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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상수도관망에서 수질변화는 수온, 초기 유입물

질(예: 잔류염소, 부식억제제 등)의 농도, 유입물

질과의 반응물질농도, 관경, 관재질, 조도계수,

Bulk 반응, 관표면에서의 생물막 형성여부, 관표

면에서의 부식상태 그리고 수리인자 등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AWWARF and DVGW,

탄소강관에서의 인산염 부식억제제농도
감소의 반응속도상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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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dsorption rate of phosphate corrosion inhibitor

and reaction rate constant in drinking water distribution systems.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corrosion inhibitor would vary depending on the quality of water, pipe materials, and

condition of metal surfaces. The current adsorption study indicated that the residual phosphate

concentration of the corrosion inhibitor decreased with the time as it adsorbed on the surface of

pipe material. As time went by, the residual phosphate concentration became constant. It means

that the formation of the corrosion protection film on metal surfaces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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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 배급수관망 실험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의 배급수관망 실험장치

는 3개조로 각 장치는 부식억제제를 투입하기 위

한 아크릴수조(5L)와 탄소강관 시편[외경

(21.6mm), 내경(16.5mm), 관두께 (3.2mm), 길이

(300mm)], PVC 재질의 관 및 조인트, 유량계 및

시간조절기로 구성되어 있다.

PVC 재질의 관 및 조인트는 시편 외의 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 으며, 각 실험장치내의

유속과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유량계 및 시간조

절기를 부착하 다. 모의배급수관망의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2. 실험 방법

1) 회분식(Batch) 실험

본 실험은 각 시편의 하부를 봉한 후, 인산염

계의 부식억제제 2.4mg PO4/L를 주입한 시험수

로 채우고 상부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완전히

봉하 다. 그리고 시험수를 채운 시편을 20℃의

항온조에 넣고 시간에 따라 pH, 알칼리도, 전기전

도도, 칼슘경도, 경도, 인산염의 농도를 측정하

다. 시험수의 수질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모의 배급수관망 실험

본 실험은 제조된 인산염계의 부식억제제 시험

수(2.2mg PO4/L)를 아크릴 수조에 채운 후, 각

모의급수관망에 주입하고, 60분 흐름, 10분 정체

를 반복하면서 1일에 10시간씩 총 10일간 운전하

다. 본 실험의 운전조건은 Table 2와 같고 시험

수의 수질범위는 Table 3과 같다. 1일에 2회 모의

배급수관망에서 시험수를 채수하여 pH,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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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carbon steel pipe test piece

Fig. 2.  Schematic diagram of simulated pipe loop system





= 1.5mg/L×0.064L/1554mm2

= 6.17761×10-5mg/mm2

2) 모의 배급수관망 실험

시간 경과에 따른 인산염(Phosphate)의 감소농

도는 Fig. 4와 같다.

부식억제제의 초기농도 2.2mg PO4/L로 주입한

후 인산염의 농도는 1일 경과 후 1.2mg/L까지 급

격히 감소하다가, 8일 경과후에는 약간 씩 감소하

으나, 그 변화는 미미하 다. PO4의 농도는 관

벽에서 방식피막으로 소모된 후 나머지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실험에서

는 10일까지만 실험하 으며, 약 1일 이후부터

PO4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본 실

험조건에서 모의 배급수관망에 주입한 부식억제

제도 회분식(Batch) 실험과 유사하게 1일 이내에

관내면에 방식막을 형성하며, 모의급수관망내의

인산염의 농도는 1mg/L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인산염 감소의 반응속도 상수의 계산

1) 인산염의 반응속도 상수

인산염의 감소 반응을 1차 반응이라고 가정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k[PO3-
4 ]

여기서, k : 반응속도 상수

위 식을 초기농도와 시간이 경과 후, 농도를 대

입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O3-
4 ]=[PO3-

4 ]0·e-kt

그리고 반응속도 상수 k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PO3-
4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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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phosphate concentration according to time(Simulated loo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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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crease of phosphate concentration and

determination the rate constant in batch test

Time (hr) PO43- C/C0 ln(C/C0) k

0 2.40 1 0

8 2.00 0.833333 -0.18232 -0.02279

24 1.50 0.625 -0.47 -0.01958

32 1.10 0.458333 -0.78016 -0.02438

48 0.90 0.375 -0.98083 -0.02043

56 0.90 0.375 -0.98083 -0.01751

72 0.90 0.375 -0.98083 -0.01362

80 1.10 0.458333 -0.78016 -0.00975

96 1.00 0.416667 -0.87547 -0.00912

104 1.00 0.416667 -0.87547 -0.00842

120 1.00 0.416667 -0.87547 -0.0073

* Assuming first-order kinetics

Time (hr) PO43- C/C0 ln(C/C0) k





In =-0.0186×t(hours)-0.0445(R2=0.9593)

3) 모의 배급수관망 실험결과

모의 배급수관망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인산염

(Phosphate)의 감소농도와 계산과정은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Fig. 6은 10일까지의 시간경과에 따

른 인산염의 농도의 비를 도시한 것이다. 3일까지

의 인산염 감소의 반응속도 상수는 약 -0.35/days

이었다.

모의 배급수관망에서의 3일까지의 인산염 농도

의 비는 부식억제제 주입 후 관망의 상하부를

봉한 회분식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선형

적으로 감소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회분식실험

에서는 간과되었던 배급수관망 내부의 유속, 관

벽의 조도계수 등과 같은 수리학적 인자들이 추

가됨으로 인해 회귀선과 측정값 사이에 차이

(deviations)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결정계수에

도 향을 주어 회분식 실험 결과에 비해 결정계

수가 다소 낮은 값을 보 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

귀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In =-0.3497×t(hours)+0.0608(R2=0.7698)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관로내 부식억제제를 적

용할 경우, 최적 유지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탄소

강관을 이용한 회분식(Batch) 실험장치 및 모의

배급수관망에서 부식억제제의 감소율을 측정하고

반응속도 상수를 계산하 다. 부식억제제의 농도

감소는 수질조건이나 관재질, 관표면에서의 부식

상태 등 여러 인자들에 의해 향을 받게 될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회분식(Batch) 실험장치 및 모

의 배급수관망에 투입한 인산염계 부식억제제의

주성분인 인산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

고, 회분식(Batch) 실험장치나 모의 배급수관망에

서 모두 약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약 1mg/L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즉, 탄소강관에 투

입한 부식억제제는 관벽에 방식막을 형성하고 있

다고 예측할 수 있으나, 향후 관체의 표면분석이

나 성분분석을 통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을 기타

다른 관종에 적용하여 관종별, 상태별로 부식억

제제의 감소농도를 측정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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