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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FAC(Flow Accelerate Corrosion) 현상은 국내 화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사

례가 있었고, 복합화력 HRSG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손상 Mechanism

이다. 본고에서는 화력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사례와 FAC Mechanism과 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고장 위치

 위치 : Economizer Inlet Header Stub Tube

 규격 : SA210A1 50.8 ×5.6t

yongchan-63@hanmail.net

김 용 찬 이사 

㈜이앤씨코리아 

Flow Accelerated Corrosion 
고장 사례와 대책

그림 1. Appearance of an economizer inlet tube that failed by FAC



Flow Accelerated Corrosion 고장 사례와 대책

2016. 10  119

3. 손상 상태 및 원인

(1) 손상 부위

Economizer Inlet Header Stub Tube가 Header 측

에서 약 15mm 상부에서 두께 감소에 의하여 아래 사

진과 같이 내압을 견디지 못하여 파열되었다. 파열튜브

는 Header 연결 배관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께 

감소는 내면에서 발생한 상태이며, 튜브 좌우 측면에서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즉 내부 유체의 Flow 방향

에서 두께 감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2) 튜브 내면 상태

파열 튜브의 내면은 두께 감소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

는 상태이며, Orange Peel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두께 감소가 발생한 튜브의 내면에는 산화스케일 층

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튜브 내면에 생성된 산

화스케일이 운전 중 내부 유체의 흐름(와류 또는 유체 

충돌)에 의하여 씻겨나간(Remove) 것으로 판단된다.

(3) 두께 측정 결과

손상된 위치에 대하여 다른 절탄기 튜브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께 측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튜브 

316열 중 50% 정도의 튜브에서 두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절탄기 Inlet Header Stub 튜브는 

위치에 따라서, 두께 감소량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

로 두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2. 절탄기 튜브 파열상태(1)

그림 3. 절탄기 튜브 파열상태(2)

그림 4. Economizer 튜브 내면 상태

그림 5. Economizer 튜브 조직

튜브 내면 산화 
스케일 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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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 원인

튜브 파열 및 두께 감소의 위치가 Header 연결 Stub 

튜브이고, 두께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내면에서 두께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튜브 내면의 상태는 산화스케일

층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Orange Peel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의 현상을 종합할 때 절탄기 Stub Tube의 

손상 원인은 Flow Accelerated Corrosion(FAC)으로 

판단된다.

4.  Flow Accelerated Corrosion 

Mechanism

  

(1) FAC Process

FAC 현상은 유로 변경이나 Local Flow에 의한 Flow 

Induced Corrosion과 환원 분위기 급수에 의한 부식의 

복합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는 튜

브 내면에서 산화물(Fe3O4)의 성장과 유체에 의한 제거

(Removal or Dissolution)는 균형을 유지하지만, 튜브 

내면 산화물의 용해 또는 제거가 산화물의 성장보다 빠

르게 될 경우 튜브 내면은 급격한 두께 감소 현상이 발

생한다.

(2) Flow Accelerated Corros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FAC 현상은 산화물의 용해, 제거, 그리고 부식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영향인자도 수

력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유 속 

유속은 산화물의 철이 유체 속으로의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다. FAC 두께 감소율은 체적유속

과 지역적인 와류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며, FAC가 일

어나지 않는 Practical threshold velocity는 없다. 유속 또

는 와류의 증가는 산화물 층의 철이온을 유체의 유동 쪽

으로 이동을 촉진하게 됨으로서 부식을 가속화한다.

점검 수량
두께 측정 감육 튜브

(≤5.3t)
설계 두께

3.6t 이하 3.9t 이하 4.5t 이하 5.3t 미만 5.3t 이상

316개 21개 9개 21개 104개 161 155개(49.1%) 5.6t

표 1. Economizer Inlet Header Stub Tube 두께 측정 결과

Tube failure 
location 

These tubes
have lost tube
wall thickness

Economizer inlet
header stub tubes

Header 
thickness

Tube 
thickness

Weld

ID ligament 
spacing

Tube 

그림 6. FAC 발생 부위의 단면도(E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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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 형상(Flow Geometry)

유로의 크기와 형상은 유속과 국부적 질량 이동에 직

접 영향을 미치므로 유속과 와류를 증가시키는 형상의 

유로는 FAC에 의한 손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반면에 

와류가 발생하지 않는 직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FAC는 수력학적 교란(와류)이 발생하는 지

점, 주로 증기 및 수계통의 연결부 하류 내부에서 발생

한다. 이런 부위는 Elbows, Pipe bends, Reducers, Tees, 

Pipe entries, Flow control orifices, Valves 등을 포함

한다.

③ 수처리

발전 설비에서는 FAC 손상이 환경적 요소, 즉 하이드

라진 또는 환원제 수처리 계통에서 산화/환원성(ORP : 

Oxidizing/Reducing Potential), pH, hydrogen and 

Oxygen 농도, 급수불순물 농도, 온도 등에 영향을 크

게 받는다. 급수의 ORP, pH, 용존산소 등은 산화물의 

안정성과 용해성에 영향을 주므로 FAC에도 영향을 미

치게 된다.

pH는 FAC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데, 높은 pH는 

FAC에 의해 두께를 감소하게 된다. 실험 자료에 의하

면 pH가 9.0에서 9.5로 증가하면 FAC Rate는 3배 정도 

줄어들게 된다. 용존산소는 주로 튜브 내면에 Hematite 

(Fe2O3) 생성을 촉진하므로 FAC Rate를 낮추는 역할

을 한다. Hematite는 Magnetite(Fe3O4)보다 물에서 

용해성이 적다.

FAC에 의한 튜브 파열은 매우 낮은 용존산소 농도

(≪1ppb at the economizer inlet)와 매우 높은 하이드

라진(≫200ppb) 농도의 조건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

한 조건하에서는 급수가 매우 환원성(≪-300mV)으로 

됨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운전이 되면, 급수계통에서는 

Magnetite(Fe3O4)의 용해가 쉽게 발생하여 FAC를 촉

진하게 된다.

④ 하이드라진  

하이드라진은 복  급수계통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N2를 생성하면서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복  

급수를 환원성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이드라진

이 0~150ppb 범위에서 있으면 하이드라진 농도가 증

가됨에 따라서 ORP가 더욱 환원성이 되며, Magnetite의 

용해가 촉진됨으로서 FAC Rate는 증가한다. 하이드라

진 농도가 150ppb 이상에서는 ORP가 너무 낮아짐으로

서 FAC Rate는 오히려 감소한다. 물속에 산소와 하이

드라진이 동시에 존재할 때, 산소농도가 5~7ppb 이상 

유지되면 FAC Rate는 제어될 수 있다.

 

그림 7. Solubility of magnetit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various ammonia concentrations.

(Source : Sturla,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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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온 도 

온도는 산화와 환원반응의 율에 영향을 미치며, 탄

소강과 저합금강의 FAC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

다. FAC는 대개 100~280℃ 범위에서 발생하며, 동일

한 조건하에서 150℃ 부근에서 FAC는 가장 심하게 발

생한다. 

⑥ 재 질  

산화물 층의 안정성과 용해성은 합금의 성분과 양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다. Cr이나 Mo 등이 합금으로 

첨가되면 튜브 내면에 Iron-chromium spinel oxide 

(FeCr2O4) 또는 Iron-molybdenum spinel oxide(MoFe2O4)

가 생성된다. 이러한 산화물은 탄소강에서 생성되는 다

공성의 Magnetite(Fe3O4)보다 용해성이 현격하게 저

하된다.  

따라서, 탄소강은 FAC의 발생 가능성이 많으나 저합

금강에서는 FAC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1% 정도의 Cr이 첨가된 재질에서는 FAC의 Rate는 거

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

5. 대 책

(1) 절탄기 입구 O2 농도 적정 유지  

급수상태와 급수가열기 재질 등을 고려하여 Deaerator 

Vent Valve 및 하이드라진 주입량을 조정하여 O2 농도

를 5~7ppb 정도로 유지하면 FAC 현상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절탄기 입구 O2 농도가 증가하면 급수는 환원

성 분위기가 완화되어 Pre-Boiler 및 절탄기 튜브에서 

Magnetite 용해 및 Fe 이온의 용출이 감소됨으로서 

FAC에 의한 손상 방지뿐만 아니라 Water Wall Tube

의 스케일 부착량도 상당히 감소된다.

(2) 수처리 방법 개선  

보일러 수처리의 목표는 보일러수의 적절한 화학처

리와 고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대표적인 수처리 

방법은 전휘발성처리(AVT)와 산소처리(OT)가 있다. 

산소처리는 금속 표면에 치밀한 산화피막(Hematite)을 

형성하여 부동태 영역에 머물게 함으로서 수중에 철이

온의 용출을 최소화하며, 증발관의 오염속도를 저하시

킨다. 따라서, 절탄기의 튜브의 FAC 방지나 Water Wall 

Tube 오염속도 저하 등을 위하여 OT 또는 하이드라진 

무주입 수처리 방법 등으로 개선할 것을 추천한다.

(3) 재질 개선  

Cr이나 Mo 등이 합금으로 첨가되면 튜브 내면에 난

용성의 Iron-chromium spinel oxide(FeCr2O4) 또는 

Iron-molybdenum spinel oxide(MoFe2O4)가 생성되

어 FAC 발생속도는 현격하게 저하된다. 따라서, SA213 

T1(0.5Mo) 또는 T12(1Cr-0.5Mo) 등의 저합금강으로 

재질 개선을 하면 FAC는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