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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2S4O6 용액 중에서의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에 미치는 
열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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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thermal treatment on the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Alloy 600 in Na2S4O6 solution 

Roun Lee and Young Sik Kim*

Materials Research Center for Energy and Green Technology,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1375 Gyeongdongro, Andong, Gyeongbuk 760-749, Korea 

Abstract: Sulfur-containing species are one of the major impurities in the secondary side of PWR (Pre-
ssurized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 These come from feed water, resin resources, cooling water 
leakage, and condenser leakage. In the operating conditions of a steam generator, SO4

2‒ ions can be reduced 
to S2‒, S2O3

2‒, S4O6
2‒ by hydrazine. This work focused on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of mill annealed, 

sensitized, and thermally treated Alloy 600 in a Na2S4O6 solution. Analysis of carbide distribution, inter-
granular corrosion tests, including an electrochemical method, and electrochemical noise measurement 
during an SCC test were performed to determine SCC susceptibility of Alloy 600. Alloy 600 MA did not 
reveal SCC but Alloy 600 SE+ and Alloy 600 TT showed severe IGSCC. Sensitization and thermal 
treatment to Alloy 600 MA degraded the intergranular corrosion resistance and thus induced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the Na2S4O6 solution and its SCC mechanism seems to be a pre-existing active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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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중요 설비 중의 하나인 증기 발생

기는 1차측 냉각수에서 2차측 냉각수로 열이 이동하여 발전

기를 가동할 수 있는 증기를 만드는 곳으로서, 그 전열관의 

건전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열관의 파손이 일어

날 경우, 1차 계통으로부터 2차 계통으로 방사능 물질을 함유

한 냉각수가 누출되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

를 야기 시키는 동시에, 가동 중지후 유지 및 보수에 지장을 

초래하며 증기 발생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Alloy 600을 전열관 재료로 사용한 초기에는 MA (공장소

둔, Mill Annealed) 상태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실험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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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현장 사용 경험을 통하여 TT (열처리재, Thermally 
Treated)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1978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수로

형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에서만은 Alloy 800을 사용하고 있

고 타 원전은 현재 Alloy 690을 사용 중이다 [1]. 이러한 재료

들은 설계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우수한 부식저

항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시간 동안 운전함에 따라 전열관 

재료의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손상으로 슬리빙 (sleeving)과 

관막음 (plugging) 등의 보수작업을 행하고 매우 심각한 경우

엔 증기 발생기를 교체하고 있다 [2]. 따라서 응력부식균열과 

같은 부식 손상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검출하고 통제하는 기

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로 인해 고온 고압환경이고, 고효율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

에 운전을 중단한 후 행하는 시험 법 보다는 운전 중에 온라

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험법이 더 효율적이다. 위와 같은 조

건에서 부식을 감지하는 시험법에는 전기화학적 노이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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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3,4].

현재 전기화학적 노이즈법을 이용한 부식 연구 분야는 크

게 공식과 응력부식균열의 개시와 성장분야로 요약할 수 있

다. 공식에 대한 전기화학적 노이즈 측정 연구로는 Aiken사

에서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탄소강 탱크재료의 공식과 응력

부식균열에 대한 노이즈 연구가 진행 중이고 [5], 상온의 0.6 M 

NaOH + 0.1 M HCl 환경에서 409스테인리스강의 공식에 대

한 전기화학적 노이즈 분석연구 [4], 80 ℃, 4 M NaCl 환경에

서 SAF 2507 2상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전기화학적 노이즈 

분석을 이용한 분석을 이용한 비금속 개재물이 스테인리스

강의 국부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3]. 한편 

Kim 등은 원자력발전 증기발생기용 Alloy 600 재질의 응력

부식균열에 대하여 전기화학적 노이즈 측정을 행하여, 균열 

생성에 의한 노이즈를 평균노이즈 크기보다 5~10배 이상의 

크기를 보이는 노이즈로 정의하였다 [6]. 이러한 접근을 통하

여 SCC의 균열개시시간이 확인 가능하며, 균열의 길이를 ΔT 

(test period-crack initation)로 나누어 균열 전파속도를 계산 

하였다. 

Alloy 600 MA재는 미세구조에 관계없이 가성 용액에서 입

계 균열이 발생하지만 [7], 소둔재에 대한 TT (Thermal Treat-

ment) 처리는 가성용액에서의 IGSCC 저항성을 크게 향상 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 한편 많은 연구자들이 첨가제 

유무에 따라 넓은 pH 범위의 환경 중에서 환원된 황의 효과

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10-13]. 

황(S)은 가압경수로에 유입되는 2차수 주요 불순물 중 하

나로서, 계통수, 수지 (resin), 냉각수 누설, 복수기 누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기발생기 운전 환경에서 

SO4
2‒ 이온은 하이드라진에 의해서 낮은 전자가의 S2‒, S2O3

2‒, 
S4O6

2‒ 등의 황 화합물로 환원된다. 

Lee 연구에 따르면 [14], Alloy 600 MA재는 Na2S2O3, 

Na2S4O6 용액 중에서 분극을 하게 되면 양극용해가 크게 나

타나지만, Na2SO4 용액 중에서만 부동태 피막이 안정하게 형

성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SCC 민감도는 Na2S2O3, 

Na2SO4, Na2S4O6의 순서로 증가했으며, 관찰된 균열이 입계

균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oy 600 MA재, 예민화 열처리

를 행한 Alloy 600 SE+재, TT열처리를 행한 Alloy 600 TT

재에 대하여 Na2S4O6 용액 중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행

하면서 전기화학적 노이즈를 측정하여 균열개시 등을 모니

터링하고 열처리에 따른 SCC 저항성의 변화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제작 및 열처리

본 연구에 사용된 Alloy 600 MA재 (Ni-17.3Cr-10.1Fe- 

0.03C)는 1100 ℃에서 30분 동안 용체화처리 (Solution anneal) 

후 수냉 처리된 지름 19.05 mm (두께: 1.07 mm)의 튜빙 시편

이다 [15]. 이 재료에 대하여 600 ℃의 질소분위기에서 48시

간 예민화 열처리 후 수냉하였으며 이를 Alloy 600 SE+라 명

명하였다. 또한 MA재에 대하여 704 ℃에서 15시간 열처리 

후 수냉하고 이를 Alloy 600 TT재라 명하였다.

2.2. 응력부식균열 시험 및 균열 관찰

ASTM G30-94에 의거하여 [16], 열처리된 Alloy 600 튜빙

을 직경에 대하여 이등분이 되도록 와이어 컷팅법을 이용하

여 가공하고, RUB (Reverse U-bending) 시편을 만들 수 있는 

mandrill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제작하였다. 응력부식균열 시

험을 위하여 시편에 외부 인장응력이 가해지도록 U자 모양

이 될 때까지 볼트로 하중을 가해주었다. 응력부식균열 시험

용액은 25 ℃, 0.1 M Na2S4O6 용액이며, 시험 전에 N2 가스를 

사용하여 100 mL/min의 속도로 30분 동안 탈기하였다. RUB 

시편을 용액 중에 장치하고, 기준전극으로는 포화감홍전극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을, 상대전극으로는 Alloy 

600 미변형 시편 (RUB를 행하지 않은 이등분된 동일 튜브)

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적 노이즈의 측정은 EN 120 프로그램 (Gamry사 

제품)을 사용하여 개방회로 전위 상태에서 1 Hz의 속도로 전

기화학적 전류 노이즈를 측정하였다. 일정 시간동안 응력부

식균열 시험 후 균열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력부

식균열 시험 시편에 대하여 침투탐상검사를 행하였다. 검사 

후 균열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균열 부를 가로 질러 절단

하고 절단된 시편을 에폭시 레진으로 고정하여 광학현미경

을 이용하여 균열의 깊이와 모드를 관찰 하였다. 균열의 표면

은 균열 부위를 살려 60˚ 각도로 삼등분하여 아세톤, 메틸알

코올, 증류수 순으로 초음파 세척하고 주사전자현미경 

(JEOL사의 JSM-6300)을 이용하여 균열의 표면과 분포를 관

찰하였다. 노이즈 밀도는 응력부식균열 시험 중 전기화학적 

노이즈로 측정된 균열 노이즈 (본 논문에서는 균열 노이즈를 

평균 노이즈 밴드 전류값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난 전류 노이

즈로 정함)를 시험 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균열 밀도는 응력

부식균열 시험 후 U자 모양의 단면 180˚ 내에 발생된 균열의 

개수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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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Surface and (b) cross section morphology after SCC test (reverse U-bending specimen) for 132 hours of mill annealed Alloy 
600 MA in 25 ℃ 0.1 M Na2S4O6 solution.

2.3. 미세조직 분석

미세조직 및 탄화물 석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SiC 연

마지를 이용하여 #2000까지 연마하고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 μm)를 이용하여 경면이 되도록 연마하였다. 입내 및 입계 탄

화물의 존재여부는 인산용액 (H3PO4 80 mL + 증류수 10 mL)

을 사용하여 2.5 V, 30초의 조건으로 전해 에칭 하였으며, 쌍

정을 포함하는 미세조직의 관찰을 위해서는 혼합용액 (HF 

10 mL + HNO3 100 mL)을 사용하여 180초간 에칭하였다. 에

칭 후 광학현미경 (ZEISS사의 Axiotech 100 HD)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2.4. 부식특성평가

2.4.1. DL-EPR (Double Loop Electropotentiokinetic Re-

activation) 시험

열처리된 Alloy 600시편을 SiC paper # 2000까지 연마한 

다음 다이아몬드 페이스트 (1 μm)를 이용하여 경면이 되도록 

연마하였다. 포텐시오스타트 (Gamry DC105)를 이용하였으

며, 기준전극으로는 포화감홍전극 (SCE)을, 상대전극으로는 

고밀도 흑연봉을 이용하였다. DL-EPR 시험은 부식전위로부

터 +600 mV (SCE)까지 주사속도를 0.5 mV/sec로 하여 얻은 

Anodic loop의 최대전류밀도(Ia)와 Reactivation loop의 최대

전류밀도(Ir)와의 비(Ia/Ir)로써 예민화도를 평가하였다. 시험

에 사용된 용액은 25 ℃, 0.01 M H2SO4 + 0.0001 M KSCN를 

사용하였으며, 100 mL/min로 30분 동안 N2 gas로 탈기하였

다 [17]. 

2.4.2. Modified Huey 시험

Alloy 600의 예민화를 정량화 하기위하여 ASTM A262에 

명시되어 있는 Huey test를 예민화 측정에 맞도록 질산의 농

도를 25%로 낮춰 질산의 끓는 점인 120 ℃까지 온도를 올린 

후 24시간 동안 시험 하였다. 시험 전 무게와 면적을 구하고, 

시험 후 아세톤, 메틸알코올, 증류수 순으로 초음파 세척하여 

무게 감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25 ℃, 0.1 M Na2S4O6 환경 중에서 Alloy 600 MA

재에 대하여 132시간 동안 RUB시편을 사용한 응력부식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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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a) Surface, and (b) cross section morphology and penetration test photo after SCC test (reverse U-bending specimen) for 132 
hours of Alloy 600 TT in 25 ℃ 0.1 M Na2S4O6 solution. 

시험 후 관찰한 표면 및 단면 사진으로 그림 1(a)는 표면에 대

한 SEM image, 그림 1(b)는 단면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1(a)는 표면에 미세하게 생성되어 있을지 

모르기에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균열은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b)는 RUB시편의 단면에 대하여 관찰한 광학현

미경 사진이다. 단면관찰 또한 균열을 관찰 할 수 없었다.

그림 2는 25 ℃, 0.1 M Na2S4O6 환경 중에서 Alloy 600 TT

재에 대하여 132시간 동안 응력부식균열 시험 후 관찰한 표

면 및 단면 사진이다. 그림 2(a)는 표면에 대한 SEM image를, 

그림 2(b)는 단면에 대한 광학현미경 사진 및 표면에 대한 침

투탐상 결과이다. 그림 2(a)에서는 Apex 부위의 표면사진에

서 균열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2(b)의 단면사진에서는 

Apex 부분에 균열이 심화되어있고 그 외 부분은 균열의 분포

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E+재에 대하여 132시

간 동안 응력부식균열 시험 후 관찰한 표면 및 단면에서는 균

열이 생성이 되어있지만 균열 길이는 656.43 μm 이하의 균열

이 다수 관찰된다. 광학현미경 사진에서는 균열의 개수와 균

열 모드가 입계 균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25 ℃, 0.1 M Na2S4O6 환경 중에서 행한 응력부

식균열 시험 중 측정한 전류 노이즈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a)는 RUB상태의 Alloy 600 MA재를 132시간 동안 1 Hz 주

기로 측정하였다. 전류 노이즈는 10‒9~10‒10 A/cm2 정도의 범

위를 갖는 기저노이즈가 관찰되며 이런 기저노이즈 보다 더 

작은 값을 보이는 노이즈가 확인된다. 부식이 발생될 시에 나

타나는 대략 10‒9 A/cm2 보다 큰 노이즈는 검출되지 않았으

므로 Alloy 600 MA재의 132시간동안 응력부식균열 시험에서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b)에서는 10‒9~ 

10‒10 A/cm2 정도의 범위를 갖는 기저노이즈가 관찰되며 큰 

값을 보이는 균열 또한 관찰 되었고 그 균열노이즈는 92번 확

인 되었으며 첫 균열 노이즈는 1,110초에 나타났다. 그림 3(c)

에서는 10‒9~10‒10 A/cm2 정도의 범위를 갖는 기저노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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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rent Noise of annealed Alloy 600 (25 ℃, 0.1 M 
Na2S4O6 solution) (a) Alloy 600 MA for 132 hours in 1 Hz, (b) 
Alloy 600 SE+ for 132 hours in 1 Hz, and (c) Alloy 600 TT for 
132 hours in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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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crack density and average 
noise density obtained from SCC test in 25 ℃, 0.1 M Na2S4O6
for Alloy 600 MA, Alloy 600 SE+, and Alloy 600 TT.

(a)

(b)

(c)

Fig. 5. Optical microstructure of Alloy 600 ((H3PO4 80 mL + 
distilled water 10 mL, electrolytic etching 2.5 V 30 s); (a) Alloy 
600 MA, (b) Alloy 600 SE+, (c) Alloy 600 TT

관찰되며 이런 기저노이즈 보다 더 큰 값을 보이는 노이즈와 

더 작은 값을 보이는 노이즈가 확인된다. 균열을 나타내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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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L-EPR curves obtained in 25 ℃, 0.01 M H2SO4 + 0.0001 M
KSCN for Alloy 600 MA, Alloy 600 SE+, and Alloy 60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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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r/Ia ratio calculated from DL-EPR curves obtained in 
25 ℃, 0.01 M H2SO4 + 0.0001 M KSCN for Alloy 600 MA, 
Alloy 600 SE+, and Alloy 600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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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tergranular corrosion rate obtained at 110 ℃, 20% HNO3
for Alloy 600 MA, Alloy 600 SE+, and Alloy 600 TT (Immersion 
time: 24 hrs for Alloy 600 MA, Alloy 600 SE+/15 hrs for Alloy 
600 TT)

이즈는 8,175초에 나타났으며, 이 후 68번의 노이즈가 감지

되었다 (단, 전류 노이즈의 경우, 노이즈 밴드를 보이면서 측

정되기 때문에 부식관 관련된 전류 노이즈인지를 확인하기

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밴드 노이즈보다 더 큰 크기의 전류 

노이즈를 부식과 관련된 노이즈로 임의로 정하여 그 시간과 

개수를 측정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4는 25 ℃, 0.1 M Na2S4O6 환경 중에서 열처리가 다

른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시험 후 평균 노이즈밀도 (왼쪽 

축)와 균열밀도 (오른쪽 축)를 나타낸 그림이다. 모두 시험기

간 132시간에 대해 균열을 가지는 값을 나타내었으며 Alloy 

600 MA는 상온의 0.1 M Na2S4O6 환경에서 균열이 나타나지 

않고, 노이즈 밀도는 Alloy 600 SE+재와 Alloy 600 TT재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TT처리를 하게 되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가성 분위기에서

의 응력부식균열 경향 [8,9]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 원인을 분

석하기 위하여 탄화물 분포 측정, 입계부식속도 측정을 행하

였다.

그림 5는 크롬 탄화물 분포도를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

을 이용하여 관찰 한 사진이다. 그림 5(a)는 Alloy 600 MA에 

대한 결과로서, 크롬탄화물이 석출되도록 열처리를 행하지 

않아 크롬탄화물이 생성되지 않았다. 그림 5(b)와 그림 5(c)

로부터 관찰 할 수 있는 것은 크롬탄화물 분포가 연속적이지 

않으나 결정립계를 따라서 많은 탄화물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25 ℃, 0.01 M H2SO4 + 0.0001 M KSCN 환경 중

에서 열처리를 달리한 Alloy 600의 DL-EPR test에 대한 거동

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네 시편모두 Ia는 10‒4 A/cm2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Ir은 MA << SE+ < TT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은 그림 6의 25 ℃, 0.01 M H2SO4 + 0.0001 M KSCN 

환경 중에서 열처리를 달리한 Alloy 600의 DL-EPR 예민화 

정도를 DL-EPR 시험결과부터 구한 Ir과 Ia를 통하여 예민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값의 비를 구하여 제시 하였다. 예민

화 정도는 Alloy 600 MA << Alloy 600 SE+ < Alloy 600 TT 

순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110 ℃, 20% HNO3 환경 중에서 열처리를 달리

한 Alloy 600의 Modified Huey test 결과이다. Alloy 600 MA 

및 600 SE+ 시편에 대한 침지시험 시간은 24시간이며, Alloy 

600 TT의 경우는 15시간 동안 Huey test를 하였다. 화학적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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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rrosion properties and crack density for Alloy 600.

화 정도는 Alloy 600 MA << Alloy 600 SE+ < Alloy 600 TT 

순이었다. 그림 7과 그림 8의 전기화학적 예민화도 측정 시험

과 화학적 입계부식속도 측정 시 편차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

는 화학적 입계부식 시험 시 입계부식 뿐만 아니라 산부식도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 즉, 전기화학적 

예민화도 측정시험은 짧은 시간에 시험을 행하기 때문에 표

면의 입계에서 주로 부식이 발생되지만, 화학적 입계부식 시

험은 고온의 진한 질산 중에서 장시간 시험되기 때문에 입계

부식이 발생됨과 동시에 입내에서도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는 Alloy 600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각종 부식특성

과 균열밀도 및 균열 노이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나타낸 

그림으로서, 예민화열처리와 TT처리를 행하게 되면 균열밀

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균열 노이즈 밀도가 증가한다 (균

열밀도를 균열 노이즈 밀도와 관련시킨 이유는 전기화학적 

노이즈법으로 응력부식균열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것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에서 분

석한 바와 같이 Alloy 600에 대하여 열처리 (예민화 및 TT)를 

행하게 되면,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거동의 원인은 입계부식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입계부식속도가 큰 경우에 응력부식균열에 대

한 저항성이 감소하여 균열밀도 및 균열 노이즈가 증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0.1 M Na2S4O6 환경 중에서 Alloy 600 열

처리재의 응력부식균열은 열처리에 의한 크롬탄화물 형성으

로 만들어진 기존 활성화 경로 기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Na2S4O6 환경 중에서의 응력부식균열은 가성용액 

중에서의 Alloy 600의 응력부식균열 결과와 달리 [18], 결정

립계에 생성된 크롬탄화물이 응력부식균열의 성장을 억제시

키는 것이 아니라, 크롬탄화물의 생성 [19]으로 인한 입계예

민화로 인하여 입계 응력부식균열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Na2S4O6 환경 중에서 Alloy 600 MA는 응력부식균열이 발

생하지 않는 반면, 열처리를 행한 SE+, TT재는 응력부식균

열이 발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열처리를 행하게 되면 응력

부식균열 저항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동은 크롬탄

화물 분포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 전기화학적 DL-EPR법에 

의한 재활성화율, 화학적 입계부식시험을 통한 입계부식속

도 측정 결과, Alloy 600의 입계부식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Na2S4O6 환경 중에서의 균열모드

는 입계응력부식균열이며 이러한 응력부식균열은 열처리에 

의한 크롬탄화물 형성으로 나타나는 pre-existing active path 

기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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