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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ement of a HLW disposal canister is under way in KAERI using Cold Spray Coating technique.

To estimate corrosion behavior of a cold sprayed copper, a creivice corrosion test was conducted at Southwest

Research Institute(SWRI) in the United State.  For the measurement of repassivation potential needed for

crevice corrosion, three methods such as (1) ASTM G61-86 :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Measurements, (2)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plus intermediate Potentiostatic Hold method, and (3) ASTM

G192-08 (THE method) : Potentiodynamic- Galvanostatic-Potentiostatic Method, were introduced in this

report. In the crevice corrosion test, the occurrence of corrosion at crevice area was optically determined and

the repassivation potentials were checked for three kind of copper specimens in a simulated KURT underground

water, using a crevice former dictated in ASTM G61-86. The applied electrochemical test techniques were cyclic

polarization, potentiostatic polarization,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As a result of crevice

corrosion tests, every copper specimens including cold sprayed one did not show any corrosion figure on

crevice areas. And the open-cell voltage, at which corrosion reaction initiates, was influenced by the purity of

copper, but not their manufacturing method in this experiment. Therefore, it was convinced that there is no

crevice corrosion for the cold sprayed copper in KURT undergrou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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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원자력연구원 처분시스템개발과제에서는 처분용기 재료로 개발중인 저온분사코팅 구리에 대한 틈

새부식(Crevice Corrosion) 시험을 실시하 다. 본 시험을 통하여 틈새에서의 부식의 발생여부와 발생되

는 시점인 재부동태 전위(Repassivation Potential)를 측정하고자 하 다.  틈새부식 시험 방법으로 (1)

ASTM G61-86 :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Measurements, (2) SWRI의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plus intermediate Potentiostatic Hold method, 그리고 (3) ASTM G192-08 (TH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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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저온분사코팅기술을 이용한 구리

처분용기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저온분사코팅기술을 이용

하면 대형구리용기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내부

주철용기를 구리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처분용기 표

면을 구리로 보호하는 이유는 1,000년에서 수십만년까지의 건

정성이 요구되는 처분용기의 부식수명을 늘리기 위해서이다.

현재 개발되는 저온분사코팅구리는 일반구리보다 뛰어난 기계

적 강도를 지니고 있는 대신에 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인장시험결과 나타났으며, 통상의 구리와는 물리적 성

질에서 차이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된 일반 구리의

자료를 배제하고 저온분사코팅구리의 내부식성을 재평가할 필

요가 있었다. 

미국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 내에 있는

CNWRA(Center for Nuclear Waste Regulatory Analyses)에서

는 지난 십 수 년간 처분용기 재료인 Alloy 22의 틈새부식에 대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 적이 있다. 틈새부식은 국부부식의

일종으로서 좁은 틈새에서 노출된 표면보다 높은 산화조건을

갖게 되면서 빠른 부식율을 보이는 현상이다. 따라서 미국

SWRI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는 지난 2008년 11월에 연

구원 교환프로그램이 성사되어 2009년 방문연구할 기회를 가

졌다. SWRI의 방문기간 동안, CNWRA가 보유하고 있는 틈새

부식 장비를 활용하여 저온분사코팅구리의 국부부식거동에 대

해 조사하 다.

현재까지 구리가 틈새부식을 발생시킨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없었으며, 유럽연합에서 나온 1998-2002년 COBECOMA 보고

서에서도 구리용기에서는 틈새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추정

하 다[1]. 캐나다 처분장을 모사한 구리의 부식실험에서도 틈

새부식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1]. 하지만, 저온분사코팅구

리(Cold Sprayed Copper)는 일반구리와는 다른 취성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미세한 분사 입자간 결합이 금속결합이라기보

다는 물리적 점착에 가깝기 때문에[2] 실제 실험을 통해 일반구

리처럼 틈새부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본문에서는 먼저 틈새부식과 관련된 ASTM 실험방법에 대해

정리하 다. ASTM에서 제시하는 틈새부식 실험은 틈새부식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Alloy 22에 대해 특화된 실험법으로서 구리

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마지막으

로는 CNWRA에서 수행된 저온분사코팅구리의 틈새부식 결과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 다. 

II. 틈새부식 개요

가. 틈새부식의 원리
일부 금속에서는 좁은 틈에서의 부식이 노출된 표면보다

부식속도가 빠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틈

새에서의 부식전위와 부식환경은 노출부와 전혀 달라지기 때

문이다. 틈새에서는 물질의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부식반응

이 발생하게 되면, 음극 반응에 관여하는 산소가 소모되면서

쉽게 보충이 되지 않고 고갈되어, 부식방지에 기여하는 산화

막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금속이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수

소이온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 농도가 높아짐으로써

틈새에서의 산성화가 촉진된다. 산성조건에서는 금속의 부식

이 시작되는 전위가 낮아짐으로써 양극 반응을 용이하게 한

다. 또한 수소 양이온의 증가로 인해 Cl-, SO4
2- 와 같은 부식

성 음이온의 농축을 야기한다. 아래 그림 1을 통해 틈새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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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dynamic- Galvanostatic -Potentiostatic Method 등의 3가지 방법을 소개하 다. 실제 저온분사

코팅구리의 부식시험에서는 ASTM G61-86에 따라서 틈새부식장치를 설치하고, 저온분사코팅구리가

KURT 지하수를 모사한 용액에서 어떻게 틈새부식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전기적 부식조건으로는

Cyclic Polarization Test,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및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등을 사용하 다. 그리고 부식이 된 시편에 대해 Profilometer Measurement를 통해 실제 부식표면의 높낮

이를 조사하여 틈새부식 유무를 관찰하 다.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저온분사코팅구리는 틈새부식을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험에 사용된 세종류의 구리에 대한 상대적인 부식평가를 한

결과, 부식전위를 나타내는 개방회로(Open Cell)에서의 전위는 구리의 제조방식과 상관없이 구리의 순도

가 높을수록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KURT 심층지하수 조건에서는 구리는

틈새부식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중심단어 : 저온분사코팅, 틈새부식, 구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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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3].

- 처음에는 틈새와 노출부는 동일한 용존산소량을 갖고 있

으며, 양극 반응과 음극 반응이 둘다 상존한다.

- 금속이 산화되면서 용존산소가 소비되면, 틈새에서는 산소

의 보충이 늦어져 빨리 고갈된다. 따라서 틈새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없이 양극 반응이 주로 진행되고, 주변 노출면에

서는 금속이 부식되면서 발생된 전자를 흡수하는 음극 반응이

주로 진행된다. 그림 2에 틈새주변의 반응 도식을 나타내었다.

- 틈새에서 금속과 물이 반응하여 MOH와 H+를 발생시키

는 양극 반응이 나타나므로 H+의 증가로 인한 틈새에서의

산성화로 인해 부식속도를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부식

생성물은 틈새를 더욱 폐시켜 외부와의 물질전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틈새에서의 산성조건을 유지시키는 원인을 제

공한다.  틈새에서의 H+ ion의 증가는 금속부식에 직접 관여

하는 Cl-와 SO4
2- 등의 음이온을 전기적으로 틈새내로 끌어 모

으는 원인도 된다. 

나. 재부동태 전위(repassivation potential)의 측정
틈새부식이 발생되기 위한 전기화학적 조건은, 주어진 환경

에서 금속 전위(Ecorr)가 틈새부식이 시작되는 최소전위(Erp)

즉 재부동태 전위 보다 클 경우가 된다. 

(1)

재부동태 전위 이하에서는 금속이 부식이 되더라도 표면에

부동태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지점이 된다. 재부동태 전위 이상이 되면 부동태 막이 금속표

면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된다. 금속 전위가 재부동태 전위를

지나게 되면 부식 전류의 변화가 현격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재부동태 전위의 측정을 통해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금속이 틈새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을 지 판

단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환경의 금속 전위가 재부동태 전위

보다 낮다면 틈새부식은 발생되지 않는다.

재부동태 전위의 시험방법은 ASTM G61-86(Reapproved

2003) [4]과 G192-08 [5]에 그 절차가 나타나 있으며, SWRI 내

CNWRA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 등 3

가지가 있다. 이들 방법들은 틈새부식 시험은 주로 알로이 합

금, 그중에서도 내부식성이 좋은 Alloy 22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들 합금들은 이미 틈새부식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구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틈새부식이

발생된다는 보고는 없다. 이들 세가지 측정법에 대해 간략하

게 아래에 설명하 다.

①① ASTM G61-86 : Standard Test Method for Conducting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Measurements for

Localized Corrosion Susceptibility of Iron-, Nickel-,

Cobalt-based Alloys

이 방법은 Cyclic Polarization을 이용한 측정방법이다.  그

림 3과 그림 4 (a)에 전기화학적 방법을 도시하 다. 틈새 틀

이 장착된 시편을 정해진 용액에 담그고 부식 전위 이하에서

양극 전위(anodic potential) 방향으로 0.167 mV/sec의 낮은

주사속도로 전위를 증가시켜, 금속의 부식 반응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역인, 전류 도 5mA/cm2에 이르면 같은 주사 속

도로 전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재부동태 전위, Erp

혹은 Ercrev은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정하

Crevice Corrosion Evaluation of 

Fig. 1. Procedures of crevice corrosion in a metal[4].

Fig. 2. Anodic and cathodic reaction schema around crevice
region.

Fig. 3. Repassivation potential schema dictated in ASTM
G61-86.

(1) (2) (3)



mV/sec의 아주 낮은 주사 속도로 부식전압 이하(Alloy 22의

경우에는 -0.7 V)로 떨어뜨려서 전류 도가 아주 낮게 만든다.

이 때 재부동태 전위, Erp 혹은 Ercrev 은 하강 Scan에서 2x10-6

A/cm2인 지점(Alloy 22의 경우)으로 하고 있다. 시편의 틈새

는 테플론 판과 금속 시편 접합부를 체결나사로 0.35 N·m의

토크로 조여서 형성시킨다.

③③ ASTM G192-08 (THE method) :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Crevice Repassivation Potential of

Corrosion-Resistant Alloys Using a Potentiodynamic-

Galvanostatic- Potentiostatic Technique

그림 4 (c)에 전기화학적 방법을 도시하 다. 이 방법은 틈

새 틀이 장착된 시편에 대하여 3단계 과정을 거쳐서 Erp를 구

하게 된다. 1번째 단계에서 부식전위보다 50mV 이하에서 양

극 방향으로 0.167 mv/sec의 Scan rate로 전위를 상승시켜서

전류 도가 20 μA/cm2가 될 때까지 올려준다. 그리고 2번째

단계에서는 이 전류 도를 유지시켜주는 galvanostatic mode

로 6시간 유지시켜 준다. 전류 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편의

틈새에서 부식반응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3번째 단계에

서는 2번째 단계의 마지막 전위에서 정전압 상태로 2시간을

유지 시키고 10mV 씩 전위를 하강시킨다. 이렇게 2시간 단위

로 10mV씩 하강시키다 보면, 틈새부식이 나타나지 않는 전위

까지 내려가게 되고, 이 때 시간에 따른 전류량이 증가하지 않

고 감소하게 된다. 재부동태 전위, Erp 혹은 Ercrev 은 시간에 따

른 전류량이 증가하지 않는 마지막 지점이 된다. 시편의 틈새

는 테플론 재질보다는 Alumina나 mullite  가 추천된다. 그 이

유는 이들 세라믹 재료는 훨씬 더 강하게 금속 시편에 착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틈새 조건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틈새는 금속 시편 접합부를 체결나사로 3.4 N?m의

토크로 강하게 조여서 형성시킨다.

이들 세가지 방법들은 이미 틈새부식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한 금속에 대해서 재부동태 전위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들이다. 이들 방법에 대해서 그 정확성을 비교한 논문[6]에

따르면, 1M NaCl 용액에서 Alloy 22에 대해 실험한 결과,

ASTM G192-08 (THE method)가 가장 재현성이 좋았다고 한

다. Erp 값은 (1) 방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 와 (3)이

순차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2)의 경우에는 전위이 높

게 유지되어서 시편 표면에서 Transpassive dissolution이 나

타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유카 처분장에서의 틈새부식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 THE method가 선호되고 있다.

다. 구리에서의 틈새부식
구리 처분용기에 있어서 틈새부식에 대한 보고는 지금까지

고 있다. 시편의 틈새는 테플론 판과 금속 시편 접합부를 체결

나사로 7.8 N·m의 토크로 조여서 형성시킨다.

②② SWRI의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plus intermediate

Potentiostatic Hold method

그림 4 (b)에 전기화학적 방법을 도시하 다. 이 방법은 틈

새 틀이 장착된 시편에 대하여 개방회로 전위(Open circuit

potential)에서 양극전위 방향으로 0.1 mV/sec의 속도로 상승

시켜, 틈새부식이 충분히 나타나면서 노출된 표면의 부동태

막이 안정한 전압, 즉 transpassive dissolution Potential 바로

아래까지 진행한 후, 수시간 유지시켜 시편의 틈새 부분만 부

식이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다시 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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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 methods for deriving repassivation potential; (a)
ASTM G61-86,  (b)  SWRI developed Potentiostat ic  hold
method, (c) ASTM G192-08.

(c)

(b)

(a)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Cu(I)의 수분해 반응은 Cl-와 관련되어

있으며, 구리의 틈새에서 부분적 산성화는 발생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7]. 그리고 Cu(II)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O2

가 필요한데, 틈새에서는 O2의 전달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캐

다나 처분장을 모사한 장기 방사선 부식시험에 따르면, 구리

로 된 틈새 시편에서 어떠한 틈새부식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8].

구리나 구리 합금은 틈새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대신에 RCC

(Reverse Crevice Corrosion)  현상이 나타난다는 보고는 있

다[9]. RCC는 틈새 벽면 안쪽이 아니라 틈새 바깥 혹은 노출된

외부표면이 국부적으로 부식되는 것을 말한다. 구리의 RCC는

그다지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아니다. 그림 5에서 (a)는

STS904L에서의 전형적인 틈새부식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b)의 구리 합금은 틈새 입구 주위에서 부식이 발생된 RCC 형

태를 보이고 있다. Ni과 Cu가 함께 함유된 Alloy 400(70Ni-

30Cu)의 경우에는 틈새 내부와 외부에서 부식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9].

순수 Cu의 경우에 있어서 틈새부식은 희귀하며, 틈새 내부

의 Cu 이온의 농도가 외부보다 작은 경우에 관찰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Cu 이온의 농도차는 틈새에서 Cu가 부식

되면서 Cu 이온 농도가 높아져 부식 조건이 자체적으로 붕괴

되어 버린다 [10].  

이상의 문헌 조사에서, 순수한 구리는 틈새부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틈새에서는 구리에

수분해 반응이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대신에

RCC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분사코팅

구리에서도 틈새부식의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 다.

Ⅲ. 실 험

가. 틈새부식용 시편과 틀
틈새부식 시험에 사용된 시편 규격을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그림 6에서 하부의 큰 구멍은 틈새 틀을 시편면에 압착할

수 있도록 와셔를 동반한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된다. 그

리고 상부에는 시편과 전극봉을 연결할 수 있는 조임볼트 구

멍이 있다.

착면을 형성하는 틈새 틀은 12개의 착면이 환형으로 나

열되어 있으며, 시편 양면에 설치가 되므로 총 24개의 착면

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7에 규격을 나타내었다[11]. 본 실험

에서는 세라믹으로 된 틈새 틀을 사용하 다. 

나. 구리의 종류
실험에 사용된 구리는 저온분사코팅 구리 2종(#2, #3)과 일

반구리 1종(#0)을 사용하 다. #0는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압

연 구리이며, #2는 고순도(99.9%) Tafa 구리분말로 10mm 두

께로 저온분사하여 만든 판이며, 마지막으로 #3은 저순도

(99.3%) 창성 구리입자를 10mm 두께로 저온분사하여 만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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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ree crevice corrosion patterns for several metals in
seawater; (a) Alloy 904L (20Cr-25Ni-4.5Mo-1.5Cu) after 30
days. (b) 70Cu-30Ni after 2 months (c) Alloy 400 (70Ni-30Cu)
after 45 days (ASM International, 2001)

Fig. 6. Thin Crevice Repassivation Specimen; unit(inch).

A

B

C

6.73

6.73

9.92

0.265

0.265

0.391

15.9

15.9

15.9

0.625

0.625

0.625

2.54

6.34

6.34

0.100

0.250

0.250

12

12

12

Type

Crevice Washer Dimensions

mm in mm in mm in
ID OD Thickness Number

of Slots

Fig. 7. Standard dimension of crevice former regulated by
ASTM G4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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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저온분사코팅에 사용된 2가지 구리입자의 특성과

표 2에 코팅된 구리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저온분사코팅은

공정 특성상 분사 코팅중에 산화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초

기 구리입자의 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에 시험에 사용된 3종의 구리시편을 나타내었다. 구

리시편은 #1,000 Sand paper로 표면을 연마하 으며, 날카

로운 각 모서리도 둥 게 연마하여, 전압을 가할 때 모서리에

전압이 쏠리지 않도록 하 다.

다. 틈새부식 시험 과정
틈새 틀을 고정하는 시험용 볼트는 테플론 테잎으로 얇게

감싸서 절연하 으며, 그리고 안쪽에 받침용 금속와셔- 틈새

틀-절연용 테플론 튜브-구리 시편-틈새 틀-받침용 금속와셔-

너트를 순차적으로 볼트에 끼웠다. 토크 드라이버로 3.4 N-m

힘으로 너트를 조여서, 세라믹 재질의 틈새 틀과 시편사이에

착면을 형성시켰다. 조립된 시편은 전극봉에 장착될 수 있

도록 상부를 금속 지지격자로 고정시켰으며, 금속 지지격자

는 용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테플론 테입으로 감싸서 보호하

다. 그림 9에 조립된 시편을 나타내었다.

시험시편이 장착된 전극봉은 1L 4구 플라스크에 중앙에 장

착하여 작업전극으로 배치하 다. 플라스크에는 불활성 분위

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소 투입구와 응축기가 달린 질소 배

출구가 있다. 또한 백금 코팅된 금속망으로 된 상대전극, 칼

로멜 표준전극, 온도 센서를 부착하 다. 4구 플라스크에는

모의 지하수 시험용액 약 750 mL를 넣어서, 시편에 장착된

틈새 틀이 완전히 잠기면서 테플론이 감긴 고정격자는 잠기

지 않는 정도가 되도록 하 다. 그림 10에 조합이 완성된 시

험 플라스크를 나타내었다.

시험 전에 30분간 질소를 충분히 혼입하여 플라스크내 산소

를 제거한 후, 전기화학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용 플라스크

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된 가열맨

틀 위에 놓여졌으며, 시험 중에는 VPM3 Potentiostat을 통해

전압과 전류가 측정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틈새 틀이 장

착된 시편을 분해하여, 시편상의 양면에 위치한 총 24개의 틈

새 면을 조사하여 국부부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 다.

Fig. 8. Three kinds of copper specimens used for crevice
corrosion test.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pper powders used for cold spray
coating.

Code

A

D

Manufacturer

Tafa 159

Changsung

Purity 

(wt.%)

99.9

(99.97*)

99.5

(99.93*)

Nitrogen
content
(wt.%)

0.012

0.016

Oxygen
content
(wt.%)

0.02

(0.12*)

0.41

(0.16*)

D10

(㎛)

7

10

D50

(㎛)

12

21

D90

(㎛)

21

37

*Price

(Won/kg)

160,000

65,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cold spray coating copper.

Code

A

D

Manufacturer

Tafa 159

Changsung

Deposition
Efficiency

(%)

67

77

Hardness

(HV500)

123∼131

128∼135

Porosity

(area %)

0.3

0.68

Nitrogen
content
(wt.%)

0.0042

0.0082

Oxygen
content
(wt.%)

0.36

0.45

Purity

(wt.%)

99.98

99.68

Fig. 9. Copper working electrode with crevice former.

Fig. 10. Assembled figure of crevice corrosion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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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용액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처분시험터

널(KURT)의 지하수를 모방하여 제조하 다. 지하 200m

KURT 지하수 성분표를 기준으로 부식에 향을 주는 음이온

의 농도를 그대로 맞추어 제조하 다. 아래 표 3과 표 4는 배

합 성분표이다. 제조된 용액의 pH는 약 7.8~8.2 정도로 나타

났으며, 보관 시간에 따라 공기중의 이산화탄소의 향으로

점차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IV. 실험 결과

가.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70℃)
70℃ 고온조건에서 0-200-400- 600mV에서 각 단계별로 5

시간씩 3개의 구리시편에 대해 틈새부식 시험을 재실시하

다. 그 결과 노출된 구리 표면은 검은색으로 부식이 진행되었

지만, 틈새에서는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그림 11). 시험 시

간을 더 늘려서 부식 피막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는

200mV와 300mV 부근에서 약 하루동안 70℃ 고온 조건에서

틈새부식 시험을 실시하 지만 여전히 틈새에서는 부식이 나

타나지 않았다.

나.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25℃)

#0, #2, #3 세 개의 구리시편에 대해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0-100-200 -300-400-500-600 mV 조건에서 각각 4시간씩 세

Crevice Corrosion Evaluation of 

Fig. 11.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graphs at 70 for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and their test specimens.

Table 3. Composition of a KURT underground water & the
simulated synthecic water.

Ion

KURT
concentration
Synthetic water
concentration

Na+

16.5

33.24

K+

0.38 

0.92

Ca2+

17.2 

1.23

Mg2+

1.72 

1.76

Cl-

2.18 

2.18 

SO4
2-

6.97 

6.97 

NO3
-

0.23 

0.23

F-

3.41 

3.41 

HCO3
-

78.4 

78.41

Table 4. Concentrations of Chemicals used for making a
simulated KURT underground water.

Agent MgSO4 KNO3 NaF NaHCO3 KHCO3 MgCl2 Ca(HCO3)2

mg/L 8.73 0.37 7.54 60.65 0.8 2.9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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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시편에 대해 25℃ 상온 조건에서 단계별 정전압 시험을

실시하 다. 완화된 부식 조건에서도 틈새부식은 전혀 발생

하지 않았다(그림 12).

다. THE 틈새부식 Test (25℃)
THE 방법은 Alloy 22의 틈새 부식 전위를 정확하게 측정하

기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시편에 대해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정전류를 가하여 틈새부식을 유도한 후, 점차 전압을 낮춰가면

서 전류의 하강 시점, 즉 틈새부식 전위를 찾는 시험이다. 본

실험에서는 0.5 mA의 높은 전류 상태에서 4시간 정도 시편을

유지시킨 후, 틈새 발생 유무를 관찰하 다. 시험 결과 #0, #2,

#3 세 개의 구리시편 모두에서 틈새부식 흔적을 찾지 못하 기

에 틈새부식 전위 측정시도는 추가로 하지 않았다(그림 13).

라. Cyclic Polarization Test (50℃)
상온과 70℃ 중간 온도인 50℃에서 순환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 Test)를 실시하 다. 스캔은 개방 전위보다

100mV 낮은 전압에서 800 mV까지 올린 후, -100 mV로 낮추

었다. 스캔 속도는 0.167 mv/sec이었다. 그 결과 전압 전류

곡선에서 부식 피막의 형성이 약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편에서 틈새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노출표면의 산화층 형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순환

Fig. 12.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specimens
at 25 for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Fig. 13. THE crevice Corrosion Test specimens at 25 for a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Fig. 14. Cyclic Polarization graphs at 50 for a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
cold spray coating copper(#3), and their test specimens.



-255-

분극시험에서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교차점을 표면 부동태

막의 안정화 전위로 볼 때, #0-#2-#3의 각각의 교차점 값은

197-259-202 mV로서 고순도 코팅동인 #2가 가장 높았으며,

부식 피막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4).

마.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
좀 더 낮은 50℃ 중간 온도조건에서도 0-200-400- 600mV

에서 각 단계별로 5시간씩 3종의 구리시편에 대해 틈새부식

시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70℃ 시험과 마찬가지로 노출된

구리 표면은 검은색으로 부식이 진행되었지만, 틈새에서는

부식이 되지 않았다(그림 15).

바.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

3종의 구리 시편에 대해 틈새 틀을 사용하지 않고 임피던

스 테스트를 실시하 다. 전압차를 10mV로 하고, 전압 주파

수를 10kHz~1mHz로 하여 Open-Cell 상태에서 측정하 다.

Nyquist Impedance Plot (Real [Z] vs. Imaginary [Z])에서 도

시하는 반원 크기가 클수록 시편의 저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구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저항은 #0>#2>#3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시험 후 시편에서 #2 시편은

전혀 부식이 되지 않고, 수면 경계에서 약간의 부식이 발견되

는 것으로 보아 고순도 고순도 Tafa코팅동(#2)의 부식저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16). 

사. Stepwis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

3종의 구리 시편에 대해 정전압 상태에서 임피던스 테스트

를 실시하 다. 이번에는 틈새 틀을 사용하 다. 전압차를

20mV로 하고, 전압 주파수를 10kHz~5mHz로 하여 OC-0-100-

200-300-400-500-600mV 조건에서 각각 측정하 다. Nyquist

Impedance Plot (Real [Z] vs. Imaginary [Z])한 결과, 구리 표면

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전기적 저항은 순도가 높은 #2가 가장

양호하 으며, 순도가 가장 낮은 #3가 가장 낮았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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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graphs at 50 for a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and their test specimens.



아. Profilometer Mesurement on (5)-Test Specimens
앞서 (5)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에서 측정

한 시편에 대해서 부식된 표면의 높낮이를 Profilometer로 스

캔하 다(그림 18). 용액에 노출된 부위는 틈새 틀에 접한 표

면에 비해서 부식생성물의 향으로 높은 고도를 나타내었으

며, 틈새 역은 낮은 고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틈새 사이

의 채널도 비교적 낮은 고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 시편의 색변화

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다. 그리고 틈새 역 부근

에서 부식생성물에 의한 높은 고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RCC

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 고 찰

앞서 실시한 (1)∼(8)까지의 전기화학적 조건을 달리한

모든 틈새부식 시험에서 모든 구리시편은 틈새 역에서

부식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틈새부식을 발현시키기 위

해서 부식전위를 여러단계로 높여서 시험을 해 보기도 하

고, 온도 조건을 달리해 보았지만 틈새 부위에서는 부식이

전혀 되지 않았다. 대신에 틈새가 아닌 노출된 부위에서

활발하게 부식활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리 시편들은 틈

새에서는 부식이 되지 않는 다고 판단되었다. 통상적으로

틈새부식은 노출된 부위보다 격리된 좁은 틈이 더 잘 부식

되는 현상이지만, 본 실험의 구리시편들은 노출될 부위가

부식이 잘되는데 비하여 틈새는 전혀 부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여러 가지 조건에서 구리시편들의 틈새부식을 유도할

수 없었으므로, 틈새부식이 발생되는 전위지점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들 (그림 4)은 본 실험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었다.

ASTM 등에서 제시하는 틈새부식 전위를 구하는 전기화학적

방법들은 이미 틈새부식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된 금속에 대

한 것이며, 틈새부식의 시작 전위를 정 하게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에 해당된다. 따라서 틈새부식이 발현되지 않는 구리

와 같은 금속에서는 그 측정법들을 적용할 수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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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s at 50 for a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and their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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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찰에서는 틈새부식의 발생되는 재부동태 전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저온분사코팅 구리에서의 틈새부식은 나타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본 실험에서

수행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 사용된 구리시편들의 시험

전후의 pH변화와 부식전류의 크기 등을 통해 세종류의 구리

에 대한 상대적인 부식평가를 할 수 있었다.

가. pH 변화
부식시험을 수행한 모든 경우, 사용된 KURT 모의 용액의

pH는 초기 측정값 7.69에서 많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 다.

이는 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OH- 성분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

이되었다. 즉, 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결합되면 전자와

H+가 형성되며, H+는 다시 물과 반응하여 H2가 발생되어

OH- 가 형성되는 경로를 아래 화학 반응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용액의 pH 변화가 많을수록 구리의 부식반응이 활

발히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에서 일반

동인 #0의 pH변화가 가장 적었으며, 코팅동인 #2와 #3은 거

의 비슷하지만 #3가 약간 더 변화가 많았다. 따라서 pH 변화

만으로 볼 때, 일반동의 부식저항이 더 좋았다(표 5).

나. 부식전위 비교
전기전 전압을 가하기 전, 개방회로 상태에서 구리시편

의 전위를 비교해 보았다(표 6). 구리시편이 화학적 부식반

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otentiostat에서 가하는 외부 전

압이 개방회로 상태의 전위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개방

회로 전위가 높을수록 부식에 안정한 물질이라는 것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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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tepwis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s at 50 for a commercial hot rolled copper(#0), Tafa-cold spray cotaing
copper(#2), and Changsung-cold spray coating copper(#3), and their test specimens.



단할 수 있다. (7)-시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험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2이 높은 개방회로 전위를 나타내었으며, 순

도가 가장 낮은 #3이 낮은 개방회로 전위를 나타내는 경향

이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0가 가장 낮은 경우도 2회나 되

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개방회로 전위는 감소하는 것으

로 보아 물질이 부식되기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70℃ 조건에서는 세가지 구리 모두 비슷한 개방회로 전위

값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전위의 절대값이 모든 시험

에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구조가 복잡

한 틈새부식 시험을 통해 부식전위를 가늠하는 것은 어려

웠다.

다. 부식전류 비교
시험에 사용된 시편에 대하여 용액에 잠긴 면적 중에서

틈새로 보호된 면적을 제외하면 전류 도를 구할 수 있

다. 정전압 상태에서 일정 전압에서 보이는 평형상태의

전류치에 대하여 가한 전압에 대한 전류 도를 조사해 보

았다. 전압이 상승하면서 전류 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지만, 구리시편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일정하

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다. 원래 ASTM G61-86의 방법과

같이 틈새 틀을 장착한 부식시험 자체는 틈새가 발생되는

전위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이며, 전류치를 구하는 방법은

아니라서 정확한 전류 도를 구하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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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pH in solutions in the crevice corrosion
tests.

시험항목

(1)

(3)

(4) 

(5)

(7)

시편번호
#0
#2
#3
#0
#2
#3
#0
#2
#3
#0
#2
#3
#0
#2
#3

시험후pH
9.72
9.82
9.83
8.23
8.86
9.35
8.93
9.28
9.2
9.27
9.6
9.64
8.92
9.06
9.1

시험전pH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7.69

시험온도(℃)

70

25 

50

50

50

Table 6.  Open cell  voltages of  copper specimens in the
crevice corrosion tests.

시험항목

(1)

(2)

(3)

(4)*
CV_Ecorr

(5)

(6)

(7)

시편번호
#0
#2
#3
#0
#2
#3
#0
#2
#3
#0
#2
#3
#0
#2
#3
#0
#2
#3
#0
#2
#3

OC(V)
-0.195
-0.18
-0.195
-0.096
-0.043
-0.124
-0.03
-0.014
-0.019
-0.067
-0.009
-0.115
-0.14
-0.09
-0.15
-0.23
-0.10
-0.12
-0.08
-0.14
-0.16

시험온도(℃)

70

25

25

50

50

50

50

* (4)에서는 개방회로 전위가 아닌 분극곡선으로부터 직접 부식전위를 구함.

Fig. 18. Profilometer figures of th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Specimens shown in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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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저온분사코팅기술을 이용한 구리의 국부부식 거동을 조사

하기 위하여 미국 SWRI 연구소를 방문하여 틈새부식 시험을

실시하 다. ASTM G61-86에 나타난 방법으로 장치를 설치

하고, 저온분사코팅구리가 KURT 지하수를 모사한 용액에서

어떻게 틈새부식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전기적 시험조건

으로는 Cyclic Polarization Test,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및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등을 사용

하 다. 그리고 부식이 된 시편에 대해 Profilometer

Mesurement를 통해 실제 부식표면의 높낮이를 조사하여 틈

새부식 유무를 관찰하 다.

최종적인 결론에서는 저온분사코팅구리는 틈새부식이 나

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시험에 사용된 세종류

의 구리에 대한 상대적인 부식평가를 한 결과, 시험 전후에

있어서 부식생성물에 의한 용액의 pH변화는 일반동이 가장

적었으며, 개방회로 전위의 측정값은 구리의 순도가 높을수

록 높은 값을 보이는 경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으로서, 저온분사코팅동은 기계적 성질은 다르지만 일반동과

마찬가지의 부식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언급된 틈새부식을 수행하는 장치들

과 해석에 적용된 전기화학적 방법들은 주로 Alloy 22의 부식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온 것들이다. 구리의 경우에는 틈새부

식과 같은 부분부식의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들을 차

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 결과, 코팅 구리에서는 틈새부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험 방법

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앞으로 코팅구리와 같은 새로

운 구리재료를 통해 계속적인 부식 연구를 하게 되면 구리의

부식특성에 맞는 정량적 분석 방법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

한다.

감사의

본 연구를 위해 SWRI에서 틈새 실험을 위해 많은 정보자료

제공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해 주신 CNWRA의 정헌달 박사님

과 Xihua He 박사님, 그리고 실험장치 구성과 부품 조달을

해주신 기술원 Greg Bird씨와 기술원 Brian K. Derby씨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 을 드린다.

참고문헌

[1] 이종열, 조동건, 김성기, 최희주, 이 양, “CANDU 처분

용기의 열적-구조적 안정성 평가”, 방사성폐기물학회

지, 6(3), pp217-224 (2008).

[2] B. Kursten, E. Smailos, I. Azkarate, L. Werme, N.R.

Smart, and G. Santarini, COBECOMA(State-of-

the-art document on the COrrosion BEhaviour of

COntainer MAterials), FINAL REPORT, p 165

(2004).

[3] Hyung-Jun Kim, and Yoon-Ha Kang,

Developement of cold sprayed Cu coating

for canister, KAERI/CM-1169/2009, KAERI

Report (2009).

[4] http://www.corrosion-doctors.org/index.htm

(2009.07).

[5] Standard Test Method for Conducting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Measurements for

Localized Corrosion Susceptibility of Iron-, Nickel-,

Cobalt-based Alloys, ASTM G61-86 (Rev. 2003).

[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Crevice

Repassivation Potential of Corrosion-Resistant

Alloys Using a Potentiodynamic-Galvanostatic-

Potentiostatic Technique, ASTM G192-08.

[7] Xihua He, Blair Brettmann, and Hundal Jung,

"Effects of Test Methods on Crevice Corrosion

Repassivation Potential Measurements of Alloy 22",

NACE corrosion 2008 (2008).

[8] Baes C.F. and Mesmer R.E., The Hydrolysis of

Cations, John Wiley (1976).

[9] Ryan S.R., Clarke C.F., Ikeda B.M., King F., Litke

C.D., Mckay P. and Mitton D.B., An Investigation of

the Long-Term Corrosion Behaviour of Selected

Nuclear Fuel Waste Container Materials Under

Possible Disposal Vault Conditions, Technical

Report TR-489, COG-94-55,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1994).

[10] Lin Lu, "Experimental Study of Reverse

Crevice Corrosion of Copper", a Thesis,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Saskatchewan (2005).

[11] F. King, L. Ahonen, C. Taxen, U. Vuorinen, and

L. Werme, Copper Corrosion under expected

conditions in a deep geologic repository, SKB

Technical Report TR-01-23 (2001).

Crevice Corrosion Evaluation of 



-260-

J. Kor. Rad. Waste Soc.                                                                                                                                         Vol. 8(3), p.247-260 Sept. 2010.

[12] Standard Test Methods for Pitting and Crevice

Corrosion Resistance of Stainless Steels and

Related Alloys by Use of Ferric Chloride Solution,

ASTM G48-03 (Reapp.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