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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보일러, 열교환기, 각종 설비 및 기기의 모재표면, 구성품표면, 틈새에 발생

되었거나 침적된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있어 각 세정용액에 기체질소를 주입하여 기포발생주기에 따른

마그네타이트 탈착율을 비교 측정하였다.

1. 서론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의 배관은 대부분 탄소강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질이나 유동조건 및 배관현상

에 의해 부식과 침식으로 인해 관내의 슬러지가 축

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퇴적된 슬러지는 배

관의 부식을 유발하고, 발전 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원전 증기발생기 및 2차 계통의 재질 및 건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철

등 의 불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순물의 축적을

억제하여야 한다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ASCA, EPRI(SGOG)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

으나 탈착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원전 2차 계통 배관의 건전성증진을 위

한 수화학 적용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발전소 2차계

통의 부식물의 발생 및 축적을 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퇴적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각 세정

용액에 기체질소를 주입하여 기포발생주기에 따른

마그네타이트 탈착율 및 철 농도를 비교 측정하였다.

2. 이론

계통 모재 부식을 억제하여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

기 위해 증기발생기, 열 교환기 등의 각종 설비 및

모재표면, 구성품 표면 틈새에서 발생되거나 침적된

슬러지를 제거 하여야 한다. 침적된 슬러지를 제거

하는데 있어서 기체질소를 주입으로 기포발생에 따

른 마그네타이트를 탈착시키는 방법과 용액에 첨가

한 화학약품에 의한 화학반응을 통해서 탈착시키는

방법이 있다.

2.1 기포발생에 의한 마그네타이트 탈착공정
세정용액 안에서 마그네타이트 산화막이 형성된 탄

소강에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기포를 발생시킨다. 기체

질소의 주입에 의해 생성된 기포는 연속적으로 용액을

통과하면서 용액의 혼합 및 탄소강 표면에 침적되어있

는 부식생성물을 탈착 시킨다. 감압밸브를 통해 주입

되는 질소가스가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감압밸브가 개

방되어 간헐적으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생성되는

기포는 침적된 슬러지 표면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고

형성된 기포가 수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침적된 슬러지

와 충돌하면서 침적된 슬러지를 탈착시키게 된다.

2.2 화학약품에 의한 마그네타이트 탈착공정
용액에 첨가한 약품에 의한 화학반응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용해된다. 용액에 첨가한 화학약품으로는

슬러지와 배위 화합물을 형성하는 EDTA 및 DTPA

같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였으며, 침적된 슬러지 표

면이 세정용액에 첨가한 화학약품과 화학적으로 반

응하여 용해된다.

 3. 실험방법

3.1 실험재료
실험용액은 초순수, 계통수, 세정액1, 세정액2를 사

용하였다. 초순수는 화학약품이 첨가되어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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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고, 계통수는 200ppb N2H4, ETA를 첨가하여

pH가 9.0인 용액을 말한다. 세정액은 200ppb N2H4,

pH9에 해당하는 ETA 및 EDTA 와 DTPA가 1ppm

씩 첨가되어 있는 용액이다. 탄소강은 90℃에서 순

수에 침지시킨 후 산소를 주입하면서 7～10일 유지

한 후, 꺼내서 초음파 세정기로 세척 후 4시간 건조

하고 데시케이터에서 보관하였다.

3.2 실험조건
각 용액에서 온도는 80℃로 동일한 조건에서 기포발

생주기를 3초와 6초에 맞춰서 기체질소 유량을

10L/min 와 5L/min로 설정하고 압력은 5기압과 3기

압으로 맞춘 후 실험하였다.

3.3 실험방법
슬러지 탈착장치에 마그네타이트 산화막이 형성된

원형탄소강 시편을 장착하고 용액(초순수, 계통수,

세정액)을 630ml 채운다. 80℃까지 가열하고 하부에

질소가스 주입 밸브를 개방하고 질소가스를 주입한

다. 압력방출밸브를 3～5기압으로 설정하고 개방시

켜 기포발생주기(3초,6초)를 맞춘다.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10분, 15분, 20분 후 실험장치 하부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particle counter를 통한 입자수 및

분포를 측정하고 AAs를 통해 용존 및 입자성 철농

도를 측정하였다.

4. 실험결과
 
4.1 기포발생주기(3초,6초)에 따른 각 세정액에 대한 마

그네타이트 탈착율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포발생주기는 빠를수

록 마그네타이트 탈착율이 높고, 용액 성분에서는 초

순수와 계통수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세정액

은 초순수와 계통수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A

B

[그림 1] 기포발생주기에 따른 각 세정용액에서의 철농도 및 
입자 수 변화(A: 3초, B : 6초)

5. 결론

기포발생주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철농도의 수치가

높고, 세정액 성분으로는 초순수와, 계통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세정액의 경우 초순수와 계통수

보다 입자수 및 철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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