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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 목 

이온빔에 의한 핵연료피복관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11. 연구개발의 목척 및 펼요생 

ZircaIoy-4는 열중성자 홉수율이 매우 낮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 

며 내부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압경수형 원자로(PWR)의 핵연료 피복관 재 

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310 - 330 "C, 15 MPa 의 고온 고압의 물 

분위기인 원자로내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피복관은 여러 원인에 의환 파손 

n않kage)이 발생하고 있다. 냉각수 순환유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핵연료 봉의 

진동은 핵연료 봉과 grid 접촉부위에서 마찰부식 (fretting corrosion)올 일으키 

며 냉각수에 떠다니는 Fe에3， F~04 둥의 구조물의 산화물 미세 입자들(debris) 

에 의한 마모부식 (debris -induced fretting) 피해가 일어난다. 이러한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피해는 냉각계통올 오염시키고 결국 발전소의 가동올 중단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자로 가동중 핵연료 피복관의 파손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셜계가 

제안되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파손문제률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Westinghouse 사에서는 피복관 표면에 산화물(zκ)z) coa파19 처 

리를 하여 핵연료 피복관의 표면올 경화시킴으로써 파손올 줄이고 있으나 상 

세한 표면처리기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올 고에너지로 가속하여 재료 표면에 주입함으로써 재 

료 표면의 조성， 구조를 변화시켜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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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기술을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적용하여 Zirca1oy-4 의 기계적 특성 및 

부식저항성올 개선하고자 환다. 본 연구는 이온주입조건이 Ziπa1oy-4 핵연료 

피복관의 표면조성， 미세구조， 내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올 체계적으로 명가하여 

최고의 기계적 륙성과 내식특성을 보이는 최척의 이온주입조건올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아울러， 피복관이온주입처리용 전용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들올 제작 및 

구매하였다. 

Ill. 혐구째발의 내용 및 범위 

1. 기계객톡생향장연구 

가. computer simulation율 이 용한 이 온주업 공정 철 계 

。 Trim95 program올 이용하여 핵연료피복판재료인 

Zirca1oy-4 의 ion range와 energy distribution 거 동 예 측 

。 Trim code 로 얻어진 Ascn code롤 이용하여 ionization에 사용되는 

ion파 recoil 에 의 한 energy loss 거 동분석 

。ProfileC여e™올 이용하여 핵연료피복관재료인 Zirca1oy-4의 이온조사 

량과 시료 형상에 따른 이온분포 거동분석 

냐. 고용내마모시혐기 및 Fretting 마모시험기 & 고용 

Fretting 피 로시 혐 기 (Zirca!oy tube장학용) 째 작 

。 노 내에서의 마모거동올 예측하기 위한 고온마모 시험기 및 

fretting wear tester 제 작 

。 315"C， 15MPa의 고온고압하의 원자로내 분위기에서의 핵연료피복관 

의 마모 및 피로거동올 분석하기 위환 모의 실험장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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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온주업공청조건얘 따른 조칙변화 및 기채척 특생변화 

data base 구축 

(1) 이온주업공청 

。 Zirca1oy-4재료에 공정온도 빛 이온조사량올 변수로 하여 질소이 

온주입한 후 기계적특성분석올 롱해 최척공정 조건 확립 

。 Zirca1oy-4재료에 공정온도 빛 이온조사량 산소분압을 변수로 하 

여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환 후 진공 하에서 질소이온 주 

입한 경우와 기계적 폭성 비교분석을 퉁한 최적공정조건 확립 

(2) 표면분석 

o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ES) 분석 을 통해 이 온의 칭 투깊 

이 빛 농도분포 둥올 분석. 

o X -Ray Diffraction (XRD) 법올 이용하여 질화물， 산화물 등의 형 

성거동분석 

(3) 기계척 륙생훈적 

。 이온주업조건에 따른 표면충의 경도변화 측정. 

o 고칭투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경도변화 측정 

。 Ba11-on-disk type의 내마모시험올 퉁한 AISI52100 ba11 

파 AhÛ3 ba1l에 대한 내마모특성 비교분석. 

o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fretting 마모거통 비교분석. 

。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하중 및 변위제어에 따른 질소이온주 

입한 Zirc떠oy-4의 뼈t마19 피로거통 비교분석. 

2. 내석생향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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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소이온주엽이 염화물 수용액에셔 Zirc삶oy-4의 국부부식저항생 

에 마치는 영향 

。 Zirca1oy-4에 질소이 온주입 

。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국부부식 저항성 평가 

。 질소이온주입충의 조성 및 구조 분석 

。 국부부식 시험후 핏탱부식형상 관찰 

。 질소이용주입한 Zirca1oy-4의 양극산화 시험 

냐. 철소이온주엽이 산생용액에서 Zircaloy-4의 얼반푸식 저항생애 미 

치는 영향 

。 Zir않loy-4에 질소이용주입 

。 질소이용주입한 Zir얹loy-4의 일반부식 저항생 명가 

다. 철소이온주업이 순수한 고온 물애셔 Zir앉loy-4의 i흙식저항생애 미 

치는 영향 

。 Zirca1oy-4에 질소이 용주입 

。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고용부식 저항생 명가 

。 질소이용주입충의 조생 

。 질소이용주입충의 구조 훈석 

라. 철소이온주엽이 고온 LiOH 수용액애셔 Zircaloy-4의 .식저항생 

에 마치는 영향 

。 Zirca1oy-4에 질소이용주입 

。 질소이용주입한 Zir떠loy-4의 고용부식 저항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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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온뱀에 의한 Cr, Nb 표면합금화가 순수한 고온 물에셔 

Zirc떠oy-4의 i휴식 져 항생 에 미 칙 는 영 향 

。 Zirca1oy-4에 Cr, Nb의 표면합금확 

。 Cr， Nb 표면 합금화한 Zir않loy-4의 고온부식 저항성 평가 

3. 전용장치용 부품째작 

。 M여ified Bemas 형의 금속이온원 제작 

。 질량분리용전자석제작 및 특성시험 

。 내압 200 kV 의 3단 조립형 가속관 제작 

。 진공계통 구성 

。 조총회로구성 

IV. 연구채발철과 

1. 기계적특생시혐컬과 

Zircaloy-4를 대상으로 이온주업공정을 실시하여 미세구조분석 및 기계적 톡성 

명가를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Zirca1oy-4에 120keV, 3x 1017ions/c며이상， 500'C이상에서 질소이온주입하였 

을 경우 표변에 ZrN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XRD분석 결과 이온조사량이 증 

가할수록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ZrN의 양이 증가하였다. 

。 Zirca1oy-4에 12OkeV, 5x 1017ions/c며이상， 5OO'C이상에서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하였을 경우 산소의 농도분포가 20.때이상의 deep penetration 

거동올 보이며， XRD분석 결과 deep penetration거동율 보이는 공정조건에 

서 ZrOo.훌의 산화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를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면청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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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톡 

히 3 X 1Q17ions/c며이 상， 500 "C 이 상의 경 우 3배 이 상의 경 도향상올 나타내 었 

다. 이온조사량파 공정온도를 변수로 산소분위기에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변경도롤 측정한 결과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경도 

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5 X 1Q17ions/c마이상， 500"C이상의 경우 6배이상의 

경도향상올 나타내었다. 

。 고첨투 이온주입공정한 후 고에너지 이온주입올 한 Ziπa1oy-4의 경도률 측 

정 한 결 과 300eV, 1 X 1019ions/c마으로 이 온조사 한 후 l00keV, 1 X 1018ions/ 

C며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모재에 비해 약 4 배 이상의 경도향상올 보였다. 

。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를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내마모실험 

결과 3X 1017ions/c마이상， 500"C이상에서 모재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내마모 

특성향상올 나타내었다. 또한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률 변수로 산소분위기 

에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내마모실험 결과 5X 1Q17ions/c마이상， 5OO"C 

이상에서 모재에 비해 수십배 이상 내마모성이 향상되었다. 

。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를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fretting 

wear test결과 하중 lN에서 8 X 1017ions/c마의 이온조사 량으로 질소이온 

주입한 경우 마모깊이가 모재에 비해 약 50%정 도 줄어옮올 판찰할 수 

있었고 3X ld7ions/c마의 이온조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398"C이상에 

서 마모깊이가 약 30%정도 줄어옮 을 관찰하였다. 이에 비해 산소분위기 

에서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마모혼 깊이 

가 약 70%정도 줄어 옮올 관찰하였다. 

。 이온조사량올 변수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fretting fatigue test 결과 

변위 -0.2mm, 하중 250N에서 5 X 1017ions/c마이상의 이온조사량으로 질 

소이온주입한 경우 모재에 비해 피로수명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8 

X 1Q17ions/c며의 조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피로수명이 모재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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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정도 중가함을 관찰하였다. 

2. 부씌특생 시협컬확 

가. 질소이온주엽이 염화물 수용액에셔 Zircaloy-4의 국부부식저항 

생에 미쳐는 영향 

1) Zirc떠oy-4애 철소이온주업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100 t:, 200 t:, 300 t:로 유지시키고질소 주압 

량을 변화시켜 3 X 1017 
- 1.2 X 1018 N ionslcm2 률 주입하였다. 

2) 컬소이온주업한 염화물 수용액에서 Zircaloy-4의 국부푸식 

저항생 명가 

탈기한 80 t: 4 M NaCl 용액에서 양극분극곡선의 핏탱전위를 측정하여 국부 

부식 저항성올 명가한 결과 주입온도가 100 t:언 경우 국부부식저항성이 거의 

향상되지 않았고 부동태 전류밀도는 10 - 103 배 중가하여 질소이온을 주입하 

지 않온 Zirca1oy-4(Epit=350 m V)와 비교하여 일반부식 저 항성 이 상당허 져 하 

되었다. 그러나 주업온도를 200, 300 t:로 높인 결과 질소 이온주입량에 따라 

핏탱전위가 900-1400 mV로 중가하여 피복관의 국부부식 저항성이 획기격으 

로 중가하였다. 

3) 철소이온주업충의 조생 몇 구초 훈석 

AES와 XRD롤 이용하여 질소이온주입충의 조성과 구조를 관찰한 결과 이온주 

입충은 ZrQz+ZrN 의 복합화합물충으로 이루어 졌으며，Z:κ%충운 주업온도와 

주입량에 관계없이 형생되었으나， zrOz와 Zr 사이에 형생된 ZrN온 주입량이 

일정량(약 6X 1017 N ions/cm2)이상일 청우 형성되었으며 주입온도와 주입량이 

중가할수록 ZrN 충의 두께와 상의 안정성이 중가하였다. 질소 주입한 

Ziπa1oy-4의 국부부식 저항생이 향상된 이유는 Zκ}z와 ZrN의 화합물충이 형 

-9-



생되어 보호피막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4) 국부부식 시협후 핏탱i휴식형상 환활 

100 'c에서 주입된 시편의 청우 표면 전체에 많은 핏들이 관찰되었으나 2OO'C 

이상에서 주입된 시편에서는 매우 낮은 핏트 밀도를 보여 이온주입시의 기판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기공형태의 미세결합 밀도가 감소하여 국부부식 져항성 

이 종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철소이온주업한 Zircaloy-4의 양극산화 시혐 

양극산화 시험을 롱하여 이온주입시 형성된 화합물충의 두께를 비교한 결과 

주업온도와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화합물충<Zr02+ZrN)의 두께가 증가 

하였다. 

냐. 철소이온주엽이 싼생용액 Zirca1oy-4의 얼반부식 져항생애 미쳐 

는 영향 

1) Zirca1oy-4빼 질소이온주업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100 'C, 300 'c 로 유지시키고 질소 주입량을 

변화시 켜 3X1017 와 1 x 1018 N ions/cm2 를 주입 

2) 철소이온주업한 Zirca1oy-4의 얼반푸식 져항생 명가 

탈기한 1 M H2S04 용액에서 양극분극 시험한 결과 질소 이온주입에 의해 형 

성된 ZrN + Zr02 춤이 barrier로 작용함으로써 질소 주입한 시편온 이온주입 

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하여 부동태 전류밀도가 5 - 100 배 감소하여 질소이온 

주입에 의하여 Zircaloy-4의 일반부식 저항성이 향상 되었다. 질소 주입량과 주 

입온도가 높올 수록 푸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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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험결과로부터 저온 수용액에서 Zirca1oy-4의 부식 저항성올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이온주입 조건용 다읍과 같다. 

이온주엽시의 기환온도 : 200 - 핏)()'C 

켈소이온주입 량 : 1 X 1018 ions/c’ m2 

다. 철소이온주엽이 순수한 고온 물애셔 Zircaloy-4의 부식저항생에 

마칙는 영향 

1) Zircaloy-4에 철소이온주업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률 각각 200 "C, 400 "C, 500 "c로 유지시키고 질소 주입 

량올 변화시 켜 2 X 1017 
- 1 X 1018 N ions/cm2 롤 2X 10-5 Toπ 의 산소분위 기 

에서 주입. 

2) 철소이온주입한 Zircaloy-4의 고온부삭 저항생 명가 

350 "C, 16.5 MPa 순수한 물에서 고온부식 저항성올 측정한 결과 주입온도가 

200 "C, 당잉 ℃ 인 경우 고온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입온도 

가 400 "c 인 경 우 이 온주입 하지 않은 Zirca1oy-4(45일 시 험 에서 16.3 mg/dm2
) 

와 비교하여 질소주입량에 따라 무게증가가 감소하여 5 X 1017 ions/cm2 의 질 

소이온올 주입환 경우 45일 시험에서 7 mg/I마n2 의 낮온 무게중가를 나타내었 

다. 

3) 철소이온주업충의 조생 

AES률 이용하여 고온부식시험 전후에 질소이온주입한 Zir때loy-4의 표면충의 

조생올 관찰한 결과 부식시험전에 이온주입충에서 존재하던 질소가 부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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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관찰되지 않아 ZrN충은 Zircaloy-4의 고온부식저항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이온주입시 Zirca1oy-4 표면충에 형성환 산화물(Zr02)충이 산소확산의 

barrier로 작용하여 Zirca1oy-4의 고온부식저항생올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훤다. 

주입온도가 400 "c 인 경우에 부식속도가 감소한 이유는 2OO"C 와 당)()"C 보 

다는 표면에 두꺼운 산화물충이 형성되어 산화반용의 barrier로 작용한 결과이 

다. 주입 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충 두께가 증가하였다. 

4) 철소이온주엽총의 구조 분석 

XRD률 이용하여 질소이온주입충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이온주입시 형성환 

산화물은 주로 tetragona1-Zr02 로 이루어져 있다. Tetragona1-Zr02 는 

monoclinic-Zt02 에 비하여 치밀하여 양호한 보호톡생올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질소이온주입에 의한 고온부식저항성의 향상은 tetr김gona1-Zr02 형 

성결과로 샤료훤다. 

3. 천용장치용 푸품째작 및 벌주 

핵연료피복관전용의 이온주입기에 필요한 부품들올 제작， 성능시험， 및 발 

주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부품들은 이온훤， 질량분리전자석， 가속관， 진공계， 

및 조종용 프로그램 들이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협 

。 체작한 전용장치용 부품들은 곧바로 다른 용도의 이온주입장치 또는 이온 

빔장치들에 이용될 수 있다. 

。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 적용 평가를 통해 핵연료피복관의 이온주입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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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의 산업화 기술 이전 추진. 

。 차세대 피복판 소재의 수명 및 안정성 향상 표면처리 기술개발에 용용. 

。 발전소 구조물인 중기발생기 전열관， 터빈 부품의 표면개철 연구 및 자동차， 

항공기의 내식， 내마모 처리에 쩍용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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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Cladding by Ion Beam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Zircaloy-4 has been extensively used as the cladding material of fuel

elements in nuclear reactor systems due to low thermal neutron absorption

cross-section,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adequate strength and good

formability. In light water reactor environments, however, it has been

known that the Zircaloy-4 fuel cladding tube suffers from 1) fretting

corrosion caused by the fuel rod vibrations 2) erosion(debris-induced

fretting) caused by the impact of crude or debris such as FesQ}, Fe2C>3 and

coolant born impurities. As these may result in the release in the radioactive

by-products of nuclear fission process into the primary coolant and

interrupting the operation of the reactor, a research for improving surface

properties such as wear and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s essentially

required.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reactor have been proposed but a satisfactory one has not ever been

introduced.

Ion implantation is a technology that allows the modification of the

properties such as wear and corrosion resistance by changes in the

composition, structure or morphology of the near surface layers by the

implanting ions with high energ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optimal ion implantation condi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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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various ion implantation conditions on the composition,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resistance of implanted Zircaloy-4.

in.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is to develop enhanced cladding by utilization of impantation

technology. Grossly, it consists of 1) establishment of the optimum

implantation conditions 2) the mechan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3)

cossosion property characterization, 4) the development of an implanter for

the claddings treatments.

1. Mechan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of the implanted

claddings

1.1 State of the art survey

Literature and resources concerning the surface treatment of cladding

materials by ion beams has been collected and analyzed. Also, patents

requested through some countries like USA or Japan has been surveyed in

a preliminary measure not to violate proper traffic of intellectual properties.

Also, digestion of the literature was made to grasp the causes of the fuel

cladding failure and to understand characters and problems of the oxide

coated clad materials.

1.2. Elemental and microstructure analysi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was applied for the depth profile, and X-ray

diffraction was used for the nitride and oxide measurements.

-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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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implanted samples

For the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s, a high temperature wear

resistance tester, a fretting wear tester, a fretting fatigue resistance tester,

and a high pressure & temperature fretting wear tester were constructed.

Using these testers, some mechanical properties as micro hardness, wear

resistance against AISE2100 and AI2O3 balls, and fretting properti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for the implanted materials. Effect of the oxygen

atmosphere was measured in the nitrogen implantation.

1.4. Establish of the basic condition ion implantation

Using TRIM-95 code and ProfileCode™ Program for the ion implantation

simulation, calculation of the ion penetration depth, energy distribution,

vacancy production rates were made on the implantation of Zircaloy-4 by N

ion.

2. Corrsion Characteristics of the Cladding Material

2.1.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resistance to

localized corrosion of Zircaloy-4 in an chloride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b. Localized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c.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nitrogen-implanted layer

d. Galvanostatic anodization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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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resistance to general

corrosion of Zircaloy-4 in a acid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b. General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2.3.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pure water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c.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nitrogen-implanted layer

d.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nitrogen-implanted layer

2.4.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0.1 M LiOH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2.5. Effects of Cr and Nb surface alloying by ion beam on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of

Zircaloy-4 in water

a Cr and Nb surface alloying on Zircaloy-4 by i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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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Cr and Nb surface

alloyed Zircaloy-4

3. Fabrication and assembing of the parts for the dedicated ion

implanter for the claddings treatments

Main components of the implanter for the claddings treatment has been

fabricated, assembled, procured and tested for their performances. They

include ion sources, analyzing magnet, acceleration tubes, vacuum lines,

and gate valves.

IV. Results

1. Mechanical Properties Charactrization

Literature Survey reveals that Harwell Laboratory in England initiated

implantation for cladding material corrosion resistance in the middle of

1970s. Growing number of researches were started from late 1980s in USA,

Japan, Russia, France, and South Africa Westinghouse Co. applied hardness

treatment and oxide coating on the fuel cladding for the erosion reduction

and started to sell it from late 1993.

Patents using Cr, Ni, C, Ti, of Hf for ion beams in implantation has been

requested in the USA and Japan. Mixed ion beam and method and/or deep

implantation may be necessary to avoid possible disputes concerning

industrial rights. Augmentation is made on the vacuum and cooling system

of gas and metal implanter for their fitness in Zircaloy-4 implantation.

Resulting ion current is 20—30mA by gas implanter and l~5mA by metal

impla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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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AES as a function of the

substrate from the surface and the result shows that nitrogen is diffused

deeper than theoretical prediction calculated by the TRIM-95 due to the

radiation diffuse. Oxygen is concentrated near the surface because oxygen

in the vacuum is activated by the excitation of the atoms in the surface of

the substrate. The implantation at oxygen atmosphere above 5 x 1017ions/cnf,

500 "C changed the penetration of oxygen in Zircaloy-4. The penetration

depth of oxygen was measured to be approximately 20/an at an Constance

concentration of 10 at.%. The implantation at oxygen atmosphere in the

Zircaloy-4 which is known to have strong gettering effect of oxygen

promotes the deep penetration of oxygen through the radiation enhanced

diffusion..

XRD analysis shows that ZrN is formed if ion dose is greater than 3x

1017ions/crf and processing temperature is greater than 500*0. In turn those

nitride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wear resistance of Zircaloy-4. The

nitrogen implantation at oxygen atmosphere which has the deep penetration

of oxygen could produce the non-stoichiometric ZrOo.35 layer with ZrN

compound formatioa.

Hardness of the implanted Zircaloy-4 increases as the temperature of the

substrate and ion dose increase. Especially the hardness increases by the 3

times at temperature of 500 "C or more with ion dose of 3 x 1017ions/crf or

more. At the same condition given in the above, wear resistance was

improved by the 4 times. In the fretting wear test under the load of lOOgf,

it was shown that wear depth decreased by the 2 times when ions were

implanted with the dose of 8 x 1017ions/cnf. When the dose was 3xi017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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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 with the condition of the temperature greater than 400 "C, wear depth

decreased by 30%. In the fretting fatigue test under the load of 250N and

the displacement of -0.2mm, it was shown that life of fatigue notably

increased when ions were implanted with the dose of 5 x 1017ions/cnf or

more. Especially the life of fatigue increases by the 3 times with ion dose of

8xi017ions/cnf. Hardness of the implanted Zircaloy-4 in the oxygen

atmosphere increases by the 4 times or more. Especially wear resistance of

the implanted Zircaloy-4 in the oxygen atmosphere increases by the several

ten times or more.

2. Results of Corrosion Tests

2.1. Resul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resistance to

localized corrosion of Zircaloy-4 in a chloride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100, 200 and 300 "C respectively

and the ion dose was varied from 3 x 1017 to 1.2 x 1018 ions/cm2.

b. Localized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The resistance to localized corrosion of Zircaloy-4 was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ion dose when implanted at substrate

temperatures above 200 "C. However, it was not almost improved by

implantation at 100 TC. Specifically, the pitting potential increased from 350

mV (vs. SCE) for the unimplanted to values of 900 to about 1400 mV (vs.

SCE) for the implanted alloy depending on the nitroge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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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nitrogen-implanted layer

AES depth profiles and XRD patterns of nitrogen implanted layer

showed that the implanted layers are composed of Z1O2 layers near the

surface and ZrN layers between Z1O2 layers and Zircaloy-4. The compound

layer of ZrO2+ZrN was formed when implanted with nitrogne dose greater

than 6 x 1017 ions/cm2 at temperature above 200 "C. 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to localized corrosion of Zircaloy-4 wa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compound layers of ZrC>2+ZrN during the implantation. When

the dose and implantation temperature increase, the compound layers

become more stable, thereby enhancing the resistance to localized corrosion

of Zircaloy-4.

d. Observation of corrosion morphology

A large number of pits were generated for samples implanted at 100 t ,

while few pits were generated for samples implanted at 200 *C. Higher

density of pit suggests the existence of a larger number of film defect at

which film breakdown occurs and the alloy become susceptible to Cl" attack.

e. Galvanostatic anodization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The galvanostatic anodization tests on the nitrogen-implanted Zircaloy-4

in 1 M H2SO4 at 20 V demonstrated that an increase in the ion dose and

also in the substrate temperature increased the thickness of the compound

layer of ZrQj+ZrN, and hence increased the pitting potential of the alloy.

2.2.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resistance to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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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osion of Zircaloy-4 in acid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100 and 300 "C respectively and

the ion doses of 3 x 1017 and 1 x 1018 ions/cm2 were implanted.

b. General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The general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was improved by nitrogen

implantation, which is confirmed by decrease in the passive current density.

The passive current dens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nitrogen dose

and the substrate temperature. This improvement in the general corrosion

resistance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compound

layers of ZrN+ZrQj during the implantation.

2.3.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pure water,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200, 400 and 500 "C respectively

and the ion dose was varied from 2 x 1017 to 1 x 1018 ions/cm2 under 2 x

10"5 Torr O2 atmosphere.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The unimplanted and the nitrogen implanted zircaloy were exposed to

pure water at 350 "C and the weight gains of each sample were measured to

compare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of Zircaloy-4 was increased when implanted at substrate

temperatures 400 V. However, it was not almost improved by the

- 2 3 -

corrosion of Zircaloy-4 in acid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100 뻐d 300 "C res야!Ctively 없ld 

the ion doses of 3 X 1017 and 1 X 1018 ions/cm2 were implanted. 

b. General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하lted Zirc외oy-4 

The general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was improved by nitrogen 

implantation, which is confirm어 by decrease in the passive current density. 

The passive current dens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nitrogen dose 

and the substrate temperature. This improvement in the general corrosion 

resistance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of compound 

layers of ZrN + ZfÛ2 during the implantation. 

2.3.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pure water.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200, 400 때d 당)() "C res야!Ctively 

and the ion dose was varied from 2 X 1017 to 1 X 1018 ions/cm2 under 2 X 

10-5 Torr oz atmosphere.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Zircaloy-4 

The unimplanted and the nitrogen implanted zircaloy were exposed to 

pure water at 350 "C 없ld the weight gains of ea하1 sample were measured to 

compare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The resistance to 

high tem야~ature of Zircaloy-4 was increased when implanted at substrate 

tem야π-atures 400 "C. However, it was not almost 따lproved by the 

-23-



implantation at 200 °C, 500 °C. The weight gain decreased from 16.3 mg/dm2

for the unimplanted to 7 mg/dm2 for the implanted alloy with a dose of 5 x

1017 N ions/cm2 after 45 days of exposure.

c.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nitrogen-implanted layer

After exposure to 350 V. water, nitrogen atoms almost was diffused out

the implanted layer as conformed by AES depth profiles. The disappearance

of nitrogen during the exposure suggests that ZrN formed by implantation

is not stable at 350 "C and the improvement of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of Zircaloy-4 is not associated with ZrN but Z1O2

layer. The oxide layer formed during the implantation behaves as a barrier

and reduces the corrosion rate. For the alloy implanted at 400 °C, thicker

ZrO2 layer formed than those at 200, 500 "C.

d.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nitrogen-implanted layer

The results of X-ray diffraction show that the oxide layer formed during

the implantation is composed mainly of a tetragonal phase which is known

as a dense and protective one. Then it is thought that the protective

tetragonal Z1O2 improved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corrosion.

2.4. Effects of nitrogen implanta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0.1 M LiOH solution

a. Nitrogen implantation into Zircaloy-4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kept at 200 and 400 "C respectively and

the ion doses of 5 x 1017 and 1 x 1018 ions/cm2 were implanted under 2

x 10"5 torr O2 atmosphere.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nitrogen-impl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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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loy-4

The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of Zircaloy-4 in 0.1 M LiOH solution

was significantly improved when implanted at substrate temperatures 400

V. However, it was not almost improved by implantation at 200 "C. The

weight gain decreased from 575 mg/dm2 for the unimplanted to 298 mg/dm2

for the implanted alloy with a dose of 5 x 1017 N ions/cm2 after 20 days of

exposure.

2.5. Effects of Cr and Nb surface alloying by ion beam on the orrosion

resistance of Zircaloy-4 in high temperature pure water

a. Cr and Nb surface alloying on Zircaloy-4 by ion beam

Either Cr or Nb were deposited on Zircaloy-4 by puttering

method(deposited thickness : 500 A) and then was irradiated by 120 keV

Ar+ ions up to 5X1017 ArVcm2 at 200 V.

b. High temperature corrosion behavior of Cr and Nb surface

alloyed Zircaloy-4

The weight gain decreased from 13 mg/dm2 for the as-received to 12, 13

mg/dm2 for Cr and Nb surface alloyed Zircaloy-4 after 20 days of exposure.

V. Proposals for application

The positive results obtained from this work provides that ion

implantation process can be a potential candidate process for enhancement

of fuel cladding life as well as other precision component experiencing wear

and fretting wear etc.. However we need further study for verified process

development in actual activation conditions since no data is availab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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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degrada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implantation modified

Zircaloy by neutron irradiation as in actual cladding system under operation.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increase the lifetime for new fuel

cladding materials, and also for improving the wear and corrosion resistance

of steam generator and turbine blades in power plants as well as machine

parts of airplanes and automob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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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장 서 흉 

지르코늄 합금은 열중성자 홉수율이 매우 낮고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사용되는 Zr 합금은 가압형경수로 

(PWR)에 Zirc려oy-4， 비둥형경수로(BWR)에 Zir않loy-2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 

며 CANDU 나 러시아의 RBMK 핵반용로에 Zr-Nb 합금이 사용되고 있다. 

Zircaloy 핵 연료 피복관은 외부가 고온(310-잃o 'C) 및 고압(15 MPa)의 냉각 

수에 장기간 노출되어 PWR 경우 반용속도가 초기에는 power law를 따르다가 

후에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산화반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1]. 뿔만 

아니라 핵연료 피복관온 두께 0.65 mm, 직경 9.5 nun, 길이 약 4m의 관으로 

Fig.1 에서 보여주는 것 처 럼 원자로 내 에 서 Zircaloy로 만든 grid에 뼈cking되 

어 셜치되고 있어서 피복판과 grid의 접촉부위에서 냉각수의 이동과 기계적 진 

동에 의환 마찰부식 (fretting corrosion)이 일어난다. 그리고 냉각수내에 부유하 

여 이동하는 FezÛ3, Fe304 둥의 마셰입자들(debris)에 의한 erosíon (debris

induced fretting)이 발생한다[2，3]. Fig. 2 는 1987년부터 1잃3년까지 

Westinghouse 사에서 제작한 핵연료봉의 파손(I얹kage)원인을 나타낸 것으로 

파손의 주원인은 grid 접촉부위에서의 fretting 과 debris-induced fre뼈ng 이 

다. 이러환 핵연료 피복판의 부식피해는 냉각계통을 오염시키고 결국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결과률 초래하기 때문에 Zircaloy 피복판의 내식생올 향상 

시키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연구가 원전의 안전성파 신뢰성을 중진시키기 위하 

여 절실히 요구된다. 

Zirc려oy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는 합금 조성올 변화시키는 합 

금개발 연구와 부식이 재료의 표면과 환경이 접촉하여 일어나 표면특성에 영 

향을 받는다는 첨올 이용하여 적절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기존의 Z此a1oy-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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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el assembly of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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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le End 
Plug Piping End Plug Piping 

Cause Not Found 7 28 
5 

1 GridlRod Fretting 

24 TMllTA 

V5H Mid-Grid 
Fretting 

Fig. 2 Leakage mernanisms identified from on-site examinations 

for fuel of recent fabrication <1 987-1993)(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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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특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시도되었다. 합금개발 분야에서는 

Zircaloy-4의 합금원소인 Sn, Cr, Fe 의 조생을 변화시키고 캐나다의 CANDU 

와 러시아의 RBMK 핵반용로에서 피복관재료로 사용되는 Zr-Nb 합금의 합금 

훤소인 Nb을 첨가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는 미국 

Westing-house사에 서 개 발한 ZIRLO (Zr-lNb-lSn-O.lFe)와 러 시 아에 서 개 발 

한 Zr-l Nb-lSn- O.5Fe 합금 이 다[41. 

표면개칠 연구에서는 Westinghouse사가 Zircaloy-4의 내식생 향상을 위하 

여 ZrOz 산화막 코탱법율 채택하고 있으며 [2] Combustion Engineering사， 

8abcock & Wilcox^t 그리고 일본의 康子戰料工業珠式會社에서는 As, C, N, 

P, Cr, Fe, Sn Cr, Ni, Ti, Hf을 이온 주입하여 Zircaloy-4의 내식성올 향상시켰 

다는 연구결과 둥이 특허에 발표되었다[5-91. 부식이 재료의 표면파 환경이 접 

촉하여 얼어나 표면특성에 영향올 받는다는 첨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같 

은 표면처리 방법이 핵연료 피복관 성능향상올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온주입은 이온올 고에너지로 가속하여 재료 표면에 주업함으로써 재료 

표면의 조성， 구조를 변화시켜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표면 

처리기술로서 개발 초기에는 반도체 분야에 용용되어 이용되어왔으나 80년대 

들어서 금속과 세라믹에 적용되어 내식， 내마모성， 전기적 성질 둥의 표면 성질 

올 개선하기 위해 용용되기 시작했다. 이온주업은 피복체의 치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재료의 표면 특성올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온주입시 아온빔 

조사에 의한 조사결함(r때ia디on damage) , 고용체 형성， 새로운 화합물 

(compound)형성， 용력 둥의 결과로 이온 주업충의 내마모성파 내식성 둥 표면 

특성이 변화한다. 

톡히 질소이온주업법온 소재내의 Fe, Cr둥의 원소와 질소이온이 미세한 경 

질의 질화물의 형성에 의한 경화 , 이온주입시 소재표면의 결합생성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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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표면압축잔휴 용력으로 인한 경화 둥을 통해 각종부품의 내구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공정으로 활용되고 있다[10，11]. 또한， 순철에 질소이온주입시 온도 

및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주입깊이 및 농도가 중가하고 석출물의 생성량이 중 

가한다는 보고가 었으며 경도치가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모 

채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2， 13].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Fe계 합금 및 생체재료용 Ti-6Al-4V합금 둥에 주로 집중되어 왔으며 

주로 원자력산업에 사용되어지는 Zr계 합금에는 최근에야 일본， 미국 둥에서 

연구되 고 있는 실정 이 다[14，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외 모의시험을 위한 모의시험장비를 셜계 제작하 

고， 핵연료피복관의 채료인 Zirca1oy-4의 기계적특생향상을 위한 정밀표면처리 

공정의 일환으로 진공하에서의 질소이온주업공정과 산소분위기에서의 질소아 

온주업공정올 사용하여 조사량 및 공정온도， 산소분압올 변수로 연구하였으며， 

AES， XRD를 이용하여 경도향상에 질화물과 산화물이 마치는 영향파 공정온 

도에 따른 산화물 및 질확물의 형성거동올 연구분석하고， b려l-on-disk 

multitribo tes않r와 fretting wear tester올 통해 각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기계 

적 특성을 명가분석하였다. 

아울러 훤자로 냉각수 분위가에서 최고의 내식특성을 보이는 최척의 이온 

주업조건올 확립하기 위하여 절소이온주업이 Zirca1oy-4의 주업충의 조성과 미 

세구조에 미치는 영향파 염화물 분위기에서 Zirca1oy-4의 국부부식 저항성 및 

산성용액에서 일반부식 저항성 그리고 순수한 물파 Li 용액에서 고온부식 저항 

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온빔에 의한 Cr, Nb 표면합금화가 

Zirca1oy-4의 고온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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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2장 혹내외 71슐개밟혐황 

지르코늄 합금은 열중성자 홉수율이 매우 낮고 고온에서의 기계척 톡성이 

우수하며 내부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水) 냉각형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 

채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Ziπa1oy-4 핵연료 피복관이 15 MPa의 압력과 310 

-330 "C 온도의 고온， 고압의 냉각수에 장기간 노출되므로 PWR 의 경우 산 

화반웅 속도가 초기에는 power law를 따르다가 후에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산화반용이 일어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에는 경제척인 이유로 reload 비용 

을 줄이고 원자로의 가동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도를 높 

이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최근에 PWR은 보다 오랜 기간 더 높은 냉각수 온 

도에서 가동하는 방향으로 껄계되고 었다[17]. 이는 피복관올 보다 심한 부식환 

경에 노출시켜 현재의 Zircaloy의 내식특성 향상이 펼수적이다. 뽕만 아니라 

핵 반용로 내에서 Zirca10y 피복관온 맑id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어 핵연료 피복 

관과 grid 접촉부위에서 냉각수 이통과 기계척 진동에 의한 마찰부식 (fretting 

corrosion)이 일어나고， 냉각수에 부유하여 이동하는 FezÛ3, Fe:304 둥의 미세 

입 자들(debris)에 의 한 erosion (debris-induced fret뻐g)이 발생 한다. 

이러한 핵연료 펴복관의 진동마모 및 부식피해는 냉각계통을 오염시키고 

결국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Zircaloy 피복판의 

내마모섬 및 내식성을 향상시키어 수명을 연장시키는 연구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올 중진시키기 위하여 절실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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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1철 국외연구개발 현황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핵연료피복관의 기계척 혹생올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로 고기능 신소재개발은 물론 멸처리 공청개발 및 다양한 표면처리 공청개발 

올 통해 원자력발전소에 실용화시키고 있다. 핵연료 피복관의 내식생올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는 합금 조성올 변화시키는 합금개발 연구와 부식이 재료의 

표면과 환경이 접촉하여 일어나 표면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첨을 이용하여 

척당한 표면처리롤 흉하여 기존 피복관의 표면 륙성율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 

구가 시도되어 왔다. 

1. 합금개발 연구 

피복관 재료로서 처옴에는 순수한 지르코늄 금속인 Van ArkelU여ide) 지르코 

늄올 사용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Zirca1oy-1이 개발되었다. Zirca1oy-1은 

가격이 싼 Kroll 공쟁에 의해서 제조된 지르코늄 스폰지 (s1X>nge)에 2.5wt% Sn 

올 첨가함으로써 N, C 둥의 불순물에 의한 내부식성 저하를 개선한 것이다. 

Zirca1oy-2는 Zirca1oy-l의 내식성 을 더 욱 개 선하기 위 하여 지르코늄 스폰지 에 

1.5wt% Sn과 소량의 Fe, Cr, Ni올 첨가시킨 것으로셔 비둥행정수로(BWR) 및 

중수로형 핵연료 피복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8]. Zirca1oy-4는 물에 의한 

부식 반용으로 발생 되 는 수소흡수(hydrogen uptake)를 방지 하기 위 하여 개 발되 

었다. 즉， 수소흡수롤 크게 증가시키는 원소인 Ni올 재거하고 소량의 산소롤 첨 

가하여 기계적 특성올 개선시킨 것으로서 가압형경수로 (PWR) 및 CANDU행 

중수로의 피복재로 사용되고 있다[19]. Zr-Nb 합금은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개 

발되어 Zr-1Nb는 러시아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Zr-2.5Nb는 

CANDU와 러시아의 RBMK 핵반용로에서 압력관(pressure tube) 재료로 사용 

되고 있다. 상용화된 지르코늄 합금의 화학성분을 Table 1 에 그리고 각 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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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서 피복판 재료로 채태하고 있는 합금 종류를 Table 2 에 각각 명기하였 

다. 

최근의 Zirca10y의 합금개발 연구는 Zirca1oy-4의 합금훤소인 Sn, Cr, Fe 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캐나다의 CANDU 와 러시아의 RBMK 핵반용로에서 피복 

관재료로 사용되는 Zr-Nb 합금의 합금훤소인 Nb올 첨가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미국 Westinghouse사에셔 개발한 ZIRLO 

(Zr-1Nb-1Sn-O.1Fe)와 러시아에서 개발한 Zr-1Nb-1Sn- O.5Fe 합금이다[2어. 

지르코늄 합금에 Nb를 챔가하면 고온고압 수용액에서 표면에 Zr02 산화충에 

Zr4
• 보다 va1ence state가 높은 Nb5-+ 가 합금 되 어 산화총내 의 oxygen 

vacancy 농도를 감소시키어 Zr 산화속도롤 상당히 감소시킨다[21]. 

2. 표면재철 연구 

Wes마19hou않사에 셔 는 Zirc떠oy-4의 내마모성 올 향상시 키 기 위 하여 

coated-c1ad버ng 법을 채태하고 있다. 열확산법을 이용하여 zrOz 산화막을 코 

탱하고 있으나 산화막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단첨이 었다[22]. 

Combustion Engineering Inc. 에 서 는 As, C, Cr, N, Sn, P 롤 Zirca10y 에 

이온 주입하여 내마모성과 고온부식 저항성올 향상시켰다(Table 3). 이온주업 

에 의해 내마모성이 2 배 향상되었고 고온부식 시험에셔 이온주입하지 않온 시 

편은 표면에 보호톡성이 없는 회색 산확물이 관찰되지만 이온 주입한 시현은 

보호특성올 지닌 검온색 산확물이 관찰되어 고온부식 저항생이 향상되었다 

[231. 

Babcock & Wilcox Inc. 에서는 Zirca10y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r파 Hf 이온올 주입하였다[24，25]. 이온주업에 의해 pre-tr，없lsition 영역과 

post-tr따lsition 영역에서의 부식속도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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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본의 原子燦빼工業珠式寶社에서는 Zirca10y의 표면에 Cr, Fe, Sn, Ni, Ti, 

班， C， N 롤 이옹 주업하여 고옹고압 ste없n에서의 unifonn 부식저항생파 

n여버ar 부식저항생 빛 내마모성을 향상시켰다. Ti, Hf은 합금 표면에 고 용체 

롤 형성하고 Zircaloy의 합금원소인 Cr, Fe, Sn, Ni 의 주입온 표면에 합금원소 

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C, N 주입온 합금표면에 탄화물과 질화물을 형성시켜 

Zirc려oy의 내식 빛 내마모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26，27]. 

Table 1. Typica1 chemica1 compositions of the commercia1 zirconium alloys 

Element(wt. %) 
Alloy 

Sn Fe Cr Ni Nb O Zr 

Zircaloy-1 2.5 bal. 

Zircaloy-2 1.2- 1.7 0.07-0.2 0.05-0.15 0.03-0.08 0.1 bal. 

Zircaloy-4 1.2-1 .7 0.18-0.24 0.07-0.13 0.14 bal. 

Zr-1Nb 0.6- 1.0 0.04-0.13 bal. 

Zr-2.5Nb 2.4-2.8 0.04-0.13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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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ical reactor type for the commercial zirconium alloys 

Alloy type 

Reactor type 
Cladding Pressure tube 

BWR Zircaloy-2, Zircaloy-4 

PWR Zircaloy-4 

CANDU 긴rcaloy-4 Zr-2.5Nb 

RBMK Zr-1Nb Zr-2.5Nb 

Table 3. Surface modification of clad버ng materials by ion implantation. 

Combustion Engineering Inc. 

Babcock % & Wilcox Inc. 

原子~料工業珠式§흩社(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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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antation Elements 

As, C, Cr, N, Sn, P 

Cr, Hf 

Cr, Fe, Sn, Ni, Ti, Hf, C, N 



채2철 국내 연구개발현황 

국내에서는 핵연료 피복관의 수명향상을 위한 국내의 연구실적온 관련연구 

인력 및 시셜， 연구버 동의 부족은 물론 현장적용평가의 애로점으로 기술개발 

을 위한 기반확립이 매우 미홉한 실정이며， 이온주입기술 및 산화피막코탱 둥 

올 통한 기초연구에 국한되어 었다. 

80년대부터 본 연구진은 이온주입 공정기술 및 각종 소재의 기계적특성향 

상에 관련된 연구롤 계속하여 수행하므로써 현재 정밀 금형부품의 본 기술올 

적용하여 산업현장의 생산화공정에 적용하므로써 이온주입기술을 이용한 산업 

화 공정기술 기반 구축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단계에 었으며 관련 개발기술 

은 다음과 같다. 

a. 산업용 이온주입 공정기술 개발연구를 통한 PCB drill, 반도체， 초청밀 금 

형 동 수명 향상기술 국산화. 

b. 이온주입에 의한 소재의 기계적특성 향상 기술개발 및 평가시스댐 기반구 

축. 

C. 이용주입공정 셜계기술 기반구축. 

d. 복합이용범올 이용한 초청밀 표면개질 공정개발 연구. 

Zirca10y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개질 연구는 훤자력 연구소와 

공동으로 본 연구실에서 94년부터 질소이용주입에 의한 Zirca1oy-4의 기계적 

혹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도 및 내마모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적 

특성올 비교한 결과 이온주입처리한 Zirca1oy-4가 Zirca1oy-4 경도가 중가하고 

내마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계적 성질의 향상은 이온 

주입에 의한 전위밀도의 중가와 질화물 및 산화물의 생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또한 실제 원자로 내에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기계적 톡생올 조사하기 

위해 모의 원자로 분위기언 350 "C, 15 MPa의 경수분위기에서의 fretting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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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롤 셜계， 쩨작하였다. 

본 연구는 Zirca10y의 기계척 특생을 향상시키기 위환 표면개질 연구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노내재료의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처리법올 개발하고 최척의 이온주입 공정조건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 

가 었다. 

국내에서 Zirca10y의 내식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금개발 연구는 훤자력연 

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Zr-O.4Nb-XSn(X드0.8) ， Zr-XNb-O.8Sn(O.4~X드 

0.8), Zr-O.4Nb-O.8Sn-O.4X(X : Fe, V, Mo, Te, Fe+Cr) 합금이 연구되고 있다 

[28]. 

국내에서 Zirc머oy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변개질 연구는 원자력연 

구소와 과기훤공동으로 94년부터 질소이온주업에 의한 Zirca1oy-4의 내식성 향 

상을 위한 연구률 수행하였다.80'C 염화물 용액에서 양극분극시험을 실시하여 

국부부식저항성올 비교한 결과 질소 이온 주입한 Zirca1oy-4가 이온주입하지 

않은 합금보다 핏탱전위가 중가하고 부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하여 국부부식 저 

항생과 일반부식 저항생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부부식 저항성 향 

상온 질소 이온주업에 의해 Zr02 + ZrN 충이 형성되어 부식에 대한 부동태 피 

막으로 작용한 결과이다[29，3이. 

또한 최근에 질소이온주입이 실제 훤자로 내에서 Zirca1oy-4의 부식톡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의 훤자로 분위기인 350 'C, 16.5 MPa 물에 

서 부식시험을 실시하여 질소이온주입이 Zirca1oy-4의 고온부식 저항생에 미치 

는 영 향을 연구하고 었다. 

부식이 재료의 표면파 환경이 접혹하여 얼어나 표면특성에 영향올 받는다 

는 첨올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와 같온 표면처리 방법이 핵연료 피복판 성능향 

상을 위환 최션의 방법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Zirca10y의 내식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깨질 연구로는 국내에서 처옴 시도된 것이며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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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국외연구결과에서 알려지지 않은 표면처리법에 대한 상세한 정 

보와 이온주업 공정 database률 확보함에 그 의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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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3장 뽑구개뽑수행 내용 및 훨과 

책I철 기채적특생 연구 

1. 문현조사 및 이론척 배갱이론척 

가. 핵연료 피복환 

(1) 피복환째료의 종류와 용도[31，32]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를 감싹서 핵연료가 냉각재와 직접 접했올 때 일어 

냐는 부식이나 기계적 침식올 방지하고 연소중에 쟁성된 핵분열 생성물이 냉 

각재중에 옮겨가는 것올 방지하기 위한 역할올 한다. 톡히 피복관 재료는 원자 

로내 분위기인 고온 고압 조사 및 부식 둥의 환경조건하에서 사용됨으로서 여 

러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따라서 피복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성자홉수단면적이 적올 것 

(2) 중성자조사에 대한 채질의 변화가 적올 것 

(3)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높고 크리프특성 및 피로특성이 좋아야 할 것 

(4) 열전도성이 좋올 것 

(5) 열팽창옳이 핵연료의 열팽창옳파 큰 차이가 없을 것 

(6) 적정의 고융점일 것 

(7) 냉각채에 대한 내부식성이 좋올 것 

(8) 핵연료와 화학반용 올 하지 않올 것 

(9) 성형가공성이 좋올 것 

(10) 용접성이 좋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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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격이 쌀 것 

위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적어야하는 조건 

이다. 열중성자로 핵분열올 시키는 열중성자로에서는 벼교적 기계적 강도와 내 

부식성이 좋고 홉수단면적이 적온 금속인 Al, Mg, Mg 합금， Zr합금， 스태인레 

스강 둥이 현재 피복재로서 사용되어지고 었다. 

(2) Zirca1oy-4의 특생 [33] 

지르코늄 금속온 적은 중성자 홉수 단면적， 고온에서의 기계적 혹성， 냉각수 

와의 내부식성， 그리고 좋온 열전도도때문에 이산화 우라늄올 핵연료로 사용하 

는 수냉각형 훤자로의 피복채로 사용되고 었다. 피복관재료로서 처읍에는 순수 

지르코늄올 사용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므로 Zr 합금이 개발되었다. 

Zirc떠oy-4는 물에 의한 부식반용의 경우 수소홉수현상올 방지하기 위해 수소 

홉수를 크게 중가시키는 Ni올 제거하고 소량의 산소를 챔가하여 기계적 혹성 

을 개선시킨 것으로 가압경수로 및 칸두행 중수로의 피복재로 사용되고 었다. 

Zirc떠oy-4와 특성이 유사한 지르코늄의 몰리적 성질은 Table. 4 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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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a1 properties of Zirconiwn 

원자번호 40 

훤자량 91.22 

열중성자 단면적 (barn) 0.18 

밀 도 (g/c미) 6.50 

격자구조 
a 상 (862 "C 이하) HCP 
β 상 (862 0C 이상) BCC 

용융점 ("C) 1,852 

비둥접 ("C ) 3，잃O 

비 열 (Cp, 20 "C, caν'g- "C) 0.007 

열전도도 (20 "C, c외/cm-었←"C) 0.040 

탄성 계 수 (x 10“dyne/떼) 0.971 

전탄탄성 계수 (x 10“dyne/c따) 0.365 

압축탄성 계 수 (x 10“dyne/c며) 9.54 

포아성 비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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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이온 주업 

(1) 재 요 

이용주업기술은 전위차를 이용하여 이용율 가속시켜 고체표면에 투입시킴 

으로서 표면충의 조성 및 생질올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주입되는 이용의 

조사량올 조절함으로서 그 조성비롤 조절할 수 있고 소재의 용도를 조절함으 

로셔 소재표면의 석출물 및 고용체형성을 조절할 수 었다. 

(2) 이온첨투애 의한 애너져 손실 

채료에 이온이 챔투함으로서 소재내의 훤자와의 충돌에 의해 에너지롤 손 

실하게 된다. 에너지를 앓는 과정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4]. 첫째， 

이온과 훤자핵간의 직접충돌에 의한 에너지손실(Nuc1ear Stopping Power ~ 

Elastic collision), 둘째， 고체내 구속전자와 이온과의 충돌에 의한 에너지손실 

(Electronic Stopping Power=>In하astic collision), 셋째， 이온과 고체내 원자들 

사이의 전하교환(Charge Exch없1ge)에 의한 에너지손실로 나눌 수 었다. 이 3 

가지 현상 모두 조사에너지에 의흔하며 이용조사시 각각의 energy loss 

contribution이 다르다. 

(dE/dX)뼈 = (dE/dX)rruclear + (dE/dX)el없ronic + (dE/dX)뼈anaJe 

Nuc1ear Stopping Power는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 조사된 이온의 에너지 

감소에 따륜 고체원자의 recoil이 생성되며 이것으로 인해 radiation damage와 

sput1때19 현상이 얼어나게 된다. Electronic Stopping Power는 이온조사에 

따론 고체 훤자내 의 core electron의 생 성 과 free electron gas가 형 성 되 어 

subsurface에 ionization과 excitation 둥이 얼어나 플라즈마상태가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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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Energy Loss Rate는 Nuclear Energy Lρss Rate보다 항상 큰 값올 

나타내며， 이를 Fig. 1에 도시하였다. 전하교환에 의한 에너지손실은 위의 두 

가지 에너지손실에 비해 거의 무시될 수 있으나 이때 생성된 전자가 위의 두가 

지 에너지손실에 영향올 미친다. 먼저 이온이 첨투한 총거리는 다옴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Rto떼 = f→첼--‘ 

그러나 실제 첨투된 깊이 즉 표면파 수직인 방향으로 첨투된 깊이(Rp)는 

Rto뻐l보다 짧다. 이는 Fig.2에 나타내었다. 또한 이온이 첨투한 깊이는 위의 에 

너지손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온이 절대적인 첨투깊이가 있는 것이 아 

니라 통계적인 개념으로 표면으로부터 Gaussian Profùe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x- RtJ) 2 、N(x) = ~τ"::"'" exp( - , .... ~P.f ) V2iJRp v 、 2tJ Rp2 , 

이때 침투된 이온의 분포는 이온의 에너지가 중가할수록 침투깊이가 중가 

하고 이온주입시 온도가 높올수록 이온주입량이 많올수록 표변에 이온농도가 

많이 존재하는 “Trapezoid-파‘e shape"올 나타댄다[35]. 

(3) 이용범조사가 표면의 마셰구조에 마쳐는 영향 

이온조사시 주입되는 이온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소재에 Sput않ring erosion, 

Surface composition ch하J.ge， Radiation dam웰e의 현상이 일 어 나게 된 다. 먼 저 

Spu따:ring erosion에 의 해 표면 의 Gaussian Profi1e형 태 가 깨 어 져 조사된 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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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수I명으로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또한 소재내에 주 

입이온파 모재원자사이의 충돌이 얼어나게 되면 에너지전이에 의해 격자위치 

를 벗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원자와 충돌하여 일련의 충돌현상이 얼어나 

게 되 는데 이 를 “Collision Cascade"라고 한다[36，371 이 파정 속에 서 공공 및 

침입형원자 동의 결함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온충돌에 의해 불규칙지역이 늘어 

나고 계속 중첩이 되면서 결국용 재료의 표면지역이 일부 비정질상을 형성하 

게 된다[38，39，401 

또환 고에너지 이온주입시 이온의 챔투깊이는 보홍 수천A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높은 에너지의 이온주입시 실제 이온주입충보다 상당히 깊은 수 

십때의 깊이에서도 전위밀도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411 이때 전위구조는 

전위끼리의 결합에 의해 복잡한 구조를 갖는 데 마치 비정질 cell의 형상을 취 

하는 둥 non-u띠form한 분포를 갖는다. 또한 모재원자나 주입이온의 열척활성 

화를 통해 prismatic dislocation loop를 형성하며 전위중가로 언한 전위 loop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밀한 전위그물조칙을 갖는다고 한다[42，431 

(4) 이온주입시 온도효콰 

금속소재에 이온주입하였융 경우 초기 수 초동안온 온도와 독립척언 

damage accumulation이 얼 어 나나 이 온조사량이 증가할수록 self 없me싫ing에 

의혜 저온이온주업공정파는 달리 상변태， 석출물의 생생 둥의 현상이 얼어나게 

된다. 이러한 온도효파는 열전도도(k)와 비열(C)의 비인 열확산도(k!C)에 영향 

율 받으며 이로 인해 Radiation e따lanced diffusion효파가 얼어난다. 표면에서 

의 주입이온의 챔투깊이는 이온조사시 공정온도가 중가할수록 확산에 의혜 더 

욱 깊어지게 되고 조사이온의 농도 profùe 역시 이온조사량， 공정온도 둥에 의 

해 민감하게 반용하게 된다[441 

온도변화에 대한 질소주업이온의 챔투깊이를 살펴보면 ∞oling하면서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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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입한 경우에 비해 질소이온주입시 온도를 200"C로 하였올 경우 주업이온 

이 표면에 치우쳐서 분포하게 된다. 이러환 경우는 질소가 bulk에서 표면쪽으 

로 확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45]. 

한편， Gaussian Profile이 깨어지면서 얼어나는 질소의 확산온 온도가 높올 

수록 더욱 빨리 일어난다. 예를 들어 350"C정도의 온도에서 약 30분정도가 소 

요되면 얼어날 수 있는 질소의 확산이 250"C에서는 13시간이 걸려야 얼어난다 

[46]. 

(5) 강화기구 

이온주입법에 의한 강화기구롤 살펴보면 여러가지 강화기구가 혼합되어 있 

는데 주로 다옴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Radiation damage에 의해 공공 및 

챔입형 원자의 축적 또는 불순물 원자와의 결합으로 이러한 것들이 더욱 복잡 

한 형태의 격자결합올 만들게 되고 결국 전위밀도의 증가와 prismatic 

dislocation loop의 형성올 가져온다[41，47，48]. 둘째， 주입되는 이온의 모재내에 

서의 활성화상태에셔 화합몰올 형성하거나 고용환 이상의 이온주업에 의한 파 

포화 고용체가 형성되어 강화효파롤 가져오게 된다. 또한 질소이온주업의 경우 

Fe, Al, Cr, Ti, Zr 동파 결합하여 질화물올 만드는데， 질화물온 견고하여 경도 

를 높이고 내마모， 내식성올 얻는데 척합하다[49，50]. 셋째， 이온주입시 조사된 

이온에 의한 결합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전위의 이동올 억제하는 pmmng효파 

에 의해 강화가 된다[10，51 ，52]. 

다. Fretting wear[53] 

접촉되어 있는 두 상대면에 작은 변위의 진동으로 언한 표면의 손상올 

fretting wear라고 한다. 실제 시스템에서 접해었는 부분에 의도하지 않온 미셰 

한 용칙임에 의환 손상이다. 초기에는 표면에 탄성변형올 얼으키나 수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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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소생변형을 통해 용착이 일어나고 초기 용착이 지난 후 pitting과 

garling이 일어나며 결국온 파괴를 일으킨다. Fretting wear는 많온 부분에서 

무시되고 었으나 fret마19 wear가 용력집중에 의한 pitting에 의해 f없lure 

fracture롤 유도한다. 만약 fretting wear7 } 화학적 반용을 할 수 있는 환경 에 

었다면 fretting corrosion온 손상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 fretting wear의 산업 

적인 중요성용 바로 이러한 현상에 었다. 산화물이나 다른 반용생생물의 형성 

이 일어난 후 마찰에 의해 표면입자가 떨어져 나가면 이 입자에 의해 abrasion 

이 얼어나 재료롤 손상시킨다. 따라서 fretting corrosion에 의한 손상온 

fretting motion에 있어 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의 손상이다. 

다음은 fret마19 d밟nage에 영향올 주는 인자에 대하여 껄명하였다. 

1. Fe계 금속온 공기중에서 fretting corrosion올 일으키며 표면의 산화시 

abrasive iron oxide (Hv당)())를 형 성 한다. 

2. 시 스댐 에 가해지 는 load가 중가할수록 fretting damage는 중가한다. 

3. Fretting 변위는 10-300따1이며 급속한 손상올 주는 임계변위는 약 30때이 

다. 변위가 증가할수록 손상도 증가하며 수명변위가 300때1이상에서는 

fretting wear보다는 reciprocating wear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4. Fretting damage는 주파수가 높고 낮옴에 대해 같은 영향올 나타낸다. 

마모가 일어날 때 총마모거리가 증가할수록 손상도 증가하게 되는데， 같 

은 시스댐에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총마모 거리가 증가하여 마모융이 중가 

한다. 이는 변위에서도 마찬가 지이다. 

열거한 인자에서 보듯이 fretting damage는 모든 materia1 system에서 종종 

일어나며 (meta1， ceramic, plastic"'), 이러한 fret마19 W<얹r률 억제시키는 방법 

윤 금이나 은같용 soft한 재료를 표면에 입히거나 윤활성이 좋온 film올 표면에 

중확시키는 방법 둥이 었다. 또한 Fretting wear는 상대마멸에 의해 마모가 진 

행되므로 표면의 경도가 중가할수록 내마모성이 향상된다. Fig. 3.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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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retting wear mechanism of cladding materia1 at nuclear reactor 

Fig. 3. Fretting wear mechanism at corros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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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tting wear의 전형적인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경수로에서 nuclear irradiation시 핵연료 피복판과 고정자사이의 접촉부위 

의 미세진동으로 인해 그 접혹면이 때hesive wear를 일으켜 마모가 급속하게 

진행한다. 이러한 마모률 억제하기 위해 피복판 표면에 h없녕한 layer률 형생시 

킬 경우 피복관의 마모롤 감소시켜 그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3. 

(b)는 경수로 내에서의 모재와 이온주입한 시편의 fretting wear의 거동을 나타 

낸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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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혐방법 

가.소 째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는 Zirconium합금인 Zirc외oy-4로 표면분석 및 상온 

마모시험용으로 6O x60mm , 두께 1mm의 plate형태의 시면파 fretting wear test 

용으로 4114mm, L=41 , 140mm, 두께 1mm의 tube형 태의 시 편올 사용하였다. 

Ziπaloy-4의 조성은 Fig.4.과 같다. 

냐.이온주입공정 

준비된 시편올 표면조도 Ra=0.05-0.1μm로 표면연마를 행한 후 이온주입공 

정올 실시하였다. 질소이온주입은 고에너지 질소이온주입 고침투 질소이온주 

입， 산소분위기하에서의 질소이온주업의 3공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고 

에너지 질소이온주입은 acetone올 이용하여 초옴파세척한 후 건조시킨 시편올 

기본진공도 8 x 1O-6torr, 작업진공도 5X 1O-5torr에서 가속전압 120keV, 3X 1017 

~ 1 x 1018ions/ c마의 조사량으로 질소이온주입올 실시하였다. 질소아온주입시 

공정온도는 약 Z70-앉)()'C의 온도하에서 이온주업올 행하였다. 질소이온주업 

공정시 조사량 및 온도변수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또한 Ion irnplanter의 

개략도를 Fig.5.에 도시하였다. 

고챔투 질소이온주업온 Plasma accelerator툴 이용하여 가속전압 300eV, 1 

x 1019 _2x 10찌Ïons/c마의 조사량의 조건으로 이온주입시킨 후 가속전압 20-

100keV, 2X 1017, 1 x 1018ions/c며의 조사량으로 고에너지 이온주업공정올 행하 

였다. 고챔투 질소이온주입조건혼 Table.6.에 나타내었다. 

산소분위기하에서의 질소이온주입혼 기본진공도 2.1 x 1O-5torr, 산소분압 

2.1 x 1O-5torr, 작업진공도 5.7 ~6.2 x 1O-5torr에서 가속전압 120keV, 3x1017~1 

x 1018ions/뼈의 조사량으로 이온주입올 실시하였다.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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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emica1 composition of Ziπa1oy-4 (wt.%) 

Table. 5. Implantation condition of Zirc떠oy-4 (only N~ ion im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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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lex N+ implantation condition of Zirca1oy-4 

First implantation Second implantation 
Specimen condition condition 

No. Energy 
Ion dose 

Energy 
Ion dose 

(ion/c마) (ioψc따) 

A 3αJeV 1 x 1<fU 20keV 2 X 101"1 

B 3αJeV 2X 101
!/ 6아‘eV 2X 101"1 I 

C 300eV 1 X 101
!/ l00keV 1 X 101ts 

D l00keV 1 X 101ts 300eV 1 X 101
!/ 

E 300eV 2XI0ι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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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공정시 조사량 및 온도변수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 Implantation condition of Zirca1oy-4 (N+ ion implantation 

at oz atmosphere) 

3X 1011 5X lO“ 1 X 10111 

600 

92.6 

다. 이온얘너져 전이 및 표면마세구조분석 

(1) 이온주입 공정셜계 

이온주입 공정셜계를 위한 Computer simulation은 미국 IBM사의 J F. 

Ziegler가 Monte-Carlo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o양없n인 

Trim'95와 덴마크 Implant Science사의 Simulation program인 ProfileC여e™ 

올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질소이온올 120keV의 에너지로 Zirca1oy-4표면 

에 수직으로 입사하였올 경우 조사된 이온의 분포와 이온의 에너지 전이분포 

(eV /ion/ A)에 대한 data를 축적하여 실제 이온주입공정시 이온빔의 이상적인 

조건올 정립하는데 이용하였으며， Energy loss data로 열어진 ASCII code률 

이용하여 이온파 recoi1에 의한 ionization거동올 훈석하였고， 이온조사량 및 사 

편 형상에 따른 이온분포거통올 분석하였다. 질소이온의 경우에는 이온확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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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N+와 N2+의 이온화 분율이 약 5:5이므로 N+와 N2+를 각각 50%로 입력하 

였다. 

(2)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e) an려ysis 

AES는 Perkin-Elmer사 제품을 이용하여 120ke V, 3 X 1017 -1 x 1018ions/떼， 

37.04-92.6뻐/c며， 300-660
o

C 의 조건으로 이온주입한 시편과 산소분압 2.1-4 

x 1O-5torr에서 질소이온주입한 시편을 전자빔 가속전압은 5kV, 빔전류는 약 

24.2nA로 조사하였다. AES분석에 의해 이온주입된 시편의 질소 및 산소의 표 

면농도분포율 조사하였다. 

(3) XRD (X -Ray Diffraction) ana1ysis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 및 산소분압에 따른 ZrN와 Zr Oxide의 형성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Mac Science사의 M18 XHF SRA X선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이 

온주입된 Zirca1oy-4에 대해 CuKa 없rget올 이용하여 glancing angle 10.0 

degree로 200 -60。까지 scan띠ng하여 미세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온주 

입공정시 생생되는 질화물 및 산화물의 정확한 미세구조롤 분석하기 위해 thin 

film attacher를 사용하여 미국 Lawrens Berkely Laboratory의 이온빔 연구팀 

과 공동으로 XRD 분석을 행하였다. 

(4) 표면 잔류용력 분석 

이온조사량에 따른 표면의 잔류웅력을 분석하기 위해 잔류용력 측정용 

XRD를 이용한 sin2 tþ [54]법을 통해 이온주입 전，후의 잔류용력 변화를 분석하 

였으며 ， tþ=O, 90으로 면지수 {102} , {103} , {104}에 따른 잔류용력을 측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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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계척 륙생 분석 

(1) 표면 마소정도 셜협 

질소이온주입， 고첨투 복합이온주입 및 산소분위기에서의 질소이온주입된 

Zirca1oy-4의 표면경도측정온 Micro Knoop Hardness Tester를 사용하여 각각 

10g, 5Og, l00g의 하중으로 측정하여 이온조사량 및 공정온도， 산소분압올 변 

수로 공정조건에 따른 경도변화률 조사하였다. 

(2) 내마모질험 

이온주입된 Zirc려oy-4의 마모혹성을 명가하기 위해 b려l-on- disk type[55] 

의 마모시험기 (Photo. l. (a))를 이용하여 온도 20 'C, 습도 30-55%, 무융활조건 

에셔 마모시험을 행하였다. 마모시험온 하중 10-100gf, 속도 0.2-0.4%하에서 

행하였으며 총 마찰거리는 1α)()m로 행하였다. 상대채로는 직경 8mm, 경도 

많5OHk， 표면조도 3/A1l인 AISI52100 steel b려1과 칙 경 8.7mm, 청 도 1 800Hv , 표면 

조도 3때1인 A1zÜ3 b려I을 이용하였고， 마모시험 전，후의 질량감소를 구하였으 

며， 마모시협동안 동마찰계수(dynamic friction coefficient)의 변화롤 load cell 

로 얽어들여 증폭기 및 AD converter를 통해 computer로 연속척으로 기록져 

장할 수 있케 하여 마찰톡생도 살펴보았다. 

Zirca1oy-4 모재의 마모시험중의 온도에 대한 마모거동율 분석하기 위해 마 

모온도에 따른 마모혼척파 마모 맹πicle율 광학현미청율 통해 판찰하였다. 마 

모시험조건온 하중 5Ogf, 속도 0.2%. 총마찰거리 1αx>rn， 온도 R.T.-500'C의 

조건으로 AhOi ba11을 상대재로 마모시험율 행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고온마모 

시험기는 Fig.6.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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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n-on-disk ty뿜 m버ti -tribotester 

(b) Fret피ng wear testing systern 

Photo. 1. Photographs of wear testing system 3 X 1Q17ions/c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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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holder 

Load cell 

Fig. 6. Schematic 바agr와n of high temperature tribotester 

(3) Fretting wear test 

핵연료피복관에 사용되어지는 Zirca1oy-4의 fretting wear거동올 분석하기 위 

해 fretting w없r tester를 Photo. l.(b), Fig. 7.와 같이 썰계제작하였다. Tul꽃 

형태의 시편올 서로 수직으로 point contact하여 상부시편은 수직으로 친동하 

며 하부시편은 수명으로 진동하여 진동마모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수직하중 

제 어 는 10ad cen올 통한 상부 stepping moter의 단락으로 auto 10ading 

system올 구축하였다. 그리고 변위 및 frequ밍lCy쩨어는 actuator amp.를 통해 

제어하였다. Fretting wear test는 수직하중 0-10N, Upper s많cimen의 경우 

수직으로 변위 :í: 15.때1， 진동수 10Hz의 조건으로， Under SJ)Eεimen의 경우 변 

위 111m, 진동수 9.좌fz의 조건으로 온도 20 t , water bath속에서 마모시험올 행 

하였다. 마모시험이 플난 후 공구현미경을 통해 wear width률 측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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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cell 

@ Up톰~ s야~irnen holder 

@ Lower sπχimen holder 

@ L. M. guide 

Q) Actuator AmP. 

@ Load cell controller 

@) Mounting block 

@ Vibrator 

@ Actuator 

@ 미송 table 

φ Dove ta비e 

@ Water bath 

φ Frequency counter 

CD Body flame 

@ Load cell holder bracket 

@ 아크렬용 문불이용 기둥 

Fig. 7. Schematic diagram of fretting wear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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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depth를 구하였고 시편의 마모혼척을 광학현미정으로 판활하여 이온주입 

한 시편과 모재의 내마모톡성율 명가분석하였다. 

(4) Fretting fatigue test 

본 연구에서는 fretting fatigue에 의한 시편의 표면손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Servo hydraulic c10sed looped MTS 810 system율 사용하여 시팬을 서로 수 

칙으로 접촉시킨 후 시험율 행하였고 이때 사용된 시편온 길이 :50mm， 외 

경:lO.mm， 내정 :9.5mm인 시변을 이용하였으며 이온주업을 행하지 않은 시편은 

p이ishing을 행하였고 이온주입을 행한 시편온 p이ishing올 행하지 않았다. 

(가) 이온주업율 행하져 않은 사편 

@ 하중법뀌 (åP) - 며로수명 (Nf) 

압축 반복하중제어하에서 fretting fa뱉ue에 의한 피로수명 (Nr)을 구하였으 

며， 압축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수명과 버교. 검토하기 위해서 변위제어하에서 

도 fret마19 fa뼈ue에 의한 피로수명(Nf)을 구하였다. 합축 반복하충하에서의 

fretting fatigue시 험 온 180-450N의 하중범 위 (åP)에 서 하중버 (R=P빼/Pmax)롤 

10으로 유지하면서 10Hz의 주파수률 시편에 가하여 시험율 행하였다. 변위제 

어하에서는 압축 반복하중 부여시와 비슷한 하중에서 시험율 행하기 휘해서 

변위롤 -0.1mm - -0.3로 제어하면서 피로시험을 행하였고 이때 사용된 주파 

수는 10Hz였다‘ 

(î) Cyc1e 변화에 마론 damage 천행분석 

동일한 하중변확(åP)에서 cyc1e 변확에 따른 없mage 진행 양상율 알아보기 

위해서 압축 반복하중 재어하에서 -225N의 하중범위에서 10Hz의 주파수률 이 

용하여 시편에 50만 100만 150만， 200만 cyc1e올 가환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 

여 없mage 분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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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로수명 져챔에 대한 damage 훈석 

피로수명 지첨에서 darnage 진행정도와 이때 발생된 fatigue cracks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다른 변위제어하에서 피로수명캠까지 시험한 시편들 

에 대해서 강학현미경올 이용하여 분석을 행하였다. 

(냐) 이온주업율 행한 샤면 

각각의 다른 이온조사량을 가지는 시편에 대해서 조사량 변확에 따른 피로 

수명 변화와 피로손상 진행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O.2mm의 변위제어하에서 

피로시험올 행하였다. 시편의 표면상태 변화에 따른 피로수명과 피로손상 진 

행정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polis비ng융 행하지 않온 시편에 각각의 다른 이온 

조사를 행한 시편과 이온조사 없이 polishing올 행한 시편과 polishing올 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서 피로시험울 행하여 피로수명에 미치는 조사량효과와 

polishing effect률 조사하였다. 

동일한 변위조건에서 피로수명(Nf)점 까지 시험한 시편들에 대해서 없mage 

진행정도와 이 때 발생된 fatigue cracks 양상융 관찰하기 위해서 광학현미경 

을 이용하여 damage 분석을 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다른 조건을 가지는 시편 

들에 대해서 동일한 cycle 부여후 피로손상 진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온 

하중에서 반복 압축하중을 가하여 시험을 행하였고 이때 사용된 주파수는 

10Hz였으며 이때 발생된 피로손상 표면은 광학현미경올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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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셜협컬화 맺 고찰 

가. 이온에너져 전이 몇 표면마셰구조분석 

(1) 이온주업 공정철계 

Trim’95 Computer simulation을 통해 Zirca1oy-4표면 에 120keV의 이 온에 

너지로 이온주입시의 ion range와 에너지전이분포(eV/ion/ A)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Depth에 따른 ion range 분포를 살며보면 약 2αlOA정도의 깊이에서 

질소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하며 에너지전이는 약 1200A정도의 깊이에서 가장 

큰 것올 알 수 었다. 이 결과로 표면으로부터 1α)()-2'α)()A사이에 질화물이 생 

성될 확률이 가장 높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었다. 

Fig.9.는 Trim’95로 얻 어 진 Energy 10ss data롤 ASCII code툴 이 용하여 이 

온과 recoil에 의 한 ionization거 동을 분석 하였 고， depth에 따른 총 에 너 지 loss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온에 의한 ionization 에너지가 recoil에 의한 

ionization 에너지보다 큰 이유는 조사된 이온에 의한 모재훤자의 활생화에너지 

가 실제 조사된 이온이 가지는 에너지 보다 낮다는 것울 나타낸다. 또한 tota1 

energy loss분포를 살며보면 약 1많)()A의 깊이에서 최대 에너지값올 가지게 되 

는데 이 결과로 보아 1500A의 깊이에서 질화물이 생성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Fig. 10.은 ProfileC여.e ™ simulation올 이용하여 이온조사량과 Zir<때loy-4 

형상에 따른 ion range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P1ate한 시편의 경우 이온조사량 

이 증가할수록 단위면적당 이온의 개수가 중가하며 또한 표면에서의 상대적인 

농도중가에 의해 최대농도를 나타내는 깊이가 이온조사량이 중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었다. 이에 비해 tube 시편의 경우 곡면에 의해 조사되 

는 이온이 산란되어 최대농도치가 plate 시편에 비해 낮으며 이온조사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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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최대농도치를 나타내는 깊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ProfùeCode ™올 사용한 

sìmulation에서는 약 1α>OA정도의 깊이에서 질소이온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었다. 

(2)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an하ysis 

Fig. l 1. (a)는 120keV, 공정온도 앉)()"C의 조건으로 질소이온주입된 

Zirca1oy-4의 이온조사량에 따른 질소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편 

내의 질소농도분포는 표면으로부터 약 1000A의 깊이에 최고점올 나타낸다. 또 

한 이온조사량이 중가할수록 질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를 앞선 simulation결 

과와 비교하면 ProfileCode TM을 이용한 결과(Fig. 10.)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11. (b)는 120keV, 이온조사량 3 x 1017ions/c며의 조건으로 

질소이온주입된 Zir않loy-4의 공정온도에 따른 질소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질소농도의 최고점이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이온조사시 공정온도상숭에 의해 주입된 질소이온이 표면으로 

확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은 120keV, 이 온조사 량 5X 1017ions/c미， 산소분압 2.1 x 1O-5toπ의 조 

건으로 이온주입된 Zirca1oy-4의 공정온도에 따른 산소의 농도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공정온도 많)()"C 이상의 경우 20때1이상의 깊이로 deep 않netration 

이 일 어 나는 것 이 관찰되 었다. 이 는 Zirconium금속의 gettering효과에 의 해 

radiation enhanced diffusion[56，58]이 얼어나므로 산소가 모재 깊숙히 확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산소의 deep penetra디on거동이 새로운 산화물 형성과 

기계적 특성올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었다[31]. 

(3) XRD (X-Ray Diffraction) analysis 

Fig. 13.온 이온조사량 및 공정온도에 따른 Ziπa1oy-4의 XRD patter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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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이온주입시 ZrN(l1l)과 ZrN(200)의 pe빼이 검출되었으며 이온조사량 및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ZrN의 intensity가 증가함율 판찰할 수 있다. 이는 열혼 

합이론에 의해 공정온도가 높올수록 질화물형생이 용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이러한 ZrN의 형성온 질화물의 석출강화효과에 의해 기계척 특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Fig. 14는 산소분위기(2.1 x 1O-5torr)에서의 이온조사량 및 공정온도에 따른 

Zircaloy-4의 XRDpa따m이 다. 앞선 AES 결과에 서 나타난 deep penetration 

거동올 보인 공정조건의 경우 zrOz 산화물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정 

밀한 분석올 위하여 thin film attacher를 사용하여 XRD 분석 한 결과 Fig. 15. 

에 나타난 것과 같이 Z버0.35가 형성됨올 판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정 산화물 

의 형성이 기계적 특성올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표면 잔류용력 분석 

Fig. 16은 산소분위기와 진공분위기에서의 질소이온주입한 시편의 이온조 

사량에 따른표면의 잔류용력올 나타낸 그래프이다. Ziπaloy-4모재의 경우 표 

면잔류용력이 압축용력올 나타내는 데 반해 이온주입한 경우에는 인장용력올 

가지게 된다. 이는 이온의 침투에 의한 모재의 격자구조상의 첨입형 원자의 자 

리에 조사된 이온이 존채하기 때문이다. 이온조사량과 산소유무에 이 따른 잔 

류용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냐. 기계척 톡생 분석 

(1) 표면 마소청도 질햄 

Fig. 17.윤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서의 공정온도에 따른 질소이온주입한 

Z此aloy-4의 경도변화률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가 중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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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경도가 중가하며 특히 1 x 1018ions/c며， 앉)()"C 의 이온주입조건의 경우 모 

재에 비해 6배 이상의 경도향상효과를 관활할 수 었다. 이는 이온초사량 및 공 

정온도의 중가에 의한 XRD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ZrN형생이 용이하게 된 것 

과 Collision cascade에 의한 전위밀도의 중가에 의하여 표변경도가 상숭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8.온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서의 공정온도에 따른 질소이온주입만 한 

Ziπa1oy-4와 산소분위기에서의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경도변화를 비교 

한 그래프이다. 산소 분위기하에서의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3 x 1017ions/c며에서 

는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와 경도차이가 없었으나， 이에 반해 5 x 1017ions/c며 

이상의 경우에는 질소이온주입만 환 경우보다 표면에서의 경도가 훨씬 중가하 

였다. 이는 이온조사량 3 x 1017ions/c며의 경우 이온조사시 표면의 질화물 형성 

올 û2 gas7 t 방해 한 것으로 판단되 고 5X 1017ions/c메이 상의 경우 ZrN의 형성과 

더불어 ZrOz-x가 형성되어 경도가 상숭된 것으로 판단된다. 폭히 AES 분석에 

서 관찰된 deep penetration이 관활된 이온주입조건에서 경도가 훨씬 상숭하였 

다. 따라서 ZtDo.표가 zrOz보다 훨씬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 

상된다. 

Fig. 19.는 고첨투 이온주입조건에 따른 경도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래프에 나타난 시편번호에 따른 이온주입조건용 Table. 3.에 나타내었다. 1차 

이온주입으로 저에너지 고농도로 이온주입한 후 2차적으로 고에너지로 이온주 

입하였율 경우 경도상숭이 가장 컸으며 또한 이경우 중에서도 2차이온주입에 

너지가 클수록 경도가 상숭하였다. 톡히 Plasma accelerator를 이용하여 이온 

주입한 후 100keV로 이온주입하였올 경우 모재에 비해 4배이상의 경도향상올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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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마모설험 

Fig. 20.는 Zirca1oy-4 모재률 대기중， 무용활의 조건하에서 하중 10-

l00gf, 선속도 0.2-0.4~로 AISI52100 b려l올 상대재로 하여 마모시험올 행하 

였올 때의 속도 및 하중에 따른 마모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중이 증가할수록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모량이 증가하는 것올 관 

찰 할 수 었다. 또한 마모량의 변화는 속도보다는 하중에 의해 영향올 받는 것 

으로 관찰된다. 

Fig. 21.는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롤 대기중 무윤활조건에서 하중 25-

l00gf, 선속도 0.4I%로 AISI52100 steel ba11파 Al써3ba1l을 상대재로하여 마모 

실험한 후 이온조사량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온주입량이 중가할수록 마모량이 감소하며 공정온도 앉)()"C 

하에서 1 x 1017ions/c마의 조사량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한 내마모특성 향상효 

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표면의 경도상송파 sub-s따face에 ZrN의 형성으로 

인하여 flow strength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재가 경도가 높은 

AhÛ:3 ba1l올 사용한 경우 66O"C하에서 1 x 1018ions/뼈의 조사량에서 마모량이 

현저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Fig. 22.온 질소이온주입한 Ziπa1oy-4를 대기중 무윤활조건에서 하중 

5Ogf, 션속도 0.4뺑로 AISI52100 steel ba11파 Al써3 b떠l올 상대재로 하여 마모 

실험한 후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서 공청온도에 따른 마모량의 변화를 나타댄 

그래프이다. 마모량의 변화롤 살며보면 3-5 x 1017íons/c마의 조사량에서의 40 

O"C이하의 경우 마모량이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마모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400"C이하의 경우 표면에 형성된 질화물이 초반에 용착이 일어나 마모를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높은 경도효과에 의해 마모 

가 거의 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재가 경도가 높온 Al2Û:3 b떠l 

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마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도 반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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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은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를 대기중 무윤활조건에서 하중 5Ogf, 

선속도 0.4뺑로 AISI52100 steel ba1l올 상대재로하여 마모실험중의 동마찰계수 

를 마모시간에 따라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서 공정온도를 변수로 측정한 그래프 

이다. 3 x 1017ions/c띠의 조사량에서 공정온도 앉)()'C와 5X 1017ions/c마의 조사량 

에서 공정온도 55O'C이상의 경우 모재에 비해 마모초기에 마찰계수가 증가한 

후 일정 마모거리를 지난 후 모재마찰계수와 거의 같아지는 경향올 보였다. 이 

는 상대재의 마모로 인한 접촉단면적의 중가에 의해 마찰계수 증가후 중가된 

접촉단면적에서 시편이 마모되는 현상올 나타낸다. 또한 1 x 1018ions/c미의 조사 

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모든 공정온도에서 일방적인 상대재의 마모로 언한 

접촉단면적이 중가하고 접촉면의 조도가 중가하여 마찰계수가 계속 증가하였 

다. 이는 Photo. 2.(a)(b)에 나타낸 상대재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에서 모재의 상대재는 옹착이 일어난데 반해 질소이온주입한 시편의 상대재는 

반대로 상대재가 마모된 것올 알 수 있다. 

Fig. 24은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를 대기중 무윤활조건에서 하중 5Ogf, 선 

속도 0.4뺑로 A뇨û3 ba11올 상대재로하여 마모실험중의 동마찰계수를 마모시간 

에 따라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서 공정온도를 변수로 측청한 그래프이다.5X 

1017ions/c마의 이온조사량 이하의 경우 이총물질의 접촉에 의해 상대재로의 옹 

착이 얼어나지 않으며 또한 경도가 높은 상대재로 언하여 접촉단면적 중가에 

의한 마찰계수 증가가 얼어나지 않고 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낮은 마찰계 

수를 유지하다가 flow strength에 의한 용력의 촉적으로 인하여 마모가 진행되 

어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것올 관찰할 수 있었다. 상대재로의 옹착이 얼어나지 

않는 것은 Photo. 2. (c)(d)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 x 1018ions/c마의 경우 

모든 공정온도에서 마모거리 lkm까지 마모가 일어나지 않아 마찰계수가 계속 

일정한 낮은 값올 유지하는 우수한 마찰톡생올 가지는 것올 알 수 있다. 

Fig.25는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를 대기중 무윤활조건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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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 하중 5Ogf, 선 속도 O.4m/s로 AISI52100 steel b떠1파 Al2Û3 b와1올 상대 재 로 

하여 마모실험한 후 산소분위기에서의 각 이온조사량에서 공정온도에 따른 마 

모량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마모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공정온도 400.C에서는 상대재가 steel b삶1일 경우 질 

소이온주업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모량이 모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지만 

5OO"C이상의 경우 마모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올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상 

대재가 Alz03 b와1일 경우 모든 공정조건에서 마모가 일어나지 않았읍올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표면에 질화물뿔만 아니라 산화물의 형성으로 인한 경도향상 

에 기인한 것이며 ZrOO.35이 형성되는 공정조건이 zrOz가 형성되는 공정조건보 

다 훨씬 우수한 내마모 특성올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Fig. 26.은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Zirc려oy-4를 대기중 무윤활조 

건에 서 하중 5Ogf, 선속도 O.4m/s로 AISI52100 steel b떠1올 상대 재로 하여 마모 

실험중의 동마찰계수를 마모시간에 따라 산소분위기에서의 각각의 이온조사량 

에서 공정온도를 변수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3 x 1017ions/c마의 조사량의 경우 

낮은 마찰계수값올 나타내다가 증가하는 거동올 보이며 5-10 x 1017ions/c마의 

조사량의 경우 상대재 마모에 의한 마찰계수 증가률 관찰할 수 었다. 이온조사 

량 5 x 1017ions/c마， 공정온도 400"C의 경우 상대재와 시편 모두 마모가 진행되 

지 않아 낮은 마찰계수값올 유지하는 것올 관찰할 수 있다. 

Fig. 27은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를 대기중 무윤활조 

건에서 하중 5Ogf, 선속도 O.4m/s로 AlzÛ3 b떠1올 상대재로 하여 마모실험중의 동 

마찰계수를 마모시간에 따라 산소분위기에서의 각각의 이온조사량에셔 공정온 

도를 변수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모든 공정초건에서 모재에 비해 낮은 마찰계 

수값올 가지며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마모거리 lkm동안 모든 초건에 

서 마찰계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질화물뿐만 아니라 산화물의 형성에 의 

한 AbÛ3 b떠l과의 마찰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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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은 Zirca1oy-4 모재의 A1z03 ba11올 상대재로 마모시험시 마모온도 

에 따른 마모혼적과 마모 particle올 나타낸 사진이다. 마모온도가 중가할수록 

마모혼적의 width가 증가하였으며， 마모 paπicle의 양도 증가하였다. 포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마모 및 연삭마모의 거동올 나타냄올 마모 particle의 

shape올 관찰하여 알 수 있었다. 

(3) Fretting wear test 

Fig. 28은 Zirca1oy-4 tube률 20.C , water bath에서 하중올 변수로 fretting 

wear test한 후 마모깊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하중이 증가할수록 마모깊이가 

중가하는 ba1l on disk type의 마모와 같은 마모거동올 관찰할 수 있다. 하중증 

가에 대한 마모깊이의 벼는 상부시편의 경우 0.09때νgf이며 하부시편의 경우 

0.13때J/gf이다. 또한 상부시편은 마모형태가 수직진동이므로 동섬원 형태를 나 

타내며 하부시편은 수명진동이므로 타원형의 모양올 나타낸다. 전형적인 마모 

형태를 Photo. 4.에 나타내었다. 

Fig.29는 Zirca1oy-4 tube를 20 'C, water bath에서 cycle올 변수로 fretting 

wear test한 후 마모깊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cycle이 중가할수록 마모깊이 

가 증가하는 마모거동올 관찰할 수 있다.1ON 하중하에서의 마모cycle에 따른 

마모깊이의 중가속도는 0.002뼈'cycle이다. 

Fig. 30은 이온조사량올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 tube를 20 'C, 

water bath에 서 하중 1N, cycle 앉%의 조건으로 fretting wear test한 후 마모 

깊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모재에 비해 마모깊이가 감소 

하였으며 특히 8 x 1017ions/c며의 조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마모깊이가 훨씬 

감소하였다. 이는 경도 및 XRD분석결과 표면에 나타난 ZrN의 형성에 의해 경 

도 및 내마모성이 향상되어 마모깊이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31온 3 x 1017ions/c며의 이온조사량으로 공정온도롤 변수로 질소이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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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Optica1 micrographs of wear sc삶 and wear partic1e for 
Zirca1oy-4 substrate as a function of wear tem야rature agaínst 

Al쩌3 ba1l (wear condition : O.2m/s, 5Ogf) 

(a) R.T. (b) 3OO"C (c) 5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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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Zirca1oy-4 tube롤 20 'C, water bath에서 하충 1-3N, cycle 9000-18αm 

의 조건으로 fretting wear test한 후 마모깊이롤 나타낸 그래프이다. 질소이온 

주입한 경우 모든 온도에서 모재에 비해 마모깊이가 감소하였다. fretting wear 

test한 후 표면의 대조적인 사진을 Photo. 5.에 나타내었다. 

Fig. 32는 8X 1Q17ions/c미의 이온조사량으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 

tube률 20 'C, water bath에서 하중 1N, cycle 9000-않iOOO의 조건으로 fretting 

wear test한 후 마모깊이를 모재와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질소이온주입 

한 경우 모채에 비해 모든 cycle에서 마모깊이가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질확물 

형성 및 질소 pinning효파에 의해 표면의 f10w strength를 향상시켜 마모깊이 

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은 Zircaloy-4 tube를 20 'C, water bath에서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 

우와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fretting wear test 

한 후 마모깊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앞선 경도 및 내마모 특성이 우수한 결 

파롤 가지는 꽁정조건(5 X 1017ions/때， 5OO'C)으로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 

입한 경우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훨씬 작온 마모깊이를 나타내는 것 

올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질확물만 형성한 것 보다 산화물이 같이 형성된 경 

우가 훨씬 우수한 fretting wear특성올 나타낸다고 알 수 있다. 

(4) Fretti.ng fatigue test 

가. 이혼주업올 행하져 않혼 샤현 

1) 하중 - 팩로수명 (Nf) 

하중제어하에서 하충변화에 따른 피로수명 (Nf) 판계률 규명하기 위해서 

10의 하충비 (R = P빼/Pmax)하에서 각각 다른 압축 반복하중올 시편에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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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행하였다. 시험결과를 Table.8파 Fig.34.에 요약하였다. 또한 압축 반 

복하중에 의환 피로수명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변위제어하에서 행한 피로시 

험 결과를 Table.9와 Fig. 35.에 나타내었다. 

Fig. 34.에서 하중변화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가 현저함을 알 수 있었으 

며 ðP = 225N의 반복하중올 200만 Cyc1e올 가함에 따라 피로균열이 발쟁하였 

으나 ðP= 180N의 하중범위에서는 1αU만 Cycle올 가하여도 시편에 약간의 

D없nage만 관찰될 뿐 피로균열 발생올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ðP= 225N파 

180N의 중간에서 피로수명 (Nf)에 대한 임계 하중변위정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Table 9와 Fig.35에서 변위가 증가됨에 따라 피로수명이 현저히 감소함올 

알 수 있다. 변위를 -O.3mm로 제어했올 경우 시편에 가해진 하중은 -370N 정 

도였고 피로수명은 12000 cycle 정도였는데 그 이상의 변위제어하에서 시험올 

행한 경우 순간적인 피로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경우 별 의미가 없 

다. -O.15mm의 변위제어하에서 시험을 행한 경우 가해진 하중은 -170N 정도 

였으며 220만 cycle올 가한 후에 현미경 판찰 결과 약간의 damage만 관찰될 

뻗 fatigue crack온 판찰되지 않았다. 또한 본 실험에서 실제로 요구되어지는 

하중에 근접한 하중 -90N이 시편에 가해졌올 때 2αU만 cycle올 가하여도 시 

편의 d없nage는 거의 판찰이 되지 않았다. 변위제어 하에서 시험을 행한 경우 

가 load 제어하에서 시험올 행환 경우보다 피로수명이 현저히 감소함올 알 수 

있으며 load 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180N 정도의 하중하에서 피로한이 나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피로한 아래의 하중하에서 장시간 cycle올 부여하 

면 fatigue damage가 생성될 수 있으나 실험실 차원에서 시간적 제약에 의해 

서 더 이상의 시험올 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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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μad vs fatigue life(Nr) by Cyclic Compressive fa때ue test 

åP (N) Nf (cyc1e) 

-45(} 8，αm 

-'2:70 50，αm 

-낌3 570，αm 

-껑5 2，α)()，α)() 

-180 10，αXl，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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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oad vs fatigue life(Nf) by displacement-controled test 

displacement(mm) 
average load variation 

Nrtcyc1e) 
load (N) (N) 

-0.3 -370 -345--400 12，αm 

-0.25 -310 -2~--335 45，αm 

-0.2 -265 -249--283 80，αm 

-0.15 -171 -1밍-190 2，200，αm 

-0.1 -90 -70--110 20，α)()，α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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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yc1e 변화애 따른 damage 진행 분석 

동일하중하에서 cycle 변화에 따른 damage 진행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 

10Hz로 âP=225N의 하중올 가하고 각각 50만， 100만， 150만， 200만 cycle올 가 

한 시편에 대해서 광학현미경올 이용한 damage 분석사진을 Photo. 5.(a) - (d) 

에 냐타내었다. Photo. 6.(a)에서 A영역은 반복 압축하중을 받는 동안 기존의 

asperities의 damage 영 역 이 며 bright region인 B영 역 온 asperities가 존재 하지 

않는 영역으로 명활한 damage 부분이며 C 영역은 시편의 damage를 받지 않 

운 영역올 나타낸다. 

본 현미경사진에서 200만 cycle 을 가한 시변에 대해서는 피로균열이 발생 

되었으냐 50만에서 150만 까지 cycle을 가한 시면틀에 대해서는 피로균열은 관 

찰되지 않았다. 또한 50만 cycle올 가한 시편의 경우에는 다른 cycle올 가한 시 

편들보다 damage 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50만 cycle올 가한 시편에서 damage 청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매우 매끄러운 p이ishing올 한 시편일지라도 시편표면에 약간의 

asperities가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반복 압축하중 부여시 기존의 asperities들 

이 서로 접촉하여 시편의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높은 반복 압축하중을 받 

게됨으로써 asperities틀간의 용착마멸(a바lesive wear)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반복 압축하중에서 계속적으로 Cycle 올 부여함에 따라 

asperities간의 용착마멸에 의해서 asperities가 소멸되고 asperities가 없는 시 

면표면에서 반복 압축 하충을 받게됨으로써 시면표면에 피로에 의한 소성변형 

이 유발되고 심한 소성변형 후에 최종적으로 피로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3) 피로수명 (Nf) 지첨얘 대한 damage 분석 

-0.1 - -0.3mm까지의 다른 변위제어하에서 피로수명 부분의 damage 및 

fatigue cracks 진행과정올 규명하기 위해서 현미경올 이용하여 쩍온 때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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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hoto. 6. Optica1 micrographs showing damage progress of Zirca1oy-4 by 

fatigue cyc1es (ðP = -225N, 30Hz) 

(a) 500，αx> cyc1e 

(c) 1 ，500，αx> cyc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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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사진올 Photo. 7. (a) - (d)에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심한 damage 영역이 발생됩올 알 수 있다. 

또한 변위제어에 의한 fatigue에 의해서 발생된 fatigue cracks올 관찰해보 

면 초기 에 시 면에 가해진 nonna1 10ad에 의 해서 시 면의 damage 부분에서 많은 

short cracks들이 관찰되고 계속적인 cycle 부여에 의해서 nonna1 10ad에 대해 

서 수직 하고 시 편 에 평 행 한 묶분의 damage 영 역 에 존재 하는 short crack만이 

연속적으로 전파되고 나머지 short cracks들은 성장올 정지함이 관찰되었다. 

Photo. 8.(a)에서 보면 fatigue cracks 들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약간의 damage 

영역은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슷한 하중올 가한 압축 반복 피로하중하에 

서는 damage 영역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의해서 변위제어에 의 

한 fa뱅ue 시험시 load 제어에 의한 fatigue 시험보다 시편의 damage 발생이 

현저히 높음올 알 수 있다. 변위제어의 경우 nonna1 10ad 외에 she따 load는 작 

용되지 않으나 접촉표면에서 contacting과 detaching의 반복압축하중이 가해짐 

으로써 표면에 존재하는 asperities의 용착(a빼lesion)에 의 한 소성 변형뿔만 아 

니라 표면 damage 부분에서 a바lesion에 의한 materia1 remova1 현상이 발생됨 

으로써 load 제어하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피로수명올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본 실험에서 실제 요구되어지는 하중에 근접한 하중인 -9ON의 하중 

하에서 시험한 시편의 경우 전혀 damage 부분올 관찰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 

는 가해진 하중이 시편표면에 존재하는 asperities들의 탄성변형에 의해서 홉수 

되어질 만큼 충분히 작기 때문에 fatigue에 의한 damage 영역이 관찰되지 않 

은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fatigue linút 아래의 하중에서 장시간 cycle올 부 

여하면 fatigue 없mage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냐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시험 

을 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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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Photo. 8. Optical micrographs 따ter fatigue f없lure of N+ implanted Zìrcaloy-4 

in displacement controls (O.2mm) 

(a) Nonpolishing 

(c) 5 x l017ions/c며 

(b) 3x 1Q17ionslc때 

(d) 8 X 1Q17ions/c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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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이온주엽을 행한 사편 

1) 하종-피로수명 (Nf) 

-O.2mm의 동일한 변위제어하에서 이온조사량이 다른 시편들에 대해서 하 

중변화에 따른 피로수명 관계롤 규명하기 위해서 10Hz의 주파수를 시편에 가 

하여 시험올 행하였고 그 결과률 Table. 10과 Fig. 36.에 나타내었다. 

Table. lO과 Fig.36에서 흉일한 변위제어하에서 이온조사량이 3X 1017 에 

서 5 X 1017, 8 X 1017 ions/crn' 로 증가함에 따라 피로수명이 현저히 증가함올 알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이온주입 시편은 polishing을 행하지 않온 시펀이며 

따라서 피로손상에 대한 이온조사량 효과와 또한 polishing effect를 알 수 있 

다. 3 X 1017 ions/c마의 이온조사량올 가지는 시편은 동일한 조건에서 종전에 

보고한 polishing올 거친 시편과 비슷한 피로수명올 나타내었으며 p이ishing을 

거치지 않은 시편보다는 현저한 피로수명 중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온조사량 

이 5 X 1017
, 8 X 1017 ions/c마로 증가함에 따라 polishing올 행환 시편보다 매우 

우수한 펴로수명올 나타냄올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로부터 피로손상에 대한 

이온조사량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온조사 전에 p이ishing 

파청올 거치면 더욱 우수한 피로저항성올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시편에 이 

온조사를 함으로써 피로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용 이온조사를 행함으로써 재료 

표면에 압축잔류용력이 유발되고 그 결과 피로손상 지점에서 재료표면에 존재 

하는 asperities의 용착에 의한 소성변형올 감소시킴으로써 이온주입을 행하지 

않은 시편보다 우수한 피로저항성올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O.2mm의 변위제어하에서만 피로시험올 행한 이유는 종전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O.2mm이상의 변위제어하에서는 매우 적온 cyc1e에서 순간적인 피로파괴 

를 유발하고 이 변위 이하에서는 매우 높온 cyc1e을 부여하여야만 피로파괴가 

유발되기 때문에 시간적 쩨약에 의해서 피로시험올 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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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Load vs fatigue life(Nr) of ion implanted specimen 

변위 평균하중 하중변화 이온조사량 피 로수명 (cycle) 

no, p이ishing 80，αm 

no, nonpolishing 47 ，αm 

-0.2mm 263N 250 - 275 N 3 X 1011 
86，αm 

5 X 1011 116，αm 

8 X 1011 껑0，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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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oE+017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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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npolishing 

./ ‘--- p어ishing 

50 100 150 200 

Fatigue life (X 103 cYCJ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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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elat잉ns.바p between load 8I찌 fat핑ue life (Nð ofN'" implanted Zircaloy-4 

inco없ant displacement (O.2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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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팩로수명 (Nf) 져쟁에 대한 damage 분석 

Photo.8.에 -O.2mm 변위쩨어하에서 하충- 피로수명(Nr) 시험후 광학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현미청 사진을 나타내었다. 

이온주입한 시편에 대해셔 변위제어에 의해서 발생된 펴로균열들율 관활한 결 

파 종전의 이온주입올 행하지 않온 시편들에 대한 피로손상 관찰결파와 마찬 

가지로 초기에 시편에 가해진 norma1 1oad에 의해서 시편의 d없뻐ge 꽉분에 많 

은 short σacks들이 판찰되고 계속척인 cycle 부여에 의해서 norma1 1oad에 대 

해서 수직하고 시편에 명행환 부환의 d없nage 영역에 존재하는 short crack만 

이 연속척으로 전파되고 나머지 short cracks들은 생장을 청지함이 관찰되었 

다. 

3) 동얼한 cycle 푸여 후 d없m필e 천행 톰석 

Photo.9.는 이온주입환 시편파 이온주입올 행하지 않고 polis비ng만 행한 

시편파 polishing올 행하지 않용 시편에 대해서 동얼한 cycle올 부여한 후 시편 

에 나타나는 없mage 진행청도롤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관찰한 현미청사진으 

로써 이 때 재료들에 발생된 피로손상은 압축 반복하충 꽉여에 의해서 발생된 

damage이다. 

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온주입올 행한 경우 이온주입율 행하지 않온 

청우보다 동얼한 cycle 부여 하에서 fa따ue 없mage 영역이 상대척으로 매우 

작옴올 알 수 었다. 얼반척으로 피로에 의해서 재료애 발생되는 d없nage 영역 

은 피로 cycle이 시편에 가해질 때 채료표면에 혼재하논 asperities들의 용착 

(adhesion)에 의한 소생변형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polis비ng율 행환 청우 재료 

표면에 존채하는 asperities률을 감소시킴으로써 p이ishing올 행하지 않온 시편 

보다 상대적으로 낮온 피로손상 영역올 나타내고 었으며 이온주입율 행환 청 

우는 polishing율 행하지는 않았지만 재료표면에 어온주입율 행함으로써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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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Optica1 micrographs showing damage progress of 

Zirca1oy-4 after constant cyc1e applied 

(åP=-225N, 210，α)() cyc1e) 

(a) Nonpolishing (b) Polis비ng (c) 3x 1017ions/，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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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압축잔류용력이 유발되고 그 결과 표면에 존재하는 asperities들의 용착 

에 의한 소생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피로 

손상 영역올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 노외 모의시협 장칙개발 

본 연구에서는 노내분위기인 350 'C, 15MPa에서의 모의시험올 위해 

Autoclave사의 Hot Vessel올 기존의 fretting wear test에 장착하여 모의시험 

tester률 껄계제작하였다. 모의 시험tester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고， 개략도를 

Fig. 37.에 나타내었다. 

(기-) One each Double ended EZ Seal Pressure vessel 

(Ql Application : High temp. and high pressure fret마19 wear test 

(Ql Inside Dia : 3 inches 

(Ql Inside Length : 4 y2 inches 

(Ql Max. Pressure : 3300PSI (85QoF) 

(Ql Materia1 : 316 S.S. 

(냐) Top Cover 

(Ql Application : 온도제 어 및 piezo vibrator 둥 연 결 

(Ql Thermocouple W러l 

(Ql Vibration rod assembly 

(Ql W-l25 wa따 띠leνOutlet 

(Ql SW -250 to tee to gauge to safety hea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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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ccessories 

@ Application : 가압 게이지 및 주변 측정 및 제어 기기 

@ T/C well 

@ Pressure Gauge 0 to 5000 PSI 2.5 inch Di려 

@ ~" Flat safety head Assembly with 6ea discs 

@ ~" Tee with Tubing 

@ %" Dia, Push rod assembly with wate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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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Ziπa1oy-4률 대상으로 이온주입공정을 실시하여 미세구조분석 및 기계적 

특성평가롤 행환 결과 다옴과 같온 결과률 얻었다. 

(1) Zirca1oy-4에 120keV, 3X 101커ons/c며이상， 500t:이상에서 질소이온주입하였 

을 청우 표면에 ZrN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XRD분석 결과 이온조사량이 증가할 

수록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ZrN의 양이 중가하였다. 

(2) Zirca1oy-4에 120keV, 5x 1017ions/c며이 상， 500t: 이 상에 셔 산소분위 기 에 서 질 

소이온주입하였을 경우 산소의 농도분포가 2Of.tIIl이상의 deep penetration거동을 

보이며， XRD분석 결과 deep penetration거동율 보이는 공정조건에서 zκ:>0.35의 

산화물을 판찰할 수 있었다. 

(3)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롤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면경도률 

측정한 결과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푹히 3 

X 1017ions/c며이상， 5OOt:이상의 경우 3배 이상의 경도향상을 나타내었다. 이온 

조사량과 꽁정온도롤 변수로 산소분위기에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면경 

도를 측정한 결과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톡허 5 

X 1017ions/c며이상， 500t:이상의 경우 6배 이상의 경도향상율 나타내었다. 

(4) 고첨투 이온주입공정한 후 고에너지 이온주입울 한 Zirca1oy-4의 경도률 혹 

정 한 결과 300eV, 1 X 1019ions/c마으로 이 온조사한 후 l00keV, 1 X 1018ions/c마으 

로 이온주입한 경우 모재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경도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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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온조사량파 공정온도를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loy-4의 내마모실험 

결파 3 x 1017ions/，떼이상， 많)()"C 이상에서 모재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내마모특성 

향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롤 변수로 산소분위기에서 이온 

주입한 Zircaloy-4의 내마모실험 결파 5 x 1017ions/c마이상， 많)()"C 이상에서 모재 

에 비해 수십배 이상 내마모성이 향상되었다. 

(6) 이온조사량파 공정온도를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loy-4의 fretting 

wear test결파 하중 lN에서 8X 1017ions/c며의 이온조사량으로 질소이온주입환 

경우 마모깊이가 모재에 비해 약 50%갱도 줄어옮올 관찰할 수 있었고 3X 

1017ions/c마의 이온조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398'C이상에서 마모깊이가 약 

30%갱도 줄어옮올 판찰하였다. 이에 비해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환 경우 

질소이온주업만 한 경우에 비해 마모혼 깊이가 약 70%정도 줄어옮올 관찰하였 

다. 

(7) 이온조사량을 변수로 이온주입한 Ziπaloy-4의 fret파19 fatigue test결파 변 

위 -O.2mm, 하중 양iON에서 5 x lO17ions/c마이상의 이온조사량으로 질소이온주입 

한 경우 모재에 비해 피로수명이 현저히 중가하였으며 톡히 8 x 1017ions/，때의 조 

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우 피로수명이 모재에 비해 약 3배갱도 중가함을 판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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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2철 내식생향장 연구 

1. 문현조사 빛 이론척 배경 

가.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 거동 

지르코늄 합금온 원자로에서 사용시 고온의 물(H20 혹온 D20)이나 수중기 

와 부식 반용하는데， 이러한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온 취약한 oxide 형생으로 

인한 사용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킬 뿔 아니라， 부식반용에 수반되는 지 

르코늄 합금 내로의 수소 및 중수소 홉수는 재료의 수소취성 (hydrogen 

embritt1ement)을 유발하여 원자로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문제는 앞으로 원자력 산업에서 추진하는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 핵연료의 연 

소도 연장， 고출력 운전， 그리고 발전소 수명연장 둥과 같은 원자력 발전 개발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한 요인중의 하나이다[59，60]. 

(1) 져 르코늄 합금의 Ex-reactor 부식 kinetics 

고온 물에 노출된 지르코늄 합금이 물과 반용하여 산화막이 형성되면 산화 

반옹은 산화막올 통한 산소의 확산에 의해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일어난다 

(Fig. 38)[61]. 산화막/물 계면에서 다음 반용식에 따라 산소이온 vacancy와 물 

의 반용에 의해 산소이온(02-)이 생기고 

&2H_2 0+2V _0"+ (ox)=20_0 (ox)+4H"+ ‘_ad(ox) 

Vo+(ox) : (+)극으로 하전된 산소이온 vacancy 

Oo(ox) : matrix oxide내 의 산소이 온 

H+ad(ox) : matrix oxide 표면에 홉착된 수소이온 

산화막을 통해서 02-이 금속쪽으로 확산하여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지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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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Mech하llsm of oxidation of zirconium 뻐d i앙 외loy[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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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과 반용하므로써 산화가 일어난다. 

20o{ox) + Zr zr{ m) = Z:에'2 (OX) +2V: (OX) +4ea {m/ox) 

Zr:강(m) : 정상적인 금속 위치에 있는 킹.rconium 원자 

ea(m!ox) : matrix 금속/oxide 경 계 에 서 산소 

vacancy 형성에 의해 생생된 전자 

산화시 분리된 전자와 산화막내의 산소이온 vacancy는 외부 산화막 표면으로 

이동하며 전자는 표면에서 수소와 반용한다. 

4W J... ox) +4ep{ox/g) =4H at/ {OX) 

ep(m!g) : 0피de(Zκ>Z)/gas 경계에서 H‘ 에 의해 

소비된 전자 

그리고 산소이온 vacancy와 물분자는 다시 반용하여 산소이온을 만들며 앞에 

서 언급한 산화파정이 반복되며 Zr 합금의 전체 부식파청온 다읍식파 같다 

[60,61,62]. 

ZrZr(m) + 2H20+4ep(ox/g) = Zr02(OX) +4HatJ (ox) +4ea (쩨ox) 

이러한 산화기구에 의해 고온 물과 중기 (steam)에 노출된 지르코늄 합금의 부 

식 kinetics는 Fig.39 와 같다[63]. 초기 pre-transition 영역에셔는 검온색의 밀 

착성이 좋은 보호 산화막이 형성되어 부식속도는 cubic rate law를 따르며 무 

게중가가 시간에 대해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 

.dW kc.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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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는 상수， t 는 산화시간이다. 산화가 지속되면서 산화막의 두께가 

2-2.7μm 이상이 되면 부식속도가 직선척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post-tr.없lsi디on 영 역 이 나타난다. 

L1W kL • ~ 

이 영역에서는 검온색의 보호 산화막 대신에 회색이나 흰색의 취약한 산화막 

이 형생된다. 일단 산화속도 천이 현상(tr:없lsition， bre와‘away)이 얼어나면 보 

호 산화막의 두께는 더 이상 중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식 kinetics는 

보호산화막올 통과하는 산소확산반용에 의해 제어되므로 부식속도는 일정하다 

[64]. 

(2) 산화속도 천이현상 

지르코늄 합금의 경우 산화물이 일정한 두께에 이르면 부식속도 가속화 현 

상이 발생하는데 Cox 둥온[65-68) 이런 천이현상올 산화물충의 특생 변화와 

관련지어 셜명하고 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계 두께까지 성장한 산화막내에 

형성된 미세 pore나 σack의 network올 통해 산소확산이 활발해 지므로 산화 

반용이 급격허 얼어난다. 산화막내에서 미세 pore 나 crack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가셜은 가지가 제안되었다. 첫째는 지르코늄 표면에서 ZrOz 형성시 약 

1.56의 높은 Philling-Bedworth ratio로1) 인하여 큰 인장용력 이 산화막 표면에 

형성되므로 pore 나 crack 형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셜로는 인 

장용력이 작용하지 않는 금속/산화막 경계까지 pore 가 형성되는 현상이 셜명 

되지 않는다. 또다른 가셜은 ZrOz 결정들이 제한된 범위의 방향성올 갖기 때문 

에 미세 crack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식초기에 금속/산화막 계면에셔는 높은 

압축용력에 의해 몰 부피가 작온 tetragonal zrOz 가 안정하지만 부식이 진행 

@ i.de 의 몰부피 
1) Pilling-Bedworth ratio = 

금속의 몰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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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tetragon떠 0잉de가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압축용력이 감소하여 

tetragona1 phase가 monoclinic phase로 martensitic 변 태 를 하여 때in 구조를 

갖게되며 twin 영역 경계에서 microcrack이 형성된다. 이 가셜은 첫번째 가셜 

보다 산화물내 깊은 위치에서의 crack 발생을 셜명할 수 었고 금속/산화막 경 

계부의 보호산확물충 두께가 matrix 금속의 강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가정은 Zirca10y보다 높은 강도를 갖는 Zr-2.5Nb 의 경 

우 더 두꺼운 보호산화물충이 형성된다는 관찰과 일치하고 었다[69]. 

냐. 이온주엽이 째료의 부식특생얘 마치는 영향 

(1) 이온주엽 [70-72] 

이용주입기술온 주기율표상의 임의의 원소률 이용확한 후 높은 에너지(수십 

혹용 수백 keV)로 가속하여 각종 재료에 조사함으로써， 재료 표면의 화학조성 

(composition) , 결정 구조(structure) ， 조직 (morphology) 동을 변화시켜 재료 표 

면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조절하는 표면 개질(s따face m여ifica다on) 

기술이다. 표면충만 변화시키므로 재료 전체의 물성 (b띠k properties)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도， 마찰계수， 내마모성， 내식성， 표면에너지 둥의 표면 

충의 성질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 

입사이용온 기판원자와의 충돌로 인해 애너지를 잃으면서 수십에서 수천 A 

정도의 깊이에 분포하게 된다. 입사된 이윤용 운동에너지 (kinetic energy)률 주 

로 다음의 두 과정을 거쳐서 앓게 된다. 

~ Nuclear energy loss 과정 : 주입 된 이 온파 기 판원자 사이 의 탄성 충돌 

(elastic co11ision)에 의한 에냐지 손실 과청 

~ Electronic energy loss 과청 : 전 자의 여 기 (excitation of electrons)에 의 한 

에 너 지 손실로셔 비 탄생 충돌(inelastic c여lísion)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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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10ss 과정에 의해 주업된 훤자는 에너지를 앓고 일정각도로 

scattering 되며 기판훤자는 자신의 격자위치에서 이탈(rec빼ng)하게 된다. 충 

돌로 인해 처옴에 이탈된 훤자가 충분한 운동에너지 (E> ~ ; threshold energy 

for displacement 늑 25 eV)률 얻게 되면 이동율 멈추기 전에 다른 격자원자들 

올 그들의 격자위치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고 이들이 또다른 제 3의 충돌올 일 

으켜 원자들을 이동시킨다. 이러한 연쇄적인 충률 과정올 collision 때scade 라 

고 한다. 결국 많은 기판 훤자들은 자신의 원래의 격자위치로부터 이탈되어 조 

사결함(radiation 없mage)이 생기며 표면에 위치하거나 근접해 있는 웬자들 중 

에서는 표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스돼터링 (sput따ing)이 얼어난다. 이러한 

두 현상올 Fig. 40 에 나타내 었다. Electronic 앉얹‘gy 10ss 과정 을 통해서 기 판 

에 전달된 에 너 지 에 의 해 기 판은 여 기 (excitation)와 이 온확<ïonization)를 겪 게 

되고 금속의 경우 여기 에너지에 의해 국부적으로 가열된다. 입사 이온온 이러 

한 에너지 손실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잃어 챔업형， 치환형 자리 또는 결 

함 둥에 위치하게 된다. 이온주업량이 척온 경우(1011-14 cm-2
) 업사이온의 분포 

는 이론척인 계산과 일치해서 Fig.41에서 처럼 Gaussian 분포를 나타낸다. 그 

러나 금속 표면에 질화물， 산화물 동의 화합물충(compound layer)율 형성시키 

기 위해서는 기판원자 만큼의 이온주입량이 펼요하고 (1d7
_ 1Q18 ions/cm2 

) 이 

런 높은 주입량에서는 스돼터링， radiation-e따lanced diffusion 둥의 영향으로 

인해 주입된 원자의 분포가 변하게 된다. 

(2) 이온주엽이 부삭혹생에 마치는 영향 

이온주업에 의환 부식 저항성의 향상은 이온주업에 의해 표면충의 조성 및 구 

조 둥이 변하여 화학척 전기화학척 성질올 개션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 금속 이온주압에 의한 내식생의 향상[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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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업을 실시함으로써 합금(a1loying)파 똑같온 효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r을 강(ste하)에 주입함으로써 표면충을 ‘stainless steel'로 만들 수 었다. 

Ashworth 둥온 Cr을 주입한 철과 Fe-Cr 합금의 부식혹성을 벼교하였는데 일 

정량의 C1"올 주업환 경우 Fe-xCr 합금과 비슷한 내식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Cr 주업에 의해 강의 표면충의 화학척 성질이 변하였기 때문인데 비슷한 

훤리로 Mo, Nb, Ta 둥올 주업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Mo은 

pitting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훤소로 알려져 었고 Ta온 자발적으로 보호 산화 

피막을 형성시키는 훤소이다. 

(냐) 기책 이온주업에 의한 내식생의 향장[75-82] 

Ar 같온 훌활성 기체의 주입온 자체의 chemi않leffect 보다는 이온주업 결과 

형성된 산화물총 때문에 내식성이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었으며 강에 B, P 률 

주입하면 비정질 구조(amorphous , glassy structure)의 표면충을 형성하여 부 

식 저항성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었다. 벼정질 표면충은 부식이 시작되기 쉬 

운 업 계 (gr없n boundary)가 사라지 고 내 식성 이 좋용 부동태 피 막(passive film) 

의 형성을 촉진한다.N 주업의 경우 Ti 합금，A1 합금， 공구강， 순철， 스태인리 

스강 둥에 척용하여 N 을 주입한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켰는데 질소 주업에 

의한 내식생 향상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다옴과 같다. 

• 비정질에 가까운 균일한 미세결정의 표면충 형성. 

부식이 되기 쉬운 업계 둥이 없는 비정질 표면이 되어 내식성이 향 

상된다. 

• 질화물과 산화물이 형성. 

치밀한 화합물충은 이온의 확산에 대한 barrier로 작용하여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 주입된 질소의 chemica1 effect로 내식성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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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질소를 합금원소로 첨가하면 핏탱 전위가 중가 

하여 국부부식 저 항성 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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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협방법 

가. 이온주업 

(l) 국부부식 및 일반부식 저항생 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Zircaloy-4로 두께 9mm 의 판재이며 합금조생 

올 Table 11 명시하였다.9 rnm 판재률 지름 15.5 rnm 의 디스크로 절단하여 

SiC 연마지 #2400 까지 연마한 후 아세톤과 중류수에서 초음파 세척을 행하였 

다. 주입되는 질소 이온은 N+ + N2+이고 주입전 chamber는 2X 10-5 toπ 의 진 

공도를 유지하였으며 질소의 부분 압력올 2-3X 10-5 Torr로 유지하여 질소 주 

입시의 chamber 압력은 4-5X 10-5 toπ롤 유지하였다. 이온주입시의 가속에너 

지는 120 keV 이고 주입량은 3 X 1017 -1.2 X 1018 ions/cm2까지 증가시켜 주입하 

였다. 이온주입시의 전류밀도를 조절하여 기판(substrate) 표면 온도를 100, 

200, 300 "c로 변화시켰다. 

Table 11. Chemical compositions(wt %} of Zirc퍼oy-4 used. 

Sn Fe Cr O Si Zr 

1.24 0.21 0.11 0.13 o.α)8 bal. 

(2) 고온푸식 시협 

9mm 판재률 지릅 15.5 mm 의 디스크로 절단하여 표면올 SiC 연마지 #220 

• #fiX) • #1αm • #1500 • #2400으로 순차적으로 연마하고 0.05μm AhÜ:3 

분말로 연삭환 후 아세톤과 중류수에서 초옴파 세척을 행하였다. 질소이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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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주입되는 질소아온온 ~ + N2
" 이고 주업전 chamber는 1.2X 10-5 toπ 진 

공도로 유지하였으며 이온주입중 질소의 부분압력을 2X 10-5 TOIT로 유지하고 

산화물 생생올 촉진하기 위하여 chamber내에 2X 1O-5 TOIT의 산소률 유입시켰 

다. 이온주입시의 가속에너지는 120 keV 이고 주입량온 2X 1017 -1 X 1018 

ionslcm2 까지 중가시켜 주입하였다. 이온주입시의 전류밀도를 조절하여 기판 

(substrate) 표면 온도를 200 - 500 "c 로 변화시켰다. 기판온도롤 4OO"C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2OO"C 정우와 같온 전류밀도롤 사용하고 시편을 장착한 지 

그률 조사표척에 칙접 접촉시키는 대신에 세라믹 절연재률 지그와 조사표적 

사이에 삽입하였고 5OO"C 경우도 셰라믹 절연재롤 사용하였다. 각 기판온도 

에 해당하는 전류밀도롤 Table 12 에 명시하였고 질소 이온주입시의 기판 표 

면의 온도 변화률 Fig. 42 에 나타내었다. 

Table 12. Ion implantation conditions. 

Substrate Current Density 

temperature(OC) (μNcm2) 
Remark 

100 15-20 

200 37 

300 65-85 

400 37 
uSlng a ceramlc 

insulator 

500 74 
uSlng a ceramlc 

ins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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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은 본 연구에 사용된 이온주입 장치의 모식도이다. 이온원은 

DuoPIGatron 대전류 이온원이며 이온원의 질소이온범 인출전류는 인출전압 

25 keV에 서 최 대 90 mA 정 도이 고 Emittance는 80 - 120 mm rad. 이 며 100 

keV 정도의 가속능올 가진 가속관을 장착하고 있다. 진공 chamber 내에 놓인 

조사표적 (target t따ntable)은 냉각이 가능하며 Fig.44에 나타낸 지 그Gig)에 디 

스크 시편올 장착한 후 지그를 조사표적에 고정시켰다. 

(3) 이온빔에 의환 Cr, Nb 표면합금화 

Cr, Nb의 표면합금화는 금속훤소를 먼저 Zirca10y 표면에 중착한 후 Ar 이 

온빔올 조사하여 Zirca10y 표면충에 금속원소를 첨투시키는 방법올 사용하였 

다. Cr 과 Nb 올 Zirca10y 표면에 스퍼터링 방법으로 약 500A 두께로 중착하 

고 5X 1017 ions/cm2 의 Ar 이온올 120 keV 의 에너지로 조사하였다. 이온주입 

시 기판온도는 2OO"C 로 유지하였다. 

냐. 푸석 특생 

(1) 국푸부식 저항생 시협 

질소 이온주입한 Zirca1oy-4 의 국부부식 저항성은 이온주입한 시편의 양 

극분극시험을 통하여 측정한 양극분극 곡선으로부터 핏탱전위 (pit마19 

potenti외)를 측정하여 명가하였다. 양극분극 시험은 1 L 용량의 m띠마leck 

flask에 이온주입한 사편올 작동전극으로， 대전극과 기준전극으로는 각각 백금 

전극과 포화칼로멜 전극(saturated ca10mel electrod.e, SCE)올 장착하여 측정 하 

였다. 사용된 용액은 8O"C의 4 M NaCl 이며 부식전위가 안정한 전위에 도달 

한 후 0.5 mV/sec 의 주사속도로 전위롤 변화시켰다. 각 시험은 용액에 질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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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넣어 산소를 충분혀 제거한 상태에서 행하였다. Fig. 45 에 분극시험에 사 

용한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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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반후식 저항생 시험 

질소 이온주입한 Zirca1oy-4 의 일반부식 저항생은 산생용액에서 측정한 이 

온주입한 시편의 양극분극 곡선으로부터 부동태 전류밀도률 측정하여 명가하 

였다. 사용된 용액온 2O'C의 탈기한 1 M H2S04 이며 국부부식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극분극 시험을 행하였다. 

(3) 고혼부석 저항생 시협 

이온주입환 Zirca1oy-4의 고온 부식 저항생온 이온주입한 시편의 고온 첨지 

시험을 실시하여 축정한 무게중가 변화로 명가하였다. 고온 첨지 시험은 Fig. 

46 에 나타낸 autoclave에 시편을 넣온 후 furnace를 이용하여 고온으로 가열 

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조건은 PWR 분위기 (310 - 330 'C, 15 MPa)와 유사한 

350 'C, 16.5 MPa 의 고온고압 분위기이고 16.5 MPa 은 350 'C 에서 물의 포화 

수중기압이다. 사용한 용액온 순수한 물과 0.1 M LiOH 용액이며 물 속의 용존 

산소처리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현재 원자로 1차측 냉각수에는 냉각수의 

pH를 높여 부식생생물의 석출을 억제시키고자 Li 올 2.2 ppm(3.2 x 10-4 M)을 

첨가환다. 피복관 표면 산화물충내의 기공(pore)에서는 국부 비둥 현상으로 Li 

의 농도가 냉각수의 명균치보다 높게 되고 이로 인해 피복판의 부식을 가속시 

킨다고 알려져 었으므로 0.1 M 까지 농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0.1 M LiOH 

용액에서 부식시험을 실시하였다. 고온 부식 시험은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시험 

방법을 규정한 ASTM G2-88에 따라 수행하였고 시험전후에 시편을 알코올파 

중류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무게를 혹정하였다. 

다. 양극산화 시혐 

질소이온을 주입한 합금 표면에는 보호피막 기능을 하는 화합물충이 형생 

되는데 이온주입조건 변화에 따른 보호충(protective lay하)의 두께률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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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20 t:의 1 M HzS04 용액에서 50 μ Ncm2 의 일정한 양극 전류 

(an뼈c current)롤 가하면서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화롤 측정하였다. 

라. 마셰구조 환활 

(1) AES률 이용한 이온주업충의 조생 훈석 

이온주업충의 조성온 AES(Auger Electron S뿔ctroscOpy)률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측정시 가속 전압과 전류는 각각 5 kV, 300 nA로 하였고 depth profile 

을 얻기 위하여 Ar 이온빔올 사용하여 시편을 스퍼터령 (sputte때19) 하였다. 스 

돼터령은 Ar 이온빔을 사용하여 가속 전압 3 keV, 가속 전류 25 mA, 전류 밀 

도 잃O μ Alcm2 에서 행하였으며 mod버ation 전압온 4kV, 시편의 비파19 없191e 

은 30'。 이었다. 

(2) XRD률 이용한 이온주엽총의 구조 훈석 

질소이온 주입충의 결정구조는 Cu 타켓을 장착한 TFXRD(Thin Film 

X -Ray Diffractomete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때 x-션의 입사각도를 시편 

표변에 대하여 f 로 고정시키고 ~/min의 속도로 주사하면서 ￠밟올 판찰하였 

다. 

(3) SEM3츄 팡학현미경용 이용한 부식형상 환찰 

양극분극 시험한 시편의 표면올 charging 방지를 위해 Au coating올 한 후 

주사전자 현미경 (SEM)으로 표면의 핏팅부식형상을 판찰하였다. 그리고 광학 

현며경으로 고온부식 시험한 시편의 표면을 판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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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혐컬콰 및 고활 

가. 질소이온주엽이 국부부식 저항생에 미쳐는 영향 

(1) 양극분극 거동 

Fig. 47，48，49는 기판인 Ziπa1oy-4의 표면온도를 각각 100 t:, 200 t:, 300 

℃에서 유지시키고 질소이온주입량올 3 X 1017 
- 1.2 X 1018 ions/cm2로 증가시켜 

주입한 후 80 .C 의 탈기한 4 M NaCl 용액에서 측정한 양극분극 곡선올 보여준 

다. 주업온도가 100 .C 인 경우의 양극분극 거동과 200, 300 .C 의 양극분극 거동 

은 뚜렷한 차이가 었다. 100 t:에서 질소 주입한 시편은 질소 주입하지 않은 시 

편과 비교하여 핏탱전위가 중가하지 않아 국부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지 않았고 

반면 부동태 전류밀도는 약 10 에서 103 배 중가하여 일반부식저항성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Fig. 47). 그러나 기판온도를 200 t:, 300 t:로 중가시키면 이온주 

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핏탱전위는 증가하고 부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하여 (Fig. 

48, 49) 국부부식 저항성파 일반부식 저항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러 온도에서 

주입한 시편의 양극분극시험 결과 측정된 핏탱전위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Fig. 49에서 기판용도가 300 .C 일 경우 이용주입하지 않은 시 

편의 핏탱전위는 350 mV 이지만 질소를 주입한 시편의 경우에 이온주입량이 

3 X 1017 ions/cm2 부터 6X 1017 ions/cm2 으로 증가함에 따라 핏탱전위가 900 

mV에서 991 mV로 증가하였고， 이온주입량이 1 X 1018 ions/cm2 이상에서는 핏 

탱이 얼어나지 않았으며 약 1α)() mV 부터 전류밀도가 증가하는 것은 시편표 

면에서 산소가 발생 (2Hz{) • Oz+ 좌.( + 4e-)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온주압 

하지 않은 시편에서는 수μ Ncm2 의 부동태 전류말도가 측정되었지만 질소를 

주입한 시편의 경우 0.5 μ Ncm2 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질소 주업에 의하 

여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이 뚜렷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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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ffects of substrate temperature during nitrogen 

implantation and ion dose on the pitting 

potenti외 of Zircaloy-4 in deaerated 4M NaCl solution 

at 80 't 

Pitting potential (mVSCE) 
Dose 

(jons/cm2
) 

100 

unimplanted 350 

3X 1017 370 

6X 1017 
원4 

1 x 10’8 883 
1.2 X 1018 416 

Substrate temperature( "C ) 

200 300 

% 

뼈
 댔
 때
 

% 

% 

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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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주엽총의 조생 및 구조 

이온주입한 Zirca1oy-4 의 양극분극 거동이 주입온도와 주입량에 의하여 변 

하는 것은 이들 변수가 주입층의 미세구조와 조성에 영향올 주었기 때문이다. 

Fig.50 와 51 은 주입시의 기판온도가 3OO"C 일 때 주입량올 증가시키며 질소 

를 주입한 시편의 AES depth profile과 x-선 회절 pattem올 보여준다. 주입량 

이 증가함에 따라 주업층 내에서 질소농도가 증가하여 1 X 1018 N ions/cm2의 

주입량에서는 Zr과 N의 비융이 거의 1:1을 이루며 사각형 형태 

(rectang띠ar-바e shape)의 분포를 보였다(Fig. 50). 이는 질소와 지르코늄의 

비(比)가 ZrN의 stoichiometric ratio를 넘지 않고 그 이상의 질소는 농도가 낮 

은 영역으로 확산한 결과로 사료된다[62]. Fig. 15의 x-선 회절 pattem으로부 

터 질소를 6X 1017 ions/cm2 이상 주입한 시편에서 질화물(ZrN) pe짧이 관찰되 

어 Zirca1oy-4에 주입된 질소가 ZrN 형태로 존재함올 보여준다. 또한 AES 

depth profile(Fig. 50)에서 이온주업충의 표면에서 산소함량이 뚜렷이 측청되 

었고 질소주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농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 산소는 x-선 

회절 pattem(Fig. 51)으로부터 ZrOz 형태로 산화물 표면층올 형성하였고 칠소 

이온 주입시 chamber내에 남아있는 잔여산소와 지르코늄이 반웅한 결과이다 

[83-85]. 질소 주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pe밟의 회절강도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ZrN pe밟온 3 X 1017 N ionsl cm2의 주업량에서는 관찰되지 않다가 6X 1017 N 

ions/cm2의 주업량에서 뚜렷이 관찰되어 질화물 형성에 임계 주입량 존재한다 

는 이전의 연구결과[86-89]와 일치하였다.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가 이온주업층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 

하여 100 .C 와 3OO"C에서 동일한 칠소이온량올 주입한 시편의 x-션 회절 

pattem올 비교하였다. Fig. 52 는 6X 1017 ions/cm2의 질소이온올 각각 100 "c 

와 3OO"C에서 주입한 시편의 x-선 회절 pa따m올 보여주는데 기판온도가 높 

은 3OO"C에서 Zr02와 ZrN pe밟의 회절강도가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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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temperature : 3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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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 6x1017 N ions/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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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서 N 과 Zr 사이의 반웅성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질소 이온주입에 의해 표면쪽에는 Zr02, 그 안쪽으 

로 ZrN충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복합 화합물충의 형성이 주입온도에 상당한 영 

향을 받음올 알 수 있다. 질소이온 주업에 의하여 국부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것은 이러한 복합화합물충의 형성 결과이며 또한 주입온도와 주입량이 증가함 

에 따라 더욱 안정한 화합물층올 형성하여 핏팅전위가 중가한 것으로 사료된 

다. 

(3)핏탱부식형상 

Fig.53은 염화물 분위기에서 양극분극 시험 후 시편의 표면올 SEM으로 관 

찰한 것이다. 양극분극 과정에서 전위가 핏탱전위에 이르면 표면 부동태 피막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국부적인 파괴와 금속 용해 반용이 급격히 일어나 핏 

트(pit)가 형성된다. Fig. 53(a)는 칠소를 주입하지 않은 시편의 핏트로 일종의 

반구형 핏트를 보여주고 었다. Fig. 53(b)는 질소를 주입한 시편의 핏트로 금속 

의 용해가 일어난 핏트를 덮고 있는 덤개막이 관찰되며 이것은 앞의 AES와 

XRD 분석으로부터 질소 이온주입으로 형성된 화합물충(Zr02 + ZrN)으로 사 

료된다. Fig. 54는 300 oC에서 1 X 1018 ions/cm2 의 질소 이온올 주입한 시편의 

연속적인 부식 과정 즉 핏트의 성장 과정올 나타내는 SEM 사진이다. 양극분극 

시험시 1 개의 핏트 성장올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Fig. 54의 사진은 

부식 시험후 한 시편에서 관찰된 여러 핏트 중에서 얻은 것이다. Fig. 54(a)는 

핏트의 발생 초기단계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표면에 ’blister’들이 관찰되며 이 

들이 성장하여 최종적으로는 Fig. 54(b)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 

다. Natishan과 McCafferty에 의 해 제 시 된 ‘Blister formation and rupture' 기 

구[61]률 적용하여 이온주입시편의 핏팅 과정올 셜명하면 Fig.55과 같다. Fig. 

55는 염화물 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에서 핏팅의 발전 모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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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EM micrographs showing the pits formed on Zircaloy-4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 in deaerated 빼 NaCl at 80 .c. (a) 

Unimplanted and (b)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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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EM microgra다1S showing the growth of pit on Zi rcaloy-4 

implanted with 1 x 1018 N ions/cm2 300 .c during anodic 

polarization in deaerated 80 .c 4M N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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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N + Zr02 

Stage 1 

Stage II 

Stage 111 

Fig. 55. Schematic diagrams for the processes of pitting corrosion 

in nitrogen impl뻐ted Zircal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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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보호피막이 국부적으로 용해되는 과정 (S떠ge 1), 피막이 국부적으로 완전 

히 파괴되고 피막아래의 기지금속의 용해로 인한 혜쇄전지 (occluded cel1) 형성 

과정 (S떠ge R), 폐쇄전지 부식에 의하여 피막아래는 반구형 핏트로 발전하고 

핏트를 덮고 있는 피막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일종의 덮개를 형성하는 과 

정 (Stage ITI)올 보여준다. 핏트를 덮는 덮개막이 존재하는 것은 덮개막올 형성 

하는 ZrD2+ZrN가 일반적인 부동태 피막보다 두께가 두껍고 내식성이 매우 우 

수하기 때문이다. 

Fig. 56 (a)과 (b)는 주입 온도가 각각 100 t 와 200 t 인 시 편 의 양극분극 

시험후 표면올 SEM으로 관찰한 사진이다.100 t 에서 주입된 시편의 경우 부 

식 시험후 표면 전체에 많은 핏트들이 관찰되었으나 200 t 에서 주입된 시편에 

서는 핏트의 수가 매우 적다. 핏트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부동태 피막의 파괴 

가 일어날 수 있는， 즉 cr이온의 공격시 취약한 피막의 결함밀도가 높음올 의 

미한다. 피막의 결함이 핏탱이 시작되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입온도 증 

가에 따른 국부부식 저항성의 증가는 결함밀도의 변화와 관련 지올 수 있다. 

이온주입시 표면에는 기공 등의 미세결함들이 형성되는데 [89-91] 기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결함들이 감소하고 더욱 치밀한 표연구조를 가진 이온주입 

총이 형성되어 국부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4) 양극산화( Ga1vanostatic 뻐odization) 시 협 

Fig. 55에 나타낸 과정으로 핏탱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부동태 피막으로 

작용하는 화합물충의 두께가 직접적으로 핏탱전위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각 조건에서 형성된 화합물충의 두께를 양극산화 시험올 통하여 비교하였다. 

양극산화 시험올 이용하여 피막의 두째를 측정하는 것은 Ramasubram뻐an과 

Gebhardt둥이 연구하였으며 이들은 양극산화 시험올 이용하여 산화피막의 두 

께 를 측정 하였 다[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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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EM micrographs showing occurrences of pitting corrosion 

of Zircaloy-4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 in deaerated 4M NaCl 

at 80 .c. 까le substrate temperature during the ion implantation 

was (a) 1 00 .c and (b) 2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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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은 2O"C의 1 M H2S04 용액에서 양극산화 시험한 결과이다.50 μ 

Ncm2의 일정한 양극전류를 가하면서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화를 측정한 후 

시간올 전하(charge; Q = i . t)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전하량이 증 

가함에 따라 전압 V가 빼른 속도로 중가하여 곡션의 기울기 S = dV/dQ가 높 

고， 전하량이 일정한 값에 이르면 전압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면서 낮은 기울기 

를 갖는 새로운 직선부분이 생긴다. 산화피막 같은 보호충(protective layer)이 

금속표면에 형성되어 있으면 금속이 용액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 

전류를 가하는 순간에 바로 양극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전압이 증가하여 산소 

이온올 이동시키기에 충분한 전기장(electric field)이 보호충에 작용하면 양극 

산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해준 전류가 charging에만 사용되어 전압 

이 급격허 증가하다가 엄계 전기장이 형성되어 양극산화반용이 일어나면 가해 

준 전류는 대부분 양극산화반옹에 사용되어 전압의 증가는 둔화된다. 보호충의 

가장 앓은 부분에서 일정 전압이 초과되면 양극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극 

산화전압(anodization voltage)올 구하여 보호충의 최소두께를 비교할 수 었다. 

산화피막이 균일하게 성장하고 산화가 일어나는 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양극산화반옹이 시작된 후 전압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직선부분올 Q= 

0인 곳까지 연장하여 얻은 절편이 양극산화전압이 된다. Fig.56은 이온주입하 

지 않윤 시편과 벼교하여 질소이온올 주입한 시편이 높은 전압에서 양극산화 

가 일어녔으며 주입량이 3 X 1017 N ions!cm2에서 1.2 X 1018 N ions!cm2로 증가 

함에 따라 더 높은 전압에서 양극산화가 일어남올 보여주고 있다. 

Fig.58은 질소 주입량에 따른 양극산화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주입 

량이 증가함에 따라 양극산화전압이 증가하였고 이는 화합물충의 최소 두께가 

질소 주업량에 따라 증가함올 보여준다. Fig. 59는 1.2 X 1017 N ions!cm2의 주입 

량올 100 'c 와 3OO"C에서 각각 주업한 시편의 양극산화 시험 결과로 주입시 

의 기판온도가 높은 시편이 더 높은 전압에서 양극산화 반옹이 일어나는 것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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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Effect of ion doses on the anodization voltage of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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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는 100 t 에 비하여 300t 에서 주입한 시편표면에 더 두꺼운 화 

합물충이 형생되었음올 나타낸다. 

핏탱부식형상 관찰과 양극산화 시험 결과로부터 화합물충의 두께와 핏탱전 

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화합물충의 두께를 t , 이온주입시 

형성된 기공의 깊이를 d 라고 하면 양극산화 시험에서 측정되는 값은 t-d 에 

해당하는 양극산화전압이다. 주입온도가 낮으면 앓은 화합물충。l 형성되고 이 

온주입시 생기는 많은 기공이 그대로 있어 기공의 깊이는 증가하므로 100 .C 에 

서 주입한 시편의 경우 3OO 0C에서 주입한 시편에 비하여 실제로 더 앓은 화합 

물충이 형성된다. 

t 100 '1: - d 100 '1: < t 300 '1: - d 300 '1: 

이와 같이 주입온도가 낮으면 화합물 충이 더 앓아 더 낮은 전위에서 핏탱 

이 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200.300 .C 의 일정온도에서 주입량올 변화시킨 경 

우 주입량이 증가하면 많은 기공이 생겨서 d가 커지지만 주입량 증가로 인한 

화합물층 두께 t가 더욱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게되어 

t-d 3X lO l7jons/cm2 < t-d lX lO 18jons/cm2 

핏탱전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질소이온주엽이 일반부식 저항생에 미치는 영향 

Fig. 60은 300 .C 의 온도에서 질소주입량올 변화시켜 3X 1017 와 1 X 1018 

ions/cm2 올 주입한 시편올 20 0C의 탈기한 1 M H2S04 용액에셔 양극분극 시 

험한 결과이다. 질소 이온주입하지 않은 Zircaloy-4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5 -

10 μ Ncm2 이지만 질소를 주입한 시편은 3 X 1017 N ions/cm2의 경우 3 μ 

Ncm2, 1 X 1018 N ions/cm2 에서 는 0.01 - 0.4 μ Ncm2 로 질소 이 온주입 량에 

따라 감소하였다. 

Fig. 61은 주업 온도의 영 향올 보여 준다. 1 X 1018 ions/cm2 의 질소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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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C 와 3OO"C 온도에서 이온주입하고 양극분극 시험한 결파이다. 300 "c에서 

주입한 시편이 100 "c에서 주입한 시편에 비해 더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가 측 

정되었다. 지르코늄의 경우 양극분극 거동에서 부동태 피막의 형성은 산소가 

금속/산화막 계면으로 이동하여 금속파 반용함으로써 일어난다. 질소 주업에 

의해 부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한 것은 질소 이온주업으로 형성된 ZrN와 ZrOz가 

산소이동의 barrier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질소 주입량파 주업온도에 따라 

ZrN파 ZrOz 형성이 증가하여 부동태 전류밀도는 더욱 감소하였다. 

다- 질소이온주엽이 순수한 고온 물에셔 Zircaloy-4의 부식저항생애 며 

쳐는 영향 

(1) 부식거동 

Fig.62은 2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기판인 Zirca1oy-4의 표면온도를 

200 "C. 400 "C. 500 "c 에서 유지시키고 5 X 1017 ionslcm2 의 질소이온올 주입 

한 후 350 "C. 16.5 MPa 순수한 물에서 측정한 노출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곡선 

올 보여준다‘ 주업온도가 200. 500 "c 인 경우의 부식거동파 400 "c 인 경우의 

부식거동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0. 500 "c 에서 질소 주입한 시편은 질소를 

주입하지 않은 시편과 비슷한 무게중가를 나타내어 고온 물에서 부식 저항성 

이 향상되지 않았다.3일 시험에서는 부식속도가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보다 

낮거나 비슷하지만 10일 시험에서는 200 "c • 500 "c 시편이 각각 14. 15 

mg/I마n2 의 무게중가를 보여 무게증가가 11.7 mg/<마n2 인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보다 부식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판온도가 400 "c 인 경우에는 45 

일 시험에서도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보다 낮은 무게증가량올 보였다. 이온주 

입하지 않은 시편의 무게증가가 16.3 mg/dm2 이지만 400 "c 에서 질소 주입한 

시편의 무게중가는 7 mg/I마n2 으로 고온부식 저항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결파로부터 기판온도가 400 "c 에서 주업처리한 시편이 가장 우수한 고온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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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식 저항성올 보임올 알 수 있다. 

Fig. 63은 2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기판인 Zirca1oy-4의 표면온도를 

400 "c 에서 유지시키고 질소이온 주입량올 2X 1017 에서 5 X 1017 N ions!cm2 

로 중가시켜 주입한 후 350 "C. 16.5 MPa 순수한 물에서 측정한 노출시간에 따 

른 무게증가 곡선올 보여준다. 기판온도가 400 "c 일 경우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속도가 감소하여 10일 시험에서 주입량이 2 X 1017 N ions!cm2 인 경 

우 무게증가가 7 mg/drrl 이지만 5 X 1017 N ions!cm2 인 경우에는 2.3 mg/dm2 

이었다. 

그러나 질소주업량을 5 X 1017 ions!cm2 보다 증가시켜 1 X 1018 ions!cm2 을 

주입한 경우 노출시간이 20일이 경과하면 기판온도가 200 oC (18.4 mg/dm2 )와 

400 oC (18.5 mg/Iφn2 )언 경우 모두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15.2 mg/dm2 )보 

다 큰 무게증가를 보여 고온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지 않았다(Fig. 64). 

(2) 이온주입충의 조생 및 구조 

이온주입한 Zircaloy-4 의 고온부식 거동이 주입온도와 주입량에 의하여 변 

하는 것은 이들 변수가 주업충의 미세구조와 조성에 영향올 주었기 때문이다. 

Fig. 65온 400 "c에서 5X 1017 ions!cm2 의 질소를 2X 10-5 
tOIT 의 산소분위기 

에 서 주입 한 Zirca1oy-4를 polishing하고 HF(10%) + HNÜ:3(45%) + H20(45%) 

용액에서 에칭한 후 SEM으로 관찰한 단면이다. 약 1.5μm 두께의 이온주입충 

이 형성되었다. Fig. 66은 주입시의 기판온도를 200 "c - 500 "c 로 변화시키 

며 5 X 1017 ions!cm2 의 질소롤 2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주입한 시편의 

AES depth profile 올 보여준다. 주입온도에 관계없이 이온주입충 내에서 질소 

분포는 일정하지만 산소분포는 주입온도에 따라 변화하였다. 질소이온올 400 

℃ 에서 주입한 경우 200 "c 보다 약 15 배 더 두꺼운 Z야2 충이 생성되었고 이 

는 온도 증가로 언하여 금속 표면의 반용성이 증가한 결과이다. 그러나 주입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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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SEM micrograph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with a dose of 5 x 1017 ionslcm2 at 4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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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5OO't 로 중가시킬 경우 더 두꺼운 Zr02 가 생성되지 않고 합금 내부에 

약 10 at.% 의 일정한 농도로 산소가 분포하고 었다. 이는 주입온도가 500 oc 

인 경우 표면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 온도가 중가하여 이온주입시 합금내로 유 

입된 산소가 표면에 산화물충올 형성하기 보다는 합금 안쪽으로 용해된 결과 

로 사료된다. 

이온주입시의 질소주입량이 이온주업총의 조성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올 관 

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업온도에서 질소 이온량올 다르게 주입한 시편의 

AES depth profi1e 올 비교하였다. Fig. 67는 400 't 에서 각각 2 X 1017, 5 X 1017 

ionicm2 의 질소를 2 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주입한 시편의 AES depth 

profile 보여주는데 주입량에 비례하여 질소농도가 중가하고 Z야2 총의 두께가 

증가하였다. 

Fig. 68은 질소이온 주입한 시편 표면올 부식시험 전후에 관찰한 AES 

depth profile 올 보여준다. 주업온도는 400 oc 이고 질소주압량은 5 X 1017 

ions/cm2 이다. 1일 시험 후 질소농도가 부식시험 전의 시편과 비교하여 급격 

히 감소하였고 45일 시험 후에는 질소 주입한 시편 표변에서 칠소가 거의 관찰 

되지 않았다. 질소주입량이 1 X 1018 ions/cm2 인 경우에도 부식시험 후에 질소 

농도가 감소하였다(Fig. 69). 부식시험 후 관찰된 질소 농도의 감소가 부식시험 

중에 시편 내부로 질소가 확산했기 때문인지 질소가 표면으로 이동하여 표면 

밖으로 소실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편 전체의 질소농도를 분석하였다. 

Fig. 70는 400 't 에서 5 X 1017 ions/cm2 의 질소이온올 주입한 시편의 질소농 

도와 이 시편올 45일 시험한 후에 관찰한 질소농도를 보여준다. 부식시험 전에 

37 wppm 이던 질소농도가 부식시험 후에는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의 농도 

(23 wppm)에 가까운 z7 wppm 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식시험 후 이온주 

입충의 질소농도가 감소한 것은 질소가 시편 밖으로 소설되었기 때문이다. 주 

입된 질소가 부식시험중에 소실되는 현상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셜명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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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질소이온주입한 시편올 부식시험조건과 같은 온도인 35O'C에서 진 

공열처리를 행한 후 시편 표면의 ~ depth profile 올 관찰한 결파 350 'C에 

서 진공 열처리 후에도 이온주입충의 질소분포가 변하지 않으므로 주입된 질 

소가 부식시험 충에 소실되는 것은 단순히 350 'C의 온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온 물에 노출되어 물파의 전기화학 반용파정 충에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71은 4OO'C 에서 5 X 1017 ions/cm2 의 질소이온올 2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주입한 시편올 350 .C 물에서 1일 부식시험 후 측정한 AES 

depth profile 파 350 'C 에서 1일 동안 진공 열처 리 한 후 관찰한 AES depth 

profile 올 비교한 것이다. 물에서 부식시험 후에는 이온주입층의 질소농도가 

감소하였지만 진공 열처리 후에 질소농도는 변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순수한 물에서 Ziπa1oy-4 의 고온부식 저항성이 질 

소 이온주업에 의하여 향상된 것은 ZrN 보다는 Zr02 에 의한 기여로 사료된다. 

400 .C 에서 주입한 합금의 부식속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200 'c 와 5OO'C 보 

다는 표면에 두꺼운 산화물충이 형성되어 이 산화물충이 산화반용의 barrier로 

작용하여 부식속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주입량이 2X 1017 에서 5X 1017 

N ions!cm2 로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충 두께가 증가하여 부식속도가 감소하였 

다. 그러나 1 X 1018 N ions/cm2 올 주입한 경우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 보다 

고온부식 저항성이 감소한 것은 5 X 1017 ions!cm2 경우 보다 2배 많은 질소가 

부식시험 충에 소실되는 파정에서 이온주입충의 보호특성올 상실시키는 효과 

가 주입량 증가에 의한 산화물충 두께 증가 효파보다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Zirca1oy-4 의 고온부식 저항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최척의 이온주 

입조건은 주입온도 400 'C, 질소 주입량은 5 X 1017 ions/cm2 이다. 

질소이온주입시 형성된 zrO강 barrier 에 의한 Zirca1oy-4 의 고온부식 저항 

성 향상기구를 밝히고자 XRD를 이용하여 ZrOz 구조률 관찰하였다. Fig. 72, 73 

은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파 400 'c 에서 5 X 1017 ions!cm2 의 질소이온올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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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AES depth profiles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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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rr at 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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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주입한 시편의 부식시험 전후의 x-선 회절 

pattern 올 보여준다. 부식시험 전에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에서는 a-Zr 만 

관찰되고 질소주입한 시편에서는 이온주입시 형성된 ZrOz 가 관찰되며 대부분 

tetragona1 zrOz( 111)( 2 B = 30 0)이다(Fig. 72 (리， 73 (a)). 명형상태도에서 

tetragona1 구조의 zrOz 는 1205 'c 이상에서 안정하며， 1205 'c 이하에서 안정 

한 monoc파úc zrOz 보다 치밀하여 양호한 보호특성올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94]. Fig. 73은 이온주입시 Zica1oy-4 표면에 tetragon려 zrOz 가 형성된 것올 

보여주며 그 결파 고온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온빔이 조사 

되는 국부적인 영역은 당)()() - 1당)()()'C 까지 중가한다고 보고되고 었으므로 

[95]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는 400 'c 이지만 표면은 국부 

적 으로 tetragona1 Zr02 가 안정 한 온도까지 증가하여 tetragon려 zrOz 가 형 성 

된 것 같다.45일 부식 시 험 후의 x-선 회 절 pattern인 Fig. 72(b)와 73(b)를 관 

찰하면 질소주입한 시편의 경우 부식시험 전에는 대부분 tetragona1 ZrOz 이었 

지 만 부식 시 험 중에 거 의 monoclinic ZrOz 로 구조가 바뀌 어 야앓 intensi앙 에 

는 다소 차이가 었지만 45일 시험 후에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파 비슷한 

pattern이 관찰된다. 부식시험 전후 질소주입한 시편의 teσagon려 ZrOz 의 

volume fraction올 Garvie & Nicholson 식을 이용하여 비교하면 Table 14에 

명시한 것처럽 부식시험 전에 73 % 이던 tetragon려 Z버2 가 부식시험 후에는 

23% 로 감소하여 tetragona1 zrOz 의 volume fraction이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파 거의 같다.G따vie & Nicholson 식은 다음식파 같다. 

Kl11) t (%Z1μ)t = 
ι l( l11) t+ I( ll 1)m 

1 = areas of the diffraction 야aks 

Zirca1oy-4의 내식성 향상이 tetragon려 zrOz 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이 결파 

는 45일 시험 후에는 질소이온주입한 시편의 내식성이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 

-189-



Table 14. Volume fraction of tetragonal zrOz 

Specimen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before exposure 

(400 .C , 5x101 7 N ions/cm2
) 

Nitrogen implanted ZircaJoy-4 

after 45 days of exposure 

Uimplanted ZircaloY-4 

after 45 days of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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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Fraction (%) 

73 

23 

21 



편과 동일하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400"C에서 5 X 1017 N ions/cm2 의 질소를 주입한 

Zirca1oy-4의 내식성이 향상된 것은 이온주입시 표면에 형성된 치밀한 보호특 

성의 tetragona1 Zr{}z 가 초기 부식속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며 45일 부식시험 

후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와 이온주입하지 않은 Zirca1oy-4의 tetragonal 

Zr02 의 volume fraction이 일치한다는 것은 초기와 달리 같은 속도로 부식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3) 부식시험 후의 표면환찰 

Fig.74는 2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기판 표면온도를 200 "C, 400 oc 

에서 유지시키고 5 X 1017 ions/cm2 와 1 X 1018 ions/cm2 의 질소이온올 주입한 

시편올 350 "C, 16.5 MPa 순수한 물에서 3일 노출시험올 행한 후 표면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질소주입량이 1 X 1018 ions/cm2 인 경우 기판온도에 

관계없이 200, 400 "c에서 모두 표면충이 떨어져 나간 혼척이 관찰된다. 그러나 

주업량이 5 X 1017 ions/ cm2 인 경우 20일， 30일， 45일 시험에서도 표면충의 

delamination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75). 

라. 질소이온주엽이 LiOH 수용액에셔의 고온부식 져항생에 마쳐는 영향 

Fig. 76은 2 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에서 기판인 Zirca1oy-4의 표면온도를 

200 "c 와 400 "c 에서 유지시키고 5 X 1017 ions/cm2 의 질소이온올 주입한 후 

350 "C, 16.5 MPa 0.1 M LiOH 용액에서 측정한 노출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곡 

션올 보여준다. 200 "c 에서 질소 주입한 시편은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과 노 

출시간에 따른 무게증가가 같아서 질소이온주업에 의해 고온 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판온도가 400 "c 인 경우에는 부식속도가 감소하 

여 이온주업하지 않은 시면보다 작은 무게증가를 보였다. 20일 시험에서 이온 

-191-



(a) 200 oC , 5x101l 해 lon링cm" (b) 200 .C , 1x1011f N ions/cm" 

(c) 400 “C, 5x101l 빼 ion흘Icmz (d) 400 "C , 1x10'1f N ion훌lcm"" 

Fig. 74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surface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exposed to water at 350 .C for 3 days. (a) 

200 .c , 5x 1017 N ions!cm2 (b) 200 .c , 1 X 1018 N ions!cm2 (c) 

400 .c , 5 x 1017 N ions!cm2 (d) 400 .C , 1 x 1018 N ions!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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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3 뼈훌￥훌 (b) 20 영훌Y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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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OpticaJ microgra마lS showing the surface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with the do않 of 5 x 1017 ions/cm2 at 400 .C 

exposed to water at 350 .c for various exposur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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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지 않은 시편의 무게증가는 577 mg/dm2 이지만 400 't 에서 질소 주입 

한 시편의 무게증가는 298 mg/dm2 으로 감소하였다. Fig.66에서 관찰할 수 있 

듯이 주입온도가 400 't 일 경우에 시편표면에 더 두꺼운 산화물층이 형성되어 

고온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었다. 

Fig. 77는 Zirca1oy-4의 표면온도를 400 .C 에서 유지시 키고 질소이온 주입 

량올 5 X 1017 에서 1 X 1018 N ions/cm2 로 증가시켜 2 X 10-5 torr 의 산소분위기 

에서 주입한 후 350 't, 16.5 MPa 0.1 M LiOH 용액에서 측정한 노출시간에 따 

른 무게증가 곡선올 보여준다. 주입량이 1 X 1018 N ions/cm2 인 경우 순수한 물 

에서의 시험결과처럼 주입량이 5 X 1017 N ions/cm2 언 시편보다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가 크다. 그리고 부식시험올 행한 후 표면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질소주입량이 1 X 1018 ions/cm2 인 경우 기판온도에 관계없이 200, 400 't 

에서 모두 표면충이 떨어져 나간 혼적이 관찰되지만(Fig. 78) 주입량이 5X 1017 

ions/cm2 인 경우 10일， 20일， 30일 시험에서도 표면층의 delamination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79). 그러므로 고온 Li 수용액에서 Zirca1oy-4 의 부식 저 

항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이온주업조건은 주입온도 400 't, 질소 주입 

량은 5 X 1017 ions/cm2 이 다. 

마. 이온빔에 의한 Cr, Nb 표면 합금화가 순수한 물에서의 고온부식 저항 

생에 미칙는 영향 

(1) 부식거동 

Fig.80은 기판언 Zirca1oy-4 의 표면에 약 500A의 Cr 과 Nb 올 각각 스퍼 

터링법으로 증착하고 200 't 에서 5 X 1017 ions/cm2 의 아르곤 이온올 조사한 

후 350 .C , 16.5 MPa 순수한 물에서 측정한 노출시간에 따른 무게증가 곡선올 

보여준다. Cr(30일 시험， 12 mg/dm2) 과 Nb(30일 시험， 13 mg/dm2) 을 표면 

합금화한 시편의 부식속도는 서로 비슷하고 이온주입하지 않은 사편(30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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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Corrosion kinetics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with 

doses of 5 x 1017 and 1 x 1018 ions/cm2 in 0.1 M LiOH at 35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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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Optical micrographs ψowing the surface of nitrogen 

implanted Zircaloy-4 exposed to 0.1 M Li아~ at 350 .( for 10 

days. (a) 400 .(, 5 x 1017 N ions/cm2 (b) 200 .(, 1 x 1018 N 

ions/cm2 (c) 400 .(, 1 x 1018 N ions/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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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앙훌ys (bl20 뼈훌ys 

(c) 30 뼈훌ys 

Fig. 79 Optical micrographs showing the surface of nitrogen 

impl뻐ted Zircaloy-4 with the dose of 5 x 1017 ions/cm2 at 400 .c 

exposed to 0.1 M LiOH at 350 .C for various exposure t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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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Zircaloy-4 in water at 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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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16.3 mg/Iφn2)보다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400 't에서 5 X 1017 ions/cm2 의 

질소이용올 주입한 시편보다는 높은 부식속도를 보여 그 이유에 대한 계속적 

인 연구가 펼요하다. 

(2) Cr, Nb 표면 합금화충의 조생 몇 구조 

Fig. 81, 82은 Zirca1oy-4 의 표면에 각각 약 500A의 Cr 과 Nb 올 증착하 

고 200 't 에서 5 X 1017 ions/cm2 의 아르곤 이용을 조사한 시편의 AES depth 

profile 올 보여준다. 증착충의 두께가 500A로 앓아서 두꺼운 Cr, Nb 합금충 

이 형성되지 못하여 Cr과 Nb 주입에 의한 내식성 향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Fig. 81 (a), 82 (a) 로부터 Cr, Nb 증착충에서 불순물인 탄소와 산소가 

각각 20 at.% 정 도나 관찰되 고 아르곤 빔 올 조사한 후(Fig. 81 (b), 82 (b)) 표 

면충에 산소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현상이 관찰되어 합금의 내식성에 미치는 

Cr과 Nb 표면합금화 영향을 구별해 내기 어렵다. 증착과 이용빔 조사과정에서 

유입된 불순물 중에서 탄소는 합금의 내식성올 저해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96] 

다음 연구에서는 중착층의 불순물을 낮추는 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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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AES depth profiles of (a) Cr deposited (b) Cr deposited 

and bombarded Zi rcaloy-4 by 120 keV Ar + ions up to 5 x 1017 

Ar + /cm2 at 200 .c. 

-201-



-“ 〕、(、

얘-' 

m 
、-c: 
。

얘-' 

mk-
해 .... ’ 
t몸 
φ 

o 
￡몽 
。

ü 

100 

(a) Nb deposition 
80 

60 

40 

20 

0 
100~ 

[ (b) Nb deposition 
80 ~ + Ar bombardment 

60 

20 

O 
O 1 

2 3 

2 3 

Sputter time (min.) 

4 

4 

Fig. 82 AES depth profiles of (a) Nb deposited (b) Nb deposited 

and bornbarded Zircaloy-4 by 120 keV Ar+ ions up to 5x1017 

Ar + Icm2 at 200 .C. 

-202-



4. 컬 론 

가. 철소이온주엽이 염화물 분위기에셔 Zircaloy-4의 국부부식 저항생에 

마치는 영향 

질소 이온주입이 Zircaloy-4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탈기한 8O'C 

4M NaCl 용액에서 양극분극 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 

다. 

1)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100 'C, 200 'C, 300 'c로 유지시키고 질 

소 주입량올 변화시켜 3 X 1017 
- 1.2 X 1018 N ions!cm2를 주입한 한 결과 주입 

온도가 100 'c인 경우 국부부식저항성이 거의 향상되지 않았고 부동태 전류밀 

도는 10 - 103 배 중가하여 질소이온올 주입하지 않은 Zircaloy-4(~t=350 m V) 

와 비교하여 얼반부식저항성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그러나 주입온도를 200, 

3OO'C로 높인 결과 질소 이온주입량에 따라 핏탱전위가 900-1400 mV로 증 

가하여 국부부식 저항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2) AES와 XRD를 이용하여 질소이온주입충의 조성과 구조를 관찰한 결과 

이온주입충은 ZrOz+ZrN 의 복합화합물충으로 이루어 졌으며， Zr02총은 주입온 

도와 주입량에 관계없이 형성되었으나， Z버2와 Zr 사이에 형성된 ZrN은 주입 

량이 일정량(약 6 X 1017 N ions!cm2)이상일 경우 형성되었으며 주입온도 와 주 

입량이 증가할 수록 ZrN 충의 두께와 상의 안정성이 중가하였다. 질소 주입한 

Ziπaloy-4의 국부부식 저항성이 향상된 이유는 Zr02와 ZrN의 화합물충이 형 

성되어 보호피막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3) 염화물 수용액에서 질소이온주입한 Zir않loy-4 의 핏트는 Zκ}z+ZrN충의 

국부용해 및 파괴， 국부척으로 파괴된 부위의 혜쇄전지 형성， 그리고 국부부식 

으로인한 주입충아래의 반구형핏트 형성 및 복합화합물충의 핏트덮개 잔존 과 

정올 통하여 성장하였다. 100 'c에서 주입된 시편의 경우 표면 전체에 많온 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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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관찰되었으나 200 .C 이상에서 주입된 시편에서는 매우 낮은 핏트 밀도를 

보여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형태의 미세결함 밀도가 감 

소하여 핏탱전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양극산화 시험올 통하여 이온주입시 형성된 화합물충의 두께를 비교한 

결과 주입온도와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화합물충<Zr02+ZrN)의 두께가 

증가하였다. 

냐. 결소이혼주엽이 산생용액에서 Zirca1oy-4의 얼반부식 저항생에 미치는 

영향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200 .C , 300 t 로 유지시키고 질소 주입량 

올 변 화시 켜 3 X 1017 와 1 X 1018 N ions/crnZ 를 주 입 한 Zircaloy-4률deaerated 1 

M HzS04 용액에서 양극분극 시험한 결과 질소 이온주입에 의해 형성된 ZrN + 

zrOz 충이 barrier로 작용함으로써 질소 주입한 시편은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 

편과 비교하여 부동태 전류밀도가 5 - 100 배 감소하여 질소이온주입에 의하 

여 Zircaloy-4의 일반부식 저항성이 향상 되었다. 질소 주입량이 클수록， 주입 

온도가 높올 수록 부동태 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다- 질소이혼주엽이 순수한 고혼 물에서 Zircaloy-4의 부식 저항생에 마치 

는 영향 

질소이온주입이 Zircaloy-4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350 t:, 16.5 MPa 

순수한 물에서 침지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다. 

1)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200 t , 400 t:, 많)()t 로 유지시키고 질 

소 주입 량올 변화시 켜 2 X 1017 
- 1 X 1018 N ions/crnZ률 2x 10-5 Torr 의 산소 

분위기에서 주입한 한 결과 주입온도가 200 t:, 많)()t: 인 경우 고온부식 저항 

성이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입온도가 400 t: 인 경우 이온주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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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1oy-4( 45일 시험에서 16.3 mgIdm2)와 비교하여 질소주입량에 따라 무게 

증가가 감소하여 5X 1017 ions/cm2 의 질소이온올 주입환 경우 45일 시험에서 7 

mg/dm2 의 낮은 무게증가를 나타내었다. 질소주입량올 5X 1017 ions/cm2 보다 

증가시켜 1 X 1018 ions/cm2 올 주입한 경우 첨지시간이 20일이 경과하면 기판 

용도가 200 t (18.4 mg/I마n2)와 400 t (18.5 mg/Íφn2)인 경우 모두 이용주입하 

지 않은 시편05.2 mg/I마n2)보다 큰 무게중가를 보여 고용부식 저항성이 향상 

되지 않았다. 

2) AES를 이용하여 고온부식시험 전후에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 

면충의 조성올 관찰한 결과 부식시험전에 이온주입충에서 존재하던 질소가 부 

식시험후에는 관찰되지 않아 ZrN충은 Zirca1oy-4의 고온부식저항성 향상에 기 

여하지 못하고 이온주입시 Zirca1oy-4 표면충에 형성된 산화물(ZI'Û2)충이 산소 

확산의 barrier로 작용하여 Zirca1oy-4의 고온부식저항성올 향상시킨 것으로 사 

료된다. 주업온도가 400 t 인 경우에 부식속도가 감소한 이유는 200 "c 와 500 

℃ 보다는 표면에 두꺼운 산화물충이 형성되어 산화반웅의 barrier로 작용한 

결파이다.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충 두께가 증가하였다. 

3) XRD률 이용하여 질소이온주입충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이온주입시 형 

성된 산화물온 주로 tetragona1-ZIÛ2 로 이루어져 있다. Tetragona1-ZIÛ2 는 

monoclinic-ZI'Û2 에 비하여 치밀하여 보호특성올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 

로 질소이용주업에 의한 고온부식저항성의 향상은 tetragona1-ZtOz 형성결파 

로 사료된다. 

4) 질소 주입량이 5 X 1017 ions/cm2 인 경우 20일， 30일， 45일 시험에서도 표 

면총의 delamination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질소주입량이 1 X 1018 ions!cm2 

인 경우에는 기판온도에 관계없이 200, 400 "c에서 모두 표면충이 떨어져 나간 

혼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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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소이온주엽이 고온 0.1 M LiOH 수용액에셔 Zircaloy-4의 부석 저항 

생에 미칙는 영향 

질소 이온주업이 Zirca1oy-4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350 "C, 16.5 

MPa 0.1M LiOH 용액에서 첨지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 

었다. 

1)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각각 200 "C, 400 "c 로 유지시키고 질소 주입 

량올 변화시켜 5 X 1017 와 1 X 1018 N ions/cm2 를 2 X 10-5 
TOIT 의 산소분위기 

에서 주입한 한 결과 200 "c 에서 질소 주입한 시편은 고온 부식 저항성이 향 

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판온도가 400 "c 인 경우(20일 시험， 298mg/마n2)에 

는 부식속도가 감소하여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 (575 mg/dm2)보다 작은 무게 

증가를 보였다. 주업온도가 400 "c 일 경우에 부식속도가 감소한 이유는 200 

℃보다는 표면에 두꺼운 산화물충이 형성되어 산화반용의 barrier로 작용한 결 

파이다. 

2) 주업량이 1 X 1018 N ions/cm2 인 경우 순수한 물에서의 시험결과처럼 주 

입량이 5 X 1017 N ions/cm2 인 시편보다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가 크고 부식시 

험후의 표면에서 delamination 현상이 관찰된다. 

마. 이온뱀에 의한 Cr, Nb 표면합금화가 순수한 물얘서 Zircaloy-4의 고온 

부석 저항생애 미치는 영향 

Cr, Nb 표면합금화가 Zircaloy-4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올 350 "C, 16.5 

MPa 순수한 물에서 침지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올 얻었다. 

Cr파 Nb올 스퍼 터 링 법 으로 Zircaloy-4 에 약 500A 두께 로 증착하고 200 "c 에 

서 5 X 1017 ions/cm2 의 아르곤 이 온올 조사한 결과 Cr(30일 시 험 , 12 mg/dm2
) 

과 Nb(30일 시험， 13 mg/dm2
) 올 표면합금화한 시편의 부식속도는 서로 비슷 

하고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30일 시험， 16.3 mg/dm2)보다는 감소하여 고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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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저항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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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3절 전용장치용 부품채작 

피복관전용 이온주입기를 조립하기 위하여， 진공배기계통， 기체이 

온원， 금속이온원， 가속관， 전자석 등을 제작 또는 구매하였다. 구성한 

진공계는 600 .e / sec Oil Diffusion Pump, 도달진공도 8x lO-6 toπ 이 

다. 기 체 이 온원으로서 빔 전류 50mA 급 DuoPIGatron 이 온원올 제 작 

하였고(Figure 83) 그의 범 인출특성을 구한 결과는 Fig 84와 같다. 

한편 금속이온원은 Modified Bernas 금속이온원을 러시아로부터 구매 

하여 이온원 인출계를 보완하였으며 (Fig 85) , 이온범 인출 특성조사 

결과는 (Fig 86)과 같다. 

제작한 질량분리전자석은 회전반경 45cm, 최대자속밀도 많Oûgauss， 

회전각 90。 이다(Fig. 87) 제작한 가속관은 절연전압 200kV, 3전극계 

인 강집속형이다.(Fig. 88) 

이온주입장치의 고전압부에 위치한 이온원 및 질량분리전자석의 조 

종 및 작동감사를 위하여서는 절연상태에서의 조종 및 측정올 위하여 

광통신 등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통신이 가능한 

삼성 7α)() series PLC를 사용하여 고전압부의 조종 및 측정을 구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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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 제 작된 DuoPIGatron 이 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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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Acceleration Tube 

-214-



쩨 4장 쁨숨1개밤畢표 훌훌성홀 및 대외 71 여훌 

채 1철 연구개발목표 달생도 

1‘ 기계척특생연구 

가. 빽연료피복환의 이온주업공청절계 기초 data base확렵. 

Trim'95 Computer simulation올 사용하여 이온주입시 표면에서의 이온분 

포와 에너지 전이 분포를 예상하였으며， ProfileC여e ™ simulation올 이용하여 

이온조사량파 Zircaloy-4 형상에 따른 이온분포를 예상한 후 실제 AES 분석과 

비교한 결과 ProfileCode ™ simulation올 이용한 경우가 더 정확하다는 결론을 

얼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이온주입공정올 하기 위한 기초 

data base를 구축하였다. 

냐. 이온주업조건에 따른 미셰조격 변화 분석 

Zirc려oy-4에 120keV， 3X1017ions/c마이상， 500'C이상에서 질소이온주입하였 

올 경우 표면에 ZrN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XRD분석 결과 이온조사량이 중가 

할수록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ZrN의 양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Zircaloy-4에 120keV, 5X 101감ons/c마이 상， 500'C 이 상에 서 산소분위 기 에 서 질 소 

이온주입하였을 경우 산소의 농도분포가 2Of.QIl이상의 deep penetration거동올 

보이며 이 때 ZrOo.35의 산화물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 이온주업시편의 청도， 내마모생， 픽로특생， 견동마모도 동 기계척 특성 

분석 data bas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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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와 산소분압올 변수로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표면경도를 측정한 결과 이온조사량과 공정온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 

였으며， 산소분위기에서 이온주입한 경우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경도 

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5 X 1Q17ions/c며이상， 당)()"C 이상의 경우 6배 이상의 경도 

향상올 나타내었다. 

또한 산소분위기에서 이온주입한 Zirca1oy-4의 내마모실험 결과 5X 

1017ions/c며이상， 당)()"C 이상에서 모재에 비해 수십배 이상 내마모성이 향상되었 

으며 질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fretting wear test결과 하중 lN에서 8X 

1Q17ions/c며의 이온조사량으로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마모깊이가 모재에 비해 

약 50%정도 줄어옮올 관찰할 수 있었고， 산소분위기에서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질소이온주입만 한 경우에 비해 마모혼 깊이가 약 70%정도 줄어둠을 관찰하였 

다. 또한 이온조사량올 변수로 이온주입 한 Zirca1oy-4의 fretting fatigue test결 

과 변위 -0.2mm, 하중 껑ON에서 8 X 1Q17ions/c마의 조사량으로 이온주입한 경 

우 피로수명이 모재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함올 관찰하였다. 

라. 모의 원자로내 분위기에서의 기계척특생 분석시스댐 책작. 

본 연구에서는 노내분위기인 350 'c , 15MPa에서의 모의시험올 위해 

Autoclave사의 Hot Vessel을 기 존의 fretting wear test에 장착하여 모의 시 험 

tester를 셜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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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푸식특생연구 

가- 철소이온주엽이 Zirca1oy-4의 국푸부식 저항생애 마치는 영향 명가 

(1) 이온주업조건이 Zirc외oy-4 표면충의 조생 및 마새구조애 마치는 영향 

규명 

주요 이온주입 조건인 이온주입량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를 변화시켜 질소 

이온주입한 Zirca10y를 AES와 XRD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조건이 이온 

주입충의 깊이에 따른 조성변화와 이온주입충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올 밝 

혀냈다. 미세구조 분석결과로부터 이온주입이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올 해석 

할수 었다. 

(2) 염화물 분위기얘셔 철소 이온주업한 Zirca1oy-4의 국부푸석 특생 명가 

국부부식 시험올 실시하여 이온주입량과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가 내식성 

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한 결과 우수한 내식성올 얻올 수 있는 아래의 적정 조 

건올 도출하였다. 

이훌훌앓째짧 용I훌훌훌훌 : 200 - 300 t: 
훌￡똥이훌 훌훌훌훌홈 : 1 X10'. lon톨Icm2 

(3) 이온주업한 Zirca1oy-4의 푸석특생 향상얘 대한 기구(mechanism) 조 

사 

부식시험후의 표면 관찰과 양극산화 시험으로부터 이온주입한 Zirc려o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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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거동은 표연 결함 밀도， 화합물충의 두께와 관계가 있음올 밝혀냈다. 주입 

온도가 100 "C 에서 200. 300 oc 로 높아짐에 따라 결함밀도가 감소하고 두꺼운 

화합물충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향상되고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결함밀도가 증 

가하지만 주입온도가 200 "c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합물충의 두께 증가하 

고 결합(기공)의 깊이가 감소하여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냐. 철소이온주엽이 고온고압하에서 Zirca1oy-4의 부식거동에 마쳐는 영향 

명가 

(1) 갤소이온주엽충의 초생 및 마셰구초 분석 

주요 이온주입 조건(이온주입량， 이온주입시의 기판온도， 진공 chamber 분 

위기)이 이온주입충의 깊이에 따른 조성변화와 이온주입충의 구조 변화에 미치 

는 영향올 규명하였다. 특히 기판온도가 400 0C 인 경우 Zicaloy-4 표면에 두꺼 

운 산화물(zrOz)충이 형성되고 질소주입량이 증가할수록 산화물충 두께가 증 

가하였다. 부식시험전에 이온주입충에서 존재하던 질소가 부식시험후에는 관 

찰되 지 않아 ZrN층은 Zircaloy-4의 고온부식 저 항성 향상에 기 여 하지 못하고 

이온주입시 Zircaloy-4 표면충에 형성된 산화물(zrOz)충이 산소확산의 barrier 

로 작용하여 Zircaloy-4의 고온부식저항성올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2) 모의 훤자로 분위기에서 철소이온주입한 Zirca1oy-4의 부식특생 평가 

순수한 고온(350 oC , 16.5 MPa) 물에서 부식시험결과 질소이온주입한 시편 

이 이온주입하지 않은 시편보다 낮은 무게중가를 보여 질소이온주입에 의하여 

Zircaloy-4의 내 식 성 이 향상되 었다. 

냉각수에 첨가되는 LiOH이 Zircaloy-4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올 명가하 

기 워하여 고온고압(350 "C, 16.5 MPa)의 0.1 M LiOH 용액에서 부식시험한 결 

과 질소이옹주입한 Zircaloy-4의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고온고압분위기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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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내식성올 얻올 수 있는 다음파 같은 적정 조건 도출하였다. 

이훌훌훌훌훌째뭘 기뿔훌훌훌 : 400 'c 

훌옳이뽑추훌훌 훌훌 : 5 x 1017 lons/cm2 

(3) 이온빔에 의한 Cr, Nb 표면합금화가 고온고압하에서 Zircaloy-4의 부 

석거동에 며쳐는 영향 I명가 

Zirca1oy-4의 합금원소인 Cr 과 최근에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Zr-Nb 

합금의 주 합금원소인 Nb률 이온범올 이용하여 표면합금화하였다. 고온고압 

물에서의 부식시험결파 Cr, Nb 표면합금화한 시편이 이온주입하지 은 시편보 

다 낮은 무게증가를 보여 Cr, Nb 표면합금화에 의하여 Zirca1oy-4의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채2철 관련분야 기술발전에 대환 기여도 

1. 기계척특생명가 컬콰 

이온주업에 의한 표면처리로 핵연료 피복관(Zirca1oy-4)의 기계적 특성이 

향상됨으로써 핵연료 피복관의 수명연장파 핵연료의 연소효율 중가에 따른 전 

력 생산비 절감 및 효율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핵연료 피복관 개발시에 피복관 

의 기계적 톡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개질연구에 이온주입법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온주입이 Zirca1oy-4의 표면 미세조직파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이온주입법올 이용하여 재료의 내부식 및 내마모성율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처리 연구시 이온주입공정 셜계 및 이온주입공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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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표면조직 및 기계적 특성올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부식특생명가 결확 

이온주업에 의한 표면처리로 핵연료 피복관(Zirca1oy-4)의 내식성이 향상됨 

으로써 핵연료 피복관의 수명연장과 핵연료의 연소효율 증가가 가능하며 새로 

운 핵연료 피복관 개발사에 피복관의 내식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개질연구 

에 이온주입법올 적용할 수 었다. 

또한 이온주입이 Ziπa1oy-4의 표면 미세조직과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이온주입법올 이용하여 재료의 내부식 및 내마모성올 향 

상시키기 위한 표면처리 연구시 이온주입공정 성계 및 이온주업공정에 따른 

재료의 표면조직 및 부식특성올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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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장 뽑홈개밥뿜과의 활용쳐|활 

이온주업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최적의 기계적 특성올 얻올 수 있는 안정적인 이온주 

입 공정조건올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핵연료 피복관 개발시에 피복관의 기계적 

특성올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개질연구와 내마모성올 요구하는 발전소 구조물 

인 열교환기， 터빈 부품 동의 표면개질 연구 및 자동차， 항공기의 기계적 특성 

올 요구하는 부품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제 노내 실험올 

통한 data base를 구축하여 노내재료의 수명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온주입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data를 반복시험올 실시하여 최적의 내식특성올 얻올 수 있는 안정적인 이온주 

입 공정조건올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핵연료 피복관 개발사에 피복관의 내식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개질연구와 발전소 구조물인 중기발생기 전열과， 터빈 

부품의 표면개질 연구 및 자동차， 항공기의 내식， 내마모 처리에 적용할 수 있 

다. 연구단계가 상용화단계에 있으므로 표면개칠처리 전문업체의 셜립 및 해당 

업체에 내식성 향상을 위한 이온주입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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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록 핵 (15-20줄내외) 인 | 
연료피복관채료 지르칼로이-4의 기계적특성과 부식특성올 향상하기 위하여， 이온주 

입방법을 적용하였다. 여러 컴퓨터모의 이온주업을 시행하여 예비공정껄계하였다. 질소이 

온주입한 피복관의 기계적 특생을 시협하여 최척의 공정조건을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댔℃의 산소분위기에서 5xlO11ions/cm2의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수섭배이상 내마모성의 l 
향상올 나타내었다. 고온내마모시험기 및 고온 Fretting 피로시험기를 제작하댔다. 
Fretting test 결과， 변위 -0.2 mm, 하중 깥iON에서 8x 1017 ions/cm2 이상의 이온조사량 l 
으로 질소이온주입한 경우 모재에 비해 피로수명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피복판의 내부식향상을 위한 이온주입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염화물분위기에서 

국부부식특성명가 결과， 우수한 내식성올 얻올 수 있는 적정 조건은 기판온도 20(}-3α)c 

에서 이온주입량이 lxl018 ions/cm2올 얻댔으며 모의 원자로분위기에서 지르탈로이-4의 

부식저항생올 향상시킬 수 있는 최척의 이온주입조건은 기판온도 4α)c에서 질소이온주 

입량이 5xl011 ions/cm2언 경우이다. 또한 Cr 과 Nb 합금화한 피복관은 고온부식저항성 
이 향상되었다. 

피복관전용 이온주입기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로서， 이온원， 질량분리전자석， 

가속관， 진공계， 조종프로그랩 둥을 제작 및 쩔계하여 특성시험하였다. 
주제명키워드 !부。1 온식，주 미업소 핵연료피복관 지르칼로이， 내마모성， 질화지 E코늄， 마모 
(10단어내외) 경도， 내부식성， 핏팅전위， 이온원， 질량분리전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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