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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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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거나 침적된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있어 EDTA, DTPA의 농도에 따른 부식율을 비교측정 하였다.

1. 서 론

본 연구는 주위 환경과의 조합조건에 따른 전기화

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 부식과 부식의 속도를 찾아

내는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 즉, 원자력발전소 증기

발생기, 보일러, 열 교환기, 각종 설비 및 기기의 모

재표면, 구성품 표면, 틈새에 발생되었거나 침적된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있어 EDTA와 DTPA의 농도

에 의한 부식율을 측정 하는 것이다.

2. 본 론

 2.1 실험 이론
본 연구에 쓰일 용액 EDTA와 DTPA는 착화합물

을 형성하여 슬러지를 용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성분

으로 사용한다. EDTA와 DTPA는 모두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이다. EDTA는 여섯 개의 자리에서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고 DTPA는 여덟 개의 자리

에서 금속이온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액에

EDTA와 DTPA를 둘 다 사용함으로서 더 많은 철 이

온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EDTA와 DTP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N2H4와 NH3가 사용된다. 주성분인

EDTA와 DTPA는 증기발생기나 보일러 등의 각종

설비의 내부에 침적되어 있는 철산화물 조성의 슬러

지를 Fe
3+
또는 Fe

2+
의 형태로 착물을 형성하여 융

해시키게 되는데 환원제인 N2H4의 농도에 따라 Fe3+

또는 Fe
2+
의 비율이 결정된다. 이러한 환원단계는 중

성 또는 약알칼리성, 약산성 조건에서 수행되는데,

이는 효과적이고 빠른 착화가 이러한 pH 범위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암모니아수는 이러한 최적의 조

건을 만족하기 위한 pH조절제로 사용된다.

부식율을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전위분극부식

시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을 사용하였다.

각 용액의 부식전류밀도(Corrosion Current

Density)를 구하여 부식속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부

식속도식에 부식전류밀도값을 대입하여 각각의 용액

의 부식율을 구하였다.

 

 
 

(14)

여기서, Icorr은 그래프를 타펠 외삽법을 통해 얻어

진 부식전류밀도, M은 시편 탄소강의 분자량 55.84

이며, |z|는 시편의 전자수로 2, D는 시편의 밀도

7.87g/cm
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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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실험 방법
반응기에 탄소강 시편을 장착한 후 온도를 80℃로

유지한 후 용액1(EDTA, DTPA 각1ppm 하이드라진

200ppb ETA pH9) 용액2(EDTA, DTPA 각100ppm

하이드라진200ppb ETA pH9)의 부식율을 측정하였

다. 시편은 원자력 발전소배관에 쓰이는 SA106 카

본스틸을 1.3cm
2
으로 제작한 후 연마지를 사용하여

1200번까지 연마 하였다. 실험 분위기는 3.89L의 초

순수에 용액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DO의

초기값을 측정하여 계산후 Na2SO3를 주입하고 ETA

로 pH9를 맞추었다. Reference전극은 Ag/AgCl

KCL 1mole 전극을 사용하였으며, Counter 전극은

반응기의 Sus를 사용하였다. 시험 조건은 -0.5V에서

0.5V까지 1mV/Sec의 Scan속도로 설정을 하고 반응

기의 온도를 80℃로 안정화 한 후 전압인가장치

Solartron을 이용하여 PotentioDynamic curve를 측

정뒤 이를 타펠외삽법을 이용하여 전류밀도 및 부식

속도를 측정하였다. 부식속도 및 부식전류밀도는 엑

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 론

동전위분극부식시험의 결과 부식전류밀도의 값이

용액1(EDTA, DTPA 각1ppm 하이드라진200ppb

ETA pH9)보다 용액2(EDTA, DTPA 각100ppm 하

이드라진200ppb ETA pH9)의 부식율이 더 높게 측

정되였다. 따라서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킬레이트

의 농도가 높을수록 부식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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