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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티타늄 합금 관련 수화학 설계요건의 기술근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여, 이 문헌들을 중심으로 티타늄 

합금의 부식특성, 방사화와 방사선 열화 및 방사선-수소 취성 특성, TiO2의 용해 및 열역학적 특성을 

정리하 다.

티타늄 합금은 일반적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PT-7M 및 PT-3V 티타늄 합금 표면으로부터 

18 개월 운전 중 부식생성물이 방출되는 양은 무시할 정도이며, 약 30 년 중 부식 투과는 약 1 ㎛이며, 

합금 부식률은 .08Cr18Ni10Ti steel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300∼330℃의 화학적으로 탈염된 pH 10으로 

조성된 수화학 환경 하에서는 PT-7M 및 PT-3V가 50년 이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티타늄 원소는 중성자 조사 후에 단지 반감기 85일인 Sc-46으로 핵변환을 일으킬 뿐이며, 니켈 합금 

방사능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티타늄 합금이 중성자 피폭으로 생성되는 방사능은 방사선 피폭관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PT-7M이나 PT-3V 티타늄 합금 구조재질이 중성자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변화나 방사선 손상이 우려할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티타늄 

합금 표면에 쉽게 생성되는 TiO2는 부식 저항성의 원인이다. 증기발생기 온도 277℃에서 아나타제가 

루타일보다 약 4배 더 용해되며, 수화된 TiO2는 retrograde solubility 특성을 지니며, 암모니아와 같은 

리간드 분자들은 착물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물분자들이 Ti(IV) 이온 주위에 배위되어 형성하는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PT-7M 같은 티타늄 합금은 증기발생기 재질로서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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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technical bases of water chemistry design requirement related titanium 

alloys,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orrosion, activation, radiation degradation, radiation 

hydrogen embrittlement of titanium alloys and dissolution of titanium dioxide.

Titanium alloys generally have high corrosion resistance. Corrosion product release from PT-7M and 

PT-3V titanium alloy surface for 18 months of operation is negligible, and the corrosion penetration for 

about 30 years is about 1 ㎛, while the corrosion rates is not higher than one third of that of austenitic 

steel. Titanium only converts into Sc-46 with 85 day halflife after neutron irradiation, and its 

radioactivity is not higher than one thousandth of that produced from nickel. Therefore, under the 

condition without any neutron irradiation, the radiation damage of titanium alloys would have no 

problem. Titanium dioxide, that protects the metals from the corrosion, has retrograde solubility in 

neutral solutions. It does not form any complexes with ligands such as ammonia, but Ti(IV) gets more 

stable by complexing with water molecules.

In conclusion, it is estimated that titanium alloys such as PT-7M would be applicable to steam 

generat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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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MART 증기발생기 계통의 주요 구조재질은 티타늄 합금들로서, 그 중 티타늄이 주성분인 PT-7M은 

계통수와의 접촉면적이 가장 크다. 이들은 계통수화학 환경 내에서 설계수명 기간동안 내구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티타늄 합금은 일반적으로 물과 증기 환경 하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강도가 높으며, 낮은 

도를 지닌 동시에, 중성자 조사에 의한 향이 적다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온의 

용존수소를 함유하는 증기발생기 수화학 환경에서의 제반특성에 대한 연구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나, 이에 접근하는 문헌들로는, PT-7M과 PT-3V의 부식특성에 대한 L. A. Adamovich 등의 문헌 [1], 

티타늄 방사화와 방사선 열화 및 방사선-수소 취성에 대한 A. N. Mansourova의 문헌 [2], TiO2의 용해 

특성에 대한 O. Weres 등의 문헌 [3], 및 TiO2의 열역학적 특성에 대한 S. E. Ziemniak 등의 문헌 [4] 등이 

있다.

본 보고서는, 티타늄 합금 관련 수화학 설계요건의 기술근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여, 이 문헌들을 

중심으로 티타늄 합금의 부식특성, 방사화와 방사선 열화 및 방사선-수소 취성 특성, TiO2의 용해 및 

열역학적 특성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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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parameters of the primary system [1]

Plant 
Section 
Name

Structural Material Medium Temperature, ℃ Flow Velocity,
m/s

Area of Contact 
with the Medium, ㎡

Time of Operation in 
Service Mode, h∙

Primary 
system

18Cr10NiTi steel Water 270～310 1.5 583.4 473.000

18Cr10NiTi steel Water 120 0 362.0 473.000

18Cr10NiTi steel Water 0 0 1458.4 473.000

18Cr10NiTi steel Water 0 0 345.0 473.000

Zircaloy Water 310 1.5 114.1 35.000

Inconel Water 310 1.5 6.3 473.000

Steam 
generator

PT-3V alloy Water 270～310 1.5 129.8 236.500

PT-3V alloy Water 300 0 90.6 236.500

PT-7M alloy Water 270～310 1.5 2300.0 236.500

PT-7M alloy Water 280～300 0 208.0 236.500

Reactor 
core

Zircaloy Water 310 1.5 1254.1 35.000

.08Cr18Ni10Ti steel Water 290 1.5 21.1 473.000

.08Cr18Ni10Ti steel Water 290 1.5 10.0 35.000

Inconel Water 310 1.5 68.9 35.000

Note  : Availability factor is accepted as 0.9 for the mode of routine operation with regard to total time of plant operation.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PT-7M and PT-3V titanium alloys compared with those of Ti 

grade 2 and alloy 600 MA

   Composition
  Material C Cr Ni Fe Si Mn P S Cu Ti Al B N Cb Zr O H V Others

PT-7M 0.1 0.25 0.12 Base
1.8
 -

2.5
0.04

2.0
-

3.0
0.15 0.006 0.3

PT-3V 0.1 0.25 0.12 Base
3.5
 -

5.0
0.04 0.3 0.15 0.006

1.2
 -

 2.5
0.3

Ti Grade 2 0.30 Base 0.03 0.25 0.015 0.40
Alloy 600MA   0.032 15.51 75.32 7.9 0.28 0.23 0.007 0.001 0.09 0.39 0.20 0.001 0.01 0.02

1. SMART 주요 티타늄 합금재질의 부식 특성 

원자력발전소 주요 계통재질로는 오스테니틱 내식성 강(austenitic corrosion-resistance steels), 티타늄 

합금(titanium alloys), 지르코늄 합금(zirconium alloys) 및 인코넬(inconel) 등이 있으며, 재질의 형태와 각 

계통부위에서의 주요인자들은 Table 1과 같다 [1]. 이들은 화학적으로 탈염된 물 속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부동태(passive state)로 됨으로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중에서 티타늄이 

주성분인 주요 티타늄 합금으로는 PT-7M 및 PT-3V가 있으며, 이들의 재질사양은 Table 2와 같다. 

티타늄 합금들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국부부식성이 없으며, 이 높은 부식저항성은 표면에 생성된 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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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T-7M and PT-3V titanium alloys corrosion resistance in primary system water (steam 

generator) at 290∼310 ℃ temperature [1]

Material

Area of 

Contact with 

the Medium, 

㎡

Specific Weight 

of Corrosion 

Product 

Generated for 

the Lifetime (30 

years), g/㎡

Total Weight of 

Corrosion 

Products 

Generated for 

the Lifetime (30 

years), g/㎡

Corrosion 

Penetration for 

the Lifetime (30 

years), g/㎡

Total Release of 

Corrosion 

Products for 18 

months (13,000 

h), g

PT-3V 129.8 5.3 688 0.001 0.34

alloy (W=1.5 m/s)

PT-3V 90.6 5.3 477 0.001 0.23

alloy (W=  0 m/s)

PT-7M 2300 5.6 12,880 0.001 5.98

alloy (W=1.5 m/s)

PT-7M 208 5.6 1,165 0.001 0.54

alloy (W=  0 m/s)

In total 7.09

Note : W denotes water flow speed.

산화물 보호막에 기인한다. 보호성 산화물의 주성분은 식 (1)에 의해 생성되는 TiO2로서 그 화학적 

안정성이 가장 크다. 

(1)Ti + 2 H2O → TiO2 + 2 H2  

원전 설계수명동안 구조재질들의 건전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운전기간 동안의 부식생성물 축적 및 

방출을 결정하기 위한 process kinetics 데이터가 필요하다. L. A. Adamovich 등이 정리한 속도론적 자료에 

의하면 [1], 화학적으로 탈염된 300∼330℃의 물 (pH = 10) 속에서 PT-7M 및 PT-3V 티타늄 합금들의 

부식률(analytical dependencies of corrosion rates)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PT-7M 티타늄 합금 :

(2)log  K = - 1.13 - 0.65․ log τ  ,  g/㎡․h
-1

PT-3V 티타늄 합금 :

(3)log  K = - 1.21 - 0.64․ log τ  ,  g/㎡․h
-1

여기에서, K는 부식률(corrosion rate, g/㎡․h-1)이며, τ : 노출시간(exposure time), h 이다.

고려된 티타늄 합금들의 부식생성물 방출률(rate of corrosion product release)은 매우 작으며 약 0.4 x 

10-6 g/㎡․h-1로 계산된다.

이들 합금의 부식생성물 방출률(analytical time dependency)은 다음과 같다 :

(4)log  KB = - 4.35 - 0.57․ log τ  ,  g/㎡․h
-1

여기에서, KB는 부식생성물 방출률(rate of corrosion product release, g/㎡․h
-1)이다.

티타늄 합금 부식생성물 방출속도는, 내부식성 강과는 대조적으로, pH 값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들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수명기간 동안 티타늄 합금 부식생성물 누적 및 18 개월 동안 일차계통 내로의 

방출에 대한 계산 값은 Table 3과 같다. 즉, 18 개월 운전 중 티타늄 합금 표면에서 부식생성물이 방출된 

양은 약 7 g로서 무시할 정도이며, 수명기간 (약 30 년) 중 부식 투과는 약 1 ㎛이다.

상기의 PT-7M 및 PT-3V의 부식률 및 부식생성물 방출률을 도시하면 Fig. 1과 같고, 두 티타늄 

합금의 부식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난다. 300∼330℃에서의 PT-7M 및 PT-3V 티타늄 합금 부식률을 

270∼310℃에서의 .08Cr18Ni10Ti steel 부식률과 비교하면 [1], Fig. 2와 같이 나타난다. 약 30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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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corrosion rates and the corrosion 

product release rate of PT-7M 

and PT-3V titanium alloys in 

chemically de-mineralized water 

(pH = 10) at 300∼3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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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corrosion rates 

of PT-7M and PT-3V titanium 

alloys at 300∼330℃ and that of 

.08Cr18Ni10Ti steel at 2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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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합금 부식률은 .08Cr18Ni10Ti steel 부식률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60년 후 .08Cr18Ni10Ti steel 

최대 부식침투(corrosion penetration) 두께는 약 3㎛인 반면, 30년 수명 후 티타늄 합금들의 최대 부식침투 

두께는 약 1㎛로 추정된다 [1]. 이로써, 300∼330℃의 화학적으로 탈염된 pH 10으로 조성된 수화학 환경 

하에서는 PT-7M 및 PT-3V가 50년 이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2. 티타늄 원소의 방사화 특성

일반적으로 합금재질에 중성자가 조사되면 방사선 손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합금특성이 변화된다. 

티타늄 합금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성자 조사 하에서도 방사화도가 낮다는 

점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계통재질 원소들이 중성자 피폭 후 생성되는 방사능과 이를 방치하 을 때의 

방사능은 Table 4와 같으며 [2], 이를 도시하면 Fig. 3과 같다. 티타늄 원소는 1년 간 중성자 조사 후에 

단지 반감기가 85일인 Sc-46으로 핵변환을 일으킬 뿐이며, 단시간 내에 곧바로 붕괴된다. 이와 더불어, 

중성자 조사 후 1년 간 방치하 을 때 티타늄 원소의 잔존 방사능은, Fig. 4에서와 같이, 니켈 합금 (강한 

γ-방사선을 방출하는 장 수명 핵종 Co-60 등을 생성) 주성분 원소들의 잔존 방사능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며, 지르코늄 합금 주성분 원소인 Zr의 잔존 방사능에 비하면 약 8분의 1 정도이다. 따라서, 티타늄 

합금이 중성자 피폭으로 생성되는 방사능은 방사선 피폭관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3. 티타늄 합금의 방사선 열화 특성

계통 구조재질들은 중성자 조사 하에서 비록 분해되지 않거나 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손상이 계속 축적되는 경우에는, 방사선으로 인해 물성이 강화(strengthening)되고 

연성(ductility)이 감소되어 내구성이 떨어진다. A. N. Mansourova는 문헌[2]에 PT-7M 티타늄 합금의 

방사선 열화 특성들을 제시하 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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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tivation of structural materials after neutron irradiation [2]

Material
Isotopes Type of 

radiation

γ-line 
energies, 

keV
Half line period

Activity after irradiation by 
a neutron flux 

5x1013㎝-2s-1 during one 
year, Ci/year

Activity after exposure of 
irradiated materials during 

one year, Ci/year

total the main isotopic total isotopic total

Titanium 3 Sc-46 γ  887∼1119  85x24hours 0.5237x10-2 0.5286x10-2 0.2568x10-3 0.2665x10-3

Zirconium 7
Zr-93 β - 9.5x105years 0.1824x10-7 0.1824x10-7

Zr-95 γ 730  65x24hours 0.112 0.125 0.2278x10-2 0.2278x10-2

Iron 5

Mn-54 γ 835 314x24hours 0.4041x10-2 0.18  x10-2

Fe-55 β,γ - 2.6x100years 0.367 0.421 0.281 0.283

Fe-59 γ 1097∼1289  45x24hours 0.4636x10-1 0.201 x10-3

Nickel 8

Fe-55 β,γ - 2.6x100years 0.267 x10-3 0.2045x10-3

Co-58M β,γ - 9.2  hours 0.360 0.00

Co-58 γ  511∼ 808  70x24hours 0.4286x10-2 0.1233x10-3

Co-60 γ 1173∼1322 5.27x100years 0.5178x10-3 0.621 0.4539x10-3 0.3695x10-1

Ni-59 β - 7.5x104years 0.2527x10-3 0.2527x10-3

Ni-63 β - 91.6x100years 0.3619x10-1 0.3591x10-1

Fig. 3 Radio-activities of structural 

materials after neutron irradiation 

and after exposure, plotted from 

the data of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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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yield strength (a), ultimate 

strength (b), total (c) and 

uniform (d) relative elongation 

before and after neutron 

irradiation : ○ initial state ; 

● 0.9 x 1021n/㎠ (E > 0.85 

MeV), Tirr. ≅ 300℃ ; ▲ 2 x 

10
21
n/㎠ (E > 0.5 MeV), Tirr. 

≅ 250℃ ; △ 1 x 1021n/㎠ (E 

> 1 MeV), Tirr. ≅ 50∼70℃ 

[2]

a ba b

Fig. 6 The dose dependence of the 

yield strength at the 

temperatures of 20℃ (1, 3) 

and 350℃ (2, 4) before (3, 

4) and after (1, 2) irradiation 

[2]

Fig. 7 The dose dependences of the total (1) 

and uniform (2) relative elongation at 

the temperature tests of 20℃ and 350℃ 

(the irradiation temperature 250∼300℃ ; 

(3) and (4) the total and uniform 

relative elongation of the non-irradiated 

samples at the same temperatures) [2]

20∼350℃에서 중성자 조사 전․후 어느 

합금들에 대한 yield strength (δ0.2)와 ultimate 

strength (δB)의 온도 의존성은 Fig. 5 (a, b)와 

같다. 온도가 상승하면, 방사선 

강화(strengthening)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 450 ℃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결함(defect) annealing 때문에 전혀 관측되지 

않는다. Yield strength의 선량 의존성은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방사선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잠복기(incubation period)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성자 풀루언스(fluence)의 임계치는 3 x 1018 

neutron/sm
2
이다. 중성자 풀루언스가 2 x 10

21
 

neutron/sm
2
까지 상승하면 yield strength는 

지수적으로 상승한다.

재질의 내구성(serviceability)를 추정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성자 조사 하에서의 연성(ductility)과 

충격강도(impact strength)의 저감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250∼300℃ 온도범위에서 조사 하 연성의 

선량 의존성은 Fig. 7과 같다. Fig. 7에서와 같이, 

PT-7M 합금은 연성(ductility) 저감이 일어나는 

threshold (1 x 10
20
 neutron/sm

2
)를 지닌다. 10

21
 

neuron/sm
2
 이상의 풀루언스에서는, 더 이상의 

연성 저감이 실제로 관측되지 않으며, 균일한 상대 

연신의 절대치가 풀루언스 ∼2 x 10
22
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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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influence of the neutron 

irradiation on the long-term 

strength and the total elongation 

: ○ without irradiation ; ● 2 x 

1021 n/㎠ (E > 1 MeV), Tirr. = 

350℃ [2]

Fig. 9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total (a-1, 3) relative ; 

quasi-uniform (a-2, 4) relative 

; concentrated (b) relative 

elongation and relative 

narrowing (c) : 1, 2 - without 

irradiation ; 3, 4 - after 

irradiation by the fluence 2 x 

10
21
 n/㎠, Tirr. ≅ 250℃ [2]

Fig. 10 The dose dependences of the 

quasi-uniform elongation for 

the different materials : 1 - 

Ti-Al-Zr ; 2 - Ti-Al-Zr-Nb-V 

; 3 - Ti-30%Zr ; 4 - 

Ti-20%Zr ; 5 - alloy 110 ; 6 - 

austenitic steel, Ttest = 350℃ 

[2]

수준으로 남아있다.

이 합금의 장기간 강도에 대한 시험은, Fig. 

8에서와 같이, 중성자 조사의 향을 받은 후에 

연성 특성(총 상대 연신)이 감소하며, 동시에 

방사선 강화의 결과로 합금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장기간 연성은 단기간 연성 

수준으로 남아있으며, 시험시간 증가에 따라 

감소되지는 않는다.

Fig. 9에는, 선량 약 2 x 10
21
 fast neutron/㎠으로 

조사되기 전 및 후의 PT-7M 합금에 대한 총 연신, 

quasi-uniform 연신 δq, concentrated 연신 및 

narrowing의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었다. 집중된 

변형(concentrated deformation)이 시작되는 것에 

상응하는 연신은 조건에 따라 quasi-uniform 

연신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중성자 조사조건 하에서 

총 및 quasi-uniform 연신의 온도 의존성은 Fig. 

9의 b 및 d에 보인다. 이들로부터, 중성자 조사가 

실험온도 전체범위 내에서 상대 연신(총 및 

quasi-uniform 연신 모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실제로 온도 500 ℃까지 상대적 

narrowing 값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된 uniform 연신은 최소한 3.5% 

이상이며, 총 연신은 6% 밑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여러 재질의 변형성능(deformation capability)을 

비교하기 위한 350℃ quasi-uniform 연신의 선량 

의존성이 Fig. 10에 도시되었다. 변형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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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ose dependence of the 

impact strength : the alloy 

PT-7M (□), Tirr. ≅ 

300∼350℃, E ≥ 0.5 MeV [2]

Fig. 12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mpact strength : 1 - in 

the initial state ; 2 - after 

irradiation by the dose of 8 x 

10
20
 neutron/sm

2
, Tirr. ≅ 250℃ 

(the hydrogen content is 0.001 

H2) [2]

감소하는 것은 조사 후의 티타늄 합금 및 

오스테니틱 강의 성질이다. 여하튼, 이 재질들의 

감소속도는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 오스테니틱 강의 

연성(ductility)은 티타늄과 티타늄-지르코늄 합금을 

초과하면서, 조사선량이 증가되면 주어진 장점이 

상실된다.

충격강도 값을 변화하면서 impact bend 시험을 

하여 PT-7M 티타늄 합금의 방사선성 취화 경향을 

추정하 다. 이 합금에 중성자를 조사할 때 그 

풀루언스에 의한 충격강도 변화성은 uniform 상대 

연신의 경우와 비슷하다. 충격강도는 중성자 

풀루언스를 약 10
24
 neutron/㎡로부터 증가시킴에 

따라 감소하며, 10
25
 neutron/㎡로 조사한 후에는 

감폭특성(damping nature)을 지닌다. 이러한 경우, 

충격강도는 Fig. 11에서와 같이 0.9∼1.0 M J/㎡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초기상태 및 8 x 1020 neutron/㎠ (Tirr. = 

250℃) 선량까지 조사한 후에 나타난 PT-7M 

합금의 충격강도 온도 의존성은 Fig. 12와 같이 

나타난다. 중성자를 조사하면 충격강도가 모든 

실험온도 (100∼350℃) 범위에서 감소하며, 

충격강도의 온도 의존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충격강도가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으며, 시료들의 취성 파괴(brittle destruction)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티타늄 합금들이 방사선 피폭에 의해 손상을 

받을 때의 주요한 특징은, 방사선 강화 및 

연성(ductility) 감소가 방사선 결함의 출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상 변형(phase 

transformation)에도 관계된다는 사실에 있다. 

여하튼, 중성자 조사 하에서 티타늄 합금이 

구조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은 원자들이 높은 확산 

이동도(diffusive mobility)를 지닐 때에만 가능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티타늄과 지르코늄은 확산에 

대해 각각 집단의 변칙적 금속(group anomalous 

metals)에 속한다. 초기상태에서, 그들은, 

단일공간(mono-vacancy) 자기확산 기구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이동도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원자 확산 이동도를 나타낸다. 약 6 x 1021 sm-2의 중성자 

플루언스로 조사한 후에는, 확산 이동도가 열적으로 방사화된 과정에서 얻어지는 확산 이동도보다 한 차수 

이상 초과한다. 티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원자들의 확산 이동도가 가속화되면, 결과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조사한 후의 잠복기간이 증가하며 방사선 결함의 annealing이 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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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swelling, the average 

diameter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vacancy voids : 1  - 

irradiation by 2 MeV Ar
+
 ions ; 

2 - irradiation by 3.8 MeV 

Cr+++ ions. The dose irradiation 

is 80 displacement per atom 

(equivalent neutron fluence is 

1.5 x 1023 neutron/㎠, E > 0.1 

MeV) [2]

Fig. 14 The hydrogen content 

dependences of the impact 

strength : ○ initial state ; ● 

after neutron irradiation by 

the fluence of ∼10
23
/㎡, E ≥ 

1 MeV, Tirr. = 20℃ [2]

위에서 언급한 PT-7M 합금의 실용적 특성에 

의하면, 방사선 팽윤(radiation swelling)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팽윤, 평균 직경 

및 기공공간(vacancy void) 농도의 온도 의존성은 

Fig. 13과 같이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선량이 80 

displacement/atom (당량 중성자 풀루언스 1.5 x 

10
23
 neutron/㎠, E > 0.1 MeV)인 조건 하에서는, 

PT-7M 팽윤이 단지 퍼센트의 몇 분의 일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고온 

방사선 취화를 강하지 않게 약간만 일으키게 된다 

[2]. 따라서, PT-7M이나 PT-3V 티타늄 합금 

구조재질이 중성자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변화나 방사선 손상이 우려할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 티타늄 합금의 방사선-수소 취화 특성

A. N. Mansourova의 문헌[2]에 제시된 PT-7M 티타늄 합금의 부식성 매질(corrosive media) 공격에 

대한 저항성 및 수소와의 상호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티타늄 α-합금들이 방사선 손상을 일으킬 경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부식성 매질 내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소를 흡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수소가 부식성 기계적 성질들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초기상태에서 수소의 양이 증가하면, 충격강도가 감소하고 수소화물이 생성됨으로서 

취화를 일으킨다. 중성자가 조사되면서 수소의 양이 증대하면, 이 복합된 향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성자가 조사된 후에 충격강도가 수소의 양에 의존하는 특성은 복잡한 경향을 띤다. (참조 Fig. 14). 

PT-7M 합금의 초기상태가 고체용액일 때, 수소의 양이 적으면 중성자 조사 후의 충격강도는 초기상태의 

충격강도보다 더 낮게 된다. 수소의 양이 많고 초기상태가 수소화물(hydride)일 때에는, 중성자 조사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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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temperature dependences of 

the impact strength with the 

different hydrogen content : 1, 3 

- 0.004 H2 ; 2, 4 - 0.02 H2 ; 1, 2 

- initial state ; 3, 4 - after 

neutron irradiation by the fluence 

of 4.6 x 10
20
 neutron/㎠, Tirr. = 

50∼70℃ [2]

Table 5 Solubility constants(Ks) of hydrogen isotopes(H2/T2) for titanium and for its alloys 

[n․sm
3
/100g․Torr

1/2
] [2]

Material
Temperature, ℃

500 600 700 300 400

Ti
- - - - -

2.6 x 103 1.2 x 103 - 2.8 x 104 7.2 x 103

VT-1
- - - - -

4.7 x 103 1.7 x 103 7.8 x 102 - -

OT-4
1.9 x 103 1.0 x 103 - 1.6 x 104 4.8 x 103

4.7 x 103 1.75x 103 7.8 x 102 -

PT-7M
- - - - --

4.7 x 103 1.7 x 103 8.5 x 102 - -

PT-3B
- - - - -

3.5 x 103 1.4 x 103 7.1 x 102 - -

VT-5
1.5 x 103 9  x 102 - 1.5 x 104 4.2 x 103

- - - - -

충격강도가 증가한다.

수소 및 중성자 조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PT-7M 티타늄 합금의 취화 추세가 수소 

합금 내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뿐만 아니라, 

고체용액이나 수소화물 침전 같은 수소의 상태에도 

의존하게 된다. 고체용액 내의 수소는, 방사선 

결함부위들 위에 소량의 수소화물 침전을 

형성하면서, 방사선 취화를 증가시킨다. 수소의 

양이 많아서 수소화물 취화가 이미 일어난 때에는, 

거칠거칠한 수소화물 침전이 문드러지면서 소량의 

분산성 수소화물(dispersive hydrides)을 생성하고 

충격강도를 증대시키는 과정이 야기된다.

수소 취화에 한층 예민한 충격강도 온도 

의존성들에 의하면, 수소가 300℃ 이상의 온도에서 

PT-7M 합금을 약하게 취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중성자 조사가 동시에 향을 주면, 

수소 취화에 대한 그 민감도(sensitivity)는 

감소한다 (참조 Fig. 15).

티타늄 합금들의 수소동위원소 용해도 크기는 

순수금속의 용해도 크기와는 다르다 (참조 Table 5 

[2] 및 이를 도시한 Fig. 16). 티타늄은 수소화물을 생성하는 금속이므로, 수소 용해도가 크다. β-Ti 내의 

수소 용해도는 α-Ti 내의 수소용해도보다 6∼7 배 더 크다. β-Ti의 수소 확산계수는 α-Ti의 수소 

확산계수보다 약 한 차수 정도 더 크다. 

몇몇 티타늄 합금에 대한 삼중수소 투과도 상수들이 Table 6[2]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티타늄 합금의 

삼중수소 투과도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함유량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루미늄은 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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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tants of tritium permeability through titanium alloys [n․sm
3
․㎜/s․sm

2
․Torr

1/2
] 

[2]

Trade mark and composition of the alloy, material
Temperature, ℃

500 600

VT-1, Ti-0.05Fe 5.7 x 10-8 2.0 x 10-7

PT-7M, Ti-2.5Al-3Zr 9   x 10
-9

2.7 x 10
-8

PT-3B, Ti-5Al-2.5V 6.8 x 10-9 2.0 x 10-8

OT-4, Ti-3Al-3Mn 8.5 x 10-9 2.4 x 10-8

Fig. 17 Solubility constants (Ks) of 

tritium for titanium and for 

its alloy, plotted from the data 

of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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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rotium diffusion coefficients 

in the titanium alloys with an 

Al-impurity, plotted from the 

data of refere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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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tium diffusion coefficients, D [sm
2
/s] in the titanium alloys with an Al-impurity

T, ℃ D

200 (1.6∼6.1) x 10-9

300 (0.7∼1.7) x 10-7

400 (4.6∼9.1) x 10
-7

산화물 막인 Al2O3가 생성되도록 도와주며, 그 향을 피하기는 거의 힘들다. 시료 표면상에 이러한 막이 

존재하면 삼중수소 투과도는 약 한 차수 정도 감소한다 (참조 Table 6). 유량 변동이 없다면 (stationary 

flux), 삼중수소를 함유한 티타늄은 대부분 β-상(phase) 격자보다 수소가 덜 투과하는 α-상 격자를 지닌다.

알루미늄이 첨가된 티타늄 합금들의 다양한 온도에서의 경수소(protium) 확산계수(참조 Table 7 및 

이를 도시한 Fig. 17)로부터 수소 양성자들 및 티타늄(및 그 합금들)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티타늄을 기저로 하는 α-합금 PT-7M이 방사선에 견디는 저항성은 원자력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른 구조재질들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 그들의 방사선 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오스테니틱 강과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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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높다. 5 x 10
25
 ∼ 2 x 10

26
 /㎡ 범위의 높은 중성자 풀루언스 하에서 연성(ductility)이 변화하는 

율은 그리 크지가 않다. PT-7M의 총 및 균일 상대 연신(total and uniform relative elongation) 특성이 

풀루언스가 큰 중성자 조사 후에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내구성(serviceability)을 보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 티타늄을 기저로 하는 α-합금 PT-7M은 450℃ 미만의 온도에서 가동되는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 이 온도범위에서는, PT-7M의 장기간 및 단기간 연성(ductility)과 강도 및 방사선 취화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방사선 팽윤에 대한 저항성이 오히려 높다.

- 중성자 풀루언스가 높은 경우에서도 PT-7M의 연성(ductility) 변화율은 그리 크지 않으며 

오스테니틱 강의 변화율보다 더 낮다.

- 수소가 300℃ 이상의 온도에서 PT-7M 합금의 취화에 미치는 향은 빈약하다.

5. 티타늄 산화물(TiO2)의 용해 특성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들은 티타늄 이산화물(TiO2)이 그 표면에 쉽게 생성되면서 부동태화하며, 이 

부동태화는 이들로 하여금 강력한 내식성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반응성이나 

용해성이 있는 티타늄 화합물들은 쉽게 생성되지 않는다. 만약 용해성 티타늄 화합물들이 증기발생기와 

같은 수화학 환경 내에 존재한다면, 이들은 그 온도에서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TiO2로 바뀐다 [3]. 

따라서, 티타늄 합금재질들이 고온의 계통 수화학 환경 내에서 화학적으로 어느 정도나 안정하며 얼마나 

견디는가 하는 특성은 주로 그 표면에 형성된 TiO2의 용해특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 

수화학 환경과 같은 조건 하에서 티타늄 화합물의 화학거동을 실험실적으로 고찰한다거나 관련된 

현장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관련내용들이 대부분 불확실하여 추론적일 수밖에 없다 

[3]. 본 절에서는, O. Weres 등이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3] 고온수중 TiO2의 용해특성을 정리하 다.

가. 티타늄 이산화물의 생성 자유에너지

티타늄 이산화물(TiO2)은 자연광물인 루타일(rutile), 아나타제(anatase) 및 부루카이트(brookite)에 

상응하는 세 종류의 결정체로 구분된다. 루타일은 가장 안정하여 가장 많이 존재하며, brookite는 가장 덜하다. 

티타늄의 주된 광물은 루타일 및 ilmenite(FeTiO3)이다. 루타일 및 아나타제 등의 생성 자유에너지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Free energy of formation of titanium compounds at temperature 277℃ (550K) [3]

Mineral Composition △Gf (kJ)

Anatase TiO2 -837.042

Rutile TiO2 -843.048

Ilmenite FeTiO3 -1094.728

Magnetite Fe3O4 -927.966

Steam H2O(g) -216.511

나. 티타늄 이산화물의 용해 특성

루타일 및 아나타제의 열역학적 성질은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며, 그들의 수중 용해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으며 믿을만하다 ; 증기발생기 온도인 277℃에서는 아나타제가 루타일보다 약 

4배 더 용해된다 (Table 8 참조). 그러나, 두 물질의 믿을만한 실제 용해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쉽게 측정될 

수 없다. 용해도 값이 수 ppb 크기 정도라서 믿을만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TiO2의 실제 평형용해도 측정결과가 믿을 만 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화학적 거동특성 때문이다. 즉, 수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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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는 다양한 구조를 지니는 동시에, 그 용해도가 입자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TiO2의 용해도에 대한 

측정결과들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분명한 점은 그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용해성이 거의 없는 불용성 

물질들이라는 것이다. 

TiO2 용액이 과 포화되면 가장 안정하고 가장 덜 용해되는 루타일 형태로 침전하는데, 실제로 TiO2의 

침전상태는 침전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주 생성물이 수화된 TiO2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정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핵을 생성하고 침전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형성되는 수화된 TiO2 침전물은 뒤이어서 입자크기와 

결정도를 증가시키면서 재 결정화된다. 이 시점에서 루타일이나 아나타제 중에 어느 것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결정성 핵들의 특성과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2차 생성물의 용해도는 생성된 결정의 크기에 

의존할 것이며, 재결정화 과정들은 더 큰 결정들 쪽으로 지속되어 아나타제 보다는 루타일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재결정화 반응들은 꽤 느리게 된다. 왜냐하면 재 결정화되고 있는 물질들이 

스스로 아주 불용성이면서 화학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용해도 측정값은 존재하고 

있는 고체상의 상태와 입자크기에, 더욱 정 하게는 공존할 수도 있는 몇몇의 가장 용해성이 큰 

상(phase)들의 상태와 입자크기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 티타늄 이산화물 용해의 pH 의존성

TiO2는 매우 약한 산성이며 또한 아주 약한 염기성이다. 어느 경우이든지 pH에 대한 향을 무시할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O. Weres와 E. Karlsson이 콜로이드 크기를 지닌 아나타제 입자들의 용해도를 

277℃에서 측정한 한 바에 의하면 [3], 용해도 식의 상수가 두 용액상의 화학종을 나타내는 두 항으로 

구성된다.

부식성(알칼리성) 조건에서, TiO2는 용해하여 음이온 화학종을 형성한다 :

(5)TiO2( solid) + 3 H2O + OH
-
 → Ti(OH)5(H2O)

-
(aq)

알칼리성이 아닌 경우에는, 하전되지 않은 수용성 화학종이 생성된다 :

(6)TiO2( solid) + 4 H2O → Ti(OH)4(H2O)2 ( aq)

두 경우 배위수가 6인 Ti
4+
로 전제하면, 277℃에서의 TiO2 용해도 Co는 OH

- 
농도의 함수로 된다 :

(7)Co = So + S1․[OH
-
]

첫 항은 해리되지 않은 TiO2가 용해도에 기여하는 것을 나타내며, 

(8)So Anatase = 8.4 ppb-Ti = 1.75 x 10
-7 molal

(9)So Rutile = 2.3 ppb-Ti = 4.7 x 10
-8
 molal

두 번째 항은 OH- 이온과의 반응 (5)에 의한 용액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

(10)S1 Anatase = 2.1 x 10
-4 = 10 ppm molal-1

(11)S1 Rutile = 5.6 x 10
-5
 = 2.7 ppm molal

-1

위의 값들은 전형적 증기발생기 2차측 온도 277℃에서 적용되는 값이다. 이 온도에서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용해도 값을 계산하여 도시하면 Fig. 18과 같으며, 루타일 용해도에 대한 아나타제 용해도의 비율은 

Fig. 19와 같다. 모든 pH 범위에서 아나타제가 루타일보다 더 용해하며, pH가 8보다 커지면 용해도가 더 

증가한다. 이 용해도 값들은 콜로이드 크기의 TiO2에 대한 것인 반면, 티타늄 합금 표면에 결정형을 이루고 

있는 산화막의 용해도 값들은 입자크기를 감안할 때에 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티타늄 이산화물의 온도 의존성

Sol-gel 형태 또는 수화된 TiO2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retrograde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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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olubility of colloidal anatase and 

rutile at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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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 solubility ratio of an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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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인다. 수화된 TiO2 용해도의 경우는 Fig. 

20과 같이 나타났다 [3]. 이는, 식 (5) 또는 (6)의 

정반응에 의해 TiO2 격자에 회합되었던 물분자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떨어져나가는 동시에, TiO2 

분자들이 온도가 높을수록 수화되기 전의 

격자형태로 더 많이 복구하는 열역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마. 티타늄 산화물(TiO2) 용해의 열역학적 특성

TiO2 용해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을 S. E. Ziemniak 등이 제시한 것을 근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TiO2은 수용액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용해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

(12)TiO2(s) + (4-n) H
+
 = Ti(OH)

( 4-n)+
n  + (2-n) H2O

여기에서, n의 값은 0, 1, 2, 3, 4, 5 또는 6이며, Ti(IV) 이온의 가수분해 상태를 나타낸다.

실온에서의 평형 값들에 근거하면, 중성 및 알카리 pH 용액들 내의 Ti(IV) 산화물 용해도 거동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n ≥ 4에 상응하는 가수분해 상태들만 고려하여도 된다고 할 수 있다. 

티타늄은 전자 공여체 원자로서, 산소를 지닌 리간드들과 착화하는 "hard sphere(단단한 구형)" 

이온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함유 리간드 분자들은 감지할 정도로 착물들을 형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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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rmodynamic equilibria for calculation of rutile solubilities in alkaline media via △G = 

A - B T - C T ln T* [4]

Reaction
A B C △Go(298)

KJ/mol J/mol/K J/mol/K KJ/mol

Dissolution (Hydroxocomplex Formation)

TiO2(s) + 2 H2O = Ti(OH)4(aq) 1.12 ± 0.77 -168.66 ± 1.92 - 51.40 ± 0.05

Hydrolysis

Ti(OH)4(aq) + H2O = Ti(OH)5
-
 + H

+ 67.27 ± 2.91 -10.27 ± 5.94 - 70.46 ± 0.28

* All reported uncertainties correspond to one standard deviation.

않기 때문에, Ti(IV)-암모니아 착물들의 존재는 무시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농도를 지닌 암모니아를 

사용하면, n = 4 일 때의 식 (12)에 대한 평형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의 열역학적 관계를 사용하여 Ti(IV) 이온 착물 농도들을 온도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

(13)-R T lnK = △G = △H - T △S

각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간 열용량 차이가 상수 C 라고 가정하여 적분하면 다음과 같다 :

(14)△G(T) = A - B T - C T lnT

여기에서, A, B, C는 다음과 같은 열역학적 의미를 지닌다 :

(15)A = △H(298) - 298 △Cp

(16)B = △S(298) - (1 + ln298) △Cp

(17)C = △Cp

용액 내에 존재하는 각 Ti(VI) 화학종 농도를 모두 합하면 전체 Ti(VI) 화학종의 몰랄농도가 나온다. 

이 때에 수용액 pH를 암모니아로 조절한다면, pH 산출에 요구되는 관계식들은 다음과 같다 :

(18)Kw = [H
+
] [OH

-
]

(19)KB = 
[NH+4 ] [OH

-]

[NH3]

이들은 수용액의 온도 및 pH의 함수로 정리될 경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나며, Table 9와 같은 상수 

값들을 지닌다.

(20)logK = 
b1
T
 + b2 + b3 lnT + b4 + 

b5

T
2

Table 9 Dissociation behavior of elected compounds [4]

Compound b1 b2 b3 b4 b5

H2O 31,286.0 -606.522 94.9734 -0.097611 -2,170,870

NH3 27,496.7 -513.761 81.2824 -0.0905795 -1,717,720

S. E. Ziemniak 등이 제시한 총괄 중성수지(overall neutral balance) 식 [4]로부터 암모니아만을 

적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1)∑
6

n=3
 (4-n) [Ti(OH) ( 4-n)+n ] + [NH4] + [H

+] = [OH-]

이로부터 Newton-Raphson 반복과정으로 계산한 곡선 추세선(curve fitting) 결과는 Table 10가 같다.

Ti(IV)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유사한 전자구조를 지니며, 구형대칭(spherical symmetry)으로 상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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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전자껍질은 이웃한 하전 이온들에 의해 생성되는 것과 같은 전기장의 향 

하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즉, 낮은 분극화도(polarizability)를 갖는다. 이 단단한 구형(hard sphere) 

특징은, 리간드 원자로서 오직 질소나 황만을 지닌 착화제들 보다는, 물분자에 대해 더 강한 인력을 지닌다. 

S. E. Ziemniak 등의 실험결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0.3 m의 리간드 농도에서도 Ti(IV)-암모니아 착물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실험결과 및 참고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정리한 TiO2-H2O 계 

화학종들에 대한 열역학적 인자들은 Table 11과 같다.

Table 11 Thermochemical parameters for species in TiO2-H2O system [4]

Species
Cp
o(298) So(298) △Hf

o(298) △Gf
oo(298)

J/mol/K J/mol/K kJ/mol kJ/mol

Ti(s) 25.02 30.63 ±0.21 0 0

TiO2(s) 55.02 50.33 ±0.21 -944.7 ±1.7 -889.5

H2(g) 28.83 130.58 ±0.08 0 0

O2(g) 29.37 205.02 ±0.04 0 0

H2O 75.31 69.96 ±0.08 -285.85 ±0.04 -237.19 ±0.04

H+(aq) -71 -22.2 0 0

Ti
4+
(aq) - -654.1 -457.00 ±4.8 -354.18 ±3.85

Ti(OH)3+(aq) - - - -614.00 ±3.85

Ti(OH)2
2+(aq) - -190.5 -976.02 ±3.3 -862.16

Ti(OH)3
+
(aq) - - - -1086.21

Ti(OH)4(aq) - 21.6 -1515.28 -1312.48

Ti(OH)5
-(aq) - 103.0 -1733.86 -1479.2

* Reported △Hf corrected using △Hf[TiCl4(liq)] = -804.2 kJ/mol.

일련의 양이온 수산화 착물(hydroxocomplex) Ti(OH)n
(4-n)+
 (n = 0∼4) 내에서 증가된 이온 엔트로피 

값들은 다음과 같이 수산화 착물 상에서 전하(Z)가 낮아지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물분자들이 Ti(IV) 이온 주위에 배위되어 형성하는 첫 번째 수화껍질(first hydration shell) 내에서 

물분자의 translational immobilization(병진운동 고정화) 감소, 즉, S ∼ -｜Z｜/r, 및

- 장거리 정전기적 상호작용 감소, 즉, S ∼ -Z2/r.

이는 수산화 착물들이 배위수 6의 구조적 대칭을 보유한다는 전제 하에서 가수분해가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이 Z가 거의 0으로 대칭이 되는 이온 엔트로피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Ti(OH)4(aq)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Ti(OH)5
-의 So 값은 구조적 변화, 즉, 배위수가 4로 감소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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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SMART 증기발생기 계통의 주요한 재질로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의 부식, 방사화 및 방사선 열화, 

방사선-수소 취화 및 용해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티타늄 합금은 일반적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이는 표면에 생성된 불용성 산화물 

보호막에 기인한다. PT-7M 및 PT-3V 티타늄 합금 표면으로부터 18 개월 운전 중 부식생성물이 방출되는 

양은 약 7 g로서 무시할 정도이며, 수명기간 (약 30 년) 중 부식 투과는 약 1 ㎛이다. 약 30년 후의 티타늄 

합금 부식률은 .08Cr18Ni10Ti steel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1]. 이로써, 300∼330℃의 화학적으로 탈염된 

pH 10으로 조성된 수화학 환경 하에서는 PT-7M 및 PT-3V가 50년 이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티타늄 합금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중성자 조사 하에서도 방사화도가 낮다는 점이다. 티타늄 

원소는 중성자 조사 후에 단지 반감기가 85일인 Sc-46으로 핵변환을 일으킬 뿐이며, 단시간 내에 곧바로 

붕괴된다. 니켈 합금 (강한 γ-방사선을 방출하는 장 수명 핵종 Co-60 등을 생성) 주성분 원소들의 잔존 

방사능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며, 지르코늄 합금 주성분 원소인 Zr에 비하면 약 8분의 1 정도이다 [2]. 

따라서, 티타늄 합금이 중성자 피폭으로 생성되는 방사능은 방사선 피폭관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 티타늄을 기저로 하는 α-합금 PT-7M은 450℃ 미만의 온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온도범위에서 장기간 및 단기간 연성(ductility)과 강도 및 방사선 취화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방사선 

팽윤에 대한 저항성이 오히려 높다. 중성자 풀루언스가 높은 경우에서도 PT-7M의 연성(ductility) 변화율은 

그리 크지 않으며 오스테니틱 강의 변화율보다 더 낮다. 수소가 300℃ 이상의 온도에서 PT-7M 합금의 

취화에 미치는 향은 빈약하다 [2]. 따라서, PT-7M이나 PT-3V 티타늄 합금 구조재질이 중성자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변화나 방사선 손상이 우려할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티타늄 합금들은 TiO2이 그 표면에 쉽게 생성되면서 부동태화하여 강력한 내식성을 지니게 한다. 

만약 용해성 티타늄 화합물들이 증기발생기와 같은 수화학 환경 내에 존재한다면, 이들은 그 온도에서 

비가역적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TiO2로 바뀐다. 증기발생기 온도인 277℃에서는 아나타제가 루타일보다 약 

4배 더 용해된다. 두 물질의 용해도 값은 수화된 TiO2의 다양한 구조와 고체상태 및 입자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 ppb 크기 정도를 믿을만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다 [3]. 수화된 TiO2의 

용해도는 온도에 대한 “retrograde solubility" 특성을 보인다. 한편, 티타늄은 전자 공여체 원자로서 산소를 

지닌 리간드들과 착화하는 "hard sphere(단단한 구형)" 이온으로 분류되며,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함유 

리간드 분자들은 착물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물분자들이 Ti(IV) 이온 주위에 배위되어 형성하는 

경우에는 수화껍질(first hydration shell) 내에서 물분자의 병진운동이 감소되고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배위수가 클수록 더 안정하게 된다. TiO2의 용해도를 해석할 경우에는 Ti(OH)4(aq)에 비해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높은 Ti(OH)5
-
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PT-7M 및 PT-3V는 이들을 포함한 티타늄 합금의 부식, 방사화 및 방사선 열화, 

방사선-수소 취화 및 용해 특성을 고려할 때에 증기발생기 재질로서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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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 내외)

티타늄 합금 관련 수화학 설계요건의 기술근거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여,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티타늄 합금의 부식특성, 방사화와 방사선 열화 및 방사선-수소 취성 특성, TiO2의 

용해 및 열역학적 특성을 정리하 다.

티타늄 합금은 일반적으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PT-7M 및 PT-3V 티타늄 합금 

표면으로부터 18 개월 운전 중 부식생성물이 방출되는 양은 무시할 정도이며, 약 30 년 중 부식 

투과는 약 1 ㎛이며, 합금 부식률은 .08Cr18Ni10Ti steel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300∼330℃의 

화학적으로 탈염된 pH 10으로 조성된 수화학 환경 하에서는 PT-7M 및 PT-3V가 50년 이상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티타늄 원소는 중성자 조사 후에 단지 반감기 85일인 

Sc-46으로 핵변환을 일으킬 뿐이며, 니켈 합금 방사능의 약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티타늄 

합금이 중성자 피폭으로 생성되는 방사능은 방사선 피폭관리 측면에서 특별하게 고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PT-7M이나 PT-3V 티타늄 합금 구조재질이 중성자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변화나 방사선 손상이 우려할 정도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티타늄 합금 표면에 

쉽게 생성되는 TiO2는 부식 저항성의 원인이다. 증기발생기 온도 277℃에서 아나타제가 

루타일보다 약 4배 더 용해되며, 수화된 TiO2는 retrograde solubility 특성을 지니며, 암모니아와 

같은 리간드 분자들은 착물을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물분자들이 Ti(IV) 이온 주위에 배위되어 

형성하는 경우에는 열역학적으로 더 안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PT-7M 같은 티타늄 합금은 증기발생기 재질로서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주제명 키워드 SMART 티타늄 합금 부식 특성 방사화 방사선 열화

(10단어 내외) 수소 취성 용해 특성 열역학 특성 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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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xide.

Titanium alloys generally have high corrosion resistance. Corrosion product release from 

PT-7M and PT-3V titanium alloy surface for 18 months of operation is negligible, and the 

corrosion penetration for about 30 years is about 1 ㎛, while the corrosion rates is not higher 

than one third of that of austenitic steel. Titanium only converts into Sc-46 with 85 day 

halflife after neutron irradiation, and its radioactivity is not higher than one thousandth of 

that produced from nickel. Therefore, under the condition without any neutron irradiation, the 

radiation damage of titanium alloys would have no problem. Titanium dioxide, that protects 

the metals from the corrosion, has retrograde solubility in neutral solutions. It does not form 

any complexes with ligands such as ammonia, but Ti(IV) gets more stable by complexing 

with water molecules.

In conclusion, it is estimated that titanium alloys such as PT-7M would be applicable to 

steam generat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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