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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Zr 합금의 산화막 특성 및 수소 거동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르코늄 합금은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과 뛰어난 내부식성으로 핵연료 피복

관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냉각수 부식에 관한 많은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함께 경제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핵연료 연소 방식이 고연소-

장주기 모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 환경은 더욱 혹독해

지게 되고 운전 여유도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축적된 고연소 핵연

료 연소 실험결과와 자료들은 고연소, 장주기의 혹독한 운전 조건에서는 냉각수

에 의한 기존 피복관의 부식이 고성능 핵연료봉 설계와 고효율 운전에 제한 요

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의 핵연료 제조회사들과 관련 연구

자들은 신합금 피복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한국원자

력연구소의 연구진들에 의해 성능이 뛰어난 후보 합금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온-고연소-고효율의 가혹한 환경에 적합한 Zr 합금 신소

재 개발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이 경험적 연구가 아닌 부식 

특성이나 부식 기구와 같은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해석적 연구와 함께 부식 거

동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부식 산화막의 특성과 그 향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가속화 현상의 규명을 위

해 금속/산화막 계면과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계면과 산화막의 역할에 대한 현

상학적인 연구와 함께 산화막에서의 응력 측정, 수소화물 석출에 따른 계면 미세

조직의 변화 등 미시적 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 II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지르코늄 합금의 기초 물성 평가

본격적인 연구에 필요한 지르코늄 합금에 대한 기초 물성 자료를 수집/분석, 

정리하 다. 먼저 국내자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자료 및 국내 저널에 

게재된 논문 등의 자료를 열람하여 선행 연구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 고 국외 

자료의 경우, 해외 자료 조사를 인터넷 등 정보검색을 통해 최근의 개발 기술 자

료를 확보하고 Journal of Nuclear Materials와 ASTM의 STP(Special Technical 

Publication)시리즈인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등 여타 관련 journal 

등을 통하여 기존 연구 방법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다.

나.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기구 분석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와의 직

접 반응에 관한 연구이고 둘째는 원자로 내 운전 중 발생하는 노내 핵연료 피복

관 수소흡수와 수소화물 석출에 대한 해석적 연구이며 마지막에는 현재 많은 논

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 산화과정에서 수소흡수의 역할과 그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과 정성적 모델의 정리이다.

다.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동 향 평가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노내 운전조건에서만 수소화물이 산화가속화에 향을 

미는 것이 아니라 지르코늄 합금 내에 수소화물이 석출될 경우에도 지르코늄 합

금의 산화거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소화물 석출, 압력, 수

소/수증기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산화거동 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라.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평가

이상의 실험결과와 그 사이 이루어진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소

화물이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유는, 지르코늄 합금에 축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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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화물이 수소화물의 취성으로 인해 산화 초기 금속/산화막 계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해 축적되는 압축응력을 완화시켜 높은 응력 하에서 안정하게 생성

되는 보호성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 비보호성 산화

막인 monoclinic ZrO2로의 상변태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정리하 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산화막 내 응력 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화막 내 응력 평

가 연구는 본 연구실에서 자체 개발한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

치를 이용하여 초기 산화막 내 응력을 측정하 다.

마. 수소침전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및 특성분석

수소화물이 침전된 경우 미세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러한 변화가 금속/산화막 계면에 축적되는 압축응력을 완화시키는 방향

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화막과 금속/산화막 계면의 미세구조 분석이 

이루어졌다.

금속과 산화막 계면에서의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EDX가 장착된 TEM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산화막의 미세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Raman 

spectroscopy 분석도 함께 수행되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가. 지르코늄 합금의 기초 물성 평가

이 연구에서는 합금 원소와 열처리공정을 중심으로 지르코늄 합금 산화에 

향을 미치는 금속학적 물성을 점검하 고 지르코늄 합금의 열적, 기계적 물성자

료를 수집/분석하 다.

나.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기구 분석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의 직접 반응은 초기에는 수소와의 반응에 따른 무게증

가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일정 시간의 잠복기(incubation time)를 거친 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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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응하며 이때의 반응은 반응률이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직선속

도법칙(linear rate law)을 따르는데 400℃이하의 저온에서는 수소의 기지 내 확

산 지연에 따라 직선속도법칙에서 반응이 약간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425℃이상의 온도에서는 잠복기 없이 곧바로 반응이 진행된다

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화 반응이 직선속

도법칙에 따른다는 전제하에 수소화반응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도

출하 다.

∙ 지르카로이-2 : 87.0 kJ/mol

∙ 지르카로이-4 : 99.6 kJ/mol

∙ 1.0 Nbwt%Nb함유 신합금 : 75.3 kJ/mol

노내 핵연료 피복관 수소화물 석출에 대한 해석적 분석결과 피복관 외면에서

부터 서서히 수소화 침전물층이 형성되는데 이 층의 성장률은 산화막 성장률과 

비교될 만한 것으로 드러나 좀 더 정확한 동력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수소의 흡수메카니즘은 수소의 단순 흡수과정만으로 설명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소이온 transport에 관한 정성적 모델이 제안

되었다.

다.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동 향 평가

실험결과 산화량에 미치는 수소화물에 의한 향은 수소침투량의 변화에 상당

히 민감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향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산화가 많이 진

행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르카로이-4에 대한 수증기 산화 거동에 있어서 압력에 의한 향을 평가

하기 위한 실험으로 다양한 수소함유량 (115, 230, 350, 606, 1479 ppmH)의 지르

카로이-4 시편을 400℃의 온도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결과 수소 침투

량이 낮은 역에서는 압력에 따른 산화량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소 

침투량이 높은 역에서는 압력 증가에 따라 큰 산화량 증가를 보 다. 이로써 

압력 증가나 온도에 의한 향도 산화량 증가에 기여하지만, 수소 침투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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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더욱 지배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고연소도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1.0 wt%Nb을 함유한 신 Zr 합금에 대해

서도 수소화물에 의한 향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 순수 지르카로이-4의 거동

에 비해 초반에는 산화량이 많으나,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양이 역전되어 고

연소도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소화물에 의한 향은 오히려 지

르카로이-4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증기 산화에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수소흡수의 향을 좀 더 확대해 보

기 위해 수소/수증기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수행한 실험에서 반응초기에 다량 

침투된 수소가 수소화물로 성장하면서 산화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라.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평가

산화막 내 응력평가 연구는 전형적인 bend test와 XRD를 이용한 응력평가를 

수행하 으나 초기 산화막 내 응력집중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

러나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증기 분자빔 이용 in-situ bend test 장치를 사용하여 초기 산화막 (0.0436

㎛) 에 가까운 시편 제조에 성공하 고, 이렇게 측정한 곡률반경의 분석을 통해 

이 산화막 내에 집중된 응력이 보호성 tetragonal-ZrO2의 형성에 필요한 3 GPa 

보다 큰 3.4 GPa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로써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

고 실험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진전되지 않았던 응력 향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마. 수소침전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및 특성분석

산화막 내 응력평가 결과에 이어 TEM 분석을 통해 순수 zirconium의 경우 수

소침투를 시킨 시편에서 금속/산화막 계면(interface)에서 비정질층(amorphous 

layer)이 약 10㎚ 두께로 형성되어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 다. 이 비정질층은 수

소화물이 계면에서 보호성을 띈 tetragonal 산화막 형성에 필요한 응력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수소침전이 이루어진 

Zircaloy-4 합금 시편의 산화막에서는 다량의 미세균열(microcrack)이 관찰되어 

금속/산화막 계면 결정구조 불일치로 계면에 집중되는 응력이 계면수소화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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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성으로 계면에 미세 fracture가 발생하고 이러한 fracture가 바로 응력집중 완

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소화 침전물이 보호성 tetragonal ZrO2 산화막의 생성을 방해한다

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Zircaloy-4와 Zr-1.5 Nb 합금을 대상으로 

Raman spectrum 분석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이 두 합금 모두 초기 산화막에

서부터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tetragonal ZrO2의 peak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Zr-1.5Nb 합금의 경우 이 tetragonal ZrO2 상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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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추진하고 있는 지르코늄 신합금 핵연료 피복관 개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르코늄 신합금 부식 거동 연구에 필수적인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산화 거동에 대한 산화막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이다. 따라

서 이 연구를 통해 새로이 드러나고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과학기술적으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서 독자 개발하고 있는 신 지르코늄 

합금 개발의 독창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생산한 실험 자료와 연구 결과는 신형 원자로용 

핵연료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형 원자로의 신

형 핵연료 개발을 위한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연구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신합금 개발연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도 일조를 할 수 있어 핵연료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원전

의 안전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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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Research Title

Oxide Characterization and Hydrogen Behaviors of Zr-based Alloys

Ⅱ. The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Zirconium alloys with many useful properties such as low neutron 

absorption cross section and good corrosion resistance have been used 

extensively as fuel cladding materials in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s. Recently, however, conversion of reactor operation mode from 

conventional annal cycle to high burn-up/extended cycle led zirconium alloy 

cladding to be served in more severe and harsh environment. We believe that 

we need advanced zirconium based alloys as a new cladding material to meet 

the challenges for safer and more reliable operation. Now many fuel vendor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e world have been doing research to develop the 

new material including KAERI.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clear 

understanding of zirconium oxidation process and oxide characteristics are 

very essential and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support the KAERI developers scientifically and to provide them the 

fundamental and mechanistic information necessarily needed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1) Basic Properties of Zirconium Alloys

Previous works and basic properties data on zirconium alloys have been 

collected internationally through internet a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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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ogen Pick-up Mechanism of Zirconium Alloy

In the first part, the chemical reaction of zirconium alloy with pure H2 was 

examined. Second, the growth rate of hydride precipitate layer was estimated 

analytically to examine the mechanism of hydride pick-up and hydride 

precipitation. Finally, the role and mechanism of hydride pick-up on the 

zirconium alloy corrosion behavior was analysed and a qualitative model has 

been proposed.   

(3) Effects of Hydride on the Corrosion Behaviors of Zirconium Alloys

The accelerated zirconium alloy oxidation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n 

combined ways. Among them it is known that the effect of hydride 

precipitation is the most crucial along with the feedback of interface 

temperature increase due to the oxide growth with very low thermal 

conductivity. In this section experimental investigation with variables such as 

steam pressure and PH2/PH20 ratio have been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s of hydride precipitation.

(4) Estimation on Stress of Oxide layer in the Zirconium Alloy

It is believed that the zirconium oxidation kinetics depends on the ZrO2 

phase transformation requiring very high compressive stress up to 3 GPa. 

Nevertheless, no one has succeeded to measure the stress of thin film oxide 

above 3 GPa until now. In this section, the stress has been measured using 

in-situ steam beam bend test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he thin film 

oxide.

(5) Micro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Oxide in Pre-hydrided 

Zirconium Alloys

The effects of hydride precipitates on the metal-oxide interfacial phase 

transformatrion and the microstructural changes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TEM with EDX system and Raman spectroscopy. 



- X -

Ⅳ. Research Results

(1) Basic Properties of Zirconium Alloy

Metallurgical properties of zirconium alloy in relation to the oxidation was 

inspected as a standpoint of alloying elements and heat treatment. And the 

thermal/mechanical properties were collected and analysed.

(2) Hydrogen Pick-up Mechanism of Zirconium Alloy

Experimental analysis of massive hydriding reaction of zirconium alloy was 

carried out. It is found that at the initial stage little weight gains by the 

hydrogen absorption but after the incubation period weight gain increases 

rapidly, almost linearly with reaction time. However, the incubation period 

was not observed at the temperatures higher than 425℃ and the massive 

hydrogen absorption was rapid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reaction time. 

At the temperatures lower than 400℃, it was observed that the reaction was 

slightly delayed in the linear rate law. Activation energies for hydride reaction 

from the presupposition were derived as follows.

∙ Zircaloy-2 : 87.0 kJ/mol

∙ Zircaloy-4 : 99.6 kJ/mol

∙ Zr-1.0wt%Nb : 75.3 kJ/mol

In the analysis of in-reactor hydride precipitation in the fuel cladding it 

turns out that growth rate of the hydride precipitate layer was similar to the 

growth rate of the oxide layer. Therefore, more accurate kinetic analysis will 

be needed. Now it seems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 hydride pick-up 

mechanism by only simple hydride absorption process, so a qualitative model 

related to the ionic transportation was proposed.

(3) Effects of Hydride on the Corrosion Behaviors of Zirconium Alloys

The results showed that zirconium alloy corrosion is very sensitive to the 

concentration of the hydrides in the zirconium matrix. And the hydrid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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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severe at the lower temperature and the longer oxidized time.

In this sec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eam pressure on accelerated 

Zircaloy-4 oxidation, experiments are carried out in the pure steam 

environment at 400℃with intact and pre-hydrided (115, 230, 350, 606, 1479 

ppmH) Zircaloy-4 tube specimens. Weight gain increase is not clearly shown 

in the specimens with low hydrogen concentration, however, it is revealed 

that weight gain has gradually increased with steam pressure increase in the 

specimens with high hydrogen concentration. It is believed that hydride 

precipitation is more influential than steam pressure. 

The effect of hydride precipitation on advanced zirconium alloy 

(Zr-1.0wt%Nb) was estimated. Results show larger weight gain than that of 

Zircaloy-4 at the initial stage, but the weight gain gradually becomes less 

than Zircaloy-4 as reaction time lengthens. However, in the case of 

pre-hydrided specimens, results show larger increment than that of 

Zircaloy-4. 

Examination of the massive hydriding reaction under various hydrogen- 

steam ratio demonstrates that hydrides induces fast oxidation rate during the 

whole reaction.

(4) Estimation on Stress of Oxide layer in the Zirconium Alloy

The maximum stress measured  in this study is 3.4 GPa which is higher 

than any other previous work.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and the 

oxide thickness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easured stress is the only average stress of 

whole oxide thickness, these results reveal that stress build-up in the 

interface can exceed the threshold value, which supports the phase 

transformation theory.

(5) Micro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Oxide in Pre-hydrided 

Zirconium Alloys

Results of TEM analysis on pure zirconium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hydride precipitates induce the amorphous layer in the metal-oxid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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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must lower the stress build-up in the interface. More abundant 

monoclinic phases in the hydrided specimen than those in the unhydrided one 

support the phase transformation mechanism in the zirconium oxidation 

kinetics. 

Similar analysis was carried out for Zircaloy-4 and Zr-1.5Nb alloys. BFI 

(Bright Field Image) of metal-oxide interface of the Zircaloy-4 and Zr-1.5Nb 

alloys demonstrate the microstructural and morphological changes between 

hydrided and unhydrided specimens, though amorphous layer is not clearly 

seen in the hydrided specimens. 

Raman spectroscopy analysis of Zircaloy-4 and Zr-1.5Nb alloys revealed 

that the protective tetragonal ZrO2 peak intensities becomes weaker as the 

oxide grows. Especially the hydrided specimens have lower fraction of the 

tetragonal ZrO2 phase than that in the unhydrided specimen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

This study has dealt with fundamental aspects of the zirconium alloy 

oxidat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New findings and new results generated 

through this project seems to be valuable scientifically and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nuclear engineering application and nuclear power industr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uccessful new Hana alloy development 

supplemented with creative outcomes in this work to provide the opportunities 

to lead a continuous pioneering work on the zirconium base alloy cladding 

material development. 

Also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safety improvement in the 

nuclear power reactor by confirming of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related to the fuel claddings under heav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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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1.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르코늄 합금은 매우 낮은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갖고 있으며 내부식성도 뛰

어난 것으로 밝혀져 원자로 개발 초기인 1950년대 말 상업 발전용 원자로의 핵

연료 피복관 재료로 선택된 이래 원자로내의 냉각수 부식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핵연료 제조회사 연구진들에 의해 주

도되어 부식특성이나 부식기구등의 규명등과 같은 근본적인 연구보다는 피복관 

부식성능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며 그 당시 핵연료 피복

관의 부식성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원자력 발전에 응용하기에는 충분하 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핵연료 연소에 대한 경험이 어

느 정도 축적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원자로의 안전성과 함께 경제성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미국을 중심으로 원자력 선

진국들은 핵연료 연소 방식을 고연소-장주기 모드로 전환하 다. 이에 따라 핵연

료 피복관 부식 환경이 더욱 혹독해지게 되었고 운전여유도가 줄어들어 핵연료 

피복관 손상빈도가 현재보다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 여러 연구자들이 지르코늄 합금 부식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하 고 그 결과 이러한 가혹한 원자로 내 환경 아래서는 기존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율이 안전 규제값을 넘어서게 되어 고연소(40,000MWD/MTU 이상), 장주기 

운전 조건에서는 기존 피복관 합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

재 세계 각국의 핵연료 제조회사들과 관련 연구자들은 신합금 피복관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진들에 의해 성능이 뛰어난 후보 합금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안전-고효율 원자로

(Generation-IV 원자로형)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여 고온-고효

율 원자로인 SCWR(Super-Critical Water Reactor) 원자로 노심의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고온-고연소-고효율 핵연료 피복관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온-고연소-고효율의 가혹한 환경에 적합한 Zr 합금 신소

재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가 아닌 부식 특성이나 부식 기구와 같

은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부식 거동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부식 산화막의 특성과 그 향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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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식 산화막의 특성에 대한 명

확한 이해, 규명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Zr 신합금 피복관 개

발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추진하고 있는 Gen-IV 응용을 

포함한 고온-고연소-고효율 핵연료 피복관 개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지르

코늄 합금 부식 거동 연구에 필수적인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산화 거동에 대한 

산화막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생산된 실험 자료와 연구 결과는 충분히 가치있고 긴요한 자료들이라는 점

에서 이 연구의 과학기술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2 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특성 및 수소 거동 평가

2. 주요 연구내용

가. 지르코늄 합금의 기초 물성 평가

본격적인 연구에 필요한 지르코늄 합금에 대한 기초 물성 자료를 수집/분석, 

정리하 다. 먼저 국내자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자료 및 국내 저널에 

게재된 논문 등의 자료를 열람하여 선행 연구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국외 자

료의 경우, 해외 자료 조사를 인터넷 등 정보검색을 통해 최근의 개발 기술 자료

를 확보하고 Journal of Nuclear Materials와 ASTM의 STP(Special Technical 

Publication)시리즈인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등 여타 관련 journal 

등을 통하여 기존 연구 방법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다.

이렇게 수립된 자료들을 합금 원소와 열처리공정을 중심으로 지르코늄 합금 

산화에 향을 미치는 금속학적 물성으로 정리하는 한편 지르코늄 합금의 열적, 

기계적 물성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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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기구 분석

이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와의 직

접 반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의 경우 TGA장치를 이용하여 지르

코늄 합금의 튜브 시편을 300℃∼ 500℃의 온도 범위에서 수소와 반응시키며 

반응속도상수를 측정하 다.

둘째는 원자로 내 운전 중 발생하는 노내 핵연료 피복관 수소흡수와 수소화물 

석출에 대한 해석적 분석에 대한 연구로 수집/분석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지르

코늄 합금에서 수소화물 석출층 성장속도에 대하여 평가하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많은 논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 산

화과정에서 수소흡수의 역할과 그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과 모델에 대하여 정성

적으로 제안하 다.

다.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동 향 평가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노내 운전조건에서만 수소화물이 산화가속화에 향을 

미는 것이 아니라 지르코늄 합금 내에 수소화물이 석출될 경우에도 지르코늄 합

금의 산화거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소화물 석출, 압력, 수

소/수증기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산화거동 평가실험을 수행하 다.

먼저 수소화물 석출에 의한 산화거동 연구에서는 500℃, 0.1 MPa, 수증기 분위

기에서 수소 침투량을 변수(697, 3300, 3824 ppmH)로 한 실험과, 667 ppmH의 수

소를 침투시킨 시편과 순수 시편의 550∼700℃, 0.1 MPa에서의 수증기 산화 실

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압력의 변화에 의한 산화거동 연구에서는 지르카로이-4에 대한 수증기 

산화 거동에 있어서 압력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다양한 수소함

유량(115, 230, 350, 606, 1479 ppmH)의 지르카로이-4 시편을 400℃의 온도에서 

72시간 동안 0.1∼ 20.0MPa까지 압력(0.1, 7.5, 13.5, 20.0MPa)을 변화시키면서 

결과를 도출하 다.

이와 더불어 고연소도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1.0 wt%Nb을 함유한 신 Zr

합금에 대해서도 수소화물에 의한 향을 평가와 수소흡수의 향을 좀 더 확대

해 보기 위해 수소/수증기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500℃ 하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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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 평가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소화물이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를 가속화

시키는 이유는, 지르코늄 합금에 축적되는 수소화물이 수소화물의 취성으로 인해 

산화 초기 금속/산화막 계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해 축적되는 압축응력을 완

화시켜 높은 응력 하에서 안정하게 생성되는 보호성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 비보호성 산화막인 monoclinic ZrO2로의 상변태를 촉

진시키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정리하 다.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산화

막 내 응력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화막 내 응력평가 연구는 전형적인 bend 

test와 XRD를 이용한 응력평가를 수행하 으나 초기 산화막 내 응력집중을 측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치

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마. 수소침전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및 특성 분석

앞에서 언급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산화막 내 응력평가 결과에 이어 산화막의 

미세구조 분석을 위한 TEM 연구를 통해 수소화물이 침전된 경우 그 미세구조

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제안된 것과 같이 계면에 축

적되는 압축응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으로 산화막과 금속/산화막 계면의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산화

막의 미세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Raman spectroscopy 분석을 더불어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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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핵연료인 우라늄 자원을 핵발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사용후 핵

연료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방출 연소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

이 국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고연소 핵연료 연소 실험

결과와 자료들은 냉각수에 의한 피복관 부식이 고성능 핵연료봉 설계와 고효율 

운전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PWR 피복관

의 냉각수 부식에 대한 연소 경험은 지르코늄 합금(Zircaloy-4) 산화막의 두께 

성장이 연료봉의 연소이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며 연소도가 35,000∼ 40,000 

MWd/MTU 일때 이미 50㎛에 이를 수 있으며 고연소도에서는 더 한층 가속화

되어 설계 제한치(LOCA 제한치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산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 중 하나는 성장하는 산화막의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열전달의 효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핵연료 소결체의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또한 반응 생성물로 발생하는 수소의 일부가 지르

카로이 기지 안에 흡수되는데 이 수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피복관 금속 내부에 

과도하게 석출되어 피복관의 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핵연료봉 손상의 가능성

을 높이게 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피복관 냉각수 부식에 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

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목표 고연소도 약 70,000 

MWd/MTU에서도 냉각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 

메커니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현상 일반에 대해 정리한 후 고연소 

장주기 핵연료봉 피복관의 산화가속화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논의하고 마지

막으로 이 연구의 핵심 주제인 산화막의 특성 변화가 산화가속화에 미치는 향

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종합 정리하 다.

2.1 절 고연소 장주기 핵연료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의 산화일반

1. 지르카로이 합금 피복관의 냉각수 산화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 부식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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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 2H2O → ZrO2 + 4H

부식 생성물인 ZrO2는 지르코늄 합금 표면에 착된 막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산화막 자체에 균열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식의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르카로이 부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PWR형 원자로 핵연료 피복관 부식과 같이 균일하고 착된 ZrO2 막이 두께 고

르게 생성되는 uniform corrosion이며 다음은 두께가 고르게 성장한 산화막 내에 

부분적으로 결절(nodule) 등이 생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결절들이 성장하

여 금속 안으로 침투하는 형태인 nodular corrosion이다. 이 부식은 BWR원자로

의 핵연료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피복관 건정성 유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

한 것은 국부적으로 생성된 nodule형태의 산화막이 얼마나 깊게 성장하여 금속

기지 내로 파고드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대허용 깊이는 약 0.25 mm이

다.(피복관의 두께는 약 0.8 mm이다)

Uniform corrosion 생성물의 또 다른 형태는 피복관의 냉각수 표면에서 생성되

는 CRUD(Chalk River Undesirable Deposit)이다. CRUD는 철과 니켈 산화물 혼

합물이 순환하는 냉각수내에서 이온으로 용해되어 이동하다 피복관 표면에 부착

하는 형태이다. 철과 니켈의 이온들은 steel pipe, valve, pressure vessel 등의 부

식에 의하여 비록 낮은 농도지만, 항상 일차 냉각수 내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 

이온들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 용

해된 상태로 일차 냉각수 계통을 이동하다가 일차 냉각수 계통 안에서 가장 온

도가 높은 지점인 피복관 상단의 고온 위치에서 침전물로 축적되게 된다. CRUD

는 높은 도와 다공성 조직 때문에 매우 낮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으며 철과 

니켈과 함께 함유될 수 있는 Co 이온은 중성자와 반응해 강한 감마선을 발생하

게 된다. 따라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 CRUD가 침전되어 성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다행히 PWR의 경우 BWR보다 피복관 표면에서의 

CRUD 침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지르카로이의 산화반응 메카니즘

지르카로이 부식반응 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 반응으로 분해할 수 있다.

물과 산화막 표면 반응: 2e- + H2O → O
2-
+ H2 (or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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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산화막 계면 반응: Zr → Zr
4+
+ 4e-

그러므로 이 두 반응을 합한 전체 반응식은

Zr + 2H2O → Zr
4+
+ 2O

2-
+ 4H (adsorbed on the surface)

로 쓸 수 있다(그림 2.1).

그림 2.1 냉각수 접촉면에서의 지르카로이 부식 기구

산화막의 표면은 ZrO2부피가 Zr보다 크기 때문에 산화의 진행에 따라 부피팽

창을 하는데 이 부피 팽창비를 금속과 금속 산화막의 구조에서의 Pilling- 

Bedworth ratio라고 하며 B라고 쓴다. B가 1보다 클 때는 금속 기지에서 발생하

는 수평 방향의 부정 교합 때문에 산화막이 압축되게 되는데 지르코늄 산화의 

경우 이 비가 1.56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지르카로이 산화 과정은 산화막 표면에 흡착된 물 분자로부터 분

해된 산소가 산화막 내를 확산하여 금속과 산화막 경계면까지 도달해 그 경계면

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화막의 성장속도는 원자로 운전 주기에 비해 매우 느리므로 정상상태로 취

급할 수 있고 이때 정상 상태 산화막에서의 산소의 확산은 Fick의 법칙을 이용

해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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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 CC
L
DJ −=

여기서, D는 ZrO2 산화막 내에서 산소의 확산 계수이다(cm
2/s).

Cw = oxygen concentration in stoichiometric ZrO2 (0.095 atom/cm )

Cw = oxygen concentration in hypostoichiometric ZrO2-x = 1/2(2-x)Cw

J = oxygen flux into solid, g atom/cm2 -s 

L = oxide scale thickness, cm(or μm) 

그림 2.2 Oxygen concentration profile in the oxide

확산에 따른 산소의 dt시간 동안 이동량은 단위 면적당 Jdt  g-atom만큼의 산

소 원자가 산화막과 금속 계면에 도달하고 이때 dL=Jdt/Cm만큼 산화막의 두

께가 증가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L
Dx

C
CC

L
D

dt
dL

m

mw

2
)(
≅

−
=

이 된다.

일반적으로, x는 산화막과 금속 계면에서의 산화막 화학당량 ZrO2-x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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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로 1보다 매우 작다.

위 식으로부터 산화막 두께 L을 적분하면

tkL p=2

이 되고 여기서 kp는 parabolic scaling constant이며 k p=Dx가 된다. 

즉,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막 두께의 성장은 시간의 1/2승에 비례하며 산

화율은 산화막내 산소의 확산 계수와 계면에서의 화학당량 차이에 의해 지배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 산화막 내 산소 원자의 확산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은 산화막 결정 기지내 확산이 아니라 결정립계면을 따른 확산이라는 것이 밝혀

졌다. 또 산소의 확산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예컨대, 낮은 온도, 산화막 내의 

높은 응력, lateral crack의 발생과 같은 산화막 내의 미세구조 등의 변화는 산화

막내 산소의 원활한 확산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 원자로 운전 조건에

서의 산화과정은 parabolic이 아닌 cubic law를 따르고 있다.

산화과정 초기 이처럼 cubic law를 따르며 성장하는 산화막은 두께가 약 2 μm 

(∼30 mg/dm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축적된 압력 응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

고 그림 2.3과 같이 계면에 수직 방향의 균열이 발생한다.

그림 2.3 초기 보호성 산화막과 수직방향의 균열을 가진 산화막 개략도

산화막 위로 발생한 이 균열 때문에 산화막이 더 이상 산소의 확산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산소 원자는 균열이 없는 깊이로 까지 곧 바로 

침투하게 된다. 실제 산소의 확산은 이 위치에서부터 산화막 계면까지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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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며 이 균열없이 단단하게 고착된 산화막의 두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산화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균열 없는 산화층의 두께와 결정립 크기와 같은 형상

은 변하지 않고 이후 성장하는 산화막은 많은 미세 균열을 가지게 된다. 이 시점

과 두께를 각각 천이점(transition point)과 천이두께(transtion thickness)라 부른

다. 따라서 천이전 역(pre-transition regime)에서는 산화율이 cubic law를 따

르는 반면 천이후 역(post-transition regime)에서는 다음의 선형법칙을 따르게 

된다.

( )∗∗ −+= ttkw Lw

여기서, w
* 
= weigt gain at the transition to linear scaling

(1 μm = 14.7 mg/dm  for ZrO2)

kL = linear scaling constant 

t*  = time of the transition 

다음의 그림 2.4는 이들 천이전과 천이후의 산화막 두께 성장 거동을 개념적으

로 도시하 다.

그림 2.4 산화 시간에 따른 지르카로이 합금 산화막 성장 거동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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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피복관 부식 모델

가. Hillner Model(1977)

Hillner는 아홉 개 원자로로부터 입수한 in-pile 자료들을 분석해 single 

isothermal corrosion curve의 부식에 관한 데이터를 정리하 다. 그리고 그는 

cubic pre-transition kinetic과 linear post-transition kinetic을 가정하고 최소자

승법을 이용해 각 온도에서 부식 데이터로 반응속도 상수인 kc 와 kℓ를 도출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실험적인 관계식을 유도하 다.

pre-transition
113 106.36w ×= t5/RT]exp[-27,09 ×

post-transition 1.12w += ∗w ( )∗× t-t5/RT]exp[-24,89

여기서, R = universal gas constant, 1.987 cal/mol-K 

T = absolute temperature, K 

t = total exposure time, day 

이 식은 온도 260℃부터 400℃의 구간에서 유효하며, transition에서의 weight 

gain과 transition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관계식을 별도로 사용한다.

{ }1,100/RT-exp1053.7w 13 ×=

( )23,794/RTexp1073.6t -73 ×=

나. ESCORE Model(1986)

미국 EEPRI에서 개발한 ESCORE code에서는 열전도도가 매우 낮은 산화막의 

성장으로 인해 피복관 금속과 산화막 계면에서 일어나는 온도 증가를 산화막의 

성장과 동시에 평가한다. 먼저 다음의 식을 이용해 산화막을 통한 온도의 증가를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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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 kSqT /10 ''8−=∆

여기서, ΔTox  = 산화막을 통한 온도의 증가

q'' = 피복관 외부면의 열속 (W/m
2
)

S = 산화막의 두께 (μm)

kox = 산화막의 열전도도 (0.168W/cm-K)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산화막과 금속 계면에서의 온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OXsurf TTT ∆+=int

여기서, Tint = 산화막과 금속 계면에서의 온도 (K)

Tsurf = 피복관의 냉각수 접촉면의 온도 (K)

본격적인 지르카로이 산화 모델로는 기본적으로 Gazarolli 모델을 채택하고 있

는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천이전 구간(pre-transition)과 천이후 구간

(post-transition)으로 나누고 각각 다음 식을 사용하고 있다. 

Pre-transition

( )2// SAdtdS = ( )int1 /exp RTQ−

Post-transition

( )[ ]PMUCdtdS φ+= 0/ ( )RTQ /exp 2−

이 때 transition에서의 두께는

])/exp[( intint3 ETRTQDSt −−=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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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S/dt = 산화율 (μm/day) 

S = 산화막 두께 (μm)

Φ = 고속 중성자 속 (n/cm
2
, E > 1 MeV)이다.

이러한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 실험 자료를 수집하고 최소자승법을 이용

해 유도한 이 모델의 상수값은 아래와 같다.

A = 6.3 × 10
9
 (μm /day) Q2 = 27,354 (cal/mol)

Q1 = 32,289 (cal/mol) D = 2.14 × 10
7 
(μm)

C0 = 8.04 × 10
7
 (μm /day) Q3 = 10,763 (cal/mol)

M = 1.91 × 10
-15
 (cm2-sec/n) U = 2.38 × 10

8
 (μm /day)

P = 0.24 E = 1.17 × 10
-2
 (K

-1
)

R = 1.98 (cal/mol/K)

이 EPRI 모델은 미국의 세 개의 회사로부터 입수한 data 뿐만 아니라 

Kraftwerk Union (KWU)사의 PWR data에도 근간을 두고 있다.

다. MATPRO 모델(1993)

미국 NRC가 감사 계산용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은 피복관의 산화

율을 다음과 같이 transtion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다.

Pre-transition:

( ) 3/13
0

9 ]/15660exp)(10976.4[ STtAS +−⋅⋅×= −

만약 So가 Stran보다 작으면

Post-transition:

( ) trantran STttAS +−−= /14080exp)(88.82

만약 So가 Stran보다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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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nsition:

( ) oSTAtS +−= /14080exp)(88.82

이때 transition에서의 산화막 두께: ( )TStran /790exp10749.7 6 −×= −
, S: 산화막

의 두께, t: 시간(days), A: PWR의 경우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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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 장주기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 산화가속화 주요 요인들

지르카로이로 대변되는 핵연료 피복관 합금은 아래의 그림 2.5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소도가 35,000 MWd/MTU를 넘어 높아질수록 산화가 급속히 가속화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2.5 Burn-up을 함수로 측정한 핵연료 피복관 산화막 두께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된 연구결과, 고연소도 장주기 환경에서의 피

복관 산화가속화에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 주요 요인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열궤환(thermal feedback)에 의한 금속/산화막 계면온도 증가 향

• 수소화물의 재배치와 석출에 의한 향

• 중성자 조사에 의한 향

• LiOH(B/Li ratio)에 의한 향

물론 이러한 향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 절에

서는 각각의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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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궤환 효과에 의한 향

피복관 산화에 있어 열궤환 효과는 피복관 외면에 열전도도가 매우 낮은 산화층의 

성장으로 지르카로이 금속/산화막 계면의 온도가 증가하고 이 계면 온도의 증가로 

다시 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이 현상은 지르카로이 금속의 열전도도가 

약 0.14 Wcm/K 인데에 비해 지르코늄 산화물(ZrO2)의 열전도도는 약 0.016 Wcm/K

로 기지 금속 열전도도의 1/1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전달의 적체

로 지르카로이 금속/산화막 계면 온도를 일정 부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잘 알려진 산화반응식인 Hillner model에 이 열궤환 향 인자를 도

입하여 재평가/해석하 다.

기존의 산화반응식인 Hillner model은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w=w
*
+k L(t-t

*
)

k L=1.12×10
8
exp (-12,529/T )

w
*
=7.53×10

1
exp (-553.6/T )

t
*
=6.73×10

-7
exp ( 11,975/T )

먼저 열궤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속(heat flux)과 산

화막의 열전도도, 산화막 두께를 통해 생기는 온도구배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 다. 

산화막의 두께는 핵연료봉의 반경에 비해 상당히 얇으므로 핵연로봉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핵연료 피복관 표면에서의 열속과 계면에서의 열속이 q
''
로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q''=
kox
L
(Tm-Tw)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m은 지르카로이 금속/계면 온도, Tw는 피복관 산화막 외면의 온도, L은 

산화막의 두께, kox는 산화막의 열전도도이다. 여기서 구한 Tm은 L이 두꺼워짐에 따

라 증가하게 되므로 열궤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인자 B를 기존의 산화거동 모델

인 Hillner model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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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 Bw
*

k(t-t *)

k L=1.12×10
8
exp(-12,529/T )

B=
QLp

γRk ox2πaT
2
w

이 때 QL은 반응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 p는 LHGR(Linear Heat 

Generation Rate), a는 핵연료봉 중심에서 지르카로이 금속/산화막 계면까지의 거리, 

γ는 열궤환 효과 인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수로 그 값은 1/(14.7×10
4
)이다.

이 열궤환 인자에 실제 원전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아래의 값을 대입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하 다.

Tw=330 C〫

k ox=0.016W/cmK

QL=24,895 cal/mol

p=176.87W/cm

CladOD=0.970cm

아래의 그림 2.6은 이 열궤환 효과에 의한 산화막의 두께 증가를 연소도의 증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연소도가 33,000 MWd/MTU 정도에 도달하면 산

화막의 두께가 약 8.8% 가량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비록 열궤환 효과가 노내에서 실제 발생하는 산화가속화 정도에는 

못 미치지만, 산화막의 성장과 함께 산화막/금속 계면에서의 온도 증가를 유발해 산

화가속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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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열궤환 효과에 의한 산화가속화 평가

2. 수소화물의 재배치와 석출에 의한 향

1990년대 초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가 가속될 때 금속/산화막 경계면이 불균일한 

형태를 보이고 주로 수소화물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서 산화층이 크게 성장한다는 것

이 발표된 이래 수소화물의 재배치와 석출이 핵연료 피복관 산화가속화의 주요 원인

이라는 이론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원자로 운전방식이 고연소 장주기 환경으

로 전환됨에 따라  지르카로이 금속/산화막 계면 온도 증가에 의한 열궤환 효과와 

더불어 PWR 핵연료 피복관 산화가속화에 가장 지배적인 인자로써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수소화 석출물이 피복관 산화를 얼마나 가속화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천이점에서 시편의 수소 농도

가 대략 수소화물이 형성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것이 발견되어 수소화물에 의해 산

화가 가속화된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의 연구결과들은 금속과 산화막 경계 부근에 수소를 집중적으로 충진 시킨 시

편이 산화속도가 급속히 가속되었고 균일하게 충진된 시편의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

할수록 수화물에 의한 산화속도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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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르카로이-4 400℃, 수증기 산화량 측정에서의 초기 수소 침투량에 의한 

향

특히 그림 2.7의 경우 실험실에서 금속/산화막 경계면에 불균일하게 충진시킨 시편

의 금속층내 수화물 분포는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의 두꺼운 산화층 밑의 금속층 

내 수화물 분포와 형태가 유사하여,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수화물에 의한 산화속도 가

속효과를 한층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2.8 초기 수소농도의 함수로써 360℃에서 17, 150, 350일간 산화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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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아직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소화물의 산화가속화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중성자 조사에 의한 향

지르카로이 합금 내의 석출물의 크기나 분포가 지르카로이 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과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석출물 용해 현상은 중성자 조사가 지르카로이 합

금의 부식 저항성에 향을 주는 메카니즘을 밝히는 강력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

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연구는 α+β 열처리

된 지르카로이-4 합금 내에 작은(< 20㎚) 크기의 석출물들이 중성자 조사 중에 불안

정해진다는 사실과 1×10
25
n/m

2
 이상의 플루언스에서 완전하게 용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PWR형 핵연료의 피복관인 지르카로이-4의 경우 석출물의 크기가 0.1∼0.2㎛ 

(∑Ai = 8×10
-18
 ∼ 4×10

-17
(h)) 정도이므로 큰( >100nm) 크기 석출물들은 이 정도의 

중성자 플루언스에서는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

구 결과는 상용 경수로 온도(<603 K)에 해당하는 온도 역에서 조사받은 지르카로이 

합금 내 Zr(Fe,Cr)2 석출물이 3×10
25
n/cm

2
 이상의 플루언스에서 비정질화되기 시작하

고 형성된 석출물 변두리의 비정질 테는 이후 석출물 전체가 비정질화 될 때까지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BWR 조건의 높은 중성자 플

루언스 하에서 Zr2(Fe,Ni) 석출물도 분해/용해되며 석출물의 성분인 Cr과 특히 Fe, Ni

은 정상 고용도보다 높은 농도에서 금속기지 내로 분산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 특

히 약 30nm 크기 이하의 작은 석출물들은 원자로 네 주기 연소 동안 완벽히 용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되었다.

요약한다면 주사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들은 현재 상용 경수로에

서 사용되는 중성자 플루언스의 범위 내에서도 지르카로이 합금 내 금속간 석출물의 

미세구조는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석출물의 비정질화와 용

해 현상은 첫 번째 원자로 작동 주기 동안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적어도 2×10
26
 

n/m
2
(100GWd/MT)의 중성자 플루언스까지 지속되며 평균적인 석출물 크기가 작다면 

석출물의 용해 현상은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석출물의 변화와 변태(transformation)에 따라 산화 속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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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많지 않다. 다만 이 중성자 조사 효과

는 중성자 조사 없는 실험실에서의 산화속도에 비해 약 1.5∼3배 정도 산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LiOH(B/Li)에 의한 향

원자로는 정상운전 중에 반응도(reactivity) 조절을 위해 냉각수에 붕산(Boric 

acid, H3BO3)을 첨가한다. 실제 사용되는 이 붕산의 농도는 약 1200∼ 2000

ppmB 정도이나, 이 붕산수의 첨가로 인해 냉각수 내의 산도(pH)가 낮아지면 부

식생성물의 용해도가 낮아져 석출되고, CRUD로 침전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붕산수와 함께 첨가되는 것이 수산화리튬

(Lithium Hydroxide, LiOH)이다. 이 수산화리튬은 약 2.5 ppmLi 가량이 첨가되어 

일차계통 물질들(Fe, Ni-based alloys, etc.)의 부식을 조절하고, 일차 계통에서 

발생하는 부식생성물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고연소 장

주기 원자로 운전 환경에서는 냉각재에 첨가되는 붕산의 농도가 높아져 상대적

으로 수산화리튬의 첨가량(2.2∼3.5 ppmLi)도 많아지게 되어 이 리튬에 의한 산화

량 증가가 산화가속화 요인으로까지 고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리튬에 의한 산화가속화 현상 반응기구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리튬이 산화막층(oxide layer)으로 침투(Li pick-up)

하게 되면 LiO2의 산화물이 형성되는데 이 LiO2는 산화막 내의 porosity를 유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anion vacancy 농도가 증가하게 된어 지르코늄의 산화를 

촉진한다는 이론이 첫째이고 다음은 이 LiOH가 계면에너지를 낮추어 산화막-금

속 계면에서 생성되는 tetragonal ZrO2를 쉽게 monoclinic ZrO2로 상변태시킴으

로써 산화막이 보호성을 잃게 되어 부식이 가속된다는 설이다. 이러한 효과에 의

해 산화층은 계속해서 두꺼워지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열 효과(insulating 

effect)에 의해 지르카로이 금속/산화막 계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산화율도 따

라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연소 장주기 환경에서는 리튬 첨가량 증가에 의해서 산화가속화 현상

까지 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리튬과 붕소의 비(B/Li ratio)를 조절

하여 Li pick-up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LiOH의 향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리튬의 산화가속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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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값보다 리튬을 상당히 많이 첨가하여 리튬에 의

한 효과를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 다. 따라서, 실제 노내에서 국부적인 다량의 

Li pick-up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 또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 LiOH의 단독적인 향으로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가속화 현상을 설

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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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 산화막내 응력 집중에 따른 산화막 특성 변화와 

산화 가속화

1960년대 들어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거동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서 천이전 산화거동이 parabolic law에 따른다는 주장과 cubic law를 따른다는 

주장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물론 7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의 저자 

연구자들은 초기 산화 거동이 cubic law를 따른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이 거동을 

뚜렷이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험 결과들이 발표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

니다. 이 사이 기간에 cubic law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가설들은 대부분 산화

막 생성시 부피팽창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산화막 내 응력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가설은, 지르코늄의 산화시 매우 큰 P-B ratio에 의해 산화막-금속 

계면을 사이에 두고 산화막부분에는 압축응력이, 금속부분에는 인장응력이 발생

하게 되는데 산화막 내에서는 이 압축응력으로 인해 고온 고압에서 안정한 

tetragonal-ZrO2가 준안전상으로 생성되면서 산화거동의 주요 메카니즘인 

oxygen vacancy의 산화막 내 확산이 지연되게 되어 parabolic law에서 벗어나 

cubic law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음의 상평형도(그림 2.9)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로 운전 조건인 온도와 압력구간에서 안정한 상은 monoclinic-ZrO2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이 제시된 것은 산화막 내에 축적되는 압축응력이 

수 GPa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과 tetragonal ZrO2의 생성에 필요한 계면에너지가 

monoclinic ZrO2 생성에 필요한 계면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 때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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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Zr-O 상태도

실제로 이러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는데 첫째는 실제 산화과정에서 monoclinic이 아닌 tetragonal ZrO2가 생성된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화막 내 응력집중 현상의 규명이었다. 1970년대 초 일부 연구자들은 지르

카로이-2 표면에 산화막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압축응력을 산화막 형성 기저금

속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곡률을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이들의 측정값들은 tetragonal ZrO2의 형성을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3

GPa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값이었다. 이 이후 실험의 어려움과 적당한 동기부여의 

결여로 이 압축응력 측정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지르코늄 합

금 산화가속화 현상에 이 압축응력의 효과가 크게 부각되자 90년대 들어 다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든 연구자들이 사용한 곡률측정 방법은 산화막 두께 

전체에 걸친 평균 응력값만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해 얇은 박막형태의 산화막에

는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험적 한계를 갖고 있어 이들에 의해 현재까지 측정

된 압축응력은 약 1 GPa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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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Stress in oxide layers formed in steam at 400℃ (on recrystallized 

Zircaloy-4)

그러나 이처럼 tetragonal ZrO2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압축응력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화과정 초기의 산화막에서 tetragonal 

ZrO2가 실제로 생성된다는 것은 여러 실험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1970년대 초 이미 XRD분석을 통해 산소분위기에서 형성된 1 ㎛의 산화막에 

tetragonal의 결정립이 나타나고 점차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monoclinic의 결정립

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 

tetragonal ZrO2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산화과정의 초기에는 

tetragonal phase가 많이 함유(약 40%정도)된 ZrO2가 생성되나 산화가 진행되어 

산화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이 tetragonal상이 monoclinic상의 ZrO2로 상변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tetragonal상의 함유량이 줄어들고(약 15 %정도) 궁극적으

로 모두 monoclinic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그림 2.11). 더 나아가 그림 

2.12에서 알 수 있듯이 cubic law를 따르던 산화거동이 linear law로 바뀌는 천이

과정도 바로 이러한 상변태에 기인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실험적 증거들과 함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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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Raman spectra carried out at different thickness on a taper section 

of post-transition

사실 이들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속도와 그 천이는 산화

막-금속계면에서 생성되는 tetragonal-ZrO2의 안정화와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을 증명한 것이었다. 즉 계면에 생성된 tetragonal ZrO2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적어도 monoclinic ZrO2로의 상변태를 지연시킬 수 있다면 지르

코늄 합금의 산화속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천이 이후 산화에도 적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특히 현재 지르코늄 산화가속화의 주원인

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계면 석출 수소화물의 향과 관련되어 과연 어떤 

조건에서 tetragonal ZrO2가 monoclinic ZrO2로 상변태하는가 하는 것에 다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 27 -

그림 2.12 Relation between distribution, tetragonal volume fraction, and 

oxidation kinetics

최근에는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산화막 내 축적되는 압축

응력의 분포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ZrO2의 Raman spectrum 

중 tetragonal phase와 monoclinic phase를 대표하는 특성 peak의 위치가 산화막 

내 압력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이용해 산화

막에 압력을 인가하면서 특성 peak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여 산화막 내 응력과 

peak의 위치변화와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구하 다.

이 결과는 비록 산화막 내 응력을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나 지르코늄의 산화

과정에서 계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tetragonal ZrO2의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알

려진 3 GPa정도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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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a) Evolution of the Raman spectra as a function of pressure

(b) 189㎝
-1
 line frequency variation of monoclinic zirconia formed on 

Zircaloy-4 oxidized in different conditions versus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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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1 절 서 론

핵연료 피복관은 핵분열에 의해서 핵연료봉 내부의 UO2 펠렛에서 열과 함께 

생성되는 핵분열 물질의 방출을 막는 방어체의 역할이 그 주임무이다. 그러므로 

피복관 재료는 고온, 고압 및 고방사선의 혹독한 원자로 내 환경 아래에서 장시

간 사용되더라도 부식, 수소취화, 조사 성장 등의 변화를 이겨내야 한다. 다행히 

기존 33,000MWd/MTU 연소도 운전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비록 피

복관 산화 측면에서 총체적인 산화 메카니즘이 확보되지는 못했으나, 선행 연구

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상당수 규명되었고, 많은 현상학적 경험 자료

가 축적된 바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경제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원자로 운전방식이 기존의 

33,000MWd/MTU에서 최대 70,000MWd/MTU에 이르는 장주기, 고연소 방식으

로 전환되면서 핵연료 피복관이 처해진 환경조건이 더욱 가혹해져 피복관의 손

상빈도가 한층 증가될 가능성[1-2]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손

상빈도 증가요인과 함께 피복관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몇몇 설계 제한치를 초

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이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주요 원인들로

는 핵연료 펠렛 내의 과도한 FGR(Fission Gas Release), 손상 핵연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복관 2차수소화[3-7], 그리고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의 산화가속화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이들은 실제 고연소 핵연료봉의 성능제한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이들 중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피복관 산화

가속화로, 많은 고연소 in-pile 산화실험 결과들은 장주기 고연소하에서는 피복관

의 산화가 가속화되어 산화막이 LOCA 사고시 설계제한치인 피복관 두께의 17

%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산화는 산화과정

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수소흡수 역시 증가시켜 이로 인한 수소화 손상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제한요인들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특

성평가와 함께 고연소 산화가속화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국제

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제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고연소도에서의 피복관 산화가속화에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산화층 두께 증가에 따른 

금속/산화막 계면 온도증가 향이 부가된 지르코늄 결정 내 수소화물 석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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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8-9]이 가장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산화가속화의 본질적인 실험 및 분석 연구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고연소 노내 자료 등이 부족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

께 고연소용 지르코늄 합금 개발이라는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

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주로 신합금 개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록 다소 늦었더라도 신합금 개발 연구와 발맞추

어 국내에서도 고연소 피복관 산화 거동과 가속화 현상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실

험적인 연구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화 

가속화에 지배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수소화물 석출 향에 대한 실험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규명작업은 현재 국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성능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 개발의 기초/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 산화가속화 현상의 규명을 위해,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어느정도 밝혀진, 금속기지 내 석출되는 수소화물이 산화

과정 중 금속/산화막 계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계면에 축적되는 응력을 완화시

킴으로써 초기 생성되는 보호성 tetragonal ZrO2가 비보호성 monoclinic ZrO2로 

상변태되도록 촉진시킨다는 이론에 입각해 금속/산화막 계면과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계면과 산화막의 역할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와 함께 계면과 산화막에

서의 응력측정, 수소화물 석출에 따른 계면 미세조직의 변화 등 미시적 분석 연

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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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 실험 장치 및 절차

연구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실험 연구를 수행하

으며, 각 범주별 세부 절차와 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 거동 향평가 및 수소 흡수  기구 분석 실험

가. 실험 장치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장치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장치는 electro-microbalance가 장착되

어 산화나 수소화 반응에 따라 발생하는 지르코늄 합금 시편의 무게증가를 

in-situ로 측정할 수 있으며, 순수 수증기, 수증기/수소 분압비 및 반응 온도 등

을 주요 실험 변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험 장치의 자세한 개략도

와 사진은  그림 3.2.1과 그림 3.2.2에 수록하 다. 측정실험에 사용된 

electro-microbalance는 Satorius사 S3D-P model로서 수소의 침투에 따른 무게 

증가를 micro-balance의 weighing cell에서 전기적 신호로 측정한 후 gain 

control amplifier를 통해 증폭시킨 후 display unit에 1㎍ 까지의 무게 변화를 나

타내게 된다. 이러한 무게 증가 값은 data acquisition system을 통해 설정한 시

간 간격(6초∼ 3분)으로 자동 저장되도록 하 다.

준비된 시편은 그림 3.2.1에 나타낸 것처럼 백금선에 의해 지지되며 micro 

-balance의 weighing cell은 주변온도가 달라지면 무게 값이 다르게 나타날 정도

로 예민하기 때문에 이 cell에는 냉각장치(cooling system)가 부착되어 chamber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되어도 항상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

단 micro-balance가 안정화되면 헬륨 기체를 충분한 시간동안 흘리면서 chamber 

내를 불활성 분위기로 만든 후 온도조절기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은 온도를 올리는 동안 chamber 내 공기에 의한 불필요한 산화를 방지하

기 위함이다. 일단 온도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micro-balance system

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수소기체를 200 cc/min의 속도로 흘려준다. 이렇

게 되면  장착된 시편과 수소가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 weighing cell이 이에 따

른 무게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저장함으로써 실시간(in-situ) 측정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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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순수(99.999%) 수소 분위기에서의 수소화 반응 및 

수증기/수소 분압비 변화에 따른 산화 반응 등의 실험을 1기압 하 300∼ 500℃

의 온도 범위에서 수행하 으며 이와 병행하여 TAS (Twin Autoclave System) 

등을 이용한 수증기 산화 실험도 함께 수행되었다. 

(2) Twin Autoclave System and Multi-mini-autoclave System

(가) Twin Autoclave System

Twin Autoclave System (TAS)은 지르카로이-4 튜브 시편의 수증기 산화거

동을 기존의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실험에 사용되었다. 또한 수소화

물과, 1.0 wt%Nb 함유 신 Zr 합금 등의 합금변수에 의한 향 비교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이 장치는 내부 체적은 약 550ml인 같은 사양의 두 개의 쌍둥이 

autoclave로 구성되어 있으며(그림 3.2.3) 최대 1200℃, 30.0MPa까지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었다. 각각의 autoclave에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heating elements와 프로그래밍 온도조절기(programmable temperature 

controller, 16 segments, 한 전자), 그리고 온도 측정용 thermocouple 등이 설치

되어 있다. 그림 3.2.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TAS는 별도의 산화실험과 수증기 

산화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 산화 실험 

시 한쪽의 autoclave로부터 수증기를 공급 받아 온도와 압력을 별도의 독립 실험

변수로 설정하여 고온 고압 환경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한 주요 변수는 수소화물, 압력 등으로 실제 실험은 압력 0.1∼

20MPa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1.0 wt%Nb 함유 신 Zr 합금에 대한 비교 실험

도 수행되었다. 앞에 언급한 모든 실험들을 비교평가를 위해 순수 시편

(as-recieved)과 수소주입 시편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이들 비교 실험은 산화 

실험에 대한 시간 제약으로 우선 온도 변수를 700℃에서 고정시켜 수행되었으

며, 활성화 에너지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추후 400∼ 700℃의 범위에서 수행

되었다.

(나) Multi-mini-autoclave System

Multi-Miniautoclave System(MMS)은 앞에서 언급한 TAS와 같은 목적의 고

온 고압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의 개량된 형태로 수소화물 석출물 및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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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산화거동을 고려해야 하는 실험에 사용되었다. MMS는 노내 상황을 고

려할 수 있도록 최대 800℃, 30.0MPa의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그림 3.2.4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용량의 autoclave가 7개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autoclave에 

thermocouple이 장착되어 있지만 가운데에 위치한 autoclave를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 조절하게 된다. 이 장치에는 온도조절기(temperature controller)와 계측장치

(temperature indicator)외에 가열 노의 over-heating에 따른 thermal inertia 효과

를 막기 위한 over-heat cut-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실험 시편에 대한 데이

터 측정은 TAS와 마찬가지로 장치 특성상 ex-situ (intermittent) 방식으로 수행

하 다. 그림 3.2.5는 앞에서 언급한 Twin Autoclave System과 

Multi-Miniautoclave System의 실제 모습이다.

(3) Gaseous Charging Apparatus

Gaseous Charging Apparatus는 수소화물 석출물에 의한 산화가속화 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된 시편(as-received specimen)에 수소화물을 

미리 조절 석출(prehydrided specimen)시키기 위해 설계 제작된 장치이다(그림 

3.2.6). 이 장치는 Sieverts' law를 활용한 장치로 수소주입은 gaseous charging 

방법으로 수행되는데 수소 주입 후에는 수소화물 석출물이 지르카로이 금속 전

체에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 물론 이 방법으로는 원자로 운전 중 지르카로이 합

금 피복관 외면에 석출되는 석출물 농도 구배는 재현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

지는 노내에서의 경향을 모사할 수 있는 수소 주입 방법이 없고, 유사한 모사를 

하는 cathodic charging은 방법상의 문제점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gaseous charging 방법[10]을 사용하 다. GCA는 시편 장입 챔버(Quarz tube 

chamber), 챔버 가열 노(furnace), 불순물 주입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진공펌프

(rotary pump, diffusion pum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미 확

보된 수소화 동력학 상수를 활용하여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원하는 양의 수소

를 주입시킴으로써 수소주입 시편을 제작하 다.

수소주입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수소주입용 시편을 챔버에 넣

은 다음 불순물인 산소를 제거하기위해 진공을 10
-6
Torr까지 뽑은 후 수소를 미

량 흘리면서 200℃로 온도를 올려 충분히 예비가열 하면서 이 때 빠져나오는 불

순물을 진공펌프로 뽑아내고 이과정이 끝나면 400∼ 500℃, 500∼ 600 Torr의 환

경에서 수소주입 시간을 10∼ 60분까지 다양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수소화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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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량(100∼ 2000 ppmH)을 얻었다. 수소주입이 끝난 후 냉각은 ASTM spec.의 

권고에 따라 1℃/min[11]으로 수행하 다. 수소 침투량을 측정하기위한 방법도 

ASTM spec.에 권고하고 있고 10
-1
ppm까지 측정이 가능한 LECO 수소분석기를 

사용하 다.[12]

나. 실험 절차 및 실험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BWR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르카로이

-2와 PWR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low tin 지르카로이-4 및 고연소도

용 피복관으로 제조된 1.0 wt%Nb 함유 신 Zr 합금 튜브 시편 등이 사용되었으

며, 이들 합금의 자세한 성분에 대해서는 앞서 표 3.1에 자세히 언급하 다.

먼저 실험 대상 합금 튜브를 절단 후 시편의 잔류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

이아몬드 코팅 날 장착 시편절삭기(low speed saw)를 이용하여 저속으로 1 cm 

(약 1.1 g에 해당)의 길이로 절단하 다. 그리고 이 튜브의 단면, 모서리 부분의 

표면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먼저 2,000 grit의 SiC sand paper로 연마하 다. 

판형(coupon) 시편의 경우, Sn의 함량을 변화시킨 Zr-0.4Nb-XSn과 Nb의 함량

을 변화시킨 Zr-0.8Sn-YNb 3원계 합금을 사용하 으며 10mm, 20mm의 크기로 

절단(두께 0.8 mm)한 후 백금 선으로 걸어서 지지할 수 있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었다. 튜브시편과 마찬가지로 표면조건을 동일하게 하기위해 2,000 grit의 SiC 

sand paper로 연마하 다.

연마된 시편은 피클링 용액(H2O : HNO3 : HF = 50 : 47 : 3, 3 분간)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는 산화막을 제거하 다. 표면에 남아있는 불산 성

분이 수소침투의 가속에 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시편 

표면부에 불산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흐르는 수도물로 3 분간 세척하 다. 그

리고 아세톤 용액 안에서 3 분간 초음파세척을 실시하 다.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연마-피클링-세척 등의 과정

을 거쳤기 때문에 시편의 표면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소화

물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된 시편 또한 수소 charging에 앞서 동일

한 표면조건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 35 -

2. 지르코늄 합금 표면 산화막내 응력 평가 실험

가. 실험 장치

(1) 수증기 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치

기존의 많은 bend tset는 금속면에 산화막을 입힌 후 뒷면의 금속을 이산화막

의 응력에 의해 굽어질 때까지 매우 얇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편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남겨진 금속의 두께가 일정하게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이 

증기 분자빔 이용 in-situ bend test 장치는 계면에서의 응력 집중을 손쉽게 확

인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그림 3.2.7 과그림 3.2.8) 수증기 빔을 노즐을 통해 일

정온도로 가열된 박막형 시편 표면에 분사시키면 한 면에만 얇은 산화막이 형성

되면서 금속과 산화막 계면에 집중되는 압축응력으로 이 박막시편이 굽어지게 

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챔버에 부착된 viewport를 통하여 시

편의 굴곡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챔버에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진공 펌프를 장착하여 압력을 10
-6
Torr까지 낮출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시편 표면의 온도는 상부의 할로겐 램프를 통하여 400℃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하 다. 외부의 보일러에서 생성 이동되는 수증기는 heating tape을 사용하여 챔

버 내까지 수증기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 으며 이 수증기의 압력은 두 개의 

니들 밸브(needle valve)와 하나의 미터링(metering valve) 밸브를 이용해 챔버 

내 압력을 기준으로 조절되었다. 챔버 내 수증기의 압력은 초기 산화막을 형성하

는데 용이하도록 6 ∼ 7 × 10
-2
Torr로 조절되었다. 그리고 시편홀더(그림 3.2.9)는 

knife edge 프레지를 이용하여 시편 뒷면으로의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 다. 

실제 실험에서는 산화막 두께의 변화는 수증기 주입 시간으로 조절하 으며, 

원하는 산화막 두께의 시편을 획득하게 되면 충분히 냉각해 시편의 온도가 상온

이 되었을 때 시편을 시편홀더에서 빼 내 직접 제작한 구면계를 이용하여 곡률

반경을 측정하 다.

(2) 고분해능 X-ray Diffraction 장치

이 고분해능 XRD 실험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분소의 고분해능 XR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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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사의 X'PERT 모델, K-Alpha wavelength 1.54 Å (그림 3.2.10))를 이용

하여 수행되었다.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er는 일반적으로 미지 시편의 성

분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이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시편의 격자간격 

변화를 측정하여 산화막 내 stress를 측정하 다. 먼저 시편의 산화막을 이루는 

주된 결정구조와 결정구조방향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격자방향을 입력하여 측

정하고자 하는 격자 상수값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화막 두께에 따른 격자간

격 차이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산화막의 strain을 계산하고 이를 산화막 stress로 

환산하게 된다.

(3) Nano-indentation 장치

얇은 산화막을 가진 시편의 Young`s modulus 와 hardness와 같은 기계적 물

성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nano-indentation 분석을 수행하 다. 이번 분석

에 지원된 indentor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MTS Nano indentor XP로써 

displacement resolution이 0.01 nm이었다(그림 3.2.11). 

나. 실험 절차 및 실험 준비

(1) 수증기 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치

이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모재의 두께가 40㎛ 인 판형의 순수 지르코늄으로 

홀더에 장착하기 위하여 직경 20mm의 디스크 형태로 제작한 후 초기 산화막 

제거와 동시에 원하는 최적화된 시편의 두께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클링 과정

(H2O : HNO3 : HF = 50 : 47 : 3, 3 분간)을 거쳤다.

표면에 남아있는 불산 성분이 수소침투의 가속에 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된 바가 있기 때문에 피클링 후 시편 표면부에 불산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흐

르는 수도물로 3 분간 세척하 고 아세톤 용액 안에서 3 분간 초음파 세척을 실

시하 다. 

3.3.4절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산화막의 응력은 모재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

기 때문에 모재의 두께를 최적화시켜야만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의 응력 값을 측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반복실험을 통하여 시편의 두께를 40㎛로 최적화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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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시편의 직경도 20mm으로 최적화하 다.

이들 시편에 증기 분자빔을 쏘아 한쪽면만 산화를 시킨 시편을 충분히 냉각한 

후 epoxy resin을 이용하여 시편의  모형을 제작하여 구면계를 이용 곡률을 측

정하 다. 이때 실험이 끝난 시편도 완벽한 단면산화의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시편 뒷면을 피클링 하 고 

이 시편 또한 epoxy resin을 이용하여 시편의 모형을 제작하여 곡률을 측정하

다.

이 곡률 측정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구면계(10.7, 14.5, 20 mm)를 사용하 는데 

그림 3.2.13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위치에서의 곡률을 측정하여 측정상의 오

차를 줄 다. 

(2) X-ray Diffraction 장치

이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순수 지르코늄과 1.0 wt%Nb와 1.5 wt%Nb가 함유된 

Zr합금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는 지르카로이-4 이다. 먼저 실험 대상

을 다이아몬드 코팅 날 장착 시편절삭기(low speed saw)를 이용하여 저속으로 

가로, 세로 각각 1 cm씩 절단하 고 600, 1200 grit의 SiC sand paper로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 다. 연마된 시편은 피클링 용액(H2O : HNO3 : HF = 50 : 47 : 3, 1

분 30초간)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형성 되었을 수 있는 산화막을 제거하 다.

기본적으로 모든 실험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연마-피클링-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표면조건을 모두 동일하게 하 다. 

수소화 전/후 Zirconium합금에 생성된 산화막 계면에서의 응력 차이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Gaseous Charging Apparatus을 이용 준비

된 시편(as-received specimen)에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여 원하는 양의 수소를 

주입시켰다. 수소취화는 약 96시간동안 170℃에서 1000㎍/g을 일정하게 수행하

다.

(3) Nano-indentation 장치

Nano-indentation을 이용해 수소 침전 시편과 순수 시편의 hardness나 

modulus와 같은 미세 기계적 물성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시편을 준비했

다. 모든 시편은 앞서 기술한 방식으로 표면 연마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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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화막을 가진 mounting 된 단면 시편 형태로 제작되었다. 실험은 금속-계면

-산화막으로 indentor의 위치를 변화시켜가며 micro-hardness와 modulus값을 측

정하 다.

(4) Bend Test

수증기 빔 이용 in-situ bend test와 함께 통상적인 산화막 응력 측정을 위한 

bend test를 수행하 다. 먼저 시험합금을 일정 두께로 산화시킨 후 silicon 

carbide paper의 grit를 변화시켜가며 grinder를 이용하여 한쪽 산화막을 제거하

여 한 면에 남아있는 산화막 내 응력에 의해 시편이 휘어지는 정도를 평가하여 

산화막 내 응력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bend test 분석을 수행 하 다(그림 3.2.14). 

이 실험에서는 사용되는 시편의 두께가 100㎛ 이고 산화막의 두께가 10㎛ 이므

로 굉장히 얇은 시편을 균일한 힘으로 산화막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Grider의 auto pole를 이용하기도 하고 시편을 정확하게 잡은 채 grinding 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 (그림 3.2.15)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

으나 예상한 바대로 실험 결과의 재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Pre-hydrided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및 특성 분석 

실험

가. 실험 장치

(1) EDX 장치 부착 TEM 장치

수소화물 석출에 따른 지르코늄 금속 내부와 금속/산화막 계면 부근의 미세구

조 형상, 결정구조분포, 화학성분 및 정량분석을 위해 EDX 장치가 부착된 투과

전자현미경(TEM)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두 물질의 차이가 극명한 금속-산

화막 계면에서의 미세구조 분석에는 초고압 TEM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JEOL JEM ARM1300S)(그림 3.2.16)과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system을 장착한 전계방출형 투과전자현미경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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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JEOL JEM 2000)(그림 3.2.17)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2) Raman Spectroscopy 장치

산화막 성장에 따른 결정구조 분포 변화 분석을 위해 Raman spectroscopy 분

석연구가 수행하 다. 분석 장비는 국내 라만 연구소의 800mm 촛점거리를 가진 

LN2 cooled CCD 검출기 장착 Jobin-Yvon 사 모델 LabRam HR(그림 3.2.18)을 

지원받았다. 장비의 개략적인 모습은 그림 3.2.19에 나타내었다. 

(3)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장치

금속/산화막 계면 뿐만아니라 금속기지내와 산화막 내의 morphology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공동실험실의 가속전압 0.5∼30 kV, 분해능 1.5 nm 

(at 15 kV)의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Hitachi S-4300)을 이용하 다(그림 3.2.20).

(4)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장치

산화막의 성장에 따라 산화막 내 분포하는 tetragonal ZrO2와 monoclinic ZrO2

의 분포를 평가하기위해 EBSD 분석을 수행하 다. EBS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분석은 서울대학교 EBSD 연구실의 지원을 받아 

measurement resolution이 8㎚ 인 JSM 6500F 모델(그림 3.2.21)을 사용하 다. 

그림 3.2.22는 EBSD 장비의 기본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5) AFM (Atomic Force Microscopy) 장치

AFM (Atomic Force Microscopy)은 미세 탐침을 시료 표면 위로 근접 시켜 

시료표면에 분포하는 원자와 탐침 끝의 원자사이에 작용하는 매우 작은 힘을 이

용 cantilever와 표면원자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게 조정하면서 이동시킴으로써 

표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직접적인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SEM과 같은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이 cantilever에 레이저를 입사시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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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빛을 위치센서(position sensitive photodiode)로 읽기 때문에 시료에 대한 

표면 거칠기 정도나 morphology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0

㎚ 크기의 탐침이 비접촉 방식으로 15°정도 기울어져서 작동하기 때문에 시편의 

거칠기가 심하면 탐침이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시편의 가공에 주의를 해야 하고 

이미지를 얻는 시간이 원자와 원자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다 보니 이미지

를 얻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는 현재 재료표면의 

roughness와 morphology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금속-

산화막 계면과 금속기지 내 그리고 산화막 내 morphology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이 AFM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번 분석에는 scan size가 0.1 micron인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 연구공동기기원의 일본, Seiko Instrument사의 모델 

SPA-400(그림 3.2.23)을 사용하 다.

나. 실험 절차 및 실험 준비

(1) EDX 장치 장착 TEM 실험

이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순수 지르코늄과 지르카로이-4 합금 그리고 

Zr-1.5Nb 합금이었다. 각 시편은 시편절삭기(low speed saw)를 이용하여 두께가 

약 1 mm인 15 mm × 15 mm 크기의 판형형태(plate type)로 절단한 후 표면 조건

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600-1200-2000 grit의 순서로 SiC sand paper로 연마한 

후 0.3 ㎛ α-alumina mirror polishing 과정을 거쳤다. 또한 시편 보관 중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H2O : HNO3 : HF = 50 : 47 : 3의 조성으로 pickling하 고 

최종적으로 수돗물과 아세톤으로 불순물을 세척하 다.

TEM 분석용 시편은 제작 과정의 까다로움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금속/산화막 계면 분석용 시편의 경우 금속과 세라믹 산화막의 큰 경도 차

이로 인해 ion milling에서의 sputtering 수율이 크게 달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

며 3가지 방식으로 시편을 제작하 다. 먼저 금속/산화막 계면 분석용 단면시편

의 경우는 ion-milling 방식과 FIB (Focused Ion Beam) Sampling 방식을 사용

하 고 지르코늄 금속 내부의 미세구조 분석 시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속 

TEM 시편제작에 쓰이는 jet-polishing 방식을 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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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Milling 방식에 의한 시편준비

이온 링을 이용한 단면시편 제작과정[13]은 다음과 같다(그림 3.2.24).

① 산화된 지르코늄 시편을 diamond saw를 이용하여 3 mm × 7 mm 크기의 시편 

2개로 절단한다. 이 때 시편의 두께를 줄이는 과정에서 두께를 color index

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Si wafer도 2개 절단한다.

② G1 epoxy (resin : hardener = 10 : 1)로 산화막 표면을 접착하고 Si wafer도 

외부에 접착한다.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

록 일정한 압력으로 압착한다.

③ Dry oven에서 100℃의 일정한 온도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경화시킨다.

④ 세라믹용 diamond saw를 이용해 경화된 시편을 약 2mm 두께로 단면 절단

한다.

⑤ 절단된 시편의 한 면을 SiC sand paper를 이용해 약 100㎛ 두께까지 기계적

으로 연마 및 polishing한 후 Cu grid에 epoxy 접착하고 hot plate에서 수 

분간 경화시킨다.

⑥ 나머지 한 면도 약 80㎛ 두께까지 polishing한다.

⑦ Dimpling grinder를 이용해 시편 두께가 약 10㎛가 될 때까지 두께를 줄인다.

⑧ 최종적으로 PIPS (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 장치로 Ar 이온 빔 입사 

각도를 높여가며 수십㎚ 두께까지 이온 연마한다. 

FIB (Focused Ion Beam) 방식에 의한 시편 준비

FIB 장치는 국가나노종합팹센터(NNFC)가 소장하고 있는 네덜란드 FEI사 

NOVA200 모델의 Dual Beam Focused Ion Beam 장치를 이용하 다(그림 

3.2.25). FIB의 장점은 분석목표로 삼고 있는 국부적인 미세 역 부위를 거의 손

상 없이 제작하는데 용이하다는 점과 시편 재가공(re-machining)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면시편의 표면을 백금 코팅하여 분석단면을 보호하면서 제작과정

을 직접 모니터링 하면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세심하게 가공된 시편은 최

종적으로 약 10㎛ × 10㎛ 크기에 80∼ 100㎚ 두께를 가지는 직사각형

(rectangular) 형태를 가지게 되고 3 mm 지름을 갖는 disk type mesh grid에 부

착되게 된다. 하지만 FIB TEM Sampling 방식 역시 nano 단위의 조절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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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어 TEM 분석 시편의 최적두께인 30∼40㎚ 이하를 완벽하게 제어

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편에 대한 TEM 분석은 초고압투

과전자현미경(가속전압 1250KeV) 장비를 이용하 다. 자세한 시편 제작 과정은 

그림 3.2.26에 나타내었다.

Jet-polishing 방식에 의한 시편준비

Jet-polishing 방식은 금속재료의 TEM 시편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

식으로 시편 손상이 없고 이온 링에 비해 빨리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시편을 약 80㎛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하고 난 후 다음과 같은 조건에

서 전해연마하 다. 이 때 쓰이는 에칭 용액 조성은 시편에 따라 달라진다.

Etching solution: Methanol  90% + Perchloric acid  10%

Temperature: 액체질소사용 약 -45℃ ± 10℃

Voltage: 13∼15 eV

이 TEM 연구의 목적은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가속화에 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주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수소화물 석출에 의한 산화가속화 현상을 미세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수 지르코늄과 지르카로이-4합금 그리고 Zr-1.5Nb 합금을 선택하

고 각각의 시편은 순수 시편(as-received specimen)과 수소화물을 미리 침투시

킨 시편(pre-hydrided specimen)의 두 종류를 준비하 으며 산화막 두께는 산화

초기 금속-산화막 계면 부근의 미세구조적 분석을 위해 천이 전 역 두께인 약 

2∼ 3 ㎛ 정도로 성장시켰다.

수소화물 석출 시편은 Multi Purpose Apparatus 장치를 이용하 으며 수소주

입은 gaseous charging 방법을 사용하 다. 수소 침전량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의뢰하여 LECO사의 RH-404 모델로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준비된 각각의 수소화물 석출 시편과 순수시편을 가열로를 이용 

600℃, 0.1 MPa의 조건에서 공기 중 가속산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무게증

가는 10
-5
g의 민감도를 가진 미세저울(micro balance)로 측정하 다.

TEM 실험결과 확보된 미세구조 내 회절패턴분석(diffraction pattern analysis)

을 통한 결정구조 분포 확인은 Digital Micrograph program을 이용했으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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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결정구조면 사이의 d값은 JCPDS(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상의 값과의 비교과정을 거쳤다(그림 3.2.27).

(2) Raman Spectroscopy 장치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지르카로이-4 합금과 Zr-1.5Nb 합금의 수소침투 전/후 

시편이었고 각 시편은 산화초기 역의 ZrO2 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가열료를 

이용 600℃ 공기 조건에서 천이 전 역두께의 산화막을 형성시켰다. 각 시편은 

1 × 1 cm 의 판 형태로 제작되었고 산화막 두께에 따라 약 30개의 시편이 준비

되었다.

(3)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장치

산화막 및 수소화물에 대한 미세조직과 그것이 산화 반응 속도에 미치는 향, 

수소화물 석출 분포 및 방향성 등의 미세구조를 평가 분석하기 위해 시편 단면

부의 산화막이 아닌 금속과 산화막의 계면을 관찰하 다. 특히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 반응은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에 초점을 맞추었

으며, 산화막 단면의 분석과 함께 한쪽면만의 산화막을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노

출된 금속부를 에칭 용액 (H2O : HNO3 : HF = 45 : 45 : 10)으로 녹여내어 남아있는 

산화막 계면을 관찰하 다. 이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화막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관찰할 수 있다. 금속인 시편에 세라믹 

재질로서 형성된 산화막을 좀 더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

자전도가 용이하도록 마운팅 된 시편은 gold coating한 후 silver paste로 시편 

금속부와 시편 홀더를 연결시켰다.

(4) EBSD (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장치

일반적인 EBSD 시편 표면 연마 방식으로는 원하는 시편을 만들 수 없었기 때

문에 TEM 시편 제작에 쓰이는 PIPS (Precision Ion Polishing System)을 이용

하여 시편의 표면 연마를 하 다. EBSD 분석을 통해 결정방향 분포와 결정의 

크기 및 분포, 변형 등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정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에 

INCA program으로 시편의 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ZrO2의 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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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르코늄 합금의 금속/산화막 계면 주위

의 상 분포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다. 

(5) AFM (Atomic Force Microscopy) 장치

AFM 분석을 위해 수소침전 전/후의 산화 지르코늄 합금들을 grinding 및 

polishing 하여 수평을 이루는 단면 시편을 제작하 다. 그러나 AFM 이미지 상

으로는 금속/산화막 계면을 찾기가 어려워 촬 한 산화막과 금속의 morphology

를 먼저 확인하고 이 계면에 가장 근접한 산화막과 금속의 morphology를 확인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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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TGA(Thermo-Gravimetric Apparatus)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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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TGA(Thermo-Gravimetric Apparatus)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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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TAS(Twin Autoclave System)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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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MMS(Multi-Miniautoclave System)의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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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TAS(Twin Autoclave System)와 MMS(Multi-Miniautoclave 

System)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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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Gaseous Charg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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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수증기빔 이용 in-situ bend test 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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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수증기빔 이용 in-situ bend test 장치의 실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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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수증기 빔 이용 in-situ bend test의 시편 홀더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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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ion 장치

(Philips사 X'PER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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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Nano-indentation 장치 (MTS Nano indentor XP,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56 -

그림 3.2.12 세 가지 직경(10.7 mm, 14.5 mm, 20mm)의 구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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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산화된 시편에서 발생한 곡률의 epoxy resin을 이용한 측정

Epoxy resin
상부

구면계 
측정위치

구면계 
측정위치

(b) Epoxy resin 상부에서 바라본 곡률 측정위치

그림 3.2.13 epoxy resin과 곡률계(spherometer)를 이용한 곡률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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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Bend test 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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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Bend test에 사용된 산화막 제거용 gadset



- 60 -

그림 3.2.16 HVEM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시설

(JEOL사 JEM ARM1300S,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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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FE-TEM (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장치

(JEOL사 JEM 20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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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LabRam HR 장치(라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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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마이크로 라만 분광 기기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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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FE-SEM 장치 (Hitachi S-4300, 고려대학교 공동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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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EBS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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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EBSD의 장치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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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AFM 장치

(Seiko Instrument사 모델 SPA-400,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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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투과전자현미경 단면시편 제작 과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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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Dual Beam Focused Ion Beam 장치

(FEI사 NOVA200, 국가나노종합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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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FIB를 이용한 단면시편 제작 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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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Digital Micrograph program을 이용한 결정구조분석



- 72 -

3.3 절 결과 및 논의

1. 지르코늄 합금의 기초 물성 평가

가. 산화 거동과 관련된 지르코늄 합금의 금속학적 물성

(1) 합금 원소의 향

고연소용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에 있어 적절한 합금 원소의 선택과 제조 공정 

중의 열처리 과정은 생산될 피복관의 부식 저항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 합금 원소들은 지르코늄 기지 내에서 고용체 혹은 금속간 화

합물로 존재하며 이 입자들의 크기, 조성, 분포, 미세구조 등이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 저항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현상에 대해서는 만족스럽

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지르코늄 합금이 핵연료 피복관으로 쓰이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첨가되었던 주

석은 지르코늄 금속의 강도 증가와 더불어 질소에 의한 부식 증가 효과를 막기 

위해 첨가되었는데(그림 3.3.1) 이후 불순물인 질소의 제거기술이 획기적으로 개

선되면서 0.2 wt%의 주석만으로도 질소의 악 향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계

적 강도를 고려하여 현재 약 1 wt% 정도 첨가되고 있다. 부식 관점에서만 본다

면 최적의 주석 함량은 그림 3.3.2에서 보듯 0.5 wt% 정도이다. 따라서 많은 개

량형 상용 지르코늄 피복관 합금 개발은 주석의 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철, 크롬, 니켈과 같은 원소는 부식 저항성을 높이는 원소로 알려져 있으나 아

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선 잘 이해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원소들은 β-상 안정 

원소로서 800℃ 이상에선 β-상에 고용체로 존재하는데 600℃ 이하의 α-상 내에

서는 유동적인 금속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며 피복관 제조 시  열처리 조건과 

이력에 따라 그 크기와 분포 등이 확연히 달라지며 부식 저항성에 큰 향을 미

치고 있다. β-열처리 이후에는 α-상 금속기지 내 주로 결정립계에 금속간 화합

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3.3.3은 지르코늄 합금 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금속

간 석출물의 크기, 모양, 조성과 함께 열처리에 따라 이들 석출물들이 어떻게 분

포하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이들 주요 원소들 이외

에 몇 가지 원소들의 미세 함량도 부식 저항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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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는 α-상 역에서 약 100 ppm 정도까지 고용체로 존재하며 β-상 역에

서는 매우 적은 양만이 고용체로 존재하는데 이 탄소의 석출물은 두 역 모두

에서 안정한 탄화 지르코늄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 제조 공

정상 반복되는 β-열처리 시 탄소는 작은 판 모양들이 서로 겹쳐 서있는 판형

(parallel plate) 조직보다는 부식 저항성이 좀 더 뛰어난 베틀(basket weave)(그

림 3.3.4) 형태의 조직을 갖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이 부식 저항성에 대한 탄소의 역효과를 주장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

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실리콘 역시 탄소와 마찬가지로 α, β 역 모두에서 거의 고용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β-열처리 과정 중 β상의 핵형성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보다 조 한 크기

의 β 결정립을 만들어내어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외 수백 ppm정도의 구리 원소와 나이오비움(Nb) 원소도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Nb 첨가 합금의 여러 뛰어

난 성질에 힘입어 최근 개발되는 고연소용 지르코늄 합금은 모두 Nb을 약 1 wt

% 정도 첨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웨스팅하우스사가 개발한 Zirlo
TM
 이며 

프랑스에서 개발된 M-5 합금 역시 유사한 조성을 갖고 있다. 이들 합금의 조성

을 표 3.3.1 에 수록하 다.

(2) 열처리의 향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의 인출 과정 중 중간 중간 가해지는 달굼 과정은 관 형

태로의 인출을 위해 금속을 연화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부식 

저항성과 금속학적 구조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열처리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

BWR형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으로 쓰이는 지르카로이-2의 경우 β상 역 

온도에서 급랭하게 되면 결절성(nodular) 부식에 좋은 저항성을 가진 미세구조를 

갖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튜브의 냉간 압출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β-담금질 작

업을 하며 담금질된 중간 튜브 인출 과정과 최종 튜브 인출 과정 사이에서는 단 

한 번의 중간 달굼만을 하고 있다. 반대로 PWR형 원자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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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카로이-4는 최고의 부식 저항성을 갖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과 온도조건에서 

중간 달굼질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과 금속 내 화합물의 크기와 분포에 관한 연관성을 찾으려는 수많

은 시도가 있었고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금속학적 메카니즘에 대한 이론들이 존재

한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은 흥미롭지만 불완전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강철 열처리에 사용되

던 담금질 인자(tempering parameter)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A parameter 이

다. 이 A parameter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A=Σ t i exp(-Q/RTi)

여기서, A : 누적 풀림 매개 변수

ti : 온도 Ti에서 달굼질 시간(hours)

Q : 활성화 에너지

R : 기체 상수

Ti : 온도(K) 이다.

지르코늄 튜브 제조과정에서는 중간 달굼질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

며 이 각각은 온도와 지속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변수가 도입되었

고 이 변수값이 부식 거동과 제조 과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

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활성화에너지는 80,000 cal/mole로 이 값은 재결정활성화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값은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조 회사마다 

다른 값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ANDIVIK사는 63,000 cal/mole을, 프랑

스 CEZUS사는 지르코늄 합금 결정 내 입자 성장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입각해 

37,400 cal/mole 값을 쓰기도 했다. 앞에서 설명하 던 지르카로이-2와 지르카로

이-4 열처리 과정의 차이점을 이 A parameter를 이용해 설명한다면 그림 3.3.5

에 보듯 지르카로이-2는 큰 값의 A parameter를 갖는 반면 지르카로이-4는 작

은 값의 A parameter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매개변수로 부식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림 

3.3.6 에서 보듯이 응력 완화(stress relieved)된 피복관과 재결정(recrystalized)된 

피복관의 부식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만 A parameter 값은 아주 미세한 차이

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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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 열처리의 마지막 과정은 응용에 따라 응력 완화(SRA, Stress Relieved 

Anneal) 상태인가 혹은 재결정(full recrystallization anneal) 상태인가로 나뉜다. 

대개 응력 완화 상태는 원하는 강도와 연성의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부분적 재

결정 과정이다. 그림 3.3.7 과 그림 3.3.8은 응력 완화 과정과 재결정 과정을 거친 

전형적인 지르코늄 합금의 미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15]

나. 지르코늄 합금 열적 물성

(1) 열전도도: 대표적인 모델

(가) Lucks (1958)[16]

Lucks는 longitudinal heat flow method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열전도도에 

대한 값을 제안하 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293 12.6

373 13.4

473 14.5

573 15.6

673 17

773 18.4

873 19.9

973 21.5

1070 23.4

(나) Chirigos (1961)[17]

Chirigos가 제안한 열전도도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373 13.4

473 14.5

573 15.6

673 17

77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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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urabayashi (1975)[18]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300K에서 850K까지의 열확산계수와 열용

량을 측정하고 아래의 열확산 계수 관계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Zircaloy-2

와 Zircaloy-4에 대한 열전도도식을 제시하 다.

k=αCpρ

이 때 k는 열전도도, Cp는 열용량, α는 열확산계수, ρ는 sample의 도이다.

Zircaloy-2의 경우 :

)/(T10184.11090.3138.0  2-75 KcmWT ⋅×+×−= −λ

Zircaloy-4의 경우 :

)/(T10725.01025.2113.0  2-85 KcmWT ⋅×+×+= −λ

(라) Gilchrist (1976)[19]

25℃에서 1200℃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

된 열확산계수로부터 열전도도를 계산하 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302 13.8

675 17.5

723 18.2

775 18.9

823 19.5

873 20.4

923 21.3

974 21.7

103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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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agrman (1982)[20]

Hagrman은 300K< T < 1800K 에서의 온도 범위에서 산화막이 없는 

Zircaloy의 열전도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300 12.68

400 14

500 15.3

600 16.5

700 17.7

800 18.9

900 20.2

1000 21.6

1100 23.2

1200 25

1300 27

1400 29.4

1500 32.1

1600 35.3

1700 38.8

1800 42.9

(바) Takahashi (1988)[21]

Takahashi 역시 laser flash method를 이용하여 열확산계수로부터 다음의 열

전도도를 계산하 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300 22.4

400 21.1

500 20.3

600 20

700 20.3

800 21.1

900 22.4

1000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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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Maglic (1994)[22]

Maglic은 pulse technique을 이용하여 열확산계수를 측정하 고 여기서 얻어

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열전도도를 계산하 다. 

Temperature [K] Thermal conductivity [W/m K]

298 12.1

323 12.5

373 13.2

423 13.9

473 14.5

523 15.2

573 15.8

623 16.4

673 17.1

723 17.7

773 18.4

823 19.1

873 19.9

923 20.7

973 21.5

1020 22.5

1070 23

(아) Fink (1995)[23]

Fink는 1951년부터 현재까지의 열전도도와 열확산계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고 통계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온도의 함수로써의 지르코늄의 열전도도를 다

음의 상관관계로 제시하 다. 

132-6-3 109918.2102.5329  T100820.7 8527.8 −×+×+×+= TTλ

위의 식 중에서 Fink는 1/T 항이 자유전자 간의 산란에 의한 열전도도의 기

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관계식의 유효온도 구간은 298K에서 2000K까지이다.

(자) MATPRO (1993)

실제 지르코늄 합금의 thermal conductivity는 온도뿐만 아니라 residual 

stress levels, crystal orientation, minor composition differences의 향도 받

는다. 미국 NRC는 매우 광범위한 실험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다음의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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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을 사용토록 권하고 있다.

300K에서 2098K까지의 thermal conductivity는

391067.725-101.45 - T2-102.090  7.51 TT −×+××+=λ

2098K이상에서의 thermal conductivity는 

36=λ

으로 나타내진다. 이 때 λ의 단위는 W/m-K이다.

(차) FRAPCON-3 (1997)

NRC가 개발한 핵연료 성능평가 코드인 FRAPCON에서는 상수값은 약간 다

르지만 기본적으로는 MATPRO와 같은 관계식을 채택하고 있다. 300 K에서 

2098 K까지의 thermal conductivity는

392-5-2 10668.7101.45 - T102.088  7.511 TT −×+××+=λ

으로 나타내진다. λ의 단위는 W/m-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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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용량: 대표적인 모델

(가) Gilchrist 모델 (1976)[24]

열처리가 된 Zircaloy-2를 이용해 51℃ < T < 729.3℃ 온도 범위에서 열용량

을 측정하 다. 이는 산화막의 향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값은 아

래와 같다.

Temperature [℃] Specific heat capacity [J/g K]

51.16 0.2814

99.71 0.2798

127.4 0.2827

174.3 0.282

224.5 0.2829

271.4 0.2839

325.9 0.2856

378.7 0.2881

420.6 0.2909

470.9 0.2960

523.0 0.3037

576.6 0.3088

600.4 0.3101

625.3 0.3131

652.2 0.3203

674.8 0.3208

702.5 0.3246

729.3 0.3284

(나) MATPRO (1993)

MATPRO에서는 지르카로이의 열용량을 순수 지르코늄과 수소화된 지르코

늄 둘로 나누어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수소화물이 석출된 지르코늄의 경우 지르

카로이에 수소가 녹아드는데 추가적인 에너지가 쓰이므로 증가되는 열용량을 

순수 지르코늄 열용량 값에 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먼저, 순수 지르카로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은 데이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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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다.

Temperature [K] Specific heat capacity [J/kg K]

300 281

400 302

640 331

1090 375

1093 502

1113 590

1133 615

1173 816

1193 770

1213 619

1233 469

1248 356

위 데이터는 수소취화가 배제된 진공상태에서 지르카로이-2를 가지고 실험

한 결과를 선형보간하여 얻은 값이다.

진공상태가 아닌 각 데이터는 그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수소취화의 

향 때문인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추가열용량값[J/kgK] = 2.679×10
10

T
2 [ exp( -4.401×10

3

T )][ exp(
T-Tsol
0.02Tsol )+1]

-1

이다.

여기서 Tsol은 수소가 완전히 취화 되는 농도가 되는 가장 낮은 온도이고 그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T sol[K] = 4.401×10
3
/ln(

1.332×10 5

H
)

여기서, H는 수소의 농도(ppm)이다.

(다) Maglic, Perovic, Stanimirovic (1994)[25]

고체상태의 Zircaloy-2를 가지고 진공에서 열용량을 측정하 다. 구체적인 데

이터 값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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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Specific heat 
capacity
[J/kg K]

Temperature [℃]
Specific heat 
capacity
[J/kg K]

25 285.7 880 493.1

50 285.9 900 611.0

100 287.3 920 677.4

150 289.8 940 716.4

200 293.3 960 746.2

250 297.6 980 790.5

300 302.5 1000 695.6

350 307.9 1020 522.4

400 313.6 1040 395.9

450 319.4 1060 335.2

500 325.1 1080 329.7

550 330.5 1100 325.8

600 335.8 1150 322.2

650 341.3 1200 326.6

700 347.3 1250 337.7

750 354.3 1300 354.0

800 360.7 1350 374.4

820 361.5 1400 397.4

840 361.8 1450 421.7

860 384 1500 446.0

(라) FRAPCON-3 (1997)

FRAPCON-3에서 사용하는 열용량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MAPPRO와 같다. 

코드 자체에도 식이 아닌 MATPRO에서 사용된 DATA가 들어가 있다.

(3) 열팽창 계수: 대표적인 모델

(가) MATPRO (1993) 

MATPRO에서는 지르코늄 합금이 single-crystal thermal strain을 가져야 하

며 basal plane이 대칭 ( ϶ 11=϶ 33)이어야 하는 가정을 들고 있다. 또한 
cladding이 봉 형태이므로 원주방향의 팽창과 축 방향의 팽창을 각각 고려하여

야 한다.

300K에서 1,083 K까지 원주방향의 열팽창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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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4.95×10

-6T-1.485×10 -3

이고, 축 방향의 열팽창 ϶33은

϶
33 =1.26×10

-5T-3.78×10 -3

이며 1083 K에서 1244K까지의 열팽창은

3
11 10

161
1083cos09822.177763.2 −×














 −

×+= πε T

3
33 10

161
1083cos09822.176758.8 −×














 −

×+= πε T

이다. 또한 1244K에서 2098K까지의 열팽창은

϶ 11=9.7×10 -6T-1.04×10 -2

϶
33=9.7×10

-6T-4.4×10 -3

이다.

(나) FARPCON-3 (1997) 

FARPCON-3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되었다. 

273.15 K에서 1073.15 K까지 원주방향의 열팽창은

϶ 11= -2.3730×10 -4+6.7210×10 -6(T-273.15)

이고 축 방향의 열팽창은

϶ 33= -2.5060×10 -5+4.4410×10 -6(T-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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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15 K에서 1273.15 K까지는 아래의 data를 사용하 고,

Temperature [K] Circumferential axial

1073.15 5.1395×10
-3

3.52774×10
-3

1083.15 5.22×10
-3

3.53×10
-3

1093.15 5.25×10
-3

3.5×10
-3

1103.15 5.28×10
-3

3.46×10
-3

1113.15 5.28×10
-3

3.41×10
-3

1123.15 5.24×10-3 3.33×10-3

1133.15 5.22×10
-3

3.21×10
-3

1143.15 5.15×10
-3

3.07×10
-3

1153.15 5.08×10
-3

2.8×10
-3

1163.15 4.9×10
-3

2.5×10
-3

1173.15 4.7×10
-3

2×10
-3

1183.15 4.45×10
-3

1.5×10
-3

1193.15 4.1×10
-3

1.3×10
-3

1203.15 3.5×10
-3

1.16×10
-3

1213.15 3.13×10
-3

1.13×10
-3

1223.15 2.97×10
-3

1.1×10
-3

1233.15 2.92×10
-3

1.11×10
-3

1243.15 2.87×10
-3

1.13×10
-3

1253.15 2.86×10
-3

1.2×10
-3

1263.15 2.88×10
-3

1.3×10
-3

1273.15 2.9×10
-3

1.4×10
-3

1273.15 K에서 2980.15 K까지 열팽창은

϶
11=-8.300×10

-3+9.70×10 -6(T-273.15)

϶ 33=-6.800×10 -3+9.70×10 -6(T-273.15)

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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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르코늄 합금의 기계적 물성(mechanical properties)

(1) 지르코늄 합금의 탄성물성

(가) Young's Modulus (MATPRO, 1993)

피복관의 탄성계수는 주로 온도와 산소함유량에 향을 받는다. 또한 속 중

성자 fluence, 냉간가공 그리고 미세조직의 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들에 의한 향은 LWR 연료봉 피복관의 경우, 온도와 산소함유량만큼 중요하

게 평가되지 않는다.

먼저 등방성 률 (Young's modulus)의 경우 실험에 근거한 경험식이 다음

과 같이 유도되었다.

① α-상 지르코늄의 경우

321
711 /)10475.510088.1( KKKTY ++×−×=

② β-상 지르코늄의 경우

TY 710 1005.41021.9 ×−×=

③ α-상 + β-상 이 공존하는 역에 있을 경우

=Y  보간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과 상의 경계값

여기서, =Y  임의의 조직을 가진 Zircaloy-2와 Zircaloy-4의 률(Pa)

=T  피복관 온도(K)

=1K  산소함유량의 향을 계산하기 위한 보정값(Pa)

=2K  냉간가공에 의한 보정값(무차원)

=3K  속 중성자 fluence의 향을 계산하기 위한 보정값(무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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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소함유량, 냉간가공 그리고 속 중성자 fluence의 향인자 K는 다음과 

같다.

∆×+×= )10912.51061.6( 811
1 TK

CK 10
2 106.2 ×−=

)10/exp(12.088.0 25
3 Φ−+=K

=C  냉간가공(unitless ratio of areas)

=Φ  속 중성자 fluence (neutron/㎡) 

여기서, ∆는 평균산소함유량과 피복관이 받은 산소함유량의 차이(kg 

oxygen/kg zircaloy)이다.

(나) Shear Modulus (MATPRO, 1993)

실험에 근거한 등방성 전단률(shear modulus)의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① α-상 지르코늄 합금

321
710 /)10168.21004.4( KKKTG ++×−×=

② β-상 지르코늄 합금

TG 710 1066.11049.3 ×−×=

③ α-상 + β-상이 공존하는 역에 있을 경우

=G  보간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α상과 β상의 경계값 

여기서, 1K , 2K , 3K 는 기본적으로 등방성 연신율에서 사용되는 향인자들과 

같다. 단, 산소함유량의 향은 다음의 관계식으로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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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5.21007.7( 811
1 TK

(다)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기계적 물성값들은 실험 조건이나 시편의 재질과 가공 등에 많은 향을 받

는다. 따라서 아래에 정리된 선행 연구 자료에는 시편 재질과 가공 방법, 인장 

시험 조건 등을 함께 정리하 다.

① Cheadle (1977)[26]

Materials Temp.(℃) UTS(MPa) Remarks

Zircaloy-2

302 241 Annealed

302 372 20% cold worked

302 317 Water quenched 1002℃

Zr-2.5Nb

302 296 Annealed

302 407 20% cold worked

302 600 Water quenched 1002℃

302 634 Water quenched 1102℃

② Pettersson, Vesterlund, Andersson (1977)[27]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

R.T. 245 390 Tube

R.T. 230 362 Tube

R.T. 224 346 Tube

R.T. 228 353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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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jnoha, Wood (1979)[28]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ring 
tension)

R.T. ‐ 621 Annealed 513 ℃ 4h

R.T. ‐ 686 Stress Relieved 410 ℃ 3h

R.T. ‐ 716 As‐received

300 ‐ 392 Annealed 513 ℃ 4h

300 ‐ 433 Stress Relieved 410 ℃ 3h

300 ‐ 444 As‐received

Zircaloy-4

(axial 
tension)

R.T. 463 608 Annealed 513 ℃ 4h

R.T. 881 925 Stress Relieved 410 ℃ 3h

R.T. 645 734 As‐received

300 225 346 Annealed 513 ℃ 4h

300 300 390 Stress Relieved 410 ℃ 3h

300 297 340 As‐received

④ Andersson, Vesterlund (1982)[29]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2
R.T. 391 554 β‐quenched

R.T. 377 531 α‐annealed

⑤ Jie, Zhenhe, Wenxian, Yunxia, Jiaqi, Yan, Tieqi (1984)[30]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r-2.5Nb

R.T. 860 640 Rod

300 600 to 610 520 to 525 Rod



- 89 -

⑥ Baty, Pavinich, Dietrich, Clevinger, Papazoglou (1984)[31]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R.T. 547.5 748.8
cold ‐worked, 
stress‐relieved at 758 K

R.T. 368.9 528.8 cold‐worked,
recrystallized at 855 K

R.T. 584.0 725.4
cold‐worked,
stress‐relieved at 813 K

R.T. 558.5 695.7
cold‐worked,
stress‐relieved at 833 K

343 400.0 495.8
cold ‐worked,
stress‐relieved at 758 K

343 146.2 254.4
cold‐worked,
recrystallized at 855 K

343 354.4 434.4
cold‐worked,
stress‐relieved at 813 K

343 322.0 408.2
cold‐worked,
stress‐relieved at 833 K

⑦ Sabol, McDonald, Nurmien, Jacobsen (1987)[32]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R.T. 640 856 Tube, laser‐treated

385 405 779 Tube, laser‐treated

Zircaloy-2
R.T. 595 512 Tube, laser‐treated

385 372 463 Tube, laser‐treated

⑧ Burn, Pelchat, Floze, Galimberti (1987)[33]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20 377 532 Bar

20 360 525 Bar

350 135 235 Bar

350 138 22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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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Yasuda, Nakatsuka, Yamashita (1987)[34]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2

25 380.8 546.6 Tube

250 189.7 314.7 Tube

300 153.6 281.8 Tube

343 145.8 254.7 Tube

400 140.7 233.8 Tube

⑩ Grande (1989)[35]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22 579 786

Cladding tube

22 607 765

22 583 776

22 576 772

22 581 769

22 586 793

22 576 770

343 335 483

343 369 479

343 376 490

343 369 486

343 365 479

343 362 455

343 359 490

343 352 472

⑪ Matsuo (1989)[36]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385 397 453

Cladding tube

385 395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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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Asada, Kimoto, Chiba, Kaai (1991)[37]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r-2.5Nb

20 755 870

Clad., H content: 10 ppm150 686 754

300 544 663

20 764 877

Clad., H content: 200 ppm150 640 743

300 522 645

⑬ Abe, Matsuda, Hama, Konishi, Furugen (1994)[38]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2

R.T. 386 549
Rod, conventional

R.T. 377 544

R.T. 315 530
Rod, heat‐treated

R.T. 328 533

⑭ Bradley, Nyström (1994)[39]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R.T. 504 613 Strip

Zircaloy-2 R.T. 490 602 Strip

⑮ Wisner, Reynolds, Adamson (1994)[40]

Materials Temp.(℃) YS(MPa) UTS(MPa) Remarks

Zircaloy-4

R.T. 411.6 477.8 Strip, transverse

R.T. 413.7 479.2 Strip, transverse

R.T. 365.4 465.4 Strip, longitudinal

R.T. 375.8 474.4 Strip, longitudinal

288 143.4 198.6 Strip, transverse

288 142.0 180.6 Strip, longitudinal

288 165.5 245.8 Strip, longitu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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⒃ Brunstetter, Kling, Alexander (1950)[41]

Materials Temp.(℃) UTS(MPa) Remarks

Zirconium

R.T. 448.16 Strip

250 275.79 Strip

500 196.50 Strip

750 55.16 Strip

⒔ Talia, Povolo (1977)[42]

Materials Temp.(℃) UTS(MPa) Remarks

Zircaloy-4

R.T. 550 Rod

300 290 Rod

400 260 Rod

500 210 Rod

600 180 Rod

(2) 지르코늄 합금의 소성물성

지르코늄 합금은 원자로 운전 중에 생성되는 수소화물과 중성자조사에 의해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아직 많은 데이터들이 부족하고 또한 정확한 

메카니즘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여기서는 우선 수소화물과 중성자조사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순수한 지르

코늄 합금의 소성 변형과 소성변형에 미치는 여러 향들을 정리하 다.

True stress와 true strain을 사용하여 두 물리량 간의 관계를 도출하면 다음

과 같다. 이 식은 Holloman의 기본식에 변형율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변형

된 식으로 실제 실험 결과들과 잘 일치한다.

m

nK













= −3

.

10
εεσ

여기서, σ  = true effective stress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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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e effective plastic strain

ε& = true effective plastic strain의 변화율

K = strength coefficient 

n = strain hardening exponent 

m = strain rate sensitivity exponent  이다.

Stress가 시간에 대해 일정할 경우 strain은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 

mn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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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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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01.0

1 εσε

여기서, fε = 시간간격 끝에서의 true effective strain

iε = 시간간격 시작에서의 true effective strain

t∆ = 시간간격 (s) 이다.

이 때 Strain rate sensitivity exponent(m)를 온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T < 730K에서

m  = 0.02

730K< T < 900K에서

)}10860960716.3(
)10504843067.9(10704552983.7{10063172161.2

8

52

−

−−

×−+

×+×−+×=

T
TTm

900K< T < 1090K에서

42 10203.21047.6 −− ×+×−= T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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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train hardening exponent(n)를 온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T < 1099.0772K에서

3102632 10588.910992.110165.11049.9 TTTn −−−− ×+×−×+×−=

이며

strength coefficient(K)를 온도에 관하여 나타내면, 

T < 750K에서

32359 72752.11028185.31054859.41017628.1)( TTTTK +×−×+×=

750K< T < 1090K에서








 ×
×= 2

6
6 108500027.2exp10522488.2)(

T
TK

과 같다.

소성변형의 물리적 메카니즘은 온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700

K에서 900K에서의 변형은 두드러지게 strain rate에 의존하게 되고 온도에 의

해 급격히 재료의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strain hardening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thermal creep에 의해 변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3) Mechanical limits and embrittlement

Mechanical limit는 피복관이 변형과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해놓은 최대

한의 환경인데 만일 이것을 넘어버리면 피복관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 

mechanical limit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현재는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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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ormation이 1 %가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mechanical limit이다.

Mechanical limit를 구하기 위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true strain at yie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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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yield str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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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strain at maximum load = m
n
+1

true ultimate strength = 

n
m

m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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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3

.
ε

여기서,  E는 Young's modulus를 나타낸다.

탄성 역에서의 Hook's law εσ E= 와 소성 역에서의 변형된 power law

m

nK













= −3

.

10
εεσ

를 동시에 풀어 위에서와 같은 true strain at yield과 true yield strength를 구

할 수 있다.

일정한 engineering strain rate에서 한 방향의 stress test에 maxium load의 

점은 true stress / true strain rate가 engineering equivalent로 전환함으로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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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 기구 분석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 기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르코늄 합금과 순수 수소의 반응동력학적 연구이고 나머지 하나는 합

금 산화에 따른 수소 흡수 기구평가와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가. 순수 수소 분위기에서의 지르코늄합금의 수소화 반응

상용 핵연료 피복관재료인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화 반응거동 및 반응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르카로이-2와 지르카로이-4 및 1.0wt% Nb 함유 신 Zr합금 

튜브시편을 대상으로 300∼ 500℃의 온도 범위에서 수소와 반응시키며 반응속도

상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은 TGA(Thermo-Gravimetric Apparatus)

장치를 이용해 반응에 따른 합금 무게증가를 측정하 는데 이 실험 결과들을 그

림 3.3.9∼그림 3.3.12에 도시하 다.

먼저, 300℃에서 수행된 수소침투에 따른 지르카로이-2와 지르카로이-4 및 1.0

wt%Nb 함유 신 Zr합금 튜브 시편의 무게증가를 그림 3.3.9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수소기체 분위기임에도 어느 시간까지는 무게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를 거치고 나면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지르카로이-2의 경우 잠복기가 약 900분 정도이었으며 지르카로이-4의 경우에

는 약 2,200분, 1.0 wt%Nb 함유 신 합금의 경우에는 약 800분의 잠복기가 관찰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복기는 같은 종류의 시편이더라도 실험할 때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또한 온도가 증가할 경우 이 잠복기간은 점점 짧아짐을 확인하 다

(그림 3.3.10∼그림 3.3.12).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에는 수소와의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가 거의 증가하

지 않는 느린 역 또는 일정한 잠복기를 거친 후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직선속

도법칙을 따른다. 둘째, 잠복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425℃ 이

상의 온도에서는 잠복기 없이 곧바로 반응이 진행된다. 셋째, 400℃ 이하의 저온

에서는 반응이 조금씩 지연(retard)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반응속도법칙이 

선형에서 약간의 편차가 관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지연은 낮은 온도로 인해 지

르코늄 기지내 수소의 확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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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350∼ 400℃ 이하의 저온에서는 직선속도법칙에서 반응이 지연되

는 방향으로 약간의 편차가 관찰되었으나 실험 구간 전체적으로 직선적 거동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화의 반응이 직선속도법칙을 따른

다는 전제하에 수소화 반응에 대한 속도상수를 도출하 다. 그림 3.3.13 에는 이

들 실험결과를 Arrhenius plot으로 비교 도시하 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실험결과의 재현성 확보를 위해 같은 온도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 수

행하 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도출된 지르코늄 합금 수소화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지르카로이-2 : 87.0 kJ/mol

- 지르카로이-4 : 99.6 kJ/mol

- 1.0 wt%Nb 함유 신합금 : 75.3 kJ/mol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들 활성화에너지의 비교자료는 거의 없으나 지

르카로이-2의 경우,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직선속도법칙에 기초한 68.2 kJ/mol의 

활성화에너지[43]가 보고되고 있다. 이 값은 이번 연구결과 도출된 활성화에너지 

값 87.0 kJ/mol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실험에서 사용된 electro- 

microbalance의 민감도(10
-7
gram)가 당시의 장치보다 더 정교하다는 점과 재연

성 확보를 위해 넓은 온도 역에 걸쳐 여러 차례의 반복실험을 수행하여 측정된 

값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신뢰성 있는 실험결과라고 판단

된다.

나. 지르코늄 합금의 In-Reactor 수소흡수와 수소화물 침전에 대한 해석적 고찰

원자로 운전 중에는 피복관 외면에서의 산화반응, 냉각수 화학, 물의 방사화 분

해 등에 의해서 수소가 생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수소의 일부는 피복관 외면 산

화막을 통하여 지르코늄 금속으로 침투되게 된다. 이러한 피복관 외면으로부터 

흡수되는 수소의 금속 기지 내 이동 및 재분포는 Fick 법칙에 따르는 농도 구배 

확산과 온도 구배 효과(Soret effect)로 설명되어 왔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의 식

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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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fluxofH∈Zr(
moles H

cm
2
sec
)] = -D( dCdx +

Q
*
CdT

RT
2
dx )

여기서, D=D 0e
-E/RT = α-Zr에서의 수소 확산계수.

이들에 대해 잘 알려진 값들은 다음과 같다.

D o=7×10
-3cm 2/sec , E=11 kcal/mole , R= 1.986 cal/moleK

Q *=이동열(heatoftransport) =약 6 kcal/mole
C= Zr내수소농도, moles H/cm 3

그림 3.3.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노내에서는 온도 구배로 인해 금속/산화

막 경계면 부근에서 수소화 석출물이 집중되는 현상과 Soret effect로 인한 α-Zr 

역에서의 수소 분포를 볼 수 있다. 원자로 운전 중에는 이미 정상상태에 도달

되었으므로 금속/산화막 경계면 부근 δ-수소화물 석출층 수소흡수(pick-up) flux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J H=D δ
C δ,suf-C δ

x *

여기서, C δ = ZrH n에서수소의농도= 0.06nmoles H/cm 3

D δ = δ-수소화물안에서수소의확산도=5×10 -3e -12.3/RTcm 2/sec

이 때 δ-수소화물 층에서 수소의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dx *

dt
=
J H
Cδ

가 되고 JH 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윗 식을 적분하고 이를 수소화 석출층 표면

과 금속-경계면에서의 농도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99 -

C δ,suf- C δ =
J 2H t

D δC δ

이때의 수소 흡수율은 다음의 산화 거동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

Zr+2H 2O→ZrO 2 + 4H(abs)

이 산화속도를 J0라 하면 반응의 화학양론비에 의해 JH = 2fJ0 가 되는데 이때 

수소 흡수율 f(pick up fraction, f)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르코늄 합금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 지르코늄 합금의 미세구조와 사용환경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다

음절에서 살펴보듯이 이 수소흡수율이 실제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거동이나 고연

소 산화가속화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수소화물 석출층 성장속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만약 

지르코늄 합금 표면의 산화막 성장률이 25 μm/yr이고 수소흡수율 f가 0.2라면

J 0=8×10
-11cm/s×0.095 moles O in ZrO 2/cm

3

=8×10 -12moles O /cm 2sec

이므로

J H=2×0.2×8×10
-12=3×10 -12 moles H/cm 2-s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핵연료 피복관이 1년간 산화된다면 수소화물 석출층의 

두께는 

x *≅10μm

이므로 수소화물 석출층의 성장속도는 10 μm/yr이 된다.

이때 수소화물 석출층에 석출된 총 수소원자의 양 N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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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C δx
*=9×10 -5moles H/cm 2

로 기지금속에 흡수된 총 수소의 78%가 이 석출층에 존재하고 나머지 22%만이 

기지 금속내에 고용체(solid solution)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다. 지르코늄 합금 산화에 따른 수소 흡수 메카니즘 분석

앞 절의 산화에 따른 수소화물 침전 동역학 평가에서는 지르코늄 합금 산화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소 흡수를 어떤 일정한 상수값 f로 정의하 으나 최근 연

구 결과들은 이 수소흡수가 실제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 거동이나 고연소 산화 

가속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

제학계에서는 이 수소 흡수 메카니즘의 규명이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 성

능 평가 뿐만 아니라 고연소 피복관의 산화가속화 원인규명에 매우 중요한 인자

로 인식되고 있어 그 근본적인 메카니즘의 규명을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앞 절들의 논의와는 달리 이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흡수 메카니즘

에 관해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와 실험 결과들을 요약 소개하고 추후 연구를 위

한 수소 흡수 기구 모델을 제시한다.

제 3.3.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 개발 초기 이미 지르코늄 

합금은 냉각수와의 산화 과정 중에 일정량의 수소를 흡수한다는 것과 그 흡수량

이 지르코늄 합금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이 밝혀졌다. 그러

나 이 당시에는 단지 지르코늄 산화의 부산물 정도로만 여겨져 모든 노력이 과

도한 수소화물 침전에 의한 피복관 취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허용 수소 농도

(500∼ 600 ppm)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이 수소 흡수 메카니즘은 

산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피복관 두께에 걸친 수소의 농도차에 따른 단순 확산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핵연료의 연소가 장주기 고연소 모

드로 전환되면서 산화 가속화 현상의 발견과 함께 이러한 산화 가속화에 수소 

흡수와 수소화물의 침전이 결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차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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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수소 흡수 현상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지만 철저한 실험연구가 진행

되지 못해 변변한 실험 자료조차 부족하 었다. 따라서 최근 이 수소흡수율의 총

체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 여러 환경 조건에 따른 지로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율

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44-50]. 이들 중 대표적인 연구결과들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3.3.15 는 지르카로이-2와 지르카로이-4의 

여러 온도조건에서의 수소흡수율 실험결과[48]이고 그림 3.3.16 은 Zr-2.5Nb 합금

의 수소 흡수 실험 결과[44]이다. 최근에는 이 수소 흡수율에 대한 in-pile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그림 3.3.17 과 그림 3.3.18은 이 결과들을 보여주

고 있다. 대개의 in-pile 실험 결과들은 플루언스가 증가할수록 산화에 따른 수소 

흡수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과 산화막이 두꺼워질수록 흡수율값

의 분산이 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와 함께 근본적인 수소 흡수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도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지르코늄 금속은 전기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큰 

금속으로 이 금속의 전기 음극성이 산화제와 만나면 곧바로 산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 지르코늄 금속이 원자로 냉각수와 같은 산화제와 만날 경우 

산화 반응 자체는 금속과 산화막의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므로 물분자는 금속표면

에 두텁게 형성된 산화막 표면에서 산소이온과 수소이온 혹은 유사 라디칼로 분

해되고 이렇게 분해된 산소이온은 산화막 내 산소이온의 농도구배에 따라 금속/

산화막 계면을 향해 확산하게 된다. 이 산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수소 흡수 역시 산화막 표면에서 분해 축적된 수소 이온 혹은 원자가 산화막의 

전 두께를 수송 통과해 기지 금속과 반응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 역시 

농도 구배 차이에 따른 수소원자의 단순 확산 과정이라고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실험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단순 확산 과정이라는 생각[51-59]

에서 벗어나 이온 수송(ionic transport) 과정이라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

다. 이러한 논의는 지로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율이 지르코늄 합금 내 합금 원소

의 양과 이들에 의해 침전된 금속간 화합물의 화학 조성, 그리고 그 미세구조에 

향을 받고 있다는 여러 실험적 사실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45,50,60-63]. 예를 

들면 Garde[62]와 Charquet[45]는 지르카로이-4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산화율

은 ∑A가 낮을 때 더 높은 반면 수소 흡수율은 ∑A가 높을 때 더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A는 지르카로이-4 기지 내에 형

성되는 Zr(Fe,Cr)2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와 분포를 결정하므로 이 결과는 수소의 

흡수율이 산화 과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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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Zr-2.5Nb 합금의 경우는 탄소의 양은 산화율에는 거의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 수소 흡수율에는 큰 향을 미치고 Fe와 C의 함량은 서로 상승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Fe 농도가 낮을 때에는 수소 흡수율이 C

의 양에 크게 의존하지만 Fe의 양이 커지면 C의 향은 줄어든다. 반면, Cr은 

수소 흡수율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르코늄 합금 금속간 침전물에 의한 수소 이

온 수송 메카니즘은 대체로 두 가지 설로 분류된다. 하나는 이들 금속간 침전물

은 지르코늄보다 산소 포텐셜이 높아 금속-산화막 경계 부근에 생성되는 고착성 

보호성 산화막층(barrier layer) 내에서는 아직 금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

으로 산화막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두께감소가 산화막에 

걸친 전기적 포텐셜에 향을 준다는 주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 금속간 침

전물이 수소 흡수의 창(window)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화막에 존재하는 수소의 분포와 

그 이동도(mobility) 그리고 화학적 상태에 대한 여러 실험들이 행해졌다. 먼저 

산화막내 수소의 분포는 주로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를 이

용해 분석되었는데 그림 3.3.19는 그 전형적인 산화막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9(a)에서 볼 수 있듯 산화 초기에 볼 수 있는 수소 분포는 단순 확산 

거동과 유사한데 실제 이들 수소의 이동도는 산소 확산 이동도 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4,58]. 그러나 산화막이 성장해 두꺼워지면 산화막 내 수

소분포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의 확산 분포에서 벗어나 산화막 표면에서부터 

일정 두께까지는 어느 일정한 값을 중심으로 편차를 보이며 분포하게 된다(그림 

3.3.19(b)). 이러한 편차는 그 두께 구간의 산화막 미세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원자로 내에서 오랜 시간 운전된 Zr-2.5Nb 합금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그림 3.3.20).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운전 혹은 산화 시간에 관계없이 산화막-금속 계면으로부터 일정 두께 (1 ∼ 2

㎛)를 가진 산화막 내의 수소 분포는 거의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 

일정 두께의 산화막층은 잘 알려진 보호성 산화막층(barrier layer)으로 판단되므

로 결국 수소의 수송 확산 이동도 이 계면에 단단하게 결합된 보호성 산화막층 

내 확산 거동이나 이온 수송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산화막 내에 존재하는 수소는 수소 원자 상태보다는 상당량 O-H 

결합을 하고 있거나 hydro-oxyl 라디칼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물론 보호성 산화막 뒤의 다공성 산화막내에는 단순 물분자 (H2O)들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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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추후 연구를 위해 제안하는 지르코늄 합금 산화

에 따른 수소흡수 기구에 대한 정성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산화막과 냉각수와의 접촉면에서 물분자는 산화막 표면에 존재하는 음이온 

공공(anion vacancy)들과 반응해 주로 O
-2
이온과 H

+
 혹은 OH

-
이온과 H

+
으

로 분해된다.

(2) 이렇게 생성된 산소 음이온은 산소 공공의 농도 구배에 의해 금속과 산화

막 계면을 향해 산화막 두께를 따라 확산한다.

(3) 금속/산화막 계면에 도달한 산소이온은 지르코늄과 반응해 ZrO2를 형성하

고 이 반응의 생성물로 전자를 방출한다.

(4) 계면 산화반응에서 방출된 전자로 지르코늄 합금 기지 금속은 계면에 비해 

음전하를 띄게 된다.

(5) 이 같은 음전하 축적으로 보호성 산화막층에 걸친 전기포텐셜의 구배는 전

자를 산화막 표면을 향해 이동시키거나 혹은 이러한 전자의 이동과 함께 

산화막 표면의 수소이온을 끌어당기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수소원자의 단

순 확산 거동을 유발하고 후자의 경우는 적어도 부분적 수소이온 수송거동

을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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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동 향 평가

가. 수소화물 석출에 의한 향

지르카로이-4 산화가속화에 미치는 수소화물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수 

지르카로이-4 시편과 수소주입 지르카로이-4 시편을 사용하여 400∼ 700℃, 0.1

MPa, 순수 수증기 분위기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 비교하 다. 수소주입 시편의 

제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소주입장치

(Gaseous Charging Apparatus)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소함유량의 시편을 제작하

으며, 수소침투량의 측정은 ASTM 사양에 따라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한 

LECO사의 수소분석기(RH 404)를 사용하 다. 자세한 수소주입 과정 및 침투량 

측정 등에 관한 내용은 실험 절차 부분에서 언급하 다.

본격적인 산화 실험은 주로 TAS(Twin Autoclave Systm) 및 MMS

(Multi-Miniautoclave System) 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수소 침투량을 

변수로 한 실험에서는 500℃, 0.1 MPa, 수증기 분위기에서 순수한 지르카로이-4 

시편과 수소 침투량이 697, 3300, 3824 ppmH인 시편을 대상으로 수행하 는데 

실험 결과 수소 침투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그림 3.3.21). 또한 온도 변수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

수 시편과 667 ppmH의 수소침투를 시킨 시편을 550∼ 700℃에서 각각 비교한 

결과 그림 3.3.22의 실험 결과를 얻었다. 이 두 실험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수 지르카로이-4 시편과 수소 주입 지르카로이-4 시편 모두 pre-transition 

역과 post-transition 역으로 나뉘는 기본적인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 거동을 보

이고 있으나 수소가 주입된 시편의 경우 수소 주입량에 따라 산화량이 증가하

다. 또한 현재의 원자로 운전조건에서 최대로 예상되는 600 ppm정도의 수소 침

투량에서도 눈에 띌 정도의 산화량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 두 실험을 통하여 산화량에 미치는 수소화물에 의한 향은 수소 침투량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 향은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산화

가 많이 진행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소

화물이 형성됨에 따라 나타나는 금속/산화막 계면과 이 계면에서 생성되는 초기 

산화막의 미세구조 변화 등이 산화가속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증

거라고 사료된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pre-transition 역에서는 cubic law를, 

post-transition 역에서는 선형 속도법칙을 적용해 Arrhenius plot을 도출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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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침투량이 667 ppm인 지르카로이-4의 산화 활성화에너지를 구하고 순수 지르

카로이-4 경우와 비교하 다.

그림 3.3.23 ∼그림 3.3.24에는 이렇게 도출된 지르카로이-4 순수 시편과 

pre-hydrided(667 ppm)된 시편의 pre-transition과 post-transition 역에서의 수

증기 산화 반응속도를 도시하 다.

나. 압력에 의한 향

이 실험에서는 산화반응에 대한 수소화물과 압력의 향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는데 실험은 수소함유량 115, 230, 350, 606, 1479 ppmH의 

지르카로이-4 튜브 시편을 순수 수증기 분위기 400℃ 온도에서 72시간 동안 압

력(0.1, 7.5, 13.5, 20.0MPa)을 0.1∼20.0MPa까지 변화시키면서 수행하 다. 이 

실험 또한 순수 수증기 분위기에서 튜브 시편을 사용하 다. 이 실험에서는 동시

에 다양한 압력 및 분위기를 재연할 수 있는 Multi-mini-autoclave 장치를 이용

하 다.

실험 결과는 그림 3.3.25 에 도시하 는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소 침투

량이 낮은 역에서는 압력에 따른 산화량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소 

침투량이 높은 역에서는 압력 증가에 따라 큰 산화량 증가를 보 다. 이 실험

에서는 동일온도 역(uniform heat zone)이 mini-autoclave의 특성 상, 온도 측

정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과에 크게 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산화 반응 시 반응압력 증가가 산화량 증

가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지르코늄 합금 기지 금속 내에 수

소화물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산화량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

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 수소/수증기 비율 변화에 따른 지르카로이-4 산화 반응

마지막으로 산화반응에서 발생되는 수소의 양보다 많은 양의 수고가 공급될 

때 산화거동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수소/수증기 비율을 10
7
∼10

3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500℃에서 TGA(Thermo-Gravimetric Apparatus)실험을 수행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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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를 그림 3.3.26 에 도시하 는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순수 

수소 일때( PH 2/PH 2O=10
7
)를 제외하고 수소/수증기 비율이 10

5
과 10

3
일 때는 이 

반응이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 다. 반응초기에는 수소화 반응이 빠

르게 진행되나 증가하는 산화막의 향으로 점차 직선적 무게 증가거동에서 벗

어나 두 번째 단계인 산화반응으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산화막의 부피팽창에 의한 균열로 다시 대량 수소화 반응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Zr 합금, 특히 지르카로이-4의 수소화 반응속도

는 산화반응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먼저 주입된 수

소화물은 산화 동력학의 기본적인 거동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그 반응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단계에서의 산화량 증가가 중요한데 순수 수증

기 산화에서 벗어나 수소의 함유량이 높아지게 되면 산화량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화막의 균열에 의한 대량 수소 침투에 소

요 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도 중요한데 이는 수소화물이 

금속기지 내 석출되면 금속/산화막 계면 근처에 존재하는 수소화물이 그 자체의 

취성(brittle property)로 인해 계면에 축적하는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계면에서의 

금속/산화막 결합에 균열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를 실제 원전 운전중에 발생하는 2차 수소화 손상의 경우에 적용

하면, 피복관 일차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대량 수소화 손상이 손상 

피복관내 수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매우 빨리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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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 평가

앞 절에서 보여준 여러 실험결과와 2장에서 검토한 국제적 연구성과들을 종합

하여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가속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금속/

산화막 계면에서의 수소화물 석출의 구체적 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지르코늄 합금 기지금속과 산화막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초기 산화막에는 

큰 P-B ratio에 따른 계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해 매우 큰 압축응력( > 3

GPa)이 유발된다.

둘째, 이렇게 큰 압축응력 아래에서는 상압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보호성 

tetragonal ZrO2 산화막이 계면에서 성장하게 된다.

셋째, 그러나 성장하는 tetragonal ZrO2 내에 이렇게 큰 압축응력이 계속 축적

되면 산화막내에는 마침내 결정구조 불일치를 이기지 못하고 축적된 응력을 완

화시키기 위해 미세균열들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이렇게 압축응력이 낮아져 기본적으로 3 GPa 이하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생성되었던 tetragonal ZrO2가 비보호성 monoclinic ZrO2 산화막으로 상변태하게 

된다.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다섯째, 이때 금속기지내 특히 계면근처에 수소화물이 석출되면 수소화물의 취

성으로 인해 금속과 산화막 사이의 결정구조 불일치를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된다. 

즉 이 불일치에 의해 유발되는 압축응력이 조금만 높아지면 수소화물의 취성으

로 인해 쉽게 미세 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이 응력을 완화시키게 된다. 즉 초기에 

생성되었던 tetragonal ZrO2 산화막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비보호성 

monoclinic ZrO2로 상변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소화물 침전이 산화

를 촉진시키는 이유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 메카니즘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첫째는 이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연 수소화물이 금속/산화막 계면

에 집중되는 응력을 완화시키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음 절에서 보여주듯 이

러한 응력 집중 완화가 계면 근처의 상변태를 촉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TEM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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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X-ray Diffraction 실험

다결정 재료에서 격자면들은 평균적으로 면간거리 d0 (hkl )를 이루는데, 재료

에 응력이 작용되면 면간거리는 응력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변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변형을 strain gauge로 측정하여 응력을 측정할 수 있다.

Bragg 법칙 (λ= 2dsinθ)에 의해 면간거리의 변화 d (hkl )은 회절각의 변화 

θ를 가져온다. 따라서 변형율 θ/d0는 X선 회절 peak의 이동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고 응력은 측정된 변형율을 선형 등방성 탄성이론으로부터 유도되는 공식

에 적용해서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림 3.3.27 에서처럼 실험실 좌표계에서 (hkl )면에 의해 회절된 peak의 위치에 

의해 계산된 면간거리 d(φ,ψ)는 변형율( ij )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33 (φ ,ψ) =
d (φ,ψ )− d0

d0

여기서 d0는 응력을 받지 않은 재료에서의 면간거리이다.

좌표계에서 변형율은 tensor 변환에 의해서 sample 좌표계의 변형율( ij )로 바뀔 

수 있다.

33 (φ,ψ) = a3ka3l kl

aij는 sample 좌표계와 실험실 좌표계 사이의 방향 cosine이다.  윗 식을 전개하

면 다음과 같은데

33 (φ,ψ ) = 11cos
2φsin 2ψ+ 12sin2φsin 2ψ+ 22sin

2φsin 2ψ

+ 33cos
2ψ+ 13cosφsin2ψ+ 23sinφsin2ψ

이 때 선형탄성이론에 따르면 응력과 변형율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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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 =
1+ ν
E

σij − ij
ν
E
σij

따라서 윗식을 33 (φ ,ψ)식에 대입하면 X선에 의해 측정된 변형률을 다음과 같

이sample 좌표계의 응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33 (φ ,ψ ) =
1
2

S2 (σ11cos
2φ + σ12sin2φ + σ22sin

2ψ− σ33 )sin
2ψ

+S1 (σ13cosφ+ σ23sinφ )sin2ψ

여기서, 
1
2

S2와 S1은 X선 탄성계수로 불리며 재료 내부가 균일하고 준등방성을 

가질 경우 각각 
1 + ν
E
, −

ν
E
와 일치한다.

가공정도에 따라 재료는 다양한 형태의 잔류응력 상태를 가질 수 있으나 주응력

방향들을 sample 좌표계와 일치시키면 최종 구해진 33 (φ ,ψ)식은 Φ = 0o인 경

우가 되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33 (φ ,ψ ) =
1
2

S2σ1s in
2ψ + S1 (σ1 + σ2 )

흔히, σ3는 X선에 의해 측정되는 역이 극히 표면층이므로 평형조건에 의해 무

시된다. 따라서 시편을 여러 ψ로 기울이면서 sin 2ψ에 대하여 격자변형율을 측정

하고 그 기울기를 구하여 응력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 low angle high resolution XRD 분석을 통해 산화막 응

력측정을 수행하 다. 이 XRD이용 산화막 응력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산화막을 각각 0.1, 0.5, 1, 2, 5, 10㎛로 형성시킨 시편들을 

대상으로 각 산화막의 평균 응력을 측정한 것이고 둘째는 산화막 내에서 결정구

조의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되는 2㎛ 산화된 시편을 초기 X-ray의 입사각

을 조절 투과깊이를 다르게 함으로써 2㎛ 산화막 내부의 응력분포를 측정하

다.

먼저 산화막의 두께별로 산화막의 평균 응력을 측정한 결과 그림 3.3.28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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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화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응력값이 급속히 증가하 으나 실험상의 단계로 

금속/산화막 계면에 집중되는 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얇은 산화막 내 응

력 측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소화 전/후 산화막의 응력값은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이론

적 예측과 잘 일치하는 산화막 내 응력분포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목할 점

은 순수 지르코늄의 경우 산화막 내 응력이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그림 3.3.29에는 X-ray 투과깊이를 조절하면서 수행한 2㎛ 산화막 내부의 응

력 분포 측정 결과를 수록하 다. 이 실험의 경우 일단 산화막의 두께에 따른 응

력 분포에 큰 변화가 없으며 Zr-1.0wt%Nb, Zr-1.5 wt%Nb의 경우 수소화 전/후 

모두 대략 700MPa∼ 850MPa의 분포를 보이고 Zircaloy-4의 경우 수소화된 시

편은 1000MPa의 값을 보이는 반면 수소화되지 않은 경우 600MPa의 값을 보임

으로써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XRD를 이용한 산화막 응력 측정 실험의 경우 X-ray 투과깊이의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고 X-ray빔 크기의 한계 등으로 산화막의 두께가 얇을수록 

측정이 어려운데다 산화막 자체가 균일하게 산화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

는 등 초박막 응력측정에는 큰 한계가 있었다. 특히 2㎛두께 내 응력분포 측정

의 경우 이후 여러 번 반복된 실험에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측정 절

대값을 신뢰하기에는 매우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밝혀내고 이 XRD를 이용한 산화

막 응력측정 실험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그림 3.3.30은 이 XRD 분석실험을 위해 참조용으로 수행한 tetragonal-ZrO2와 

monoclinic-ZrO2의 XRD 분석 결과이다.

나. Nano-indentation 분석

XRD 실험에 이어 산화막 응력과 관련되어 새로운 자료 입수를 기대하고 수행

하 던 실험이 nano-indentation 실험이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indentor는 MTS 

Nano indentor XP로서 displacement resolution이 0.01 ㎚이었다. 그림 3.3.31 과 

그림 3.3.32는 수소화물이 전혀 없는 시편과 수소화물을 침전시킨 순수 지르코늄 

및 지르카로이-4 시편을 각각 2㎛, 10㎛까지 산화를 시킨 후 이들의 hardness와 

modulus를 측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하여 두 시편 모두 산화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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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ness와 modulus가 금속의 그것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체적으

로 금속/산화막 계면근처보다는 산화막이 충분히 형성된 두께에서의 hardness와 

modulus값이 더 크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 다른 실험결과로는 hardness값의 

경우, 산화막에서는 intact시편이 pre-hydrided된 시편보다 높았으며, 금속에서는  

pre-hydride된 시편이 intact시편보다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modulus에서도 똑

같이 나타지고 있다.

그러나 금속/산화막 계면 가까이에서의 여러 미세한 물성의 변화를 찾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이 실험의 특성상 indentor의 크기와 민감

도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또한 실질적으로 얻어진 실험결

과가 밝혀 보고자하는 물성과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기본적인 자료 추출만

을 성과로 남기고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에 집중하 다.

참고로 수록한 그림 3.3.33 ∼그림 3.3.36 은 intact 시편과 수소화 침전물이 있

는 지르카로이-4 시편의 금속과 산화막 hardness와 modulus 측정자료(raw data)

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nano-indentation 실험의 경우 깊이가 충분한 부근에서 

측정된 포화값을 물성치로 채택한다.

다.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1) 기존 연구 현황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방향 설정을 위해 선행 연구결과들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곡률측정법으로 산화막내 응력을 측정한 연구로는 1970년 

Bradhurst et al.[64]의 논문과 1975년에 발표한 Gadiyar et al.[65]의 논문, 

1991년에 발표한 Garzarolli[66]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Bradhurst가 논문에서 발표한 응력 분포는 이론적 예측과는 너무 다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검토에서 제외하 다. Gadiyar와 Garzarolli의 실험결과는 이론

적으로 예측된 응력 집중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Garzarolli의 

결과(그림 3.3.37)는 본 연구의 산화막 두께와도 유사하고 또 다양한 연구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화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초기 산화막에 가까울수록 산화막내 집중되는 응력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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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arzarolli는 약 0.5 μm 산화막 이하에서의 응력측정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두께의 산화막은 이미 대부분 monoclinic-ZrO2 로 천이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tetragonal-ZrO2 산화막에 집중되는 응력과는 매우 

큰 거리가 있다. 

게다가 선행 연구자들이 채택한 곡률 측정법의 문제점은 시편을 autoclave나 

muffle furnace를 통하여 양면 산화시킨 후 시편의 한 면을 기계적으로 제거하

고 곡률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연마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

한 기계적 연마가 매우 얇은 시편에 국부적 손상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적

절한 시점에 곡률이 발생하더라도 연마 과정에서 그 시점을 놓쳐 버릴 수 있

어 산화막 자체의 응력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한편 곡률을 확보하 더라도 이 곡률을 측정하기 위해 사기를 이용, 배율

을 확대하여 시편의 곡률을 측정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어 계산상의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설사 이렇게 측정된 곡

률을 이용해 산화막에 축척된 응력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산화막 두께 전

체에 걸친 평균 응력으로 산화막이 두꺼울수록 금속/산화막의 계면에 축적되는 

응력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러한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고진공장치와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 장치를 개발하 다. 

3.2절 실험장치 및 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장치의 가장 큰 장점은 극

고진공장치 안에 시편을 장착하고 한 면 만을 수증기 빔으로 산화시키므로 산

화 후 기계적 연마 없이 산화막에 축적되는 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시편의 자

연곡률을 곡률계로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앞선 연구자들에게 제기되었던 문제

들을 피하면서도 매우 얇은 두께 산화막의 응력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

(2) 곡률반경을 이용한 응력평가

측정된 곡률을 이용해 산화막의 응력을 평가하는 이론은 Stoney[67]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한 Stoney 공식을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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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화막의 두께가 금속의 두께보다 매우 작다.

② 모재의 기계적 물성이 등방성이다.

③ 순수 굽힘을 한다(pure bending).

모재 내부에 주어지는 응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Czzxx ×== )constant(σσ

그리고 이 모재 내부의 응력은 굽힘 모멘트 M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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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는 모재의 두께이다. 위 식으로부터 상수 C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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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재 내부의 응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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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σ

모재 내의 다른 응력성분은 '0' 이고, 그림 3.3.38에서처럼 굽힘만이 발생한

다면 양수 y 에 대하여 양의 응력성분을 가져야 하므로 굽힘 발생 모멘트에 

대한 양의 모멘트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때 굽힘에 의해 모재 내부에 발생하는 

굽힘 변형률(bending strain)과 곡률(curvature)의 관계는 순수 굽힘을 가정하

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y

R
RyRyxx =

−+
=

θ
θθε )()(



- 114 -

여기서 R은 곡률반경, θ는 각도(라디안)이다.

한편 곡률 k 와 곡률반경 R 그리고 굽힘 변형률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주

어지게 된다.

y
yRK xx )(/1 ε−

==

Hooke's Law에 의하면 등방성 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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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iaxial  stress-strain relatio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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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인가된 굽힘 모멘트 M과 이에 의한 곡률 k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유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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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iaxial tension stress를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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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zxx σσσ ==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박막에 인가되는 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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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지고 모재는 모재에 인가되는 힘, 즉 굽힘 모멘트 M에 의하여 굽어

지게 된다. 이 때 곡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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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막에 발생되는 응력 σ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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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이 바로 Stoney 공식이다.

여기서,  E : Young' Modulus,  v : Possion ration,   R : curvature, 

tf  : oxide thickness,   ts  : metal thickness 이다.

(3) In-situ bend test를 이용한 산화막 응력 측정 결과

정확한 실험을 위해 본격적 실험 전에 시편 홀더에 장착된 시편 모재의 두께

와 직경의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 최적화 결과 시편은 두께가 40㎛이고 직경 

20mm인 디스크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재연성이 뛰어나면서도 실험상의 어려

움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제작된 시편을 이용한 실험 후 산화막의 생성에 따라 시편에 곡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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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면 얇은 시편 보호를 위해 epoxy resin을 이용 동일한 곡률을 가진 

모형을 제작하고 구면계를 이용 여러 부분의 곡률을 측정하여 곡률반경 값의 

정확도를 높혔다.[그림 3.3.39]

이렇게 측정된 곡률반경의 결과를 Stoney 공식을 이용 여러 두께의 산화막

에 집중되는 응력을 구하 다. 그림 3.3.40의 실험 결과에서 보듯 이 실험에서 

얻은 산화막 두께에 따른 응력값 분포는 이론적인 예측 경향과 잘 일치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 실험을 통해 초기의 산화막

(0.0436 ㎛)에 가까운 시편을 제조하 고, 이 때 유발되는 응력이 최대 3.4 GPa

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 다는 것이다. 현재 더 얇은 산화막에 집중되는 응력

의 측정을 위해 실험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로써 지르코늄 금속 표면에 산

화막이 성장할 때 금속/산화막 계면에 ZrO2의 상변태를 유발할 수 있는 3 GPa

이 넘는 매우 큰 응력이 집중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연히 보여준 것이다. 

표 3.3.2에는 기존 연구자들이 측정한 최대 응력값과 이번 연구결과 측정된 응

력값을 비교 수록하 다. 현재 실험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수

소화된 시편의 산화막 내 응력 측정이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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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분석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화막과 금속/산화막 계면의 미세구조 분석은 과

연 수소화물이 침전된 경우 그 미세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러

한 변화가 제안된 것과 같이 계면에 축적되는 압축응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미세구조분석이 

이루어졌다.

가. EDX를 장착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분석

먼저 가장 산화가 잘 되는 순수 지르코늄을 대상으로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3.41은 수소화되지 않은 순수시편과 수소화물을 침전(607 ppm)시킨 

시편의 단면 모습으로 미세 사진 위의 숫자는 각 시편을 금속/산화막 계면으로

부터 바깥 산화면 쪽으로 진행하면서 분석하기 위해 표시하 다. 수소화물이 침

전된 순수 지르코늄의 TEM 분석 결과 수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그림 

3.3.42(a))과는 달리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10㎚ 두께 정도의 비정질층

(amorphous layer)이 관찰되었다(그림 3.3.42(b)). 이 결과는 이제까지 논의만 무

성했던 계면에서 초기 생성되는 산화물은 비정질을 띄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증거 자료이다. 또한 이러한 비정질층의 형성으로 계면에 

가까운 역의 산화막에서도 tetragonal phase의 ZrO2 형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3.3.43). 따라서 이들 결과는 산화막이 성장함에 있어 계면 가까이

의 수소화 침전물이 금속/산화막 사이의 격자구조 불일치에 따른 응력의 집중을 

비정질층을 통해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tetragonal ZrO2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계면응력 감소를 초래해 보호성 산화막인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비보호성 산화막인 monoclinic ZrO2의 생성이 촉진된다는 한 증거일 것이다. 

이와 동일한 실험을 지르카로이-4를 대상으로 수행하 는데 까다로운 TEM 

시편준비작업과 격자패턴 분석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일부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우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르카로이-4 시편의 실험 결과 예상한 것과 같

이 수소화물이 침전된 시편에서 다량의 microcrack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그

림 3.3.44).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 산화막 형성 시 계면에 집중되는 

응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정구조에 파단이 많이 발생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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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금속기지 내 morphology 또한 수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에 비

해 보다 조악하고 거칠어지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45(a)와(b)). 수

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에서 균일하게 다량 분포하던 금속기지 내 금속간 

석출물들은 수소화물이 침전된 시편에서는 그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 크기는 커

지는 경향이 있었다.

EDX 분석결과 큰 석출물일수록 Cr, Fe, Sn 함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소화물이 침전된 시편의 경우 수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보다 Cr, 

Fe, Sn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순수지르코늄, 지르카로이-4에 이어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K-alloy 연

구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Zr-1.5Nb합금에 대한 유사한 연구를 실시하

다.

실험결과 Zr-1.5Nb 합금 역시 Zircaloy-4 시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소화물

이 침전된 시편에서 금속기지 내 morphology가 수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

에 비해 보다 조악하고 거칠어지는 미세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3.46).

또한 수소화물이 침전되지 않은 시편에서 비교적 균일하게 다량 분포하던 금

속기지 내 석출물들은 수소화물이 침전된 시편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고 크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고(그림 3.3.47) EDX 분석결과 Zircaloy-4 합금과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큰 석출물일수록 Cr, Fe, Nb, Sn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수소화물이 침

전된 시편에서 이들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나. Raman Spectroscopy 분석

Raman 분광 실험을 위해 예비 산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실험에서 

Zircaloy-4 합금보다 Zr-1.5Nb 합금의 산화거동이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각

각의 시편 모두 수소가 침투된 시편의 산화 속도가 더욱 빨랐다(그림 3.3.48). 비

록 직접적인 산화막과 계면에서의 응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시편을 대상

으로 침전된 수소화물이 초기 산화막의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Raman 스펙트럼 분석연구를 수행하 다. Raman 분석은 그림 3.3.48에 명시하

듯이 무게증가 범위가 약 0∼40 mg/dm
2
의 초기 산화막 역에서 수행되었다.

이 분석을 위한 참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순도 99.9% 이상의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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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gonal ZrO2와 monoclinic ZrO2의 Raman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그림 3.3.49) 

이들 peak 범위를 실제 시편분석에 적용하 다. 그림 3.3.50과 그림 3.3.51 에는 

두 금속 표면에 산화막이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Raman peak의 변화를 도시하

다. 분석 결과 두 시편 모두에서 산화막이 성장함에 따라 초기 산화막에서 상

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tetragonal ZrO2 peak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두 금속 모두 수소화물이 침전되어 있는 시편에서는 초기 산

화막에서의 tetragonal ZrO2 성분이 수소화가 되지 않은 시편에서보다 충분히 측

정될 정도로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잘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정량 분석 기법[68-70]을 따라 순수 시편과 

수소화물이 침전된 시편에서 산화막의 성장에 따른 tetragonal phase ZrO2의 함

량을 측정하 다. 그림 3.3.52는 Zr-1.5Nb 시편의 결과로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48 ppm의 낮은 수소화물 침전된 시편에서도 tetragonal phase ZrO2

의 함량이 분명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르카로이-4의 경우 기

본적으로 Zr-1.5Nb 시편에서 보다 tetragonal ZrO2의 함량이 낮았지만 수소화물

의 침전에 따른 tetragonal phase의 감소는 Zr-1.5Nb 시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3.53).

마지막으로 이 Raman 스펙트럼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은 수소화물이 있는 경

우 없는 시편에서보다 안정된 ZrO2상의 형성이 늦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 

수소화물이 초기 산화막의 결정화를 지연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분석

앞의 연구 결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지 금속 내에 수소화물이 침전될 때 산

화막의 mopholog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장이온(Field Emission) SEM을 이용

해 조사하 다. 이 분석에는 산화막 두께가 8.8㎛인 1.0 wt%Nb 함유 신합금을 

사용하 다. 특히 일반적인 산화막 분석과 달리 산화막의 단면을 관찰하지 않고 

기지금속을 얇게 갈아낸 후 에칭액을 이용해 금속부분을 제거하여 금속과 산화

막 계면부의 산화막을 관찰하 다. 그림 3.3.54은 대량수소침투를 허용하기 전과 

후 산화막의 미세구조를 수록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량수소침투

를 허용하기 전의 산화막의 미세구조는 균열이나 기공과 같은 물리적 결함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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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부드럽고 조 한 구조를 보이는 반면 대량수소침투가 발생한 직후의 산

화막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금속과 산화막 계면 그리고 계면 근처의 금속과 산화막의 morphology를 

관찰하기 위해 역시 FE-SEM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3.55∼그림 3.3.58은 

한 예로 수소화물이 석출된 시편과 수소화물이 없는 지르카로이-4 시편의 산화

막 계면에서의 미세구조와 산화막 각각의 미세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SEM 분석을 통해 각 부분의 표면상 morphology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

으나 앞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라. EBSD (Electron Back Scattered Diffraction) 분석

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결정방향, 결정과 결정

입계 texture, 결정상 분포정보를 얻기 위해 EBSD 분석을 수행하 다. 실제 

EBSD 분석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매우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은 먼저 EBSD 시편을 제작하고 EBSD diffraction

을 통해 얻은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diffraction 패턴 실험 후 INCA program에 분석 시편의 phase data를 입력한 후 

SEM image를 통해 금속/산화막 계면을 확인하고 mapping 과정을 통해 계면에

서의 phase 분포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3.3.59는 이들 결과의 일부이다. 여

러 번의 다양한 반복 실험을 통해 EBSD pattern이 잘 확보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시편의 준비가 매우 까다롭고 분석의 재연

성(reproducibility)이 떨어져 본 실험의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번 연구의 내용이 기존의 EBSD 분석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EBSD 장치를 활용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 

일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미를 두고 이 분석실험을 종료하 다.

마. AFM (Atomic Force Microscopy) 분석

SEM 분석과 같은 목적으로, 산화막과 금속 그리고 계면에서의 morphology 분

석을 위해 AFM 분석을 시도하 다. 이 결과들을 그림 3.3.60∼그림 3.3.65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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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 다. 이들 미세조직 사진에서 금속과 산화막에서의 분명한 morphology 차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소화된 시편과 그렇지 않은 시편의 차이도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AFM image는 image processor에 의해 가공된 

image인 관계로 실제의 morphology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특히 그림 3.3.64와 그림3.3.65에서 보듯 금속/산화막 계면에서의 morphology도 

매우 부드럽게 image 처리되어 있어 그 계면의 경계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이었

다. 따라서 이 분석도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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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여러 가지 지르코늄 합금의 표준 조성

합금명
표 준 조 성 (mass %)

Sn Fe Cr Ni Nb Fe+Cr+Ni

Zircaloy-1 2.5

Zircaloy-2 1.2∼1.7 0.07∼0.20 0.04∼0.1 0.03∼0.08 0.18∼0.38

Zircaloy-3 0.2∼0.5 0.24∼0.4

Zircaloy-4 1.2∼1.7 0.18∼0.24 0.07∼0.13 0.28∼0.37

ZIRLO
TM

1 0.5 1

Ozhennite 0.5 1.2 0.1 0.1 0.1

Ozhennite 1.0 ( Sn+Fe+Ni+Nb ) = 1.0

Zr-2.5Nb < 0.01 < 0.15 < 0.02 < 0.07 2.4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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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지르코늄 합금 산화막 내에서 측정한 최대 응력값 비교

Author
(year)

Method
(Type)

Specimen Information
(Dimension)

Temperature
(℃)

Max. Stress
(oxide thickness)

D.H.

Bradhurst

(1970)

Curvature

Method

(Plate)

Zircaloy-2

(3.5 ㎝×0.63 ㎝×0.031 ㎝)
500

0.62 GPa

(2.5 ㎛)

H.S.

Gadiyar

(1975)

Curvature

Method

(Plate)

Zircaloy-2

(3.0㎝×0.5 ㎝×0.03 ㎝)
550

1.73 GPa

(0.85 ㎛)

F.

Garzarolli

(1991)

Curvature

Method

(Plate)

Zircaloy-4

(not recorded)
400

0.9 GPa

(0.5 ㎛)

This

Study

(2005)

Curvature

Method

(Disk)

Pure Zirconium

(Diameter : 20mm

Thickness : 40㎛)

400
3.4 GPa

(0.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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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지르코늄의 질소 함량에 따른 부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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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지르코늄의 주석 함량에 따른 부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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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ize(㎛) Shape Occurrence Substructure

1 0.2∼0.4 Spherical Very common Single crystal

2 0.4∼0.6 Ovoid Less common
Polycrystalline with twins and 

stacking faults

3 0.6∼1.0 Ovoid Rare

4 0.2∼0.3 Spherical Common Single crystal

5 0.3∼0.6 Rectangular Very common Banded by twins or stacking faults

6 0.6∼1.0 Angular Less common

그림 3.3.3(a) 지르코늄 합금의 금속간 화합물(Zr(Cr,Fe)2, Zr2(Ni,Fe))의

크기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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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b) β-열처리 전후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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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지르코늄 합금 β-열처리 후 Basket Weave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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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지르코늄 합금 부식에 미치는 annealing parameter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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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Stress relieved and recrystallized Zircaloy-4 튜브 산화거동 비교

(400℃부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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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Micrograph of typical stress relieved tubing showing distorted 

grains longitudinal section: polarized light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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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Micrograph of typical recrystallized tubing showing equiaxed grain 

structure and uniform distribu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 

particles  polarized light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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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지르카로이-2, 지르카로이-4, 1.0 wt%Nb 함유 신 합금 피복관의

300℃ 수소화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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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지르카로이-2의 대량수소화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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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지르카로이-4의 대량수소화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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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1.0 wt%Nb 함유 신 합금의 대량수소화 반응에 따른 무게증가 거동



- 137 -

그림 3.3.13 지르카로이-2, 지르카로이-4, 1.0 wt% Nb 함유 신 합금의 대량수소화 

반응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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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지르코늄 합금 내 수소 흡수 및 수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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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Hydrogen uptake behavior of zirconium alloys:

(a) Zircaloy-2, (b) Zircalo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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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Inferred percentage hydrogen uptake in Zr-2.5Nb samples exposed 

out-reactor to aqueous D2O at 250, 310, and 360℃, and from 

removed pressure tubes



- 141 -

그림 3.3.17. Hydrogen pickup of alpha-annealed Zircaloy-4 exposed in the 

ATR at 310 and 360℃ versus oxygen weigh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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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Hydrogen-to-oxygen weight gain ratio of alpha-annealed 

Zircaloy-4 exposed in the ATR versus 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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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a) Deuterium through-oxide-thickness depth profiles following 

exposures to D2O and D2 at 300℃

그림 3.3.19(b) Comparison of H quantitative depth profiles for ion-implanted 

standard material by SIMS RSF and IV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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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3.20. Deutrium through-oxide-thickness depth profiles in Zr-2.5 N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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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순수 시편과 수소 주입 지르카로이-4의 0.1 MPa, 500℃ 수증기 산화

에 의한 무게 증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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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반응 온도에 따른 Zircaloy-4의 순수시편과 수소주입시편의 수증기 

산화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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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지르카로이-4 순수 시편과 수소 주입 시편의 수증기 산화에 대한 

반응속도 비교 (pre-transition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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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지르카로이-4 순수 시편과 수소 주입 시편의 수증기 산화에 대한 

반응속도 비교 (post-transition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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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지르카로이-4 고압 수증기 산화에서의 순수 시편과 수소 주입 시편

의 산화량 비교 측정(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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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P(H 2)/P(H 2O) 분압비에 의한 Zircaloy-4의 무게증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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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Laboratory coordinate system (Li)과 sample coordinate system (Si)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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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산화막 두께변화에 따른 응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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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2㎛ 산화막에 분포된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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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Tetragoanl-ZrO2와 monoclinic-ZrO2의 XRD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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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지르코늄 금속과 산화막에서의 위치에 따른 hardness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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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지르코늄 금속과 산화막에서의 위치에 따른 modulus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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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Hardness and modulus of oxide without hydride (Zircaloy-4, 2㎛)



- 158 -

그림 3.3.34 Hardness and modulus of oxide with hydride (Zircaloy-4, 2㎛)



- 159 -

그림 3.3.35 Hardness and modulus of metal without hydride (Zircaloy-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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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Hardness and modulus of metal with hydride (Zircaloy-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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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지르카로이-4 표면 산화막 내 응력값[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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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8 Bend test에서의 curvatur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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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 산화에 의해 곡률이 형성된 시편 (죄측)

(b) 곡률 측정을 위해 본을 뜬 epoxy resin mold (우측)

그림 3.3.39 수증기 빔 이용 in-situ bend test 후의 시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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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0 순수 지르코늄 시편 표면 산화막 두께에 따른 산화막 내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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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순수 Zirconium의 금속/산화막 계면 이미지

(좌: 순수시편, 우: 수소침전시편 607 pp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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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a) 순수 Zirconium의 금속/산화막 계면 격자 이미지

(순수시편 i1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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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b) 순수 Zirconium의 금속/산화막 계면 격자 이미지

(수소침전시편 h1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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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수 Zirconium 계면에서 약 25 ㎚ 떨어진 위치에서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

(좌 : 순수시편 i2 위치, 우 : 수소침전시편 h2 위치)

(b) 순수 Zirconium 계면에서 약 110㎚ 떨어진 위치에서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

(좌 : 순수시편 i3 위치, 우 : 수소침전시편 h3 위치)

그림 3.3.43 순수 Zirconium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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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순수 Zirconium 계면에서 약 190㎚ 떨어진 위치에서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

(좌 : 순수시편 i4 위치, 우 : 수소침전시편 h4 위치)

(d) 순수 Zirconium 계면에서 약 230㎚ 떨어진 위치에서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

(좌 : 순수시편 i5 위치, 우 : 수소침전시편 h5 위치)

그림 3.3.43 순수 Zirconium의 산화막 격자 이미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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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ircaloy-4 금속/산화막 계면 이미지 (순수시편)

(b) Zircaloy-4 금속/산화막 계면 이미지 (수소침전시편 651 ppmH)

그림 3.3.44 Zircaloy-4의 금속/산화막 계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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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ircaloy-4 금속 내부 이미지 (순수시편)

[P1에 대한 EDX 결과]

[P2에 대한 EDX 결과]

그림 3.3.45 Zircaloy-4 합금의 금속 내부 형상 및 EDX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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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ircaloy-4 금속 내부 이미지 (수소침전시편 476 ppmH)

[P3에 대한 EDX 결과]

[P4에 대한 EDX 결과]

그림 3.3.45 Zircaloy-4 합금의 금속 내부 형상 및 EDX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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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r-1.5Nb 합금의 금속/산화막 계면 형상 (순수시편)

(b) Zr-1.5Nb 합금의 금속/산화막 계면 형상 (수소침전시편 52.4 ppmH)

그림 3.3.46 Zr-1.5Nb 합금의 금속/산화막 계면 형상



- 174 -

(a) Zr-1.5Nb 금속 내부 이미지 (순수시편)

[P1에 대한 EDX 결과]

[P2에 대한 EDX 결과]

그림 3.3.47 Zr-1.5Nb 합금의 금속 내부 형상 및 EDX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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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Zr-1.5Nb 금속 내부 이미지 (수소침전시편 52.4 ppmH)

[P3에 대한 EDX 결과]

[P4에 대한 EDX 결과]

그림 3.3.47 Zr-1.5Nb 합금의 금속 내부 형상 및 EDX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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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8 Zircaloy-4, Zr-1.5Nb 합금의 산화거동

(600℃, 0.1 MPa, 산소 분위기 Muffl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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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gonal ZrO2

그림 3.3.49 Monoclinic ZrO2와 tetragonal ZrO2상의 Raman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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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Zircalo-4 표면 산화막 성장에 따른 Raman peaks shif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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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Zr-1.5Nb 합금 표면 산화막 성장에 따른 Raman peaks shif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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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2 Zr-1.5Nb 합금의 산화에 따른 tetragonal상 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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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3 Zircaloy-4 합금의 산화에 따른 tetragonal상 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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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4 1.0 wt%Nb 함유 신 합금 산화막의 금속/산화막 계면부의

SEM morphology 

(산화막 두께: 8.8㎛, (a) 대량수소침투 전 (b) 대량수소침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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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Oxide morphology of Zircaloy-4 without hydride [2㎛,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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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6 Morphology at the metal-oxide interface of Zircaloy-4 without  

hydride [2㎛,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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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7 Oxide morphology of hydrided Zircaloy-4 [10㎛,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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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8 Morphology at the metal-oxide interface of hydrided Zircaloy-4 

[1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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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 Phase mapping results of zirconium oxide (interfa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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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AFM을 통한 oxide morphology (Zircaloy-4 without hydrid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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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1 AFM을 통한 metal morphology (Zircaloy-4 without hydrid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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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 AFM을 통한 oxide morphology (hydrided Zircaloy-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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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AFM을 통한 metal morphology (hydrided Zircaloy-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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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4 Morphology at the metal-oxide interface of hydrided Zircaloy-4

[10㎛,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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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5 Morphology at the metal-oxide interface of hydrided Zircaloy-4

[10㎛,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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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절 요약 및 결론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화가속화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연소용 지르코늄 합금 연구개발을 학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내 연소 중 핵연료 피복관에 침전되는 수소거동을 평가하고 

이 거동이 산화막의 특성과 산화가속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초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존 물성 점

검 및 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편 새로운 독창적인 실험방법을 개발하 고 2

차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수소화물 석출에 의한 산화 가속화 현상을 거시적, 미시

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이들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고연소 지르코늄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가속화 원인규명

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 다.

아래에는 이 연구결과의 요약과 결론을 정리하 다.

1. 지르코늄 합금의 기초 물성 평가

먼저 본격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 물성 자료를 수집/분석, 정리하 다. 이 연

구에서는 합금 원소와 열처리공정을 중심으로 지르코늄 합금 산화에 향을 미

치는 금속학적 물성을 점검하 고 지르코늄 합금의 열적, 기계적 물성자료를 수

집/분석하 다.

2.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 흡수기구 분석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와의 직

접 반응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원자로 내 운전 중 발생하는 노내 핵연료 피복

관 수소흡수와 수소화물 석출에 대한 해석적 분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재 

많은 논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 산화 과정에서 수소흡수의 역

할과 그 메카니즘에 대한 분석과 모델 제안이다.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의 직접 

반응은 일정 시간의 잠복기(incubation time)를 거친 후 급격히 반응하며 이때의 

반응은 반응률이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직선속도법칙(linea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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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을 따르는데 400℃이하의 저온에서는 수소의 기지 내 확산 지연에 따라 직

선속도법칙에서 반응이 약간 지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내 핵연료 피복관 수소화물 석출에 대한 해석적 분석 결과 피복관 외면에서

부터 서서히 수소화 침전물층이 형성되는데 이 층의 성장률은 산화막 성장률과 

비교될만한 것으로 드러나 좀 더 정확한 동력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분석된 수소의 흡수 메카니즘은 수

소의 단순 확산흡수 과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부분적인 수소이온 

transport에 관한 모델이 제안되었다.

3.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동 향 평가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노내 운전조건에서만 수소화물이 산화가속화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르코늄 합금 내에 수소화물이 석출될 경우에도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거동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

었다. 먼저 500℃, 0.1 MPa, 수증기 분위기에서 수소 침투량을 변수(697, 3300, 

3824 ppmH)로 한 실험과, 667 ppmH의 수소를 침투시킨 시편과 순수 시편의 55

0∼700℃, 0.1 MPa에서의 수증기 산화 실험을 통하여 수소화물에 의한 향이 

온도 변화보다 수소 침투량의 차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하 다. 

또 지르카로이-4 수증기 산화 거동에 대한 압력의 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으로 다양한 수소함유량 (115, 230, 350, 606, 1479 ppmH)의 지르카로이-4 시편을 

400℃의 온도에서 72시간 동안 0.1∼ 20.0MPa까지 압력 (0.1, 7.5, 13.5, 20.0

MPa)을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결과 수소 침투량이 낮은 역 (380 ± 10℃)에서는 

압력에 따른 산화량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소 침투량이 높은 역 

(420 ± 10℃)에서는 압력 증가에 따라 큰 산화량 증가를 보 다. 이로써 압력 증

가나 온도에 의한 향도 산화량 증가에 기여하지만, 수소 침투량에 의한 향이 

더욱 지배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고연소도용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1.0 wt%Nb을 함유한 신 Zr합금에 대해서도 

수소화물에 의한 향을 평가하 는데 그 결과 순수 지르카로이-4의 거동에 비

해 초반에는 산화량이 많으나,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양이 역전되어 고연소도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소화물에 의한 향은 오히려 지르카로이



- 196 -

-4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증기 산화에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수소흡수의 향을 좀 더 확대해 보

기 위해 수소/수증기 비율을 변화시켜 가면서 500℃ 하에서 산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결과 역시 반응초기에 다량 침투된 수소가 수소화물로 성장하면서 이 

수소화물이 그 침전량에 비례해 이후 진행되는 산화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내 응력평가

이상의 실험 결과와 그 사이 이루어진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르

코늄합금에 축적되는 수소화물이 수소화물 고유의 취성으로 쉽게 파단을 일으킴

으로 산화 초기 금속/산화막 계면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해 계면에 축적되는 압

축응력을 완화시켜 높은 응력 하에서만 안정하게 생성되는 보호성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불안정하게 하고 더 나아가 비보호성 산화막인 monoclinic ZrO2

로의 상변태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정리하 다. 따라서 이 논리를 증

명하기 위해 두 갈래의 연구 즉, 산화막 내 응력평가와 산화막 내 미세구조 변화

에 대한 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산화막 내 응력평가 연구는 전형적인 bend 

test와 XRD를 이용한 응력평가를 수행하 으나 초기 산화막 내 응력집중을 측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증기빔을 이용한 in-situ bend test장치

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 증기 분자빔 이용 in-situ bend test 장치를 

사용하여 초기 산화막 (0.0436 ㎛) 에 가까운 시편 제조에 성공하 고, 이렇게 측

정한 곡률반경의 분석을 통해 이 산화막 내에 집중된 응력이 보호성 

tetragonal-ZrO2의 형성에 필요한 3 GPa 보다 큰 3.4 GPa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

다. 이로써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실험적으로 측정이 어려워 진전되지 않았

던 응력 향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5. 수소침전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미세구조 및 특성분석

산화막 내 응력평가 결과에 이어 TEM 분석을 통해 순수 zirconium의 경우 수

소침투를 시킨 시편에서 금속/산화막 계면(interface)에서 비정질층(amorph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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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이 약 10㎚ 두께로 형성되어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 다. 이 비정질층은 수

소화물이 계면에서 보호성을 띈 tetragonal 산화막 형성에 필요한 응력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수소침전이 이루어진 

Zircaloy-4 합금 시편의 산화막에서는 다량의 미세균열(microcrack)이 관찰되어 

금속/산화막 계면 결정구조 불일치로 계면에 집중되는 응력이 계면수소화물의 

취성으로 계면에 미세 fracture가 발생하고 이러한 fracture가 바로 응력집중 완

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수소화 침전물이 보호성 

tetragonal ZrO2 산화막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Zircaloy-4와 Zr-1.5 Nb 합금을 대상으로 Raman spectrum 분석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이 두 합금 모두 초기 산화막에서부터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tetragonal ZrO2의 peak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해 지르코늄 합금 내 특히 계면에 침전되는 수소화물은 그 특유

의 취성으로 인해 금속/산화막 계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해 집중되는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micro-fracture를 유발, 응력집중을 완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높

은 응력에서 안정한 보호성 tetragonal ZrO2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비보호성 

monoclinic ZrO2상으로의 상변태를 촉진해 산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이 실험

적으로 증명되어 좀 더 총체적인 메카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 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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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절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 개발에 대한 제언

지난 수 십 년간의 연구개발과 원자로 내 연소 경험은 지르코늄 합금의 내부

식성이 적절한 합금의 조성과 이 합금의 미세구조를 조절하는 열처리에 의해 좌

우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실제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적절한 합금 조성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열처리 방법도 내식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비록 적절한 합금 조성이 이루어지더라도 열처리를 통해 적절한 미세구조

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뛰어난 내식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적인 사실 이외에 지르코늄 산화에 대한 근본

적인 메카니즘이 아직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있어 적절한 합금 조성과 열처리

가 어떻게 내식성을 향상시키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비록 전체

적인 메카니즘의 규명에는 부족하지만, 다행히 이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결과는 지르코늄 피복관의 산화 과정 특히 산화의 가속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금

속과 산화막의 경계면에 집중되는 압축 응력에 의해 생성되는 보호성 산화막인 

tetragonal ZrO2가 얼마나 안정한가 그리고 이 산화막이 비보호성 산화막인 

monoclinic ZrO2로 얼마나 빨리 상변태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연소에서도 산화가 지연될 수 있는 지르코늄 합금의 개발은 당연히 

이러한 tetragonal ZrO2의 안정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monoclinic ZrO2의 

상변태를 지연시킬 수 있는 지르코늄 합금 성분을 찾아내고 이를 적절한 미세구

조를 갖도록 하는 열처리 조건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르코늄 합금 내 합금 원소들은 열처리를 통해 적절한 크기와 성

분 그리고 모양을 갖춘 금속간 화합물을 형성해 tetragonal ZrO2 형성의 씨앗이 

됨과 동시에 monoclinic ZrO2로 천이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아직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Nb 같은 원소들은 이러한 금속간 화합물

을 좀 더 안정화시킴으로써 내식성 향상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합금 조성을 찾기 위한 연구 개발의 한 방향은 이와 같이 금속

간 화합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원소를 찾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고연소에 따른 중성자의 장기 조사가 바로 이 금속간 화합물의 크기와 

조성에 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산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연구 보고들은 이 금

속간 화합물의 안정화가 지르코늄 합금의 내식성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

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수소 원자와 같이 상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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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시키는 원소들을 끌어들이는, 예를 들면 Ni과 같은 원소는 당연히 대상 

원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은 

지르코늄 합금 내 금속간 침전물이 바로 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침투 경

로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많은 스테인레스 계통 합금에서 보듯, 이러한 상변태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르코늄 내 고용원소들을 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 경우 이러한 고용체 형성 원소의 첨가와 열처리는 분리해서 생각

될 수 없으므로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 불순물로만 여겼던 탄

소 원자가 지르코늄 합금에 일정 함량 이상 주입되면 β-열처리를 통해 내부식성

이 뛰어난 basket-woven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지르코늄 합금의 미세구조 조절을 위해 현재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는 β-열처리 방식이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 열

처리는 지르코늄 합금 내 금속간 침전물의 크기와 조성 그리고 모양과 분포를 

조절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이므로 합금 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열처리 이론에 관한 정확한 메카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므로 열처리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절한 조성을 가진 지르

코늄 합금에 대한 최적의 열처리 공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연

소용 지르코늄 합금의 경우 산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소가 산화가속화의 주범

이라는 사실과 합금 기지 내 금속간 침전물이 이 수소의 흡입 통로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통상적인 미세구조 조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소 침투

를 가능한 차단할 수 있는 금속간 침전물의 크기, 조성 그리고 분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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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4.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화가속화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연소용 지르코늄합금 연구개발을 학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핵연료의 노내 연소 중 피복관에 침전되는 수소거동을 평가하

고 이 거동이 산화막의 특성과 산화가속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 다. 

연구 초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존물성 점검 및 분석연구 등을 수

행하여 지르코늄 합금과 수소와의 반응속도 산출 및 수소흡수 메카니즘에 대한 

정성적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지르코늄 합금의 수소흡수기구에 대한 현상학적 연

구를 수행하 다. 또한 각각의 실험인자(수소화물 석출, 압력, 수소/수증기 비율)

를 변화시키면서 산화거동 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이러한 수소흡수기구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와 수소화물에 의한 산화거

동 향 평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화가속화의 주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메

카니즘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미시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 다. 

연구 수행 과정 중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긴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

로운 실험방법을 개발하 고 결국 2차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수소화물 석출에 의

한 산화 가속화 현상을 거시적,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고연소 지르코늄 핵연료 피복관

의 산화가속화 원인규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르코늄 합금 산화 거동 연구에 필수적인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산화 거동에 대한 산화막의 역할에 관한 현상학적인 거시적 연구와 더

불어, 금속/산화막 계면에서의 응력 측정, 수소화물 석출에 따른 계면 미세조직의 

분석 등 미시적 분석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연구 개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

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인 산화막 특성평가 및 거동에 대해 성공적으로 평가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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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절 연구개발의 대외 기여도

이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추진하고 있는 Gen-IV 응용을 포함한 고온-고연소-

고효율 핵연료 피복관 개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지르코늄 합금 부식 거동 

연구에 필수적인 산화막의 특성 평가 및 산화 거동에 대한 산화막의 역할에 관

한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 완료하 다. 이러한 고온-고연소용 핵연료 피복관의 경

우 아직 경험적인 연구결과 이외에 지르코늄 산화에 대한 근본적인 메카니즘이 

아직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원자력 재

료 과학기술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며 연구 수행 기간 중 생산된 실험 자

료와 연구 분석 결과들은 매우 가치있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긴요한 자

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실험방법과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이번 연구결과는 경수로

형 원자로의 신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연구에도 직접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형 핵연료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전체 원자력 산

업의 활성화와 그 경제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고연소 

핵연료 피복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기초/기반기술을 

확고히 하고 핵연료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아울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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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이 연구는 Zr 합금의 부식 거동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산화막 특성과 그 특

성의 향을 근본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새로이 밝혀낸 사실들은 피복관 신 합금 제조기술과 고연소/장주기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 피복관의 거동 및 성능 향 평가연구 등에 필수적인 중요 

실험 자료로써 이 분야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 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산화가속화에 지배적 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수소화물 석출 향에 대한 실

험적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연구 분석 결과는 Gen-IV 신형 원자로

용 핵연료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형 원자로의 

신형핵연료 개발을 위한 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연구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형 핵연료 개발 및 국산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신 합금 개발연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핵연료 피복관의 부식거동에 대한 종합적인 메

카니즘을 이해하고 고연소․장주기로 변화하는 원자력 발전에서 핵연료 피복관

의 부식 억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해 낼 수 있는 등 원자력 과학 기술의 기반을 확고히 함으

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기술자립을 통

한 신뢰구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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