 측정기술은 원전 냉각재

운영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다. 현재 원전 냉각재의 pH

는 원전 운영 중에 시료채취를 통하여 화학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원전 1차계통의 시료채취는 수동으로 수행되어 고온/고압으로 운전되는 원전

냉각재의 화학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각적인 수화학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최적의 수화학 조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 정밀하

고 신속한 수화학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온상태의 주요 화학 파라미터

(pH, redox 전위, 전도도)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측정기술의 확립이 필요하다.

고온 pH 와 redox 전극은 고온 냉각재 화학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전극

의 사용방법이 까다롭고 사용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측정시스템을

원전 현장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

하고 현장작업자들이 무리 없이 측정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측정전극을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냉각재의 적절한 수질관리는 구조재의 부식을 최

소화하여 원전 수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 계통내에 열교환에 사용되는 냉각수에는 부식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학조절제로 부식속도를 억제한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상온에 비

하여 반응활성화 에너지가 낮아 금속의 산화반응 속도가 증가되며, 부식을 촉진시키는 화

학종의 확산속도가 상승하여 수용액의 부식성은 급격하게 증가된다. 따라서 고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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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학 상태가 금속부식에 주는 영향이 상온에 비하여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화학 인자는 금속의 부식 뿐 아니라 핵연료 크러드의 침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온/고압 수화학 측정 및 이를 통

한 제어 기술은 원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금속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고온/고압 수화학 측정기술 확보를 통해 향후 원전 수출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 제

고에 기여할 수 있다. 수화학 최적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정확 정밀한 화학측정이 가능한 고온 수화학측정 장치 및 기술 확립이 우선적으

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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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고온 수용액 환경에서 수화학센서를 이용한 pH, 전기전도도(mho), 산화환원 전위

(Eredox) 측정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과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실험실

규모로 진행되었다. KAERI에서는 수화학 측정에 기본적인 고온 pH 측정을 위하여, 세라

믹(YSZ) 전극을 이용하였고, 국내 원전계측기 전문회사와 협력하여 YSZ 기반 고온 pH

전극 제작기술을 2003년에 구축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고온 수화학측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전극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의 기준전

극을 개발하였다.

2007년부터 ‘원전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이 KAERI에서 본격

적으로 수행되어 지난 3년간 고온 pH, 산화환원 전위 측정기술이 개발되었고, 고온 전도

도 측정기술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KAERI에서도 고온 기준전극의 장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전해질의 전기전도도와 분광특성을 각각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기준전극을

개발하였다. 특히, 원전 적용시 현장 사용자의 사용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극 일

체화를 통하여 수화학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통합 수화학 측정시스템 개발을 수행

하였다. 한편, 국내 일부대학에서는 온도에 감응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환경변화에 대하여

간섭이 적고 사용이 편리한 새로운 개념의 수화학 센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원전 냉각재화학의 실시간 측정 분야는 전기화학 측정센서와 화학첨가제 측정센서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화환원 전위(Eredox), 부식전위(ECP), pH, 전기전

도도(mho) 측정과 같은 전기화학 측정센서 개발의 경우 ORNL(미국), GE(미국), VTT

(핀란드) 등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고온에서의 산화환원 전위 측정은 전

통적인 방법인 Pt 전극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식전위(ECP) 측정은 측정보다는 측정값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EPRI에서는 부식전위로부

터 인코넬 전열관의 SCC(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예측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예측도구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현재 여러 나라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온 pH 전극은 산소이온 전도가 선택적으로 일어나 산소이온 센서 역할을 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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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다. 고온 고압 pH 전극용 세라믹 튜브로는 산소 빈자리(vacancy)가 존재하

는 여러 세라믹 재료 중 pH 변화에 반응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가 가장 뛰어난 pH 전극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 전기화학 반응 물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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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iO 시스템이나 Cu/Cu2O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센서전극과 함께 고온

수화학센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준전극의 온도보정 기술도 냉각재 화학측정에서 고

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미국 D. D. Macdonald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pH 전극

재료 개발과 함께 내부 전극물질의 고온에서의 표준 평형전위(Eo)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고온 화학측정 기술 중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 핀란드 등 고온 pH 전극을 개발한 국가

에서는 Ni/NiO, Cu/Cu2O 등의 고온 평형전위를 표준 Gibbs 에너지와 평형 포텐셜과의

관계(⊿Go=-nFEo)를 이용한 열역학적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전기전도도 측정전극은 냉각재 조건에서 장기적으로 사용 시 전극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스케일에 의한 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처리가 요구되어 핀란드 Cormet사

의 경우 4 전극을 이용하여 스케일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VTT는 원전 냉각재

화학측정을 위한 전기화학 측정센서 개발을 완료하고 원전 및 연구로에 장착하여 센서

의 정확성, 측정감도 및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미국), 아이다호 대학(미국), 동경대(일본) 등에서 초임계

수용액 연구를 위한 기반연구로 수행한 400℃까지 측정 가능한 기준전극 개발과 EDF

(프랑스)에서 개발한 실시간 리튬 농도 조절 장치 및 전도도 측정 자료로부터 도출된 리

튬농도 측정법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는 EDF의 사례처럼 고온 고압 실시간 화학측정

자료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냉각재 화학조건으로 인하여 여전히 측

정센서의 정확성, 재현성, 방사성 물질이 끊임없이 누적되는 상황에서의 측정감도 내구

성 등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어,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성능향상 및 측

정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인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1.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

고온 화학측정기술은 냉각계통 내 방사성 CRUD 저감을 위한 수화학(pH, redox) 조

절, 부식억제를 위한 농축붕산(EBA) 사용, 방사선 준위 저감을 위한 아연(Zn) 주입 등

장주기 운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 화학측정기술이므로 높은 중요

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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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pH 측정기술은 YSZ(yttria stabilized zirconia)를 기반으로 하는 세라믹 특성 이

용기술이다. 이 기술은 원자력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첨단 기술이므로,

고온 수용액을 취급하는 연구분야와 산업분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

한 목적으로 상업화도 가능한 기술이다. 또한, YSZ 세라믹 센서기술은 초임계압수

(supercritical water) 내 pH 측정기술로 확장할 수 있으며, 용융 나트륨이나 용융염 내

산소이온 측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초임계수압원자로와 고속증식로

냉각재(Na) 화학 및 사용후핵연료 건식 환원공정분야까지 파급시킬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의 redox 상태를 고온에서 직접 측정하면 상온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산화/환원 정도를 보다 정확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재의 부식(환원분위기

에 안정화)과 부식생성물의 침적(환원분위기 부 영향)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

구가 된다. 이와 같이 고온 redox 측정기술은 고온에서 산화/환원 분위기를 조절하는 다

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용존기체가 문제가 되는 초임계압수 원자로 냉각재, 수용액을

사용하는 고온 화학플랜트의 부식억제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고온 전도도 측정기술은 해외 원자력선진국에서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연구개발

의 파급성이 큰 기술이다. 최근 우리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온 (300 ℃) 붕산수의 전도도

는 상온에 비하여 수십 배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다. 이것은 고온에서 전도도의 직접 측정

은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원전 수질관리 기술

수준을 진보시키며, 나아가 고온 수용액을 사용하는 일반화학 산업분야의 공정관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체형 화학측정 기술은 원전이나 일반 발전소의 냉각재 화학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발전소 수화학제어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며, 이

를 통하여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는 신속하게 발전소

수질 상태를 측정 감지하므로, 발전소 계통의 수질을 항상 최적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실시간 정밀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는 구조재의 부식을 최소화 시키며, 계통 내 방

사성 물질의 누적을 억제시킨다.

2. 경제․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원전 효율 및 안전성 제고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간접

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핵연료 표면에 방사성 CRUD의

침적을 최소화하여 중성자 손실에 의한 출력감발, 축방향 비정상 출력분포(AOA), 연료조

기 방출, 핵연료 파손 가능성을 낮추므로 원전 운영에서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시킨다. 또한, 적절한 수질관리는 구조재의 부식을 억제하여 원전 수명연장에 기여한

다.

연료 CRUD에 의한 경제적 피해는 원자로 고출력 장주기 운전과 함께 그 정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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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으며, 고출력 장주기 운전조건에서 CRUD 저감화 기술은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

지 않은 기술이다. 방사성 CRUD에 의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성폐기물 발생은

그 무엇보다도 큰 경제적, 산업적 손실을 초래한다.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CRUD

생성 억제는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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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목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냉각재 화학분석 신뢰도 향상

∙ 일체형 고온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고온 loop를 이용한 성능 실증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출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 간 상관관계 도출

2.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

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7
- 고온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 센서

표준사양 결정
30%

- 수화학측정시스템 제작품 완성도

. pH, Eredox 전극 part, 고온 loop

. 프로그램으로 측정 및 제어

2008
- 원전 정상 수화학 조건에서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성능자료 도출
40%

- 280℃ 붕산수에서 화학 pH, Eredox 동시

측정자료

. H3BO3/LiOH 비 변화

. 산화/환원 상태 변화

2009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 (pH, Eredox, 전도도) 간 상관관계

도출

30%

- 고온 특성인자 (pH, Eredox, 전도도) 간

상관관계식 제시

. pH와 Eredox와의 상관관계 도출

. 화학조건와 전도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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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7

- 고온 일체형 화학측정 센서 (pH, Eredox)

표준사양 결정

. 최대 온도, 압력

. 신호 수집 및 내구성

30%
- 고온 일체형 화학 측정센서

표준사양의 적절성

- 고온/고압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

. pH, ref., redox 전극, 전극 홀더

. 신호처리 part

30%
-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도 제시

- 고온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 구축

. 대상: 기준전극, pH 전극반응

. 컴퓨터 interactive 자동보정

40%
-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온도보정

자동화 자료 및 체계도 제시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1. 1차년도 : 2007. 4. 1 ～ 2008. 2. 28

가. 개발목표

- 실시간 수화학 측정 적용 시스템 구축: 고온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표준사양을

결정하고, 일체형 수화학 센서의 개념설계 및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을 구축한다.

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 2차년도 : 2008. 3. 1 ～ 2009. 2. 28

가. 개발목표

- 실시간 수화학 감지 현장 적용 기반기술 구축: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 (pH전극, 기준

전극, redox 전극) 제작을 통하여 원전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pH전극, 기준전극, redox 전극의 성

능을 측정한다. 일체형 센서 자동 측정시스템 (controller, software)을 제작하여 원전 수화학 조건

에서 환경변화가 pH, Eredox,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센서 도입에 따른 원전 1,2차 측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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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9

-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제작
30%

- 수화학측정시스템 제작품 완성도

. pH, Eredox 전극 part, 고온 loop

. 프로그램으로 측정 및 제어

- 원전 정상 수화학 조건에서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시스템 성능자료 도출
40%

- 280℃ 붕산수에서 화학 pH, Eredox

동시 측정자료

. H3BO3/LiOH 비 변화

. 산화/환원 상태 변화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 (pH, Eredox, 전도도) 간 상관관계

도출

30%

- 고온 특성인자 (pH, Eredox, 전도도) 간

상관관계식 제시

. pH와 Eredox와의 상관관계 도출

. 화학조건와 전도도와의 관계

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8

-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 (pH

지시전극, redox 전극) 제작
20%

-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구성품(pH 전극,

redox 전극)완성도

- 원전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pH 지시

전극, redox 전극 성능 측적
20%

- pH 지시전극, redox 전극 성능

측정자료 제시: 280℃, 150kg/cm
2

- 일체형 센서 자동 측정시스템 (controller,

온도자동보정 software) 제작
20%

- 일체형 센서 자동 측정 part

구축여부(프로그램 소스 확보)

- 원전 고온 수화학 환견변화가 고온 pH,

Eredox,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30%

- 수화학 조건 변화에 대한 고온 pH,

Eredox, 전도도 측정자료 생산여부

- 센서 도입에 따른 원전 1,2차측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 검토
10% - 원전설계기관의 검토의견서 제시

3. 3차년도 : 2009. 3. 1 ～ 2010. 6. 30

가. 개발목표

- 일체형 고온/고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고온 일체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표준사양의 결정을 통해 측정센서의 개념과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을 구축한다.

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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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2007

□ 실시간 수화학 측정 적용 시스템 구축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표준사양 결정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개념 설계

․고온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 구축

2008

□ 실시간 수화학 감지 현장 적용 기반기술 구축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 제작

․원전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전극 성능 측정

․일체형 센서 자동 측정시스템 제작

․원전 고온 수화학 환경변화가 화학인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센서도입에 따른 원전 1,2차 측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 검토

2009

□ 일체형 고온/고압 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제작

․원전 정상조건에서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성능자료 도출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 간 상관관계 도출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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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가. 1차년도(2007) 분기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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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2008) 분기별 추진체계

다. 3차년도(2009) 분기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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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1차년도 (2007. 4. 1 ～ 2008. 2. 28)

1)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 (pH, Eredox) 표준사양 결정

가)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의 구성품으로 사용될 pH 전극의 표준사양 결정을 위하여, 고온 pH

측정 시 시스템 내의 온도변화가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용액의

pH 변화를 감지하는 pH 전극과 전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고

온 pH 측정 장치를 제작하였다. 고온 pH 지시전극은 산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막인 YSZ (yttira

stabilized zirconia)를 기반으로 하는 Ni/NiO//YSZ 전극을 이용하였다. 세라믹을 기반으로 하는

pH 전극은 작동 온도가 200℃ 이하의 온도영역에서는 세라믹 내부에서 산소이온의 이동도가 급

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 YSZ 기반 pH 전극은 Nernstian 거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 환경에서 pH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실

험 조건은 아래에 표시하였다.

∘ pH 전극: Ni/NiO//YSZ electrode

∘ 기준 전극: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

∘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용존수소: 17 cc H2/kg

∘ 온도 : 20～280°C

∘ 압력: 100 kg/cm2

∘ 유량: 10 ml/min (0.51 cm/min)

pH 측정 실험을 통하여 온도에 따라 측정된 pH 값을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예상과 같이 20

0℃이하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pH 값을 나타내었으나, 200℃이상이 되면서 예상되는 pH 값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고온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용액의 온도가 약 200℃

이상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온의 시험용액의 고온 pH를

측정할 경우, 측정용액의 온도 도달시점과 pH 전극의 활성화 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4시간 이

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나)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압력 영향

압력변화는 물의 해리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물의 해리도가 변화하

게 되면 이에 따라 pH 값도 변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압력변화에 따른 YSZ 기반 pH 전극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정 온도 280℃에서 압력을 115, 125, 135, 150 kg/cm
2
으로 변화시키면

서 pH 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3-2 참조).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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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용존수소: 17 cc H2/kg

∘온도 : 280°C

∘압력: 115～15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측정 시스템 내의 압력이 115～150 kg/cm2 범위로 증가할 때, 고온 pH 측정값은 6.58에서

6.38로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물의 해리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에 반하여 붕산과 같은 약산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해리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해리도에 영향을 주는 두 인자 (물과 붕산)를 비교해 볼

때, 압력 증가에 따른 pH 감소 결과는 압력 증가로 인한 붕산의 해리도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으로부터 압력 변화는 pH 전극의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

러나 붕산의 해리도가 pH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pH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압력에 대한 붕산수의 해리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가급적 일정한 압력에서 측정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Fig. 3-1. 고온 pH 전극(Ni/NiO//YSZ)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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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고온 pH 측정 시 압력의 영향

다)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유속 영향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의 구성품으로 사용될 pH 전극의 표준사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

용액의 유속이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측정용액의 유속은 수소이온의 활동도

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극을 이용한 pH 측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5]. 실시간 모니터링은

연속적인 시료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수화학 측정의 신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시료의 유동은

피할 수 없다.

본 실험에서 고온 pH 측정 시, 측정용액의 유속변화에 따른 pH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

속이 변하는 조건에서 고온 pH를 측정하였다(그림 3-3 참조). 자세한 실험 조건은 아래에 표시하

였다.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용존수소: 17 cc H2/kg

∘온도 : 280°C

∘압력: 150 kg/cm2

∘유량: 5～30 ml/min

유량이 5～30 ml/min으로 변화될 때 고온 pH 값은 6.47～6.33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한 pH 측정에서는 측정용액의 유속이 pH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고온 pH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시료의 유

입 속도가 일정하여야 하며, 유속이 pH 측정에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보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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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고온 pH 측정 시 유량의 영향

라) 산화환원 전위 측정에 미치는 온도 영향

산화환원 전위는 반응하지 않은 금속으로 구성된 지시전극이 전기화학적 활성물질을 포함하

는 용액에 담겨 있을 때 지시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로서, 반응하지 않은 금속 전극으로 백금, 팔

라듐, 금 등이 주로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는 백금전극을 이용하여 고온 수용액의 산화환원 전위

를 측정하였다. 백금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위는 용액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일반적

으로 수용액에서 높은 산화화원 전위는 용액의 부식성이 있다는 개연성을 나타나게 된다. 본 실험

에서 외경 2 mm인 백금 rod를 사용하여 용존수소의 농도가 17 cc/kg인 조건에서 고온 Eredox의

변화를 온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Redox 전극: Pt electrode

∘기준전극: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

∘용존수소 농도: 17 cc/kg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온도: 20～280°C;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온도가 24°～280°C로 증가함에 따라 고온 redox 전위값은 0 V부근에서 0.5 V까지 잠시 증

가하였다가 온도가 더욱 상승함에 따라 -0.35 V로 변화됨을 관찰되었다(그림 3-4 참조). 리튬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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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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용액에서 산화환원 전위는 물이 수소기체로 환원되는 반응과 용존수소의 산화반응의 혼합

전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용존수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온에서도 -0.3 V 이하의

음의 전위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험에서는 0 V 부근의 값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용

액 중에 약간의 산소기체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고온에서는 잔류 산소

기체는 주입한 수소기체와 재결합 반응을 통하여 제거되므로, -0.35 V 부근의 음의 산화환원 전

위를 보이게 된다.

Fig. 3-4. 온도에 따른 Eredox의 변화

마)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표준사양

YSZ 기반 고온 pH 전극을 포함한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냉각재의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측정시스템의 압력

및 유량을 포함하여,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의 표준사양 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하다. 고온 pH 전극의 특성으로부터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는 다음과 같은 사

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3-1 참조).

표 3-1.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pH, Eredox) 표준사양



- 41 -

작동압력

원전 냉각재 압력

- RCS: 〈 160 kg/cm
2

용존수소 용해도

- 측정위치: 〉 20 kg/cm
2

20～160 kg/cm
2 pH-압력 상관관계

고려

측정 유속

계통유속

- RCS: 1～10m/s

유속이 pH에 미치는 영향

-〈 20 ml/min․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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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개념 설계

그림 3-5는 고온 고압 일체형 수화학 센서의 개념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체형 전극의

외형재료는 설치되는 지점의 재료와 가급적 동일한 재질이어야 하며, 용존수소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일체형 전극은 고온/고압 조건에서 사용되므로 높은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sealing이 필요하며, sealing 물질은 고온에서 안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Ag/AgCl 기

준전극을 포함한 전극의 life time은 원전 한주기(18개월) 이상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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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고온 고압 일체형 센서의 개념 도식도

앞서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한 고온 pH 측정 시 온도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부

터 고온 수용액의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원전

냉각재 계통의 수화학 측정하는 과정에서 전극의 단점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

하여 고온 pH 측정 시 측정대기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3-6은

“측정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시스템”의 기본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발전소의 시료

측정계통으로 불연속적으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고온 pH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대기

(stand-by)기능을 부여한 고온 pH 측정시스템으로, 세라믹 기반 pH 전극의 측정 초기 불안정성

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히팅 어셈블리 (heating assembly), 냉각기

(cooling jacket), 냉각수 저장기(coolant reservoir), 고압 주입펌프가 loop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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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측정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시스템”의 개념도

일체형 전극을 이용한 고온 수화학 측정 시, 수집된 data에 대한 처리는 중요한 부분이며, 추

후 온라인 측정을 이용한 제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data 처리는 필수적이다. 그림 3-7은 고온/고

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를 설치 후 전위차측정기를 통해 얻어진 data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도

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pH 전극은 YSZ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 전극 저항이 106 Ω 이상

이다. 따라서 pH 전극으로 흐르는 전류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전위차 측정에 필요한 신호전류가

pH 전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위차 측정기의 in-put impedance는 1014 Ω 이상이 요구된다. 한

편, 측정된 전위는 컴퓨터로 전송되어 측정 S/W를 통하여 pH로 환산하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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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고온 수화학 측정 시스템 개략도

3) 고온 화학(pH, Eredox) 측정센서 온도보정 자동화 기술 구축

가) 고온 pH 측정 시스템 구성 및 전극 반응

고온 pH 측정은 용액의 pH 변화를 감지하는 pH 전극(Ni/NiO//YSZ)과 전위가 일정하게 유

지되는 기준전극(Ag/AgCl)으로 구성되어지며, 전극 반응식과 전위식은 아래와 같다. pH 전극의

전극반응으로부터 얻은 전위식을 살펴보면 pH 전극의 전위는 용액의 pH와 온도의 함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알짜 전극반응: NiO + 2H+ + 2e ⇌ Ni + H2O

E(T) = E
o
Ni/NiO(T) - (20303RT/F)×pH ------------------------------------ ①

여기서, EONi/NiO(T)는 다음과 같은 온도의 함수로 표시된다.

EONi/NiO(T) = 0.13899 - 0.39570×10
-3
T - 1.60641×10

-7
T
2
+ 7.99921×10

-10
T
3

-1.06658×10-12T4 (T = ℃) ------------------------------- ②

나) 온도변화에 따른 고온 기준 전극의 온도보정

고온 수용액의 pH 측정에서 실질적으로 pH 값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는 안정적인 기준전극과

YSZ 기반 pH 전극과의 전위차이다. 하지만, 고온 환원 환경에서 AgCl의 열 가수분해 현상으로

인하여 기준전극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온의 원자로 냉각재 온도에서의 안전한

전위 측정을 위해서는 외부 기준전극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외부 기준전극은 내부 기준전극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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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온도 보정이 필수적이다. Fig. 3-8은 상온의 외부 기준전극과 고온 pH 전극 사이의 측정된 전

위의 관계를 나타낸 도식도이며, 외부기준전극을 이용한 고온 pH 전극 측정에 관한 모식도는 그

림 3-9에 나타내었다. 상온의 외부 기준전극과 고온의 pH 전극 사이에 측정된 전위 [△Emeas=

EpH(T) - EAg/AgCl(25℃)]는 온도차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전위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으

로 얻고자 하는 표준수소전극전위(ESHE) 대비 pH 전극전위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측정

된 전위는 적합한 보정을 통해서 열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위로의 환산이 필요하며 KCl 전해

질의 농도 범위 0.005 ～ 0.505 M에서 얻은 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6].

- 고온 측정용 cell 내에서 동일한 두 전극으로 이용한 실험에서 두 전극의 온도가 서로 다를 때

전위차(△ETh)가 발생하며,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Th = A1 + B1(T-25) + C1(T-25)
2 + D1(T-25)

3 ------------------------- ③

- 고온 pH 전극과 상온 기준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meas = △EpH(T)-△EAg/AgCl(T) + △ETh ------------------------------- ④

여기서, △EpH(T), △EAg/AgCl(T), △ETh는 각각 표준수소전극 대비 pH 전극의 전위, 표준수소전극

대비 Ag/AgCl전극의 전위, 그리고 고온 측정용 cell의 전위이다.

△EAg/AgCl(T) = A2 + B2(T-25) + C2(T-25)
2 + D2(T-25)

3 -------- ----------- ⑤

식 ③와 식 ⑤를 식 ④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pH(T) = △Emeas + δ(correction term) --------------------------------- ⑥

δ = A + B×10-3(T-25) + C×10-5(T-25)2 + D×10-8(T-25)3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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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ction term의 계수는 표 3-2에 나타내었으며, 온도의 범위는 25° ～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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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Ag/AgCl 외부 기준전극의 온도보정

Fig. 3-9. Ag/AgCl 외부 기준전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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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l(M) concentration in reference electrode

Temp

(℃)
 0.005 KCl  0.01 KCl 0.0175 KCl 0.025 KCl  0.051 KCl  0.102 KCl  0.252 KCl  0.505 KCl

25 0.360325 0.343185 0.3319415 0.320698 0.303109 0.286637 0.261358 0.247258

200 0.16207277 0.15432532 0.14198832 0.12965133 0.11211337 0.10017805 0.07290649 0.05202139

210 0.1462659 0.14087709 0.12842434 0.11597159 0.09889498 0.08782801 0.05878758 0.03726648

220 0.12937762 0.12692756 0.11443347 0.10193938 0.08533936 0.07517654 0.0441604 0.02202245

230 0.11131605 0.1124438 0.09999512 0.08754644 0.07143293 0.06220544 0.02900251 0.0062739

240 0.09198929 0.09739285 0.08508866 0.07278447 0.05716214 0.04889655 0.01329141 -0.0099946

250 0.07130547 0.08174178 0.0696935 0.05764522 0.04251343 0.03523167 -0.0029953 -0.0267984

260 0.04917268 0.06545763 0.05378901 0.0421204 0.02747325 0.02119263 -0.0198802 -0.0441529

270 0.02549904 0.04850747 0.0373546 0.02620173 0.01202804 0.00676125 -0.0373857 -0.0620735

275 0.01305569 0.03977234 0.02893223 0.01809213 0.00414931 -0.0006073 -0.0463783 -0.0712509

280 0.00019266 0.03085836 0.02036966 0.00988095 -0.0038358 -0.0080807 -0.0555343 -0.0805756

290 -0.0268383 0.01247734 0.00281356 -0.0068502 -0.0201317 -0.0233513 -0.0743485 -0.0996747

300 -0.0556859 -0.0066685 -0.0153343 -0.0240001 -0.0368734 -0.0390687 -0.0938506 -0.119386

310 -0.0864418 -0.0266122 -0.0340945 -0.0415768 -0.0540743 -0.0552513 -0.1140633 -0.1397251

320 -0.119198 -0.0473866 -0.0534877 -0.0595888 -0.071748 -0.0719171 -0.1350089 -0.1607073

표 3-2 Coefficient of the correction terms in Eq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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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 기반 측정 및 제어

원전 냉각재의 고온 수화학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온 환경에서 측정 가능

한 센서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측정된 전위를 환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고온 수화학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data(△Emeas, 온도, Eredox)는 S/W가 설치된

컴퓨터로 전송(RS232)된 후, 측정된 전위 값을 pH 값으로 환산된다.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원전

냉각재 수화학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원전 냉각재의 화학조절제(LiOH, B(OH)3) 주입량

을 전자식 solenoid valve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게 된다(그림 3-10 참조).

Fig. 3-10. 전극 측정 및 보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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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2008. 3. 1 ～ 2009. 2. 28)

1)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 제작

가) 고온/고압 pH 전극

고온 pH 전극의 제작 과정은 크게 세라믹전극 제작과정과 고온적용을 위한 pH 전극 완성 과

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고온 pH 측정을 위한 세라믹 전극 제작을 위하여 산소이온 전도성 세

라믹 막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을 이용하여 pH 전극을 제작하였다. 전극 내부의 반응

물질로는 nickel oxide로 표면처리 된 nickel 분말을 사용하였다(그림 3-11 참조). pH 전극은 고온

/고압의 수용액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밀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내부 전극반응물질을

삽입 후에 MgO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충진 하였으며, 세라믹 상단부 전체를 에폭시 마운팅하여

용액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전기적 절연을 유도하였다. 또한 pH 전극의 connection wire

의 전기절연을 위하여 피복재로 PTFE 튜브를 사용하였다. 둘째, 고온 적용을 위해서는 세라믹 전

극의 2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완성된 세라믹 전극을 stainless steel 316으로 제작된 하우

징에 삽입 후 graphite 가스켓을 이용하여 sealing 하였으며, 고온용 에폭시(TRA-bond 2114,

Emerson)를 주입 후 stainless steel 316 재질의 홀더를 이용하여 마감처리 하였다.

Fig. 3-11. 고온 pH 측정용 세라믹 전극 및 완성품

나) 고온/고압용 기준전극

고온에서의 안정적인 전위측정을 위해서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를 제작하였다

[6-7]. 그림 3-12는 Ag/AgCl 외부 기준전극의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Ag/AgCl 외부 기준전극

은 Ag wire에 AgCl을 전기화학방식으로 증착시켜 제작하였다. 외경이 2 mm인 Ag wire(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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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이상, Nilaco)를 200 mm 길이로 절단한 후 degrease하였다. 이 Ag wire를 0.2 M KCl/0.2

M HCl 용액에 담근 후 Potentiostat/Galvanostat 장비를 이용하여 Ag wire 표면을 AgCl로 산화

시키다. AgCl 산화막이 생성된 Ag/AgCl 전극을 PTFE 열수측 튜브를 이용하여 AgCl이 증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킨다. Liquid junction으로 vycor tip을 사용하였

고, 외경이 1/4 inch인 PTFE 열수축 튜브에 장착 후 내부전해질은 0.1 M KCl 용액을 채웠다. 내

경이 1/4 inch인 stainless steel 튜브와 Swagelok사의 1/4 inch 관통형 union을 이용하여 패키징

하였다. 또한 external type이기 때문에 기준전극내부 전해질의 온도가 상온(25℃)가 되도록 Air

cooling jacket을 설치하였다. 기준전극의 제작 후 상온에서 SCE(saturated calomel electrode)전극

과 제작된 기준전극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안정적인 전위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일반적

으로 두 전극의 전위차는 내부 전해질 0.1 M KCl 기준으로 45 ± 5 mV가 나타나야 한다.

Fig. 3-12. 고온/고압용 Ag/AgCl 외부 기준전극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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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온/고압용 redox 전극

원자로 냉각재의 산화/환원 전위(Eredox)를 고온에서 직접 측정하면 상온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산화/환원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구조재의 부식 및 부

식생성물의 침적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고온 pH 측정 시 측정 시스

템의 Eredox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Pt 전극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3-13은 Pt 전극의

도식도 및 완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제작에 사용된 Pt rod는 Nilaco 사의 순도 99.9% 이

상이며, 외경이 2 mm이다. Pt rod에 내경 1mm 인 홀을 가공하여 후단에 stainless steel

316 으로 연결하였다. 고온/고압에 적용하기 위하여 PTFE heat-shrink tube, ceramic

sealant를 사용하고 후단에 고온용 epoxy로 충진한 후 pressure holder로 마감하였다.

Pt wire Junction

Heatshrinkable tube

Epoxy sealant

Ceramic sealant

Teflon 

Pressure holder

Pt wire Junction

Heatshrinkable tube

Epoxy sealant

Ceramic sealant

Teflon 

Pressure holder

Fig. 3-13. 고온 redox 전극의 도식도

라) 기준전극 자동보정

Ag/AgCl와 같은 기준전극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기준전극의 내부전해질이 외부용액에 의해

희석되어짐에 따라 기준전위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전극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전극 내부전해질의 희석을 억제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8-9].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기준전극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며, 내부전해질 교체가 용의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준전극의 장기 사용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준전극 자동

보정 시스템을 구축하였다[10]. 그림 3-14는 내부전해질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해 얻은 내부전해

질의 농도를 계산하여 변화된 전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위보정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5는 기준전극의 내부전해질로 사용되는 KCl 용액의 농도증가에 따른 전기전도도와

Ag/AgCl 전극의 전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전도도와 전위 모두 KCl의 로그농도 증가에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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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전기전도도와 활동계수와의 관계식인 식 ⑧와 Nernst 식인 식

⑨를 통해 전기전도도와 전위 모두 KCl 농도에 의존하는 활동계수에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11-12]. 따라서 기준전극이 매우 묽은 용액에서 장기사용으로 인해 내부전해질이 희석되어질 경

우, 기준전극의 변화된 전위는 내부전해질의 전도도 측정을 통해 감지될 수 있다.

Fig. 3-14. 전위 보정 도식도

Fig. 3-15. 전기전도도와 Ag/AgCl 전극 전위의 상관관계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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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림 3-16은 기준전극을 장기간 사용 시 내부전해질의 농도가 의심되는 냉각재 환경에서의

적용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라 전극 내부전해질의 희석을 가속화하는 실험을 통하여 얻

어진 전위측정과 계산된 전위 값을 나타낸다. (a)는 희석된 묽은 용액에서 측정된 전위 값을 나타

내며, (b)는 전기전도도 측정을 통해 얻은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되어진 농도를 식⑨에 적용하여 계

산한 전위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c)는 식 ⑧에서 나타난 전기전도도와 활동계수와의 관계식[13]

으로부터 계산된 농도를 식⑨에 적용하여 계산한 전위 값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측정된 전위 값

과 계산되어진 전위 값이 일치함을 확인함으로써 기준전극 자동보정 시스템이 냉각재 환경과 같

은 장기사용 기준전극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논문으로 출판되

었다. J. Appl. Electrochem. (2009) 39:2587-2592)

Fig. 3-16. 냉각재 환경에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준전극의 영향

앞서 설명한 기준전극 성능향상과 관련된 전위 보정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림 3-17). 측정

된 내부전해질의 전기전도도 값을 보정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감지된 내부전해질인 KCl의 농도가

계산되어 나타나며, 내부전해질의 농도변화에 따른 기준전극 대비 측정 전위값이 계산되어 나타남

으로써 실제 측정된 전위 값과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

호위원회에 Lazy-e-chime(“Ag/AgCl reference electrode calibration program” :

2008-01-129-009610)으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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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기준전극 성능향상을 위한 보정 프로그램

2) 원전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전극 성능측정

가) 수산화리튬/붕산 용액에서 고온 pH 전극의 성능 측정

제작된 YSZ 기반 pH 전극과 external type Ag/AgCl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산화리

튬/붕산수용액에서 고온 pH를 측정하였다. 측정온도는 각각 250℃와 280℃이며, 압력은 100

kg/cm2, 측정용액의 유속은 0.51 cm/min으로 조절하였다. 고온 pH 측정값은 측정온도에서 수용액

의 Li 및 B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3, 5]과 비교하였다. 두 온도에서 제작된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된 고온 pH 값은 모두 잘 일치하였으며, 특히, 280℃에서 측정한 결과는 다양한 리튬 농도범

위에서 2% 이내의 오차를 보여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18～19 참조). 280℃에

서 측정된 값이 250℃ 보다 잘 일치하는 이유는 세라믹 전극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이온의 전도성

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용액(test solution): [Li] = 0～16 ppm, [B]=1000, 2000 ppm

∘용존수소 농도: 17 cc/kg

∘온도 : 250, 280°C;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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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고온(250℃) 리튬/붕산수 용액에서 측정된 pH

Test solution: x ppm-Li / 2000 ppm-B

Pressure: 100 kg/cm2, Flow rate: 10 ml/min (0.51 cm/min)

Fig. 3-19 고온(280℃) 리튬/붕산수 용액에서 측정된 pH

Test solution: x ppm-Li / 1000 ppm-B

Pressure: 100 kg/cm
2
, Flow rate: 10 ml/min (0.51cm/min)



- 56 -

나) 원전 냉각재 계통내의 용존 수소 농도에 따른 pH 변화

원전 1차계통수 내에서 용존수소는 원자로 냉각재를 환원상태로 유지하여 계통 부식을 최소

화한다. 원자로 냉각재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와 같은 산화제는 구조재의 부식을 야기시키며, 이로

인하여 부식 생성물의 이동증가 및 그에 따른 핵연료 표면의 크러드 축적에 기여한다. 가동 중에

는 냉각재 내의 용존수소의 농도를 25～45 cc/kg으로 유지하여 보충수로부터 유입되거나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용존산소를 제거시킨다. 그림 3-20은 수산화리튬/붕산수용액에서 Pt 전극과

고온 pH 전극을 각각 이용하여 리튬 농도 0～7 ppm의 양에 따라, Pt 전극으로 측정된 Eredox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시전극: Pt electrode, Ni/NiO//YSZ electrode

∘기준전극: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

∘Redox condition:

- Ar로 12시간 이상 purging

- 100% H2으로 12시간 bubbling.

∘용액(test solution): [Li] = 0～7 ppm, [B] = 1000 ppm; 온도 : 280°C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측정된 Eredox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된 전위의 정확도를 Nernst 식에 의해 계산한 결과 1%의 오차범위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용존수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용존수소의 농도를

알게 되면, 측정된 Eredox 값으로부터 고온 pH 값을 산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 결과에서 용존수소의 농도가 17 cc/kg․H2O인 조건에서 Eredox와 측정된 고온 pH 값과

상관관계식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YSZ 기반 pH 전극과 Pt 전극의 전위를 pH로 환

산하여 비교하였다(그림 3-21참조). 용존수소의 농도가 17 cc/kg 조건에서 두 전극으로 각각 산출

한 고온 pH 값이 거의 일치함이 관찰되었다. 이로부터 백금 전극을 이용하여 시스템내의 산화환

원 상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용액내의 용존수소의 농도를 미리 알고 있는 시스템에서

는 pH와 redox 전위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pH 측정값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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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용존수소 농도에 따른 Eredox의 변화

Fig. 3-21. Pt 전극과 Ni/NiO//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

한 고온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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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 냉각재 계통 내의 용존 산소의 영향

원전 냉각재 계통에서 용존산소는 보충수를 통하여 유일될 수 있으나, 고온에서 시스템 내의

용존수소와 반응하여 신속하게 제거된다. 또한, 1차 계통에서는 물의 방사분해에 의하여 용존산소

가 생성될 수 있다[15]. 고온/고압조건에서 운전되는 원전 냉각재내의 용존산소는 심각한 부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조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고온 pH 측정 시스템내의 전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고온 pH 값이 변화될 수 있다 [16-17]. 그림 3-22는 고온/고압 수용액 환경

에서 용존기체를 4% hydrogen gas, 100% hydrogen gas, 100% oxygen gas 순으로 bubbling하여

시험용액 상태를 환원상태에서 산화상태로의 급격하게 전이 시킬 때, YSZ 기반 pH전극과 Pt전극

의 전위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수소농도가 4%～100% 사이에서는 Pt 전극을 통하여 측정된 Eredox는 -0.60 ～ -0.65 V사이에

서 변화하였으나, YSZ 기반 pH전극의 전위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부터 YSZ 기반

pH전극은 용존수소의 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oxygen gas 주

입을 통하여 급격한 산화상태로 변화 시, Eredox와 Ni/NiO//YSZ 전극의 전위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Oxygen gas 유입 시 YSZ 기반 pH 전극의 전위는 일시적으로 -0.85 V까지

낮아졌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0.37 V에서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Neidrach에 의해 YSZ

기반 전극을 통한 고온 pH 측정 시 용존산소는 전극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5]. 따라서 oxygen gas 주입 시 YSZ 기반 pH 전극의 전위변화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지만 용존산소에 의한 직접적인 전위 변화 보다는 구조재의 산화로 인한 pH 변화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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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고온 수용액 내 용존기체 조성변화에 따른 전위 변화

3) 일체형 측정센서 자동 측정시스템 제작

고온 수화학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진 주요 화학 파라미터(pH, Ereodx)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동측정/보정 소프트웨어의

제작이 요구되어진다. 고온/고압 수화학 측정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측정된 data의 처리와 결과

분석 및 제어를 목적으로 측정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였다. 그림 3-23은 고온 수화학 측정용 센서

에 감지되는 전위를 정밀전위측정기(Keithley 6504, in-put impedance: 2×1014 Ω)를 이용하여 측정

한 후 컴퓨터로 전송되는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23.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 자동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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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고온 수화학 환경변화가 화학인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 수산화리튬/붕산 용액의 압력변화에 따른 pH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압력은 물의 밀도 변화를 일으켜 물의 해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한 인자이다. 가압경수로의 원전 냉각재내의 압력은 157 kg/cm2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전 운영

시 원자로 출력변화, 유속변화와 같은 상황에 의하여 냉각재의 압력이 변화될 수 있다. 고온 pH

측정을 통하여 원전 냉각재를 화학적으로 조절하고, 상태를 정화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압력의 영

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pH 측정 시스템 내의 압력을 90～200 kg/cm2 범위에서 조절하여 pH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측정된 pH 값이 6.50～6.3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4). 일반

적으로 고온에서 물의 해리도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물

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밀도의 증가로부터 기인된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로 인하여 측정용액

의 pH는 낮아지게 된다 [3]. 붕산과 같은 약산의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리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해리도에 영향을 주는 두 인자 (물과 붕산)를 비교해 볼 때, 압력 증가

에 따른 pH 감소 결과는 압력 증가로 인한 붕산의 해리도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실험으로부터 압력 변화는 pH 전극의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

러나 붕산의 해리도가 pH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pH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압력에 대한 붕산수의 해리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가급적 일정한 압력에서 측정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온도 : 280°C

∘압력: 90～200 kg/cm
2
; 유량: 10 ml/min (0.51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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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고온 pH 측정 시 압력의 영향

나) 급격한 압력변화 조건에서 pH 측정시스템 특성

원전 냉각재 운영시 갑작스런 원자로 출력변화, 유량변화와 같은 급격한 압력변화 조건에서

고온 pH 측정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온도 280℃조건에서 30 min.동안 200 kg/cm2 안

정화시킨 후 90 kg/cm2로 급격하게(< 1 sec) 압력을 감소시켰을 경우에 측정되는 pH 값의 거동

을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 고온 pH 측정 시스템은 급격한 압력변화에도 빠른 안정화 시간(30

min.)을 보여주었다. 그림 3-26은 급격한 압력변화 시 고온 pH 측정값의 순간적인 거동을 보여주

고 있다. 급격한 압력변화 조건에서 고온 pH 측정값은 미세하게(± 0.2) 변화하였다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됨을 볼 수 있었으며, 5분간의 불안정한 영역을 나타내었다. 이는 급격한 압력변화 조

건에서 YSZ 기반 pH 전극의 전위 변화로 인해 생긴 결과이기 보다는 기준전극의 junction에서

압력 변화에 의한 전위차 발생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원전 운전주기(18개월) 동안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한 고온 pH 측정 시 5분간의 불안정한 영역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며, 순간적인 압력 변화에도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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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급격한 압력변화에 따른 pH 변화

Fig. 3-26. 급격한 압력변화 시 측정된 pH 값의 순간변

화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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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속에 따른 고온 pH 변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전 1차 냉각재의 연속적인 수화학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용액의 유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고온 pH 측정 시 유속변화가 고온 pH 측정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1 ppm Li/1000 ppm B)에서 5, 10, 20, 30

mi/min의 유량 변화에 따른 고온 pH 측정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3-27). 시스템 안정화 및

안정적인 전위차를 측정을 위하여 측정 시스템 내의 유속 5 ml/min에서 3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고온 pH를 측정하였다. 그 후, 각 유속에서 1시간의 안정화 시간을 두고 고온 pH를 측정하였다.

유량변화에 따른 고온 pH 측정값은 5～30 ml/min으로 증가할 때 6.62～6.48로 선형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0.2/ cm․min-1의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결과는 Lvov 등(1999)

이 수행했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속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조건에서 전기화

학적으로 측정한 pH 값은 수소이온의 유동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5]. 이 결과로부

터 고온 pH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시스템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유속의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유속에 대한 인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1000 ppm; 온도 : 280°C

∘압력: 100 kg/cm; 유량: 5～30 ml/min

Fig. 3-27. 고온 pH 측정 시 유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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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전 냉각재의 고온 pH 측정 시 미량 금속의 영향

원전 냉각재내에서는 구조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수 ppb 수준으로 금속종이 포함될 수 있

다. 원전 1차계통 주요 재질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SS-304, 316, A-286)과 니켈 합금

강(Alloy-600, 690, X-750, 718)이다[18]. 주요재질들의 금속종은 주로 Fe, Ni, Cr으로서 운전

중에 재료의 부식에 의해 계통수에 포함 될 수 있다. 여기에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과

니켈 합금강의 전면부식과 PWSCC 억제뿐만 아니라 방사능 준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Zn을 추가적으로 주입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금속종은 아세테이트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H 값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의 금속/금속산화물을 이

용한 고온 pH 측정 기술은 측정용액에 포함된 금속 종에 의해 측정전극 표면에 금속산화물

침적으로 인한 전극표면 부식 및 전극 표면의 감소로 인하여 안정적인 전위차 측정이 어려웠

다. 하지만,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미량의 불순물의 포함된 고온/고압 수화학 환경에서도 적

용가능 한 YSZ 기반 pH 전극에 대하여 용해된 금속종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미량 금속종의 영향은 과거 우리 연구에서 이미 수행된 바 있다 (KAERI-RR-2708/2006,

p70). 본 과제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량 금속종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3-28은

상기 보고서에서 발췌한 미량의 금속종이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결과이다. 미량 금속이 포

함된 용액의 pH는 기본용액의 pH보다 소폭의 차이를 보였으나 기준 값의 5% 이내에서 측정

되었다. 미량 금속의 농도 3 ppm은 실제 PWR 1차 계통보다 100배 이상의 높은 조건이므로

원전 냉각재 계통에서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한 고온 pH 측정에서 측정용액 내의 미량으

로 포함된 금속종의 농도는 측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용액(blank solution): [Li] = 3 ppm, [B] = 1000 ppm

∘미량금속 포함 용액:(test solution): 3 ppm-M / 3 ppm-Li + 1000 ppm-B

∘미량 금속종: Fe, Ni, Zn, Cr (금속아세테이트)

∘온도 : 280°C; 압력: 100 kg/cm; 유량: 10 ml/min (0.51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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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고온 pH 측정 시 금속이온의 영향

마) Iodide의 영향

요오드는 핵분열 생성물로 핵연료 피복재 파손으로 냉각재 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다[19-20].

만약 요오드 화학종이 핵연료로부터 냉각재로 유입되면 요오드 이온으로 쉽게 용해되며, 용존산소

존재 시 요오드 이온은 요오드산이온으로 변화될 수 있다[21].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하여 고

온 pH 측정 시 iodide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potassium iodide 수용액을 요오

드 소스로 사용하였다. 그림 3-29는 iodide 존재가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iodide 농도는 측정 시스템의 후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온 pH 측정시스템 내부의 iodide의 농도가 0～100 ppm 사이에서는 YSZ 기반 pH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된 pH 값이 (< 0.1) 증가하였으나, iodide의 농도가 300 ppm 이상 증가하여도 pH

측정값에는 뚜렷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 측정용액의 산화환원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백금 전

극을 이용하여 측정한 pH 값도 YSZ 기반 pH 전극으로 측정된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부터 300 ppm까지의 iodide는 pH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YSZ 기반 pH 전극

의 성능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시전극: Pt electrode, Ni/NiO//YSZ electrode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용존수소 농도: 17 cc/kg

∘온도 : 280°C; 압력: 100 kg/cm
2
; 유량: 10 ml/min (0.51 cm/min)

∘Iodide 농도: 0, 50, 100, 3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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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고온 pH 측정 시 iodide의 영향

바) 과산화수소의 영향

원자로 냉각재인 물은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수소라디칼과 수산라디칼로 방

사분해 된다. 이렇게 생성된 화학종은 그 자체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반응에

참가한다. 다양한 방사분해물이 존재하고 다시 물분자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사분해

물은 수소기체와 과산화수소(or 산소)이다.

원자로 냉각재 내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고온 고압 조건에서 쉽게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22]. 냉각재내에서 과산화수소와 산소(O2)는 측정용액의 pH 변화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지

만, 구조재 금속 표면을 산화시켜 pH 측정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 Niedrach (1980)은 YSZ 기반

pH 전극은 압력 1.38～6.89 MPa 범위에서 용존산소와 용존수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

고하였다[23]. 또한 Lin 등(1996)과 Kim(2000)은 YSZ 기반 전극 사용 시 용존산소와 과산화수소

와 같은 산화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6, 24].

그림 3-30은 과산화수소가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초

기에는 10 ppb 간격으로 첨가하였고, 1 ppm 이후에는 ppm 단위로 첨가하였다. 첨가된 과산화수

소의 농도가 2 ppm까지는 pH 값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산화수소의 첨가농도가 5 ppm

부터는 pH 값은 크게 상승하였다.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2 ppm까지는 환원상태를 유지할 목적으

로 첨가되는 용존수소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ppm 이상의 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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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첨가부터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할 용존수소의 부족으로, 시험용액이 산화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구조재의 부식으로 인하여 고온 pH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부터 본 측

정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양은 약 2 ppm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반응 규명

을 위해서는 과산화수소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 = 1000 ppm

∘온도 : 280°C;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과산화수소 농도: 0～5 ppm, 용존수소 농도: 17 cc/kg

Fig. 3-30. 과산화수소가 고온 pH 측정에 미치는 영향

5) 센서도입에 따른 원전 1,2차 측 기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 검토

최근 가압경수로의 운전 프로그램이 장주기, 고연소도 운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화학 최적

화가 어렵고, 미포화비등에 의한 크러드 생성이 증가되고 있다. 현 원전 냉각재 운영체계에서는

운전온도에서 수화학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온에서 측정한 화학자료를 바탕으로 운전온도

상태의 값으로 환산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는 원전 냉각재의 실제 화학상태와 비교하여 낮은 정

확도를 초래하며, 신속한 운전 상태 파악과 대응 조치를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인, 고온 수화학 측정 센서의 원전 1,2차 측에 도입에 대하여 기

술 및 운영상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측정 센서의 설치 장소는 냉각재 계통의 main line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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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현 원전운영조건에서는 직접 연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안으로 측정

센서의 설치 조건(연속적으로 일정한 유량, high speed line, 이온 및 불순물의 농도변화 최소화)

을 고려한 우선 고려대상 측정 지점은 CVCS 열교환기 전단, H/L sampling port, 원자로 건물

격리밸브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별첨 용역기술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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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2009. 3. 1 ～ 2010. 6. 30)

1)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pH, Eredox) 측정시스템 제작

가)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

원전냉각재에 적용을 목적으로 고온/고압 수용액 내의 pH, Eredox를 동시 측정 할 수 있는 고

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를 개발하였다.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의 구성품으로

용액의 pH 변화를 측정하는 pH 전극과 전위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 측정용액의 산화/환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redox 전극으로 구성하였다. 고온 pH측

정을 위하여 산소이온 전도성 세라믹 막인 YSZ (yttria stabilized zirconia)를 기반으로 하는

Ni/NiO//YSZ 전극을 사용하였고, 기준전극은 external type의 Ag/AgCl을 사용하였으며, redox

전극으로는 Pt 봉(Φ= 2 mm rod)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의 하우징 재질은 STS 316 (Φ= 50 mm)으로 중심부에 3

개의 홀을 각 전극의 외경에 맞도록 가공한 후 전극들을 삽입하여 밀봉하게 된다. 센서의 끝인

측정부분을 제외한 노출 부분을 상온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Al 재질의 cooling jacket을 장착한

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냉각하였다. 고온/고압 일체형 센서에 사용된 구성품들과 완성품의 사진

을 그림 3-31에 나타내었다.

Fig. 3-31. 일체형 전극 및 구성품 [(a) Ni/NiO//YSZ pH

electrode, (b) Ag/AgCl external reference electrode, (c) Pt

redox electrode (d) combin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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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①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제작

고온 pH 측정을 위해서는 고온 냉각재 환경에서 측정시스템 내부가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 시스템의 내부 재질은 부식저항성이 뛰어나고, 센서를 안정하게 장착할

수 있는 재료로 선택하였다. 그림 3-22는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의 도식도를 보여주

고 있다. 유체와 접촉하는 측정시스템 내부는 고온/고압 조건에서 부식을 고려하여 티타늄계 합금

을 사용하였으며, 전극시스템의 몸체부는 스텐레스강 316을 사용하였다. 고압 조건에서도 안정적

으로 시험용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압 diaphragm 펌프 (TEIKOKU, JAPAN)를 장착하였으며,

일체형 센서 전후로 thermocouple을 장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시스템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

여 열교환기 후단에 back pressure regulator (Tescom, 4000 psig)를 장착하였다.

Fig. 3-32.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도식도

② 측정장치의 종류

일체형 센서 내부에 있는 pH 전극, 기준전극, redox 전극으로부터, 고입력 임피던스 전위차측

정기를 거쳐 전위가 측정된다. 특히 pH 세라믹 전극의 저항은 수 mega ohm 이상으로 일반 전위

차 측정기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입력 임피던스 전위차측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

극간 전위차 측정을 위해서 사용한 측정기기는 키슬리 (Keithley)사의 6514 모델(그림3-33)을 사

용하였다. 이 모델은 RS232를 지원하며 1개의 채널로 한 번에 하나의 전압차 만을 측정할 수 있

다.



- 71 -

Fig. 3-33. Keithley 6514A 측정기

③ 측정용 소프트웨어 제작 (일부 내용 위탁연구로 수행)

지금까지는 측정기를 통해 센서의 전극의 전압 측정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pH를 계산하였다.(그림 3-34) 주로 사용한 도구는 엑셀이었으며, 측정 시작부터 계산 및 보정까지

모두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Fig. 3-34. 프로그램 개발 전의 산도 계산 및 보정 과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계 개발이 필요하다.

(a) 컴퓨터 및 측정기와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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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측정기에게 측정 명령을 내리고, 측정된 전압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장비간 통신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키슬리 측정기는 다행히 RS-232C (COM 포트)를 통한 프로

토콜을 제공하고 있다 (키슬리 매뉴얼). 이 프로토콜을 대략 다음의 프로토콜을 가진다. PC의 시

리얼포트와 키슬리 측정기의 시리얼 포트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시리얼포트를 설

정한 후에 측정기에게 전압측정 명령을 내리고, 응답을 기다린다. 측정기는 명령을 받아 해석하여

측정단자에 연결된 전극의 전압을 읽은 후 PC측으로 시리얼 포트를 통하여 패킷을 전송한다. PC

는 패킷을 해석하여 전압을 기록한다.

(b) pH 계산

정확한 pH 계산은 pH 전극 및 기준전극의 전위차로 계산한다. 따라서 pH계산을 위해서는 키

슬리 측정기의 경우는 2번의 측정이 필요하다. 그 외에 온도, 압력, 유속 등의 부가적인 정보가 필

요하나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해 주는 것으로 가

정한다. 일부는 측정기를 통해 나머지는 입력을 통해 파라미터를 얻은 후 주어진 계산식을 통해

pH를 계산한다. 자세한 계산식은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대략 pH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가

진다.

  

여기서 Vph는 pH 전극 전극의 전위, Vref는 기준전극의 전위, T는 온도, P는 압력, F는 유속을

의미한다.

(c) 보정

pH 보정은 기본적으로 기준 용액 (pH=7)을 장치에 주입한 후 얻어지는 전압을 기준으로 삼

아, 각종 계수를 초기화하여 pH = 7이 되도록 전압, pH 오프셋을 조정한다. 이렇게 얻어진 오프

셋은 위의 pH계산식에 반영하여 실제 시스템에 장착될 때 사용된다.

(d) 저장

pH를 계산할 때 쓰인 파라미터, 오프셋 및 계산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측정 시각, 측정기의

모델, 측정기 S/N와 함께 저장되어 추후 pH 변화를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e) 측정기 설정

위의 네 가지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측정기 모델 및 S/N 를 등록, 제거하는 등 하드웨어 설

정이 필요하다. 측정기별로 시리얼 포트와의 통신 설정, 측정기의 ID등록 및 조회하는 기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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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

요하다.

(f) 추이 분석

일정 기간동안 pH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볼 수 있는 분석 모듈이 부가되었다.

(g) 사용자인터페이스

위의 기본적인 6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④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 시스템 구축

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pH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in-put impedance가 1014Ω인

electrometer와 측정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성된다. 그림 3-35는 측정용 소프트

웨어가 장착된 일체형 수화학 측정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⑤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용 프로그램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 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값은 측정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

온 pH, Eredox의 측정값을 그림 3-36에 보여주고 있다. 고온 pH 측정을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기

본적으로 기준전극의 내부전해질 농도를 결정해주어야 하며, 온도와 압력, 유속, 수소의 농도를

입력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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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용 프로그램을 이용

한 고온 pH와 Eredox의 측정화면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분석용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특정날짜 또는 특정기간동안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다(그림 3-37).

그래프는 측정한 날짜나 원하는 날에 따라서 그날 일자의 전체적인 추이와 시간별에 따라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림 3-38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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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분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온 pH와

Eredox 분석화면

Fig. 3-38. 특정일자별 측정데이터 목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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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정상 수화학 조건에서 일체형 수화학(pH, Eredox) 측정시스템 성능자료 도출

가)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의 고온 pH 측정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에

서의 고온 pH를 측정하였다(그림 3-39). 측정시스템의 유속과 압력은 각각 10 ml/min, 100

kg/cm2이었으며, 1000 ppm의 붕산수에서 리튬의 농도를 1～4.5 ppm의 범위에서 조절하여 고온

pH 변화를 관찰하였다. 측정값은 계산 프로그램으로 얻은 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수산화리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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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액(test solution): [Li] = 1 ppm, [B]=1000 ppm, 용존수소 농도: 17 cc/kg

∘온도: 280°C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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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일체형 고온/고압 수화학 전극을 이용하여

고온(280℃)에서 리튬 농도에 따른 pH 변화

나) 산화/환원 상태 변화에 따른 pH 측정값의 변화

고온 pH 측정시 측정시스템의 산화/환원 상태의 변화는 측정된 전위값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부터 환산되는 pH 값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은 전극간

의 전위차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시스템의 프레임 접지를 매개체로 하여 일차

적으로 전극과 프레임 접지의 전위차를 측정한 후 전극간의 전위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림 3-40은 고온 pH 측정 시, 급격한 산화환원 조건 변화가 pH 측정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



- 77 -

고 있다. 환원분위기(4%, 100%의 수소농도)에서는 pH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용액을

100% oxygen gas로 bubbling 하였을 때에는 측정된 pH 값이 6.5에서 8.2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급격하게 3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 pH 측정에서, 과산화수소와 용존산소의 유입은 pH 측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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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280°C

∘압력: 100 kg/cm; 유량: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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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급격한 산화/환원 변화에 따른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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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특성인자(pH, Eredox, 전도도)의 상관관계 도출

가) 고온 pH와 Eredox의 상관관계 도출

고온/고압으로 운전되는 원전 냉각재 계통에서 pH와 Eredox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

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를 이용하여 200℃와 280℃의 고온에서 1000 ppm의 붕산수에 리

튬 농도를 변화시켜가면서 pH와 Eredox를 측정하였다(그림 3-41). 수용액에서 산화화원 전위는 용

액의 부식성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선 실험에서 용존산소와 과산화

수소에 의하여 시스템 구조재가 부식되었을 때, 고온 pH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원자로 냉각재는 환원 상태 유지하고 방사분해물인 용존산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용존수소

를 첨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pH 변화에 따른 Eredox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Ar gas로 bubbling한 붕산

수용액의 고온 pH를 서로 다른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서로 다른 온도 조건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용액과 유속(0.51 cm/min)과 압력(100 kg/cm2)에서 측정이 수행되었다. 고온 수산화리튬/붕산수용

액에서 pH 변화에 따른 Eredox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용존수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활성 (Ar) 조건에서는 Pt 전극의 Eredox 측정값과 고

온 pH 값이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고온 pH 값과 Eredox 값의 비교로

부터 각 측정값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두 온도에서 각각 산출

한 pH에 따른 Eredox 감소율은 이론 값과 잘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험에서 사용한 조건이 완

전한 환원분위기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용액(test solution): [Li] = 0～10 ppm, [B]=1000 ppm

∘온도: 200 °C, 280 °C

∘압력: 100 kg/cm; 유량: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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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200°C와 280°C에서 리튬 농도에 따른 pH와 Pt 전위

의 상관관계

나) 화학조건과 전도도의 상관관계

원자로 냉각재 내에서 전도도는 중요한 운전인자로서, 재료 부식에 의한 입자성 금속산화물의

생성과 냉각재 화학 조절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물은 온도에 따라 밀도, 유전상수 및 점

도 등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전도도 측정 셀은 2개의 고리형태의 전극을 간격을 두고 나란히 위치

시킨 후 전도도 측정 셀상수를 구하게 되며, 셀상수는 전극간의 거리를 전극의 면적으로 나눈 값

으로 표현된다. 전도도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전기화학적 이동도를 포함하여 물의 기본적인

특성을 대변한다. 이 값으로부터 극미량의 이온성 불순물 총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원

전 계통수와 같이 수 ppb 이하의 불순물이 포함된 초순수를 사용하기 위해 전도도의 값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현재 원전계통에서 전도도 값은 상온에서 측정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계통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료채취계통을 통하여 채취된 시료의 전도도를 측정하고 있다. 전도도는 온도와

불순물의 농도에 민감하고 측정 값의 차이도 크다. 3-42은 고온 pH 측정과 함께 전기전도도 측정

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 구성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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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고온 전도도 센서 구성품 및 고온 pH 및 전도도 측정 시스템

전도도 측정은 물의 순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 비용측면에서 유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대부분의 초순수를 이용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전도도 측정은 필수적이며, 일

반적으로 상온 측정값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온에서는 이온의 이동도가 증가하게 되어, 그

결과 전도도는 증가하게 된다. 수산화리튬/붕산수를 사용하는 원전 냉각재 조건에서의 정확한 수

화학 조절을 위해서는 고온에서의 전도도 측정이 유리할 수가 있다. 아울러 고온 pH와 관계가 있

다면 상호 측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온 전도도의 기준이 되는 값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도도센서(Boiler water conductivity

sensor, 메틀러 토레도)를 사용하여 증류수(18 MΩ-cm)의 전도도를 온도 24～200℃ 범위에서 측

정하였다(그림 3-43). 실험결과 25～200℃ 온도범위에서 전도도가 0.51 μS/cm에서 1.25 μS/cm로

선형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하여 고온에서 물의 전도도는 온도 증가에 따

라 크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초순수(18 MΩ-cm)의 전도도는 25℃에서 0.055 μ

S/cm를 나타내는데 반하여, 200℃ 고온에서는 10배 증가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증류수 조건에서

측정된 전도도 값인 0.51 μS/cm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용액(test solution): Deionized water

∘온도: 25°～200°C

∘압력: 100 kg/cm; 유량: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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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증류수에서 온도에 따른 전도도의 변화.

고온 특성인자 간 상관관계 도출을 위하여 상온(25℃) 붕산수(1000 ppm-B)에 리튬농도를 증

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전도도와 pH 변화를 각각 관찰하였다(그림 3-44). 리튬농도가 0 ppm에서

1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pH는 5.0에서 7.1로 증가하였고, 전도도는 3.22 μS/cm에서 90.43 μ

S/cm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리튬농도가 1 ppm 증가할 때, 전도도가 8.72 μS/cm 씩

증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용액(test solution): [Li] = 0～10 ppm, [B]=1000 ppm, 용존수소 농도: 17 cc/kg

∘온도: 25℃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 (0.51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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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상온에서 리튬농도에 따른 전도도와 pH의 상관관계

고온 pH 측정 시 전도도와 상관관계 도출을 위해 붕산수(1000 ppm-B)에 리튬 농도를 증가

시키면서 전도도의 변화와 백금전극의 전위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3-45). 확보된 전도도 센서의

온도/압력 제한(200°C, 18 kg/cm2)으로 인하여 측정시스템의 온도와 압력은 각각 200°C, 17

kg/cm2에서 수행하였다. 붕산수(1000 ppm-B)에서 리튬의 농도가 0 ppm에서 10 ppm으로 증가할

때 측정된 고온 전도도 값은 14.27 μS/cm에서 528.1 μS/cm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때

측정된 백금전극의 Eredox 값은 각각 -171 mV에서 -416 mV이며 로그스케일로 감소하였다. 상온

에서 붕산수(1000 ppm-B) 조건에서 리튬농도가 1 ppm 증가할 때 전도도값은 8.72 μS/cm 증가하

였지만, 고온(200℃)에서의 전도도 값은 51.38 μS/cm 증가하였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이온의 이

동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 결과는 고온조건에서 변화하는 수산화리튬/붕산수용액에서 측정된 전도도 값은 상온에서

측정된 값과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iOH의 농도, 전도도, Eredox 사이의 관

계로부터 수화학 측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액(test solution): [Li] = 0～10 ppm, [B]=1000 ppm

∘온도: 200℃

∘압력: 100 kg/cm2; 유량: 10 ml/min(0.51 c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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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고온에서 전도도와 백금전위와의 관계

일체형 수화학 센서와 전도도 센서를 이용하여 붕산수(1000 ppm-B) 조건에서 리튬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고온 pH 값과 고온 전도도 값을 동시에 측정하였다.(그림 3-46) 200℃에서 리튬의

농도가 0에서 10 ppm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온 pH 값은 4.98에서 7.12로 증가하며, 전도도 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온에서 측정된 전도도 값과 pH 값이 상호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측정 값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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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 고온에서 전도도와 pH의 상관관계



- 85 -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실시간 수화학 측정시스템 설계 기반자료 및 지적소유권

고온/고압 냉각재에 적용되는 원전 냉각재 pH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pH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측정시스템의 압력 및 유량 등을 포함하여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

센서의 표준사양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48은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를 원전에 적용할

때 예측되는 사양에 대한 개념 도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8. 고온 일체형 수화학 측정센서 설치 도식도

고온 고압 수화학 측정센서의 설치 방법 및 전기화학적 구성도를 그림 3-49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3개의 전극이 사용되는데 고온 (300℃) 고압 (150기압 이상)의 냉각수 배관 설

치 부분에 pH전극, 기준전극, redox 전극의 3개의 전극이 통합되어 설치되며, 각 전극은 프

레임 그라운드에 대비하여 각 전위차를 측정한다.

1차 년도에 수행하고, 3차 년도까지의 결과로부터 수정 보완한 수화학 측정전극의 특

성과 측정환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극의 사양은 통합된 센서를 설계할

때 필요한 중요한 무형의 자료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 ‘측정대기상태가유지되는고온

pH 측정장치및측정방법’ (대한민국 특허: 10-0929695-0000)과 기준전극 성능보완에 대한 특허

(출원: 10-2008-0047496, 10-2008-0048384)도 무형의 성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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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고온 pH 측정시스템의 전기화학적 도식도

나. 실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시스템과 인자간 상관관계 자료

고온 고압의 loop를 이용하여 원전계통의 붕산수 조건에서 화학 (pH, Eredox)를 동시 측

정하여 일체형 화학센서의 성능을 실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온 특성인자 간 상관관계식

을 도출하였다. 그림 3-50은 280℃, 100 kg/cm2 조건에서 수산화리튬/붕산 수용액에서 고온

pH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값은 고온 pH 산출 프로그램으로 계산 값과 거의 일치하는 정확

도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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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0. 고온 pH 센서를 이용한 리튬 붕산수의 고온 pH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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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은 고온 pH 측정 시 급격한 환원조건에서 산화상태로 변화 시 pH 값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고온/고압 일체형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고온 pH 측정 시 비정상

적 용존산소 유입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한, 고온 수화학 측정시스템과 측정시스템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자료는 본 기술의 산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중요한 유 무형의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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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 용존기체 (수소 - 산소) 전환에 따른 pH 측정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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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시설 및 기자재 활용

고온 수화학측정시스템 및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 고온

측정기술을 연계 발전시켰다. 이를 위하여 안전장치 (protector, 수소센서)가 구축된 실험시설, 고

온 loop 시스템 (circulation, one-through) 및 고온 수화학측정장치 (pH, redox, 전도도, 수소, 산

소) 등 기존에 구축된 시설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학특성시설 내 위치하고 있

는 화학분석 장비와 레이저분광분석 시설을 과제수행에 적극 활용하였다.

나. 협력 연구

적용성이 높은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KHNP)와 전력연구원

(KEPRI)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KAERI가 가진 고온 고압 수화학측정 기술과 KEPRI

가 보유한 원전 경험 및 KHNP의 원전 수화학 운전 경험을 발전적으로 조합하였다. 또한, 연구결

과가 향후 원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기술(KOPEC)과 한전원자력연료(KNF)와도 기술적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과제 수행 중 개발한 신기술이나 장치 등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해 증

진 강화 및 개발 기술의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산, 연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고온 수화학측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의 CRIEPI, 미국 GE, 핀란드 VTT, 카나다

AECL 등과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협력연구 등을 통하여 국제동향을 파악하였고, 주요 관련학술

회의 활동과 연구결과의 학술지 기고(수행기간 중 SCI 논문 8편 게재)를 통하여 연구수준의 선진

화를 추구하였다.

수화학 측정센서 기술과 적용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중심으로 하여, 고온 수

화학 측정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학에 위탁하였고, 향후 고온 수화학 전극의 상용화를 위하여 방

사선 계측기 전문회사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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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범 위 및 목표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달성도

(%)

- 일체형 측정센서 주요

구성품 완성

. pH 지시전극, redox 전극

- 현재 공개된 기술을

비교분석하여, 이를 한층

발전시키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

. pH 지시전극

. 기준전극

. redox 전극

- 일체형 센서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 제작

. pH 지시전극: Ni/NiO//YSZ

type으로 전극 이용

. Ag/AgCl external 기준전극, Pt

redox 전극

. 기포방해 방지 장치, 기준전극

자동보정장치 개발 (국내외 특허 총

5건)

. 전극 sealing PTFE와 저점도

epoxy 수지를 이용

100

- pH 지시전극, redox 전극

성능 측정 자료 제시

. 280
o
C, 150 kg cm

-2

- 원전 냉각재계통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전극성능 측정

. M/MO//YSZ 전극

pH
F
RTa

F
RTEE OH

o
MxOy )303.2()ln()

2
(

2
--=

. Redox 전위 (Pt)

2H+ + 2e ⇄ H2

E = 2 nF/RT ln [H+]

- 정상가동 상태를 기준으로 전극성능

측정

. 온도: 280℃

. 압력 영향: 100~200 kg/cm2

steady-state 변화

. H3BO3/LiOH 계에서 pH 측정

. 용존수소 농도에 따른 redox 전위

변화 측정

. redox 전위로 pH double check

100

- 일체형 센서 자동 측정

part 구축

. 보정자료 및 보정식

. 온도 자동보정 software

- 온도 보정데이터 처리 전산화를

위하여 보정데이터 체계화

- S/W 제작은 전문그룹에 위탁

. Electrometer H/W 부분은

상용제품 활용

. 장비간 통신은 국제 protocol

사용

. 온도 전위보정 등 기능별 모듈화

- 컴퓨터기반 자동화를 고려 자동제어

및 측정 프로그램 완성

. Electrometer part 교체 시, S/W

수정 최소화, 프로그램 모듈화

. Real time 모니터링, Data sampling

time, 데이터 저장 등 set up 기능

내장

. Dummy cell로 프로그램 성능 확인

및 사용 메뉴엘 작성

100

- 수화학 조건 변화에 대한

고온 pH, Eredox, 전도도

측정자료 생산

. 환경변화: 수소, 불순성분

. 화학인자: pH, Eredox, mho

- 고온 수화학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자료생산

. 급격한 압력 및 유량 변동고려

. 핵연료 파손 고려 (iodide)

. 불순 미세입자 유입 고려

- 측정에 간섭을 줄 수 있는 인자에

대하여 영향 평가

. 급격한 압력변화: 200→100kg/cm2

. 유량변화(선속): < 1.6 cm/min

. Iodide, H2O2

. 불순 미세입자: Fe, Ni, Zn 등

100

- 원전설계기관의

검토의견서 제시

. 검토에 필요한 화학자료

. 센서설치에 대한 기술평가

- 수화학센서 적용에 대하여

원전설계기관에 용역과제로 위탁

- 수화학센서 적용 및 활용에

대하여 EPRI전문가 그룹과

의견교환

- 수화학센서 설치 후보위치:

. CVCS 열교환기 전단

. H/L 샘플링 포트

. 원자로건물 격리 밸브

- 실시간 pH 전극 측정값과 B/Li

환산 pH 값 동시 활용

100

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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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1. 국내․외 시장 현황

2008년 9월 개최된 국제수화학학회 (NPC '08)에서는, AOA 저감을 위해서 1차계통 냉각

재의 고 pH, 고농도 수소주입 운전 가능성에 대하여 EPRI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고 pH, 고

농도 수소주입 운전 도입에 앞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크러드 침적 증가와 지르칼로이

부식이라는 점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용존수소에 의한 크러드 생성”에

대한 우리그룹의 연구결과 (J. Nuclear Materials, 354, 163-170, 2006)가 다시금 부각되었다.

기존 B/Li 농도를 기반한 pH 결정법이 이미 많은 경험적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

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법이 개발되더라도, 기존 pH 값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실시간 수화학 측정연구에 대한 국제 수화학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한편, 실

시간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과 이를 이용한 수화학 자동조절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어, 최근에는 optical pH 측정연구가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제시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수화학측정 연구그룹은 향후 수화학 센서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지적소유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6월

까지 수화학센서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제 특허 15건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화학 센서개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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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센서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전문

회사와 협력관계 (MOU)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원자력산업에서는 장주기 운

전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수익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재료부식 및 핵연료 크러드 문제를 장

기적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수화학 연구개발을 통하여 경주하고 있다.

세계 시장의 경우에는 고온 수화학 측정 기술은 세계적으로 핀란드의 VTT 연구소가 아

직까지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VTT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고온 수화학 측

정기술 개발이 진행에 자극을 받아, 원전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미국 GE 및 일본 산업계에서도 고온 수화학 측정기술의 원전 적용에 대한 관심이 다

시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 IMR에서도 고온 pH 실시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착수되고 있다. 원

전 적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및 방사분해물에 대하여 센서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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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화 전망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 수화학 조절 (LiOH, H3BO3, 용존수소 등)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

으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 수화학 (pH, Eredox) 측정 기술은 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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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조절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원자력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2007년부터 전기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고온 pH, redox 전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화학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YSZ 기반 고온 pH 전극, 고온 기준전극, redox 전극, 계

측장비 및 제어 프로그램 (대학 위탁)을 개발하여 완성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원전 적

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 설계사인 (주)한국전력기술의 CVCS(화학 및 체적제어계

통) 설계팀과 기술수요자인 (주)한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센서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원전계측기 전문회사와 전략적 협력관계 (MOU)를 유지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실시간 수화학 측정시스템은 단순히 원전 수화학 상태를 측정

하는 기능 뿐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인자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수화학

감시 기능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화학 실시간 측정기술은 수화학 자동제어 기

술의 원천기술이므로, 원전 수화학 자동 제어기술으로 확대할 경우, 이 기술의 부가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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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가동원전에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평

가를 수행하였다. 정밀 운전을 위해서는 고온 수화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간으로 운전 상태에 따른 수화학 정보를 파악하고 수질 관리

를 수행 하는 것이 한 방법이므로,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

한 장비라고 판단된다.

수화학 운영체계, 시료채취 및 분석, 온라인 측정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 도입을 검토한 결과 측정 변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1차

계통의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재생열교환기

전단 및 기존의 시료채취 배관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고온취출관, 저온취출관 그리고 습분분리재열기 등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설치를 위해서는 기술기준, 배관 상황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하여 규제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추가로 기존의 그랩시료 채취 및 분석을 이용하여 온라인 측정값의 정밀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온라인 측정센서 도입과 기존의 그랩시료 채취를 병

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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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기적인 운전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차계통에서 노심 및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방사능을 저감하여야

하며, 2차계통에서 최적의 수질 및 증기 상태를 유지하여 계통에 부식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내식성 재료를 선정하

고, 제작 및 건설 기간 중 재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운송, 보관 및

설치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원전을 운전하는 동안에는 재질에 부식이 일

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관리를 위해 사용되

는 화학제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불순물이 유

입된다. 이들 불순물은 재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방사화되어 방사선 준위를

높이는 부식생성물의 생성원이 된다. 운영중인 발전소에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료에 부식이 발생하여 부식생성물이 계속 생성된

다. 따라서 부식생성물과 부식생성물의 원인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노심 및

계통 재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에서

는 ‘원전 성능향상을 위한 수화학 제어기술 대과제’ 중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

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 측정 시스템 개발’이라는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고온 고압의 운전 조건 하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수질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원전에서 운영되

는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수질 조건을 유지하고 관리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세부과제의 일부분으로

고온 측정센서를 개발한 후 가동 원전 및 후속호기 원전에 적용할 경우 1차계

통 및 2차계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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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영향 평가에 포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원전 수화학 평가

o Sampling Practice 평가

o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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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수화학

2.1 수화학 관련 운영 체계

원전은 광의적으로 1차계통 및 2차계통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차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 (RCS), 화학및체적제어계통 (CVCS), 안전주입계통 (SIS), 안

전정지계통(SCS) 등을 포함하며, 급수 및 복수 계통을 포함한 증기발생기 2차

측을 2차계통으로 분류한다. 수화학 관리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정상 운전 중 계

속 운전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을 1차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동 원전인 OPR1000의 경우 운전주기를 초기에 단주기로 설계하여 운영

하다 장주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핵연료의 출력을 향상시켜 고출력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APR1400의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주기 및

고출력 운전을 고려하였다. 장주기, 고출력 운전, 운전년수 증가 등에 따라 원

자로냉각재계통은 미포화비등 조건이 심화 되어 부식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크

러드에 의한 출력 편향 등 AOA가 발생하여 노심 및 계통의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계통의 수질 조건을 운전 압력, 온도 조건에서 실

시간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재는 운전 온도 조건에서 수화학 측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온 조건에서 측정한 수화학 자료를 운전 기초 자료로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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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차계통의 수화학 운영 체계

고온 고압으로 운전 중인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부식생성물 및 핵분열생성물이 발생하여 계통 내에 불순물 농도를 증가시키고

방사능 농도가 증가된다. 부식생성물 및 핵분열생성물은 폐회로인 1차계통을

순환하면서 1차계통 내 재질에 침적된다. 침적된 부식생성물은 다시 재질에 부

식을 유발하고 재질 표면에서 이탈하여 이동을 거듭하며 노심으로 재 유입된

다. 이렇게 증가된 부식생성물은 중성자에 의해 조사되어 결국은 방사능 농도

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1차계통의 노심 및 계통 재질의 건전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고, 이미 발생한 부식생성물 및 핵분

열 생성물을 제거하며, 부식생성물의 이동 및 침적이 빈번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화학 조건을 유지여야 한다.

1차계통에서 수화학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자로냉각재 시료를 채취하

고 분석하여 이 결과를 계통 운전 및 부식 저감을 위한 운전에 재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시간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재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570℉(300℃)를 넘는

고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화학 측정 장비가 설치되

지 않아 원자로냉각재의 시료 채취 및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고온의 원자로냉각재는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을 통과하면서 약49℃ (120℉)로

냉각되고, 화학및체적제어계통 내 정화계통인 정화필터, 정화이온교환기의 전

후단에서 원자로냉각재를 그랩시료 채취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1,2,3,4]

2.1.2 2차계통의 수화학 운영 체계

2차계통 또한 1차계통과 마찬가지로 고온 고압으로 운전되고 있으며, 증기

발생기 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통의 수질을 1차계통보다 더 엄격하게 유지

하고 불순물을 최소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2차계통에서는 실시간으로 시료를 분

석한다. 그러나 이 온라인 시료 분석 장비도 고온의 2차계통에서 직접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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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열교환기를 통하여 냉각 시킨 후 시료를 분석한다. 따라

서 실시간으로 계통수의 분석을 실시하지만 고온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 조건에 따른 오차는 존재하게 된다.[1,3]

2.2 수화학 측정

2.2.1 1차계통 감시 변수

1) pH

기동운전시 온도를 증감하는 과정에서 pH를 특정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노

심 표면에 부동태 산화피막의 형성을 촉진하여 부식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차계통의 부식조절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 정상 운전 중에

는 운전 온도에서의 pH를 유지하여야 노심 표면에 크러드가 침적하거나

순환하여 재침적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차계통에서 부식

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산소 농도 등을 최소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 온도에서의 pH를 특정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다. 1

차계통에서 출력 운전 중에 유지해야 하는 pH는 25℃ (77℉)에서 분석된

값 보다는 출력 운전 온도에서의 pH (pH(T))이다. 1차계통은 반응도 조

절을 위해 붕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pH를 유지하기 위해 리튬을 사용한다.

2) 전도도 및 전위

1차계통에서 전도도는 필수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전도도의 변화는 원자로냉각재에서의 불순물 농도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전도도 측정을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계통 내 전위차가 심하게 되면 이온성 물질의 이동에 의해 재질에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하기 때문에 전도도와 같이 계통의 전

위를 측정하는 것은 부식 조절을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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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불순물

부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불순물로는 용존산소, 염화물, 불화물, 황산

염 등이 있다. 이들은 계통 재질에 치명적인 부식 및 균열을 유발하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용존산소와 동시에 존재할 때 더욱 치명적으로

계통 재질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용존산소와 동시에 조절되어야

하는 관리 대상 수화학 변수이다. 이들에 의해 부식이 발생한 후에는 부식

생성물이 폐회로인 1차계통을 순환하면서 노심 외부의 계통 재질에 축적

하여 또 다른 부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변수는 계속적으로 관

리하여야 한다.

2.2.2 2차 계통의 감시 변수

1) pH

pH는 1차계통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계통에서도 부식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화학 변수이다. 증기발생기, 급수 등의 부위에서 특정 범위의 pH를 유지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2차계통의 pH는 상온인 25℃ (77℉)를 기준으

로 pH를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점차 1차계통과 같이 부식 조절을 위해 운

전 온도에서의 pH (pH(T))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6]

2) 전도도

증기발생기에서 양이온전도도는 1차계통의 전도도와 달리 철저히 조절하

고 관리해야 하는 수화학 변수 중 하나이다. 양이온전도도는 수용액에서

음이온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변수이며, 불순물의 유입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지시자의 역할이다. 양이온전도도가 변화되면 계통 내에 불순물이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양이온전도도는 총 용존 음이온 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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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로 사용되고, 2차계통의 수화학에서 연속으로 감시하고 있다.

2차계통에서는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된 증기는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

는데 이때 생성된 증기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터빈 날개에

부딪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증기발생기 물

뿐 아니라 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대체아민을 사용하는 경우 양이온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2차계통에

서 비-암모니아 pH 조절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양이온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원전에서는 비-암모니아 pH 조절약품인 대체아

민 에탄올아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차계통의 양이온전도도는 증가할

것이다. 양이온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민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유기

산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공격성을 갖는 무기 이온(황산

염, 염화물 등) 농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계통 재질에 민감한

공격성 무기 이온과 관련된 양이온전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탄올아

민에 의한 유기산 농도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할 것이다.

[1,3,6]

3) pH 조절약품

2차계통에서는 pH 조절약품으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대다수

의 PWR에서 2차계통의 pH 조절약품으로 에탄올아민 또는 그 외 다른 대

체아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에서도 에탄올아민을 사용하고 있

다.

4) 그 외 불순물

2차계통에서는 해수를 냉각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수가 2차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2차계통에서는 염화물과 나트륨을 연속적으로 감



부록 - 8 -

시하여 해수의 유입 및 수질 조건 관리가 필요하다.

2.2.3 현 수화학 측정 체계의 보완점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PR1000 및 APR1400 등에서 장주기 및 고출

력 운전으로 인하여 노심에서의 미포화비등 조건 등이 심화되고 부식에 민감해

질 수 있으므로 수질 변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수화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계통의 현 수화학 측정 운영 체계에 따르면 온

라인 측정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 변동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

렵고 운전 상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곧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시간이 지연된다.

2차계통의 경우, 수질 측정을 위한 온라인 측정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온라인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지만 고온의 운전 조건에

서 곧바로 수화학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온으로 냉각된 상태로 수질 측정

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온에서의 측정값을 운전 온도의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

하고 있다. 결국 변수 값에 대하여 계산에 의한 오차가 존재하게 되므로 고온

수화학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 계통 수화학에 대한 부정확한 정

보를 이용하게 된다.

고온 운전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런 오차를 줄

일 수 있으므로 1차계통과 2차계통에 대한 수질 관리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

고, 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방사능을 저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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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mpling Practice

일반적으로 운영기술지침서 PWR의 정상 운전 시 평균에너지를 측정하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만, 원자로냉각재의 부식생성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특

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7] 부식생성물을 측정하는 문제는 전체 운전

측면과 비교하여 비중이 작고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노심에 침적하

는 크러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원전 수명기간 동안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대표성을 갖는 부식생성물의 측정을 강조하게

되었다.[5]

장주기 운전 및 고출력 운전으로 인해 노심 표면에 부식생성물의 침적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축방향출력편차가 발생하며, 정지 운전 및 재장전

운전 시 방사화 된 부식생성물이 계통수로 재방출 되는 등 위험이 증가하여 1

차계통에서 수화학 조건 및 부식생성물 농도 변화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부식생성물의 시료채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주요 이유는 작업자가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고 대표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중 배관 내에

서 상호작용하여 부식생성물 종이 변경되거나, 냉각에 의해 용해도가 변경되어

대표 시료를 채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료채취 방법은 온라인 시료채취와 그랩시료 채취가 있다. 1차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랩시료 채취 방법은 고유량의 원자로냉각재가 연속적으로 일

정하게 흐르고, 공기와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시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한

다. PWR에서 1차계통의 냉각재를 시료 채취하는 주요 지점은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고온관과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배관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

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발전소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료채취계통은 1차계통 및 2차계통의 화학적 및 방사화학적 상태를 분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시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해 이송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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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전 중 뿐만 아니라 사고 시에도 작업자가 원자로건물에 접근하지 않고

시료채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고 시에는 원자로건물 내부가 고 방사능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작업자

의 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시료채취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후에는

발전소 정지 후 8시간 이내에 원자로냉각재에서 붕소, 용존기체 등 시료에 대

해 연속적으로 또는 그랩시료로 채취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

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원격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존기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는 대기압에서 그랩시료 채취가 수행된

다. 시료는 시료채취계통의 감시기 및 분석기에 적합하도록 압력을 감소시키고,

온라인 감시기는 25℃ (77℉), 그랩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최대 48.9℃ (120℉)까

지 냉각시킨다. 시료는 유체에서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정체영역은 피

하고, 시료채취 배관의 상류 또는 감시 지점에서 난류 (Re>4000)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2차계통에서는 유체 및 미립자로 채취 되는 습증기에 대해 등속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2차계통의 경우 연속적인 온라인 감시를 위하여 유량

이 일정하여야 한다.

3.1 RCS Hot Leg Sampling Practice

대부분 PWR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 그랩시료로

채취하여 시료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랩시료는 온도에 의해 용해성, 입

자성의 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전 온도에서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

다.[5] 또한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 배관에서 과도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배관 길이가 길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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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건물에서 보조건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료가 약 10～15분 정도 이동되어

야 하고 대기 온도로 냉각된다. 또한 원자로건물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원자로

건물 격리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밸브는 이중 구조이므로 원자로냉각재

시료를 채취할 때마다 개방하여 충분한 유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료를 채취

하기 위해서는 대표시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밸브를 열고나서 충분한 시간동

안 배관을 정화할 수 있도록 퍼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시간도 약 10～15분

이 소요된다. 대부분 이 정도의 퍼지로는 대표시료를 채취하기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고온 시료채취 배관을 적절

히 퍼지 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 시료 채취 유량이 고유량으로, 연속적으로 흐

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량이 연속으로 흐르는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

는 경우 정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대표 시료를 채취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시료를 채취할 때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3.2 CVCS Sampling Practice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하는 것은 정

화이온교환기 및 정화필터의 제염계수 (Decontamination Factor (DF))를 결정

하기 위한 것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부식생성물을 분석하기 위한 것은 아니

다. 3.1.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은 저온, 저유량이기 때문

에 원자로냉각재의 대표성 있는 입자성 및 용해성 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소에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

관 및 저온관에서의 시료 채취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

출배관을 이용한다. 화학및체적제어계통 유출배관에 연결된 시료채취 배관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에 연결된 시료채취 배관에 비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보

다 빠르게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고온으로 인하여

시료채취 배관 벽에서 산화물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만, 화학및체적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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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저온이기 때문에 시료채취 배관 벽에서 산화물과의 상호작용이 없어 용

해성 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학및체적제어계통에서 용해성 종

을 측정하는 것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관을 이용할 경우 원자로냉각재계통과 비교하여

저유량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용해성, 콜로이드, 입자성 물질 사이의

분포가 변화될 수 있고, 압력 강하 및 감온으로 원자로냉각재 부식생성물의 용

해도가 변화된다.

배관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pH가 감소하게 되면 콜로이드 및 입자성 부

식생성물의 용해도는 증가한다. 배관의 온도가 중간정도일 때 부식생성물 용

해도는 최곳값을 갖는다.

입자성 물질이 계통 재질 표면에 침적할 수 있기 때문에 냉각되는 과정에

서 냉각재의 용해도가 변화되어 유출계통에서의 부식생성물이 원자로냉각재보

다 더 많이 용해될 수 있다. 그러나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 유량은 연속으

로 흐르기 때문에 입자성 물질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존재하는 물질과 평형을

이루고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원자로냉각재에 포함된 불순물의 구성 성분은 온도 및 pH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시료채취 배관에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냉각재의 pH 또한

변화하게 된다. 온도 감소로 인해 pH가 낮아지면 콜로이드 및 입자성 부식생성

물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환원환경에서 시료채취 배관을 따라

온도가 떨어지면 철, 니켈 등의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며 부분적으로는 큰 입자

가 용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료채취 시에 시료가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면 부식생성물이 콜로이드

형태로 되면서 다른 물질과 함께 침적을 하게 된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과 화

학및체적제어계통에서의 그랩시료는 입자성과 용해성 물질 사이의 분포에 잘못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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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배관을 개방하면서 부식생성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

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속 유량이 흐를 수 있는 시료채취 배관

사용, 시료가 수집될 때까지 고유량의 퍼지 수행, 퍼지 및 시료채취에 충분한

시간의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4.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 도입에 따른 영향 평가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시료채취에 보다 개선된 수화학 관리

방법은 정상 운전 조건인 고온 고압의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또는 저온관에

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고온 수화학 측정센서를 일반적으로 그랩시

료 채취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원전에 적용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영향 평가를 하고자 한다.

4.1 도입에 따른 장점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는 그랩시료 채취와 달리 작업자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실에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측정센서를 계통에 직접 연결하여

운전 온도에서 실시간으로 수화학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다. 온라인 고

온 측정센서의 구조는 그림 4.1-1에 보인 바와 같으며, 그림 4.1-2에 보인 바와

같이 주 배관에서 추출배관을 통하여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한다.[8]

계통 배관에서 직접 시료를 측정하므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 변

화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용해성 및 이온성 물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

하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료를 측정하여 곧바로 운전원에게 자료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계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계통에 이상이 발생

한 경우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부식 유발 조건을

빠르게 정상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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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운전 측면에서도 작업자가 방사능 농도가 높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

아 작업자의 방사능 노출 위험이 없어서 연간 허용 방사선량에 제한을 받지 않

아도 된다. 온라인 측정센서로 여러 가지 화학 변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면 각 화학 인자간의 연계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측정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1차계통의 경우 주요 측정 변수는 pH, 전도도, redox, 리튬, 붕소, 전도도

및 불순물 등이다. 향상된 측정 신뢰도를 바탕으로 고온의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서 이들 변수 값을 확인한다면 원자로냉각재의 고온 수화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H는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통 재질의 부식 생성 및 부식생성

물 이동 등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통의 재질 건전성을 확보하고 방사능을 저

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변수로서 1차계통 운전 온도에서의 pH

값[pH(T)]을 측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취된 냉각수는 상온인 25℃ (77℉)로 냉각되어지며

이때의 값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25℃ (77℉)로 분석된 값을 1차계통 운전

온도에서의 pH 값인 pH(T)로 변환한다. 결국 수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운전온

도에서 시료측정이 가능하다면 시료채취 분석 후 운전 온도에서의 pH로 변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보다 빠르게 수질 값을 파악할 수 있어 미세한 수질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부식 조건을 완화하고 생성된 부식생성물이 계

통을 순환하면서 침적과 이탈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정비 운전 중 방

사성 생성물이 저감하여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측정시스템이 설치된 2차계통의 경우 고온 조건의 값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질 및 증기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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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

그림 4.1-2 배관에서의 측정센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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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라인 측정센서 설치 예상 위치

4.2.1 1차계통 온라인 측정센서 설치 예상 위치

1차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의 수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곳

은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그리고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정화필터, 정화이온

교환기, 체적제어탱크 등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에서는 주로 용존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정화필터 전․후단 및 정화이온교환기

전․후단에서는 원자로냉각재의 불순물 농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첨가한 화학

제의 농도 및 pH를 측정하며, 체적제어탱크 기상부에서는 체적제어탱크 기상부

로 주입된 수소 농도, 질소 농도 등을 측정하여 수소와 질소의 전환 운전을 위

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거나 정상 운전 중 수소 농도를 측정하여 원자로냉각재계

통의 용존산소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1차계통에서 온라인 측정 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고온관 및 저온관,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정화필터 전 후단, 정화이온교환

기 전․후단 등을 꼽을 수 있다. 화학및체적제어계통에 대한 개략도를 그림

4.2-1에 실었다.

수질 유지 관점에서 볼 때 운전온도는 계통설계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관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평균온도를 기준

으로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평균온도는 고온관의 온도와 저온관의 온도를

합하여 2로 나눈 평균값이다.

pH(T) 측정을 위해서는 평균온도에서의 값을 측정해야 되나, 계통 구조상

실제적으로 평균온도에서의 pH(T)를 측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

치할 수 없다. 때문에 pH(T)용 고온 측정 센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관

및 고온관에 동시에 설치하여 두 값을 측정 한 후 곧바로 컴퓨터에서 계산되도

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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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곳(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고온관)에 동시에 설치하지 못한

다면 pH(T) 측정 센서는 고온관보다는 저온관에 설치하여 저온관의 pH(T)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온도 조건으로 pH(T)를 평가할 경우 상대적인

고온에서의 pH(T)가 저온에서의 pH(T)보다 높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pH(T)를

기준으로 관리하여 운전할 경우 제한 범위 하한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항상 제한 범위 하한치 pH(T)를 상회하는 값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관에서의 pH(T)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1차계통

pH(T) 유지를 위해서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저온관에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Redox 또는 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온도에서의 값을

측정하지 않고 25℃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꼭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와 같이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계통에 설치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전 온도

조건에서의 이온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로냉각재계

통 고온관 또는 저온관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에 필수 첨가 화학제인 리튬, 붕소, 하이드라진 등의 농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운전온도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하이드라진의 경우 운전 관련 최고 온도 조건이 204.4℃ (400℉)이고, 정상운

전 중에는 65.6℃ (150℉) 이상 121.1℃ (250℉)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만 허용되

며, 일반적으로 25℃ (77℉)에서 측정 한 값으로 제한치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

러므로 하이드라진의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 또는 화

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계통 중 어느 곳에라도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다.

고온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경우, 그랩시료 채취를 수행할 때 시료

채취 배관에서 시료가 반응하는 문제없이 실시간으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므

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염소, 불소, 황산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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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측정에 대해서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원자로냉각재계통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질 관리 측면 이외에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정화필터 및 정화이

온교환기의 성능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측

정센서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의 시료채취 지점인 정화필터 및 정화이온교환

기 전․후단에 온라인 측정센서 설치를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시료채취 과정에서 대기의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어 불순물 농도

가 차이날 수 있으나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할 경우 대기의 공기와 접촉을 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계통의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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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2차계통 온라인 측정센서 설치 예상 위치

2차계통은 1차계통과 달리 증기발생기, 증기, 급수, 복수 등 각 위치마다

특정한 수화학 관리를 위해 각 지점마다 시료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2차계통

의 개략도는 그림 4.2-2에 있다. 부식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증기발생기는 증기

발생기 고온취출관, 저온취출관, 하향유로 중 2곳 이상에서 증기발생기 수질을

분석하도록 되어있다.[1,3,6]

증기발생기 하향유로에서 시료를 측정하는 것이 증기발생기 수질의 상태

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증기발생기 고온취출관

및 저온취출관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하향유로에서의

배관 연결 등 쉽지 않은 조건으로 인하여 취출관에서만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2차계통에서 다른 중요한 곳이 습분분리재열기 (Moisture Separator Reheater)

이다. 이곳에서 분리된 습분은 재사용을 위해 급수계통으로 유입되는데 이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pH의 변화가 심화된다. 그러므로 2차계통의 재질에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증기발생기 뿐 아니라 습분분리재열기에서의 정확한 수

질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질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2차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하향유로 및 습분분리재열기에 온라

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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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려 사항

4.2절에서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4.2

절에서 언급한 장소는 수화학 관리를 위해서 수질 측정이 꼭 필요한 장소이지

만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은 4.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

계통 압력경계 지역으로서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

며, 배관의 두께 및 여러 가지 작업 여건상 센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가동원전의 경우 고온관 및 저온관에 직접 센서 설치를 한 후

에도 운전을 하기 이전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거쳐 운

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부적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하도록 1차계통의

고온관에 연결된 시료채취 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4.3-1의 1번이 이에 해당한다. 저온관 측에는 고온관과 달리 시료채취 배관 등

연결 배관이 없어 센서 설치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온관에서 화학및체적제

어계통의 유출배관 연결부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3-1의 2번

이 이에 해당한다.[9] 고온관 및 저온관에 설치하는 경우 감시선을 원자로건물

에서 보조건물로 연결하기 위해 관통부를 통과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고온관 및 저온관 (화학및체적제어계통 유출배관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통 및 배관 설계자의 검토가 선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내에 온라인 측정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

운 경우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재생열교환기 전단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4.3-2의 1번이 이에 해당한다.[10] 이 곳의 온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와 동일하지만 연속 유동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비해 온라인 고온 시료측정이 더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은 계통내 배관 직경이 무척 작아 유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측정센서 설치를 위한 별도의 배관이 필요할 수도 있다.

2차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하향유로에 측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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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하지만 4.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관 연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온라인으로 설치된 시료채취 배관에서 실시간으

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2차계통의 운전에 이점이 많을 것이다.

정밀도가 뛰어난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분석 값을 확인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 측정센서를 현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계산에 의한 값과 그랩시료

에 의한 분석 값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온라인 측정값의 정밀성에 대해 현장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측정센서의 정밀성이 현장에

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온라인 측정센서 와 그랩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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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원자로냉각재계통 계장도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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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화학및체적제어계통 유출계통 계장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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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1차계통 및 2차계통의 정밀 운전을 위해서는 고온 수화

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

서 그랩시료 채취 및 분석에 의해 수화학 정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라인으로 실시간에 고온 화학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수질 유지 및 관리에 최

적의 조건이 될 것이다.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시

간 지연 없이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고온 수화학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된다.

1차계통의 경우 화학 변수에 따라 적용 될 위치를 달리 선정할 필요성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경우 고온관, 저온관 두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두 곳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pH(T)를 고려하여 고온관

보다는 저온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체적제어계통

에서는 현재 그랩시료를 채취하는 유출계통의 정화필터 전․후단, 정화이온교

환기 전․후단, 그리고 재생열교환기 전단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차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유체 뿐 아니라 습증기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기발생기 하향유로와 취출관에 설치하고, 습분

분리재열기에도 설치하여 급수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온라인 고온 측정센서 도입을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측정이 필요한 수화학 변수로는 1차계통의 pH(T), 전도도, redox, 리튬,

붕소, 염소, 불소, 황화물, 하이드라진 등이고, 2차계통의 경우 pH(T), 전

도도, redox, 에탄올아민, 하이드라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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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위치 선정 시 1차계통의 고온관 및 저온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1차

측 압력경계 요건을 비롯하여 센서 연결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측은 기존의 시료채취 계통에, 저온관측은 화

학및체적제어계통의 유출배관 연결부에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화학및체적제어계통의 재생열교환기 전단 및 기존의 유출계통

시료채취 배관을 이용할 수 있다.

4. 화학및체적제어계통에 설치하는 경우 배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유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2차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 하향유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별도의 배관 연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6. 2차계통의 기존의 시료측정 지점인 고온취출관, 저온취출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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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려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1차계통의 고온관, 저온관, 유출계통 등에 설치

할 수 있으며, 2차계통의 경우도 하향유로, 고온 및 저온취출관에 설치

가능하다.

8. 계통 구조상 4.3절의 고려사항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시료채

취 배관에 연결하는 것이 좋다.

9.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계자의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가동원전 적용을 고려하여 온라인 측정센서 도입을 위한 평

가를 수행하였으며, 고온 배관에서 실시간으로 시료측정을 수행하는 것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추가로 정밀도가 뛰어난 온라인 측정센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그

랩시료 채취 및 분석을 이용하여 온라인 측정값의 정밀성에 대해 현장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측정센서의 정밀성이 현장에서 완전

히 확정되기 전에는 온라인 측정센서 와 그랩시료 채취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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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측정대기 상태가 유지되는 고온 pH 측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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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자동교정 기능을 가지는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보정시스템



부록 - 44 -

국내특허: 전극 전해질 내 분광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

동보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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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허(미국): Reference elecrode having self-calib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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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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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허(영국): Reference Elelctrode Having Self-Cali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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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51 -



부록 - 52 -

국외특허(일본): Reference Elelctrode Having Self-Caliration Function And Apparatus for

Automatically Correcting Electrochemical Potential Correction Apparatus Using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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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54 -



부록 - 55 -

국내특허: 초임계암수 냉각원자로의 비상노심냉각장치에 사용되는 중성자 흡수물질이 균일하게 분산

되는 냉각수



부록 - 56 -

국외특허(미국): 전해질 내 분광 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

보정장치



부록 - 57 -



부록 - 58 -



부록 - 59 -

국외특허(일본): 전해질 내 분광 활성물질이 함유된 기준전극과 이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전위 자동

보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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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전기화학적 수화학 기술을 이용한 고온 냉각수의 화학상태 감지방법



부록 - 63 -

국외특허(미국): 중성자 흡수 미세입자를 포함하는 초임계압수원자로 냉각수



부록 - 64 -



부록 - 65 -



부록 - 66 -

국내특허: 유기박막 두께 측정방법 및 그 측정장치



부록 - 67 -

국내특허: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자로 냉각수 누설 감지 시스템 및 방법



부록 - 68 -

국내특허: 액체금속전극을 이용한 금속 분리․ 정제 장치 및 방법



부록 - 69 -

프로그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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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 화학측정 시스템 개발

주관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총괄책임자 연제원

참여기관(책임자)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292,444 1,292,444

총 개 발 기 간 2007. 4. 1. ～ 2010. 6. 30.

개발결과

요약

키워드 고온 pH 전극, 고온 기준전극, 고온 redox 전극, 일체형 수화학 센서

최종목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측정 신뢰도 향상

. 일체형 고온화학(pH, Eredox) 측정센서 개발 및 loop를 이용한 성능실증

. 원전 수화학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고온화학특성 인자간 상관관계 도출

. 일체형 고온화학 (pH, Eredox) 측정센서 냉각재 현장 적용기술 개발

. 원전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도 구축

개발내용 및 결과

고온/고압 조건에서 운영되는 원전 냉각재계통의 실시간 수화학 측정을

위하여 고온 pH 측정 센서, redox 전극, 고온 기준전극 및 고온 pH 측정

용 loop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고온 수화학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전

냉각재 모사 조건에서 pH와 redox 전극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는 원전 환경 조건의 변화 감지에 적용할 수 있는 신뢰 있는 결과를 얻

었다.

기대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

일체형 화학측정 기술은 원전이나 일반 발전소의 냉각재 화학상태를 실

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발전소 수화학제어의

자동화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다. 또한, 수화학 온라인 감시체계는 신속하게 발전소 수질 상태를 측정

감지하므로, 발전소 계통의 수질을 항상 최적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실

시간 정밀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체계는 구조재의 부식을 최소화시키

며, 계통 내 방사성 물질의 누적을 억제시킨다. 일체형 화학측정 기술의

원전 산업 적용으로부터 원전 냉각재계통의 구조재의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원자력 산업에서는 장주기 운전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수익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 크러드 문제를 장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수화학 측정기술을 통하여 원전 냉각재 수화학 자동 조절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적용분야 원전 1, 2차 냉각수 수화학 측정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

기간(년)
5

소요예산

(백만원)
4,000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0 20 100

무역수지

개선효과

(단위: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

수 출

최종보고서 요약서






	표 제 지
	제 출 문
	최종보고서 초록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
	제 2 절  국내 .외 관련 기술의 현황
	제 3 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 경제적 파급 효과

	제 2 장 기술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2 절 단계 목표 및 평가 방법
	제 3 절 연차별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제 3 장 결과 및 사업화 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제 3 절 시장 현황 및 사업화 전망

	제 4 장 참고문헌
	제 5 장  부  록
	1. KOPEC 용역보고서
	2. 게재 논문 요약 
	3. 특허 출원 접수증 사본
	4.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최종보고서 요약서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