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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일체형원자로 재료 부식특성 평가 (III)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일체형원자로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원자로이므로 운전환경

과 사용되는 재료가 기존의 국내 상용원자로와 확연히 다르다. 일체형원자로는 

무붕산 암모니아 수화학 조건에서 운전될 뿐만 아니라 기존 상용로에서 생소한 

재료(예, PT-7M, PT-3V)나 여러 가지 접합기술이 응용되고, 매우 다양한 종

류 및 형태의 재료(stainless steel계, Incoloy계, Zr합금계, 자성재료, 등)가 이

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체형원자로 주요 부품재료인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핵

연료피복재, CEDM 재료, 접합재료, 압력용기 피복재 등에 대해 암모니아 수화

학 조건에서 장기간 부식시험을 수행하여 부식거동, 부식속도, 수화학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일체형원자로 최적의 재료설계를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원자로를 모사할 수 있는 Loop 부식 시험장치나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다양한 부품재료에 대한 부식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일체형원자로 재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PT-7M, PT-3V, ASTM Gr. 5, ASTM Gr. 9, 

ASTM Gr. 2, Inconel-900, Inconel-690, Incoloy-800

- 핵연료피복재 재료: Zr-1.0Nb, Zircaloy-4, A

- CEDM 재료: Ball bearing(SS440C), Ball screw(Incoloy-925), Gear 

(Incoloy-925, ASTM A638), 자성(SS403):비자성(SS321), 

자석재료(Nb -Fe-B)

- 이종금속(Brazing) 재료: 전열관/SS(PT-7M:SS321)

- 용접(Welding) 재료: Ti합금(PT-7M:PT-7M, PT-7M:PT-3V, 

PT-3V: PT-3V), 자성:비자성(SS430:SS321)

- 압력용기 피복재 재료(SS321)

이와 같은 다양한 일체형원자로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부식시험 장치를 이용하

여 최대 1000일 까지 특성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 일체형원자로 수질모사 Recirculating Loop 부식시험 장치

․ 온도: 360oC

․ 압력: 2750 psi

․ pH=9.98 ammonia water

․ DO, DH, Conductivity 제어

- 일체형원자로 가동온도 모사 Recirculating Loop 부식시험 장치

․ 온도: 300oC

․ 압력: 2100 psi

․ pH=9.98 ammonia water

․ DO, DH, Conductivity 제어

- CEDM 재료 Static Autoclave 부식시험 장치 

․ 온도: 120oC

․ pH=9.98 ammonia water

IV. 연구개발 결과

- 부식특성 평가 

◌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Ti합금(PT-7M 및 PT-3V)은 

100, 200, 450, 750일에서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하였으며, 1000일 장기부식

을 수행하였을 때 무게증가량은 약 25 mg/dm2로 매우 낮은 부식량을 보였고 

합금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서방의 대체재료인 ASTM Gr. 5, 

Gr.9, Gr.2 Ti합금 역시 1000일 부식시험에서 10~20 mg/dm2의 매우 양호한 

장기 부식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Incoloy-800은 1000일 동안 5 mg/dm2 이내

의 무게 증가량을 유지하였으나 Inconel-690은 ±10 mg/dm2 범위에서 무게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는 거동을 보였다. PT-7M 및 PT-3V Ti합금의 수소흡

수율은 6~8 ppm/yr로 서방의 ASTM Gr. 5, Gr. 9, Gr. 2 서방 Ti합금의 수소

흡수율(9~31 ppm/yr) 낮은 값을 보여 일체형원자로 증기발생기 수명(약 30년) 

말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전열관에 흡수되는 수소는 200~250 ppm 정도일 것으

로 예측되었다. 부식특성, 수소특성, 강도특성 및 crud 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PT-7M 및 PT-3V 재료는 서방세계의 Ti 재료 및 Inconel 합금에 비

해 우수한 성능을 갖는 재료로 평가된다.



◌ 핵연료피복재 재료

약 1 μm 예비 산화막이 형성된 Zr-1.0Nb 핵연료 피복재는 1000일 동안 

천이현상 없이 동일한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1000일 후 무게 증가량은 약 

125 mg/dm2로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으며 이때 유입된 수소는 41 ppm으

로 연간 15 ppm으로 흡수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수소흡수율은 16%를 나타냈

다.  

◌ CEDM 재료

일체형원자로 CEDM은 약 120oC에서 유지되므로 이 온도 조건에서 부식시

험이 수행되었다. Ball bearing으로 사용되는 SS440C는 300일 부식시험 이후 

제조업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독일산 제품이 일본산 제품에 비해 매우 

양호한 부식특성을 보였다. Ball screw 재질인 Incoloy 925는 연속적인 무게감

소를 보이는 부식거동을 보였으며, 자성(SS321):비자성(SS430) 용접재료는 시

험온도에 따른 거동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무게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였

다. 또한 기어(감속기어, 위성기어)로 사용된 Incoloy 925, ASTM A638은 부

식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무게 감소를 보였다. 자석 재료인 Nb-Fe-B는 암모니

아 수용액에서 30일 만에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매우 취약한 부식특성

을 보였다. 

◌ 이종금속 재료

이종금속(PT-7M:SS321) coupling에 따른 부식특성은 PT-7M의 면적이 

감소할수록 PT-7M의 부식속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두 금속간 면적비 차이에 

따라 SS321의 부식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 용접재료

PT-7M:PT-7M을 용접하여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200일 이전에는 용

접시편이 base(비용접) 재료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부식량을 보였으나  그 

이 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T-3V:PT-3V 용접시편은 PT-7M과 

달리 용접부의 부식량이 1000일 후 약 1,5~2배 증가하는 경향이 확연하였다. 

한편, PT-7M:SS321을 brazing 용접한 경우에 용접부가 부식용액에 노출되지 

않으면 부식량은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압력용기 피복재료

일체형원자로 압력용기 내면 피복재로 고려되는 SS321의 부식특성은 무게 

증가 및 감소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부식거동을 보였으나 그 변화량은 10 

mg/dm2 이하로 크지 않았다. 

- 수화학 영향평가 

◌ 암모니아 농도(pH) 영향

PT-7M Ti합금은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면 부식량이 증가하여 pH=9.98과 

pH=11.13에서 600일 부식량은 pH=7에 비해 각각 2배 및 3배를 보였다. 그러

나 암모니아 농도에 의한 pH변화에 따라 Zr-1.0Nb Zr합금의 부식량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용존산소 및 용존수소 영향

부식시험 용액 내 용존산소 차이에 의해 초기 PT-7M 합금의 부식량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 용존 산소를 30 ppb 이하로 제어하면 부식량이 8 ppm 으로 시

험한 경우보다 부식량이 감소하였으나, 350일 이후에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 

Zr-1.0Nb 합금은 용존산소 차이에 따라 부식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 600일 

부식시간 기준으로 용존산소가 30 ppb에서 8 ppm으로 증가하면 약 10% 높은 

무게증가량을 나타냈다. 

- 전열관 재료의 기계적 특성평가

PT-7M을 500~1000oC에서 열처리한 후 상온 인장특성을 평가한 결과, 

800oC 까지는 인장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시험온도를 400oC까지 

증가시키면 인장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하는 전형적인 인장특성을 보였

다. PT-7M 합금에 포함된 수소량이 100ppm을 초과하면 연신률은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재료부식 기술현황

일체형원자로 핵연료피복재로 사용되는 Zr합금에 대한 nodular 부식기구, 

nodular 부식에 미치는 운전인자 및 재료인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SMART 운전환경에서 nodular 부식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테

인레스 강의 부식반응에서 생성되는 산화막의 특성 및 부식기구를 고찰하여 스

테인레스 강의 부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V. 연구개발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된 일체형원자로 재료의 부식특성 시험결과는 일체형원자

로 운전환경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의 열화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

들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재료에 대한 비교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부식시험 결과는 일체형원자로 재료선정 및 수화학 지

침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실증로 인허가시 입력자료로도 응

용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레스강 부식에 따른 crud 생성속도 및 Zr

합금의 nodular 부식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는 주로 중성자를 배제한 분위기에서 시험한 결과이므로 이들 특

성을 입증하기위한 노내시험 등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PT-7M 및 PT-3V 재

료의 중성자 시험과 수소취화시험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UMMARY

I. Project Title

Evaluation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SMART Materials(III)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materials used in the core of SMAR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WR since SMART is newly developed reactor by a domestic 

inherent  technology. SMART would be operated in the ammonia water 

chemistry without the addition of boric acid to coolant and would require 

the new type materials (e.g. PT-7M , PT-3V) and various joining 

technologies as well as many kinds of materials such as stainless steels, 

Incoloy, Zr alloy, magnetic alloys, etc.  So, the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materials to be used in the steam generator tubes, fuel 

clad, CEDM, joining parts, and PRV inner-clad in SMART should be 

evaluated systematically in the SMART operation conditions so as to 

examine the corrosion behaviors, corrosion rates, and water chemistry 

effec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optimal material desig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In this study, the corrosion evaluation of the SMART materials had 

been performed in a SMART-simulated Loop Corrosion System and a 

Static Autoclaves and the used material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Materials for steam generator tubes: PT-7M, PT-3V, ASTM Gr. 

5, ASTM Gr. 9, ASTM Gr. 2, Inconel-900, Inconel-690, 

Incoloy-800

- Materials for fuel clad: Zr-1.0Nb, Zircaloy-4, A

- Materials for CEDM: Ball bearing(SS440C), Ball 

screw(Incoloy-925), Gear (Incoloy-925, ASTM A638), Magnetic 

metal (SS403): non-magnetic metal(SS321), Magnet(Nb-Fe-B)

- Brazing materials: SG tube/SS(PT-7M:SS321)

- Welding) materials: Ti-alloys(PT-7M:PT-7M, PT-7M:PT-3V, 

PT-3V: PT-3V), Magnetic metal (SS403): non-magnetic metal 



(SS321)

- Materials for RPV inner-clad (SS321)

For these materials, the long-term corrosion tests were carried out for 

1000 days by using the following apparatuses. 

- Recirculating Corrosion Loop to simulate SMART water chemistry 

․ Temp.: 360oC

․ Pressure: 2750 psi

․ pH=9.98 ammonia water

․ Controlled DO, DH, and conductivity

- Recirculating Corrosion Loop to simulate SMART operation 

temperature

․ Temp.: 300oC

․ Pressure: 2750 psi

․ pH=9.98 ammonia water

․ Controlled DO, DH, and conductivity

- Static Autoclaves for the CEDM materials 

․ Temp.: 120oC

․ pH=9.98 ammonia water

IV. Results of the Project

- Evaluation of corrosion characteristics

◌ Materials for SG tube

Corrosion behavior of the Ti-alloys (PT-7M 및 PT-3V) for SMART 

SG tube showed transition at 100, 200, 450, and 750 exposure days, 

the weight gains of the alloys after the 1000-day-corrosion were about 

25 mg/dm2 regardless of the compositions.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ASTM Gr. 5, Gr.9, and Gr.2 Ti-alloys, which were western 

materials for the substitutions of PT-7M and PT-3V, were as good as 

10~20 mg/dm2 after the corrosion for 1000 days. During the 

1000-day-corrosion test, however, the weight gain of the Incoloy-800 

was lower than 5 mg/dm2 and Inconel-690 showed a cyclic corrosion 

behavior within ±10 mg/dm2 range. While the hydrogen pick-up rates 



of the PT-7M and PT-3V were in the range of 6 to 8 ppm/y, those of 

the ASTM Gr. 5, Gr. 9, and Gr. 2 Ti-alloys were ranged from 9 to 31 

ppm/y. It was estimated from these test results that the gross hydrogen 

contents would be 200~250 ppm by the corrosion reaction during the 

operation life (about 30 years) in SMART SG tube. Regarding corrosion 

characteristics, hydrogen pick-up and mechanical properties as well as 

crud generation, PT-7M and PT-3V showed superior performance 

compared to western materials such as Ti and Inconel alloys.

◌ Materials for fuel clad

The pre-oxidized(~1 μm) Zr-1.0Nb cladding did not show the same 

corrosion rate without exhibiting any transition during 1000 days.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oxidized cladding was as good as 125 

mg/dm2, and the total hydrogen were detected to be 41 ppm (i.e. 

HPUF=16%) after the 1000-day-corrosion test. 

◌ Materials for CEDM 

The corrosion test for the CEDM materials was performed at 120oC 

in a static autoclave. SS440 as a ball bearing showed a different 

corrosion properties depending on the manufacturer. That is, corrosion 

properties of the SS440 manufactured in Germany was superior to that 

in Japan. Incoloy 925 as a ball screw showed a continuous weight loss 

in corrosion behavior, and the corrosion behavior of SS321:SS430 

welded materials was a cyclic one although it depended on the test 

temperature. And the weight gains of the gear materials (reduction gear: 

Incoloy 925 and satellite gear: ASTM A638) were reduced as the 

exposure time increased. The magnet of Nb-Fe-B was too week to 

survive after the corrosion for 30 days, which could not evaluate its 

corrosion properties. 

◌ Brazing materials

The PT-7M's corrosion rate of the brazing materials coupled with 

PT-7M:SS321 decreased when the its surface area ratio to SS321 



decreased. But the corrosion rates of SS321 did not changed with the 

surface area ratio. 

◌ Welding materials

When the PT-7M:PT-7M welded materials were tested in the 

ammonia water condition, the weight gains of the welded materials were 

as high as 2 times, compared with the base ones, before the 200 days. 

But the weight gains between the two materials could not be 

distinguished after the exposure time. In the case of the PT-3V:PT-3V 

welded materials, the weight gains of the welded sample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base ones (2~3 factors). It is recommended that the 

brazing part of PT-7M:SS321 brazed materials should not be disclosed 

to the corrosion environment to reduce the corrosion rate as low as 

possible.

◌ Materials for RPV inner-clad

The corrosion behavior of RPV inner-clad (SS321) was seen a cyclic 

behaviors with the up-and-down weight changes less than ±10 

mg/dm2.

- Evaluation of water chemistry effects 

◌ Effect of ammonia concentration (pH)

As the ammonia concentration (namely, pH) increased, the weight 

gains of PT-7M with pH=9.98 and 11.13 increased to twice and triple 

values,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case of pH=7 at the 

exposure duration of 600 days. The corrosion properties of Zr-1.0Nb 

was not dependent on the ammonia concentration. 

◌ Effect of dissolved oxygen

It was observed that the corrosion behaviors of PT-7M was changed 

with the variation of the dissolved oxygen. The weight gain of the 

Ti-alloy was reduced by the decrease of the dissolved oxygen before 

the exposure time of 350 days. After that, however, the dissolved 



oxygen did not affect th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alloys. In the case 

of the Zr-1.0Nb alloy, the dissolved oxygen affected significantly the 

corrosion properties of the Zr-alloy and at 600 days, the weight gain in 

30 ppb oxygen-dissolved condition was as low as 10% compared with 

that in 8 ppm condition. 

-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PT-7M

From the tensile test results at room temperature for the annealed 

specimen from 500 to 1000oC, the tensile properties of PT-7M did not 

changed with the annealing temperature. But the elongation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est temperature up to 400oC. The hydrogen 

embrittlement of PT-7M alloy was observed by the reduction of 

elongation in the samples with more than 100 ppm. 

- State-of-the-arts of material corrosion

The technical analysis on the operational and material parameters of 

the Zr-alloy nodular corrosion was widely performed to understand the 

nodular mechanism of the alloy and the controlling parameter of the 

Zr-1.0Nb nodular corrosion was carefully investigated in the SMART 

operation condition. And the state-of-the arts review study on the 

stainless steel corrosion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oxide 

properties and corrosion mechanism of the steel.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SMART materials corrosion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this study could be applicable in the field of the 

degradation of the materials under the operation condition and could be 

used as the reference data for the material selection in SMART. 

Especially, these results could be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e SMART 

water chemistry guide and as basic data for the licensing of the 

verification reactor. Furthermore, the symmetric studies on the stainless 

steel corrosion and the Zr-alloy nodular corrosion is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Since these results are mainly focused on the unirradiated condition, 

in-pile experiment of the SMART materials are required to verify their 

performance in actual condition. In particular, the neutron irradiation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in-pile hydrogen embrittlement 

experiments of the PT-7M and PT-3V should be quantitatively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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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연구로의 유체계통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기기는 

노심, 증기발생기, 가압기, 주냉각펌프 및 제어봉 구동장치 (CEDM) 등으로 구

분된다[1.1-2]. 주요 기기의 재질은 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피복재는 

Zirconium(Zr) 합금이고 증기발생기는 Titanium(Ti)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그외 다른 기기들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있다[1.3]. Zr 합금은 낮은 열중성자 흡수성, 우수한 내식성 및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i 

합금은 내식성과 비강도, 고온 기계적 특성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하여 증기 발생

기 전열관용 소재로 고려되고 있다 [1.4 - 13]. 이것은 SMART 연구로에 사용

되는 소재의 특징 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PWR 증기 발생기 전열관용 Ni 합금과 

구별된다. 

  SMART 연구로 일차 계통수는 기존 PWR과 달리 무붕산 암모니아 수화학을 

채택하고 있다. 원자로 냉각재의 pH 제어용 화학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이유

는 부식 및 부식 생성물의 흡착을 억제하며, 방사분해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이

다. 그 결과 가압기 가스는 물에 용해도가 매우 높은 질소 (15 MPa 압력에서 

δ=1.8ℓ/kg)를 사용한다 [1.3]. 특히 SMART 연구로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 

동안이나 계획정지 기간에 특별히 제작된 정화설비를 이용하여 원자로 냉각재를 

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심재료의 부식을 억제하고 부식생성물의 축적

으로 인한 방사선 준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 및 수화학 제어 기

술의 확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암모니아 수화학 분위기에서 SMART 연구로 재

료의 부식 거동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암모

니아  수화학 범위 (pH 9.5 - 10.5 at 25℃)에 따라 SMART 연구로 재료의 

부식 거동은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SMART 연구로 재료의 부식 거동을 평가하는 것

은 재료의 건전성 확보 및 수화학 운전 지침 개발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수화학 조건에서 recirculating loop system 및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SMART 연구로의 주요 노심 재료인 피복관용 Zr 합금, 

전열관용 Ti 및 Ni 합금 그리고 다양한 CEDM 재료에 대한 부식시험을 수행하



였다. 그런데 핵연료 피복재인 Zr 합금이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Ti 합금은 고온수용액에서 부식이 일어날 때 연속적으로 무게 증가가 발생

하는 반면, Stainless steel 및 Ni 합금 등은 부식기구에 따라 무게가 증가할 수

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즉, 부식반응은 첫째 anodic dissolution, 둘째 

Cr-rich 내층 산화막 형성, 셋째 Fe-rich 외층 산화막 형성, 넷째 외층 산화막

의 용출 등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이 네 가지 반응 중 어느 반응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무게가 감소 혹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재료들을 

동일한 용기 내에서 부식시험을 하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영향을 배제하고 보다 정확한 부식결과를 얻기 위

하여 Ti autocl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loop 내에서는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건으로 Zr 및 Ti 합금의 부식시험을 수행하였고, stainless steel(SS) 

autoclave를 이용하여 제조한 loop 에서는 30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

건으로 Ni 합금 및 stainless steel의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CEDM 재료

는 SMART 가동조건과 유사한 12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건으로 

static autoclave 내에서 부식시험을 하였고, 1000일 동안 수행한 부식시험 결

과들을 분석하여 부식속도를 평가하였다.  

  Zr 합금 및 Ti 합금은 부식 반응 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수소가 모재 금속으로 

흡수되어 수소화물이 형성되며 이 수소화물이 재료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식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모재에 흡수되는 수소의 양 및 

수소의 흡수율 측정이 중요하다. 특히 증기발생기의 전열관은 수명 말까지 장기

간 사용되는 동안 수소의 흡수가 계속 일어나므로 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Ti 

합금은 수소흡수에 의한 수소취성이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부식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Zr 및 Ti 합금의 수소 흡

수량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고, Ti 합금의 경우는 수소의 흡수량에 따른 수소 취

성을 평가하여 수명 말기에서 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 1 절 평가 재료

  부식특성 평가재료는 SMART 원자로 증기발생기 전열관용 Ti 및 Ni 합금, 핵

연료 피복재용 Zr 합금, 각종 CEDM 재료, 이종금속 재료, 용접재료 및 압력용

기 피복재인 SS321 등이다 (표 2.1). 

1.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료

  PWR 전열관용 재료는 Inconel-600이나 Inconel-690과 같은 Ni기 합금인 

반면, SMART 원자로 전열관용 소재는 Ti 합금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PWR에

서는 U-type 전열관인 반면, SMART에서는 1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주위의 공

간을 흐르며 2차측 냉각재가 전열관 안쪽을 흐르는 관류형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에서 제조한 PT-7M titanium 합금 튜브를 확보하여 부

식 거동을 평가하였다.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지정한 이 합금의 

CAS Resistor Number는 “66082-54-0”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화

학시험연구원에서 이 합금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CAS 등록 조성과 함

께 표 2.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은 PT-7M 합금 튜브의 종단면에 대한 TEM 미세조직 사진이다. 이 

합금은 완전히 재결정된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재결정 조직의 결정립 크기는 약 

30 μm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이 합금 제조 공정에서 마지막 extrusion 후 

annealing 온도가 고온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행하여진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

로 소성 가공한 α-titanium 합금의 잔류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약 800℃

에서 1 시간 전후 혹은 약 600℃에서 2 시간 전후에서 행한 후 로냉 또는 공냉

으로 이루어진다(단, 순수 Ti의 경우 열처리 온도는 400～600℃).  

  그림 2.2는 PT-7M 합금의 second phase particles (SPP)에 대한 

TEM/EDS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금의 부식 거동은 기지 금속 내에 형

성된 제 2상의 평균 크기 및 분포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1～3]. 이 합금의 석출물은 대부분 Fe-rich intermetallic TiFe phase 

(simple cubic, a = 0.2976 nm)로 확인되었으며, 이 석출물은 대부분 matrix 

및 grain boundary에 균일하게 관찰되었다. 기지의 조성은 Ti : 93.90%, Al : 



2.16%, Zr : 3.87% 및 Fe : 0.07%인 반면, TiFe형 석출물은 Ti : 92.04%, 

Al : 2.62, Zr : 4.36 및 Fe : 0.98%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TiFe형 석출물 이

외에 Fe-rich intermetallic TiFe2 phase (hexagonal, a = 0.4785 nm, c = 

0.7799 nm) 역시 grain boundary에서 간혹 관찰되었다. TiFe2 석출물의 조성

은 Ti : 90.30%, Al : 1.35%, Zr : 4.60% 및 Fe : 3.75%로 조사되었다. 

  그림 2.3은 PT-3V 합금 판재의 TEM 미세조직 사진이다. 이 합금은 α＋β

-Ti 합금인 PT-3V는 lamella 조직을 나타내었다. Lamella의 폭은 약 2 μm

이다. 이와 같은 α＋β 합금의 미세조직은 재결정 온도에서 냉각 속도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는데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α-colony와 α-lamella의 크기가 작

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4는 판재 PT-3V 합금의 석출물에 대한 TEM/EDS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α＋β titanium 합금은 Ti3Al 조성을 가진 α2-type 석출물 

(hexagonal, a=0.577 nm, c=462 nm)을 포함하는데, PT-3V에서도 약 100 

μm 크기의 α2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α＋β 합금은 annealing 과정

에서 형성되는 α2 phase에 의해 경화된다. 

  또한, PWR 전열관 재료인 Inconel 690 및 2차측 복수기 재료인 ASTM Gr. 

2 Ti 합금(표 2.3)의 부식 거동을 함께 평가하여 PT-7M 합금의 부식 거동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판재인 ASTM Gr.5 와 봉재인 ASTM Gr.9도 함께 평가하

여 PT-3V의 판재 및 봉재와 비교 평가하였다.

2. 핵연료 피복 재료

  피복관 재료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Zr-1.0Nb 합금을 선정하여 부식 거동을 평

가하였다. 또한 참고 합금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PWR에서 상용된 Low-Sn 

Zircaloy-4와 고연소용으로 최근 개발되어 상용화된 A 합금을 함께 평가하였

다. 이들 합금의 전형적인 화학적 조성은 표 2.4에 나타내었다. 

  PWR에서 사용되는 피복관은 최종열처리 된 base metal이 발전소에 직접 사

용되지만, SMART에서 사용되는 피복재는 1 μm 두께의 산화 보호피막을 형성

시킨 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재료 표면에 보호 산화 피막이 형성된 경우는 부

식거동이나 속도가 보호피막이 없는 모재와 다른 거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참고 

합금인 Zircaloy-4, A 등의 시편도 보호 피막을 형성시킨 시편의 부식시험도 

병행하였다.  Zr-합금의 보호피막 형성은 330℃, 2100 psi 물 분위기에서 48



시간 동안 부동태 처리 조건으로 하였다. 

3. CEDM 재료

  CEDM 재료로는 Ball bearing (SS440C), Ball screw (Incoloy925), 

Nd-Fe-B 자석재료 Reduction gear 및 Stellite gear 등을 준비한 후 부식시

편을 채취하였다.

4. 이종금속재료

  Galvanic 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종금속재료는 PT-7M과 SS321 합금

을 각각 가공하여 준비하였다. 이때 두 재료의 표면적 비율(SAR; surface area 

ratio)을 0.1 ～ 2.0 까지 변화시켜 준비하였다.  즉 ASS321/APT-7M = 0.1, 0.2, 

0.5, 1.0, 2.0 등 5종류의 SAR을 갖는 시편을 제조하여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5. 용접재료 

  용접부의 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접재료는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료인 

PT-7M 및 PT-3V 합금을 서로 용접한 합금들이다 (표 2.1). 재료의 용접은 

불활성 분위기 (Ar gas)에서 아크 용접인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용접으로 수행되었다. GTAW 용접은 원자력 발전이나 해수 담수화 

등의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 복수기의 용접관을 만들기 위하여 박판을 

연속적으로 관상으로 성형한 후 용접하는 방법이다. 그림 2.5는 PT-3V 판재를 

서로 용접한 부위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용접재료는 base metal, HAZ (heat 

affected zone) 및 filler metal zone이 관찰된다. 

  CEDM 재료중에는 자성 : 비자성 재료(SS403 : SS321)의 용접재료가 사용

되는 데, 이 재료의 부식시험도 CEDM 분위기인 120oC 암모니아 분위기에서 부

식시험을 수행하였다.

5. 압력용기재료

  원자로 압력용기 피복재로 고려중인 SS321 재료를 준비한 후 부식 시편을 채

취하였다. 



제 2 절  시험 방법

1. 시편 준비

   시편 준비는 먼저 모재에서 wire cutting하여 시편을 채취한 후 절단면을 SiC 연

마지 (#2000)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아세톤과 에탄올에서 초음파 세척/건

조 한 후 초기 무게와 표면적을 측정하였다. Zr 합금은 초기 무게 및 표면적을 측정

하기 전에 온도 330℃, 압력 2100 psi의 물 분위기에서 48시간 동안 부동태 처

리를 하였다. 이렇게 부동태 처리한 시편의 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

용하여 10,000배의 고배율로 관찰한 결과, 산화막 두께는 약 1 μm이었으며 시

편의 전체표면에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어 양호한 부동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부식 시험 

  가. Recirculating Loop Test

     부식 시험은 recirculating loop syste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Autoclave의 

용량은 2 gallon이며, autoclave 입구와 출구에 DO, DH, pH 및 conductivity 측정

기가 설치되어 운전 중에 측정이 가능하다. 

  먼저 시편을 autoclave에 장입한 후 시험 온도 360℃까지 승온하였다. 이때 

autoclave에 공급되는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water tank에 Ar 가스를 일

정한 유량 (200 cc/min)으로 purging하여 autoclave inlet에서 DO, DH, pH 및

conductivity의 수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1주일 주기로 부식 시험 용

액은 refreshing하였다. 부식 거동은 일정 기간마다 무게 변화량을 측정하여 평가하

였으며, 시편을 접사 촬영하여 부식이 진행함에 따른 시편의 외면 상태의 변화를 함

께 관찰하였다. 

  나. Static Autoclave Test

      Static autoclave를 이용한 부식시험은 ASTM G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

였다. 부식 거동은 일정 기간 부식 후 시편의 무게 변화량을 측정하여 평가하였

다. 또한 부식 시편을 접사 촬영하여 부식이 진행함에 따른 시편의 외면 상태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다. 



3. 부식 조건 

   SMART 원자로냉각재의 수질 조건과 본 연구에서의 부식 시험 조건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SMART 일차계통은 약 15MPa의 압력 및 270∼310℃의 온도로 

closed cycle에서 운전된다. 원자로냉각재의 pH는 9.5∼10.6 범위에서 순수 물에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조절하는데, pH 상한치는 엄격히 제한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SMART 수질모사시험을 위한 loop 에서는 부식 온도를 360℃로 설정하였으

며, SMART 가동온도모사시험을 위한 loop 에서는 300℃로 설정하였고, 암모니아 

pH는 실제 가동 조건에서 중간 값인 9.98로 하였다. SMART 원자로 냉각재의 용

존 산소 (DO)와 용존 수소 (DH) 농도는 각각 5 ppb와 25∼50 cc/kg으로 제한하

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암모니아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위하여 적절한 Ar gas 

purging 하였으며, DO와 DH는 각각 30 및 0.2 ppb 수준으로 유지되는 조건에서 

부식 시험을 수행하였다.  

  Static autoclave 시험에서는 CEDM 재료의 가동조건인 120℃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암모니아 pH는 실제 가동 조건에서 중간 값인 9.98로 하였다. 







Table 2.5 Experimental condition for corrosion test of SMART materials 

~ 8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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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SMART 재료 부식특성 평가

1.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 및 서방 대체 재료의 부식특성 

  가. 전열관 재료 (Ti 합금)의 부식거동

     그림 3.1은 Ti-loop에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PT-7M, PT-3V plate 및 PT-3V bar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금 원소의 영향(PT-7M과 PT-3V) 및 재료의 형

태의 영향 (PT-3V의 판재 및 봉재)에 따른 부식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1000일 부식시험 후 부식량 차이는 10% 미만이었다. 이들 합금의 부식

거동은 시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000일 부식시험 동안 100, 200, 

450일에서 각각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하였으며, 천이 전에는 낮은 부식속도를 

보였고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는 빠른 부식속도를 보였으나 그 후 점점 속도

가 감소하였다.

  Ti 금속의 부식반응은 Zr 금속과 같이 Ti + 2H2O = TiO2 + 2H2 로써  생

성된 산화막의 protectiveness가 크기 때문에 부식반응이 진행될수록 산화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무게가 증가되는 반응이다. 이때 부식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된다. 

 ⋅     (1)

  여기에서, ΔW, K, t, 및 n 은 각각 무게 증가량 (mg/dm2), 속도 상수 

(mg/dm2/dayn), 부식 시간 (day), 상수를 의미한다. 상수 n 값은 1/2, 1/3 혹

은 1의 값을 갖으며 각각의 부식속도를 parabolic, cubic 및 linear law 라고 부

르며 그때의 속도상수를 KP, KC 및 KL 이라고 부른다. 윗 식의 양변에 log 함수

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고, Log-Log 스케일로 나타낸 부

식거동 그래프에서 구한 절편 및 기울기 값의 비교로부터 부식속도상수를 구할 

수 있다.

        ⋅       (2)



  부식거동을 Log-Log 스케일로 그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n 값을 의미하고 K 

= 10x 로 표시되며 여기서 x는 절편 값이다.  이와 같이 구한 n 값 및 부식 속

도상수 값을 표 3.1에 수록하였다. 천이 전의 부식초기에는 부식속도상수가 

0.31로써 cubic rate law를 따랐으나 1차 천이 후부터 2차 천이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부식속도가 증가하여 linear rate law를 따라 부식이 진행되었으며 

그 후 부식속도가 점점 감소하여 450일 이후에는 부식속도상수가 0.318로써 다

시 cubic rate law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PT-7M의 부식속도상

수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3.2는 Ti-loop에서 1000일 동안, static autoclave에서 600일 동안 부

식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편표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찍은 사진들

이다. 이 시편들의 부식 시간에 따른  외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부식 시편의 최초 상태는 white bright를 띄었으나, 부식이 진행되면서 dark 

blue → light blue → brown → dark black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산

소농도가 낮은 Ti-loop 의 천이전에 형성된 산화막의 색깔이 선명한 청색을 띄

었고 산소 농도가 높은 분위기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탁한 청색을 띄고 있다. 그

리고 300일 이후의 산화막 색깔은 Ti-loop의 경우가 좀더 진한갈색을 띄고 있

었다.  Ti 합금의 외면 색의 변화는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되면서 TiO2의 화학양

론에 따라 빛의 간섭 작용에 의해 착색되기 때문이다. 실제 티타늄 산화막의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황금색, 차색, 청색, 자색, 녹색, 황록색, 분홍색 등으로 착색

되어 보인다. 이러한 외면색의 변화는 시편 외면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종류와 두

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i-O 이원계 상태도에 의하면 

titanium oxide는 rutile과 anatase가 있으며 66.667 at. % oxygen 이상에서 

형성되는 rutile는 모든 온도에서 안정된 산화물인 반면 anatase는 metastable 

titanium oxide이다. 본 실험조건에서 형성되는 산화물은 anatase이며 산화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산화막내의 높은 stress에 의해서 안정상인 rutile 상으로 변

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rutile 산화막이 점점 두꺼워짐에 따라 내식성

이 증가하여 450일 이후에는 부식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서방 대체재료의 부식거동

  그림 3.3은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건의 Ti-loop에서 부식시간 

1000일 동안 ASTM Gr.2, Gr.5 및 Gr.9 Ti 합금들의 부식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가압경수로 2차 계통 복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ASTM Gr. 2 Ti 합금은 



내식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이시간은 180일이었으며 천이 후에도 

급격한 부식 가속은 발생되지 않았다. 270일 이후에도 2차 천이 현상이 발생하

였으나 그 후에도 가속부식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봉재인 ASTM 

Gr. 9 Ti합금 및 판재인 ASTM Gr. 5 합금은 부식거동이 서로 비슷하였으며, 

Gr. 5는 90일 Gr. 9은 120일 이후에 각각 1차 천이현상이 발생된 이후 가속부

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천이현상이 발생하면서 부식이 가속되었

다. 이 두합금의 부식거동이 서로 유사한 것은 합금조성이 서로 유사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ASTM Gr. 5 및 Gr 9은 Gr. 2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합금으로써 그 성분이  각각 Ti-6Al-4V 및 Ti-3Al-2.5V (표 2.3 참

조)이기 때문에 부식거동도 서로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합금 중에서 ASTM Gr. 5 및 Gr. 9의 경우 내식성에 있어서는 증기발

생기 전열관의 후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PT-7M 이나 PT-3V와 비슷한 특

성을 갖고 있으나, 다음 절에 논의된 것과 같이 수소흡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제조성이 나빠서 상용화된 관재로 거의 없기 때문에 SMART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STM Gr. 2는 내식성은 우수하나 강도가 낮아

서 역시 SMART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는 300oC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이 채워진 loop ( [O2] < 30 

ppb )에서 Inconel-690과 Incoloy-800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Incoloy-800은 시험기간인 1000일 동안 5 mg/dm2 이내의 무게 증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 Inconel-690은 ± 10 mg/dm2 범위에서 무게 증가 및 감

소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Inconel-690은 240일 이후에 무게증가량이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하여 440일 까지 유지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무게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Ni 합금의 부식기구가 SS 와 마찬가지로 무게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는 복잡한 부식기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부식초기에는 금

속 표면의 산화에 의한 금속이온 release, Cr-rich 보호성 산화 피막 형성, 산

화물이 재료 표면에 석출 및 산화막 용해 등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금

속이온의 부식 환경에서의 용해도 및 농도, 용액의 온도 및 pH 등에 따라 복잡

한 부식 반응이 진행되며 위의 4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 

무게의 증가 및  감소 혹은 일정 무게 유지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절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pH에 따라서 무게 감소가 심각하므로 SMART 재료 선정시 주의해야 할 것이

다.

  다. 전열관 재료의 수소흡수 거동

  그림 3.5는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건의 Ti-loop에서 1000 일



까지 부식시험을 하는 동안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후보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PT-7M 및 PT-3V의 수소흡수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

에서 각 합금의 기울기, 즉 수소흡수율은 6 - 7.8로써 서로 비슷하였으나 입수 

재료의 수소함량의 차이는 비교적 컸으며 PT-7M이 48.1 ppm 으로써 가장 컸

다.  반면 서방 대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ASTM Gr. 5, 9, 2 등의 수소흡수

율은 9.4 - 31.4로써 비교적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표 3.2는 전열관 후보재료 

및 대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합금들의 입수 재료의 수소 함량, 수소 흡수율 및 

30년 후의 예상 수소함량을 나타낸 표이며 그림 3.6은 30년 후의 예상 수소함

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방 재료의 수소함량이 

PT-7M이나 PT-3V 합금보다 컸으며 특히 ASTM Gr. 5는 후보재료인 

PT-7M 보다 5배 정도의 수소흡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재

료는 수명 말기에 수소에 의한 취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노내 실험

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부식 및 수소흡수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므로 이들 서방 재료는 SMART의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 부식특성

  가. Zr-1.0Nb 합금의 부식 거동

  그림 3.7은 핵연료 피복

재로 고려되고 있는 Zr-1.0Nb 합금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러시아 산 Zr-1.0Nb 합금으로써 표면에 1 μm 두께의 사전 산

화 피막이 형성된 재료이다. (a)는 이합금의 부식거동을 선형 축에 표시한 그래

프이고 (b)는 부식속도상수를 구하기 위해 상용대수 축으로 그린 후 linear 

fitting한 것이다. 이 두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Zr-1.0Nb 합금의 부식은 

1000일 동안 천이현상 없이 같은 속도상수를 갖는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즉 그

림 3.7의 (b)에 표시된 것과 같이 상용대수 축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0.613, 

절편은 0.256으로써 부식속도상수 K = 100.256 = 1.803이고, n = 0.613으로

써 parabolic rate law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참고 합금의 부식 거동

  그림 3.8(a)는  합금



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Zr-1.0Nb합금의 부식거동과 함께 나타내었

다. 이들 참고 합금은 상용원자로에서 산화피막을 형성시키지 않고 사용하고 있

으나 Zr-1.0Nb 합금과 동일한 조건에서 부식특성을 비교하기위해 표면에 1 μ

m 두께의 산화피막을 형성시킨 후에 실험하였다.  부식 초기(약 100일 이내)에

는 참고 합금인 Zry-4 및 A 합금의 부식속도가 Zr-1.0Nb 합금보다 낮은 경향

을 보였으나 이들 참고 합금의 부식속도는 80일 이후 천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

며 천이 이후의 A 합금의 부식속도는 Zr-1.0Nb 합금의 부식속도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350일 이후에는 두 합금의 부식속도는 거의 같은 거동을 

보이고 있다. 즉 Zr-1.0Nb 합금의 내식성은 경수로의 고연소도 피복관으로 개

발된 A 합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Zry-4의 부식속도는 천이 후에 

가속되었으며 550일 부식시험 후에는 Zr-1.0Nb 합금의 부식속도에 비하여 약 

150%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b)는 산화피막을 형성시키지 않은 참고 합

금을 가지고 1000일 동안 부식 시험한 결과를 pre-oxidized Zr-1.0Nb 합금의 

부식거동과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피막

을 입힌 Zr-1.0Nb 합금의 내식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화피막

의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 Zr 합금의 수소흡수 거동

  그림 3.9는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조건의 Ti-loop에서 1000일 

동안 부식시험을 하는 동안 Zr-1.0Nb, Zry-4 및 A 합금 등에 흡수된 수소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Zr-1.0Nb 합금은 산화피막을 형성시킨 시편이고 참고 

합금은 산화피막을 입히지 않은 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이다.  수소 흡수거동은 

모든 합금이 부식시간에 따른 선형증가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소흡수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A는 Zr-1.0Nb합금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흡수속도

를 갖는 반면, Zry-4 합금은 수소의 흡수속도가 매우커서 10배 이상의 흡수속

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Zr-1.0Nb 합금의 표면에 보호성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내식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소의 흡수속도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는 Zr 합금의 1000 일 부식시편의 수소흡수량, 수소흡수율 등을 나타낸 

도표이다.



3. CEDM 재료의 부식특성 

  가. Ball Bearing 및 Ball Screw 재료

  그림 3.10은 SMART의 CEDM 재료의 가동조건과 유사한 12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ball bearing (SS440C)의 부식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초

기 30일까지는 무게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무게가 감소하고 있으며, 

150일 이후에는 제품에 따라서 부식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독일 제품은 

300일 까지 약 30 mg/dm2 까지 무게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 및 감소

를 반복하고 있어 고유한 SS 의 부식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제품

은 1000일 까지 계속 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

은 그 원인을 관찰하기 위하여 600일 부식시험 후 찍은 외면 사진인데, 독일 제

품은 표면이 비교적 깨끗하고 국부부식이 없는 반면 일본 제품은 심각한 국부 

부식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일본 제품의 ball 제조시 결함이 있었던 것이 부식

시험 중에 집중적인 국부부식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큰 무게감소가 일어난 것

으로 판단된 

 그림 3.12는 ball screw (Incoloy 925)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재료

도 약간의 무게 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표면상태 (grinding 및 polishing)의 차

이에 따라 무게 감소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Gear 재료

  그림 3.13은 12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감속기어(reduction gear, 

Incoloy925)와 위성기어(stellite gear, ASTM A638)재료의 부식거동을 보여

주고 있다. 두 재료 모두 무게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크기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이 재료는 330일 부식 후 시험을 종료하였다.

  다. 자석재료

  그림 3.14는 Nd-Fe-B 자석재료에 대한 30일 부식시험 전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재료는 ammonia 수용액 중에 

매우 취약하여 30일 만에 심각히 손상되어 대체재료 선정 및 내부식 재료에 의

한 피복 등의 대안이 요구되었다.



4. 이종금속 재료(PT-7M: SS321)의 부식특성 평가

  그림 3.15는 30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의 loop ( [O2] < 30 ppb )에

서 PT-7M 과 SS321 합금을 coupling한 이종금속재료의 부식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SS321 : PT-7M의 면적비(SAR)를 0.1～2.0 까지 변화시킨 시편을 가

지고 실험한 결과이며 PT-7M의 경우 300일까지는 면적비 영향이 거의 나타나

지 않고 1 mg/dm²의 무게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300일부터 700일 까지는 부

식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plateau 형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galvanic coupling을 하

지 않은 PT-7M은 1000일 부식시험 후에 무게증가량이 25 mg/dm2인 

galvanic coupling 된 PT-7M의 경우 10 mg/dm2 이하로써 galvanic coupling

에 의하여 부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비의 효과는 300일 이후에 나

타났으며 SAR이 0.5이하에서는 Ti 합금의 면적이 적은 coupling 일수록 Ti 합

금의 부식속도가 감소하였고 그 이상에서는 SAR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3.16 및 그림 3.17 참조). SS321의 경우는 면적비의 영향을 

관찰 할 수 없었다. 이것은 SS의 부식기구가 산화에 의한 무게 증가와 산화물 

탈리 및 용해에 의한 무게감소가 반복되는 반응이기 때문이며 단순한 loop 부식

실험 방법에 의해서는 정확한 부식속도를 측정할 수 없고 용액 중의 철 이온 및 

CRUD 농도를 조절한 loop에서 SS의 부식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용접 재료의 부식특성 평가

  가. PT-7M : PT-7M 용접재료 

  그림 3.18은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의 Ti-loop ( [O2] < 30 ppb 

)에서 부식 시험한 PT-7M : PT-7M 용접재료의 부식거동을 비 용접재료의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용접재료의 천이거동은 비 용접재료와 유사하게 관찰되

었으나 2차 천이 발생 시점인 200 일 이전에 부식속도가 비 용접재료에 비해 2

배 정도 컸다. 그러나 200일 이후에는 용접재료와 비 용접재료의 부식속도의 차

이가 없었다. 그림 3.19는 용접재료의 표면 변화를 관찰한 접사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나. PT-3V : PT-3V 용접재료 

  그림 3.20은 36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의 Ti-loop ([O2] < 30 ppb)

에서 1000일 동안 부식 시험한 PT-3V : PT-3V 용접재료의 부식거동을 비 



용접재료의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이 시편은 용접부위를 판재 형태로 절단하

여 표면을 연마한 후에 부식 시험한 결과이다. 천이 전의 부식속도는 비용접재와 

유사하였으나 천이 후에 가속부식이 발생하였으며 1000일 부식시험 후의 용접

재료의 무게 증가량은 비 용접재료에 비하여 1.5 ～ 2배를 나타내었다. 그림 

3.21은 용접재료의 표면 변화를 관찰한 접사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용접재료들

은 전체적으로 HAZ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였으며 이 후 모재에서 파란색으

로 변해가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식이 진행되면서 HAZ 영역이 먼저 갈색으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모재에서 갈색으로 변하하였다. 이것은 HAZ에서 부식속도가 

모재보다 빠른 것을 의미한다.

  다. Brazing (PT-7M : SS321) 재료 

  그림 3.22는 30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의 loop ( [O2] < 30 ppb )에

서 부식 시험한 PT-7M : SS321 Brazing 재료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모재부의 부식특성과 filler 부분의 부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3.23과 

같이 3가지 형태의 시편을 사용하여 부식 시험한 결과이다. 50일 이전에는 3가

지 시편에서 모두 무게증가량의 변화가 없었으나, 그 이후에는 시편에 따라 무게

가 감소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Filler가 용액 중에 많이 노출된 시편일수록  

100일 및 300일 이후 시편의 무게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filler가 

용액 중에 노출되지 않은 원통형 시편의 경우 무게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razing 재료의 제조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filler가 용액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을 알 수 있다. 

  라. 자성 : 비자성 (SS430 : SS321) 용접 재료 

  그림 3.24는 30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의 loop ( [O2] < 30 ppb ) 및 

120oC static autoclave( [O2] ~ 8 ppm )에서 부식 시험한 자성 : 비자성 

(SS430 : SS321) 용접 재료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23(a)와 

같이 300℃ Loop 에서는 각 재료의 부식 특성이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 즉 

SS321은 무게증감이 거의 없는 반면 SS430은 무게 감소가 비교적 크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용접재료는 두 재료의 중간의 부식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static autoclave 조건에서는 이 3 종류의 재료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약간의 무게증가를 보이고 있다. Static autoclave에서는 온도가 120oC로 

낮아 부식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용존산소가 높아 무게 감소 반응보다 무게 증

가반응의 속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압력용기 피복재의 부식특성 평가

  그림 3.25는 압력용기 피복재로 고려되고 있는 SS321의 1000일 동안의 부식

거동을 보여 주고 있다.  부식 조건은 SMART 가동온도 및 수화학을 모사한 

300℃ pH 9.98 암모니아 수용액 loop 이다.  SS의 부식반응은 전기화학 반응

에 의한 금속이온의 용해, 고액 계면에서 Cr-rich 산화막의 형성, CRUD의 석

출, 외층 산화막의 용해 등의 4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 반응은 수용액의 

pH, 금속이온 및 CRUD의 농도 등에 의해 지배되므로 순간순간에 따라 무게 증

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감소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림 3.25에 의하면 SS321의 무게 증가량은 10 mg/dm2 이하로 매우 적은 

값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300일에서 500일 사이에 무게 증가와 감소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위의 4가지 반응이 서로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중에 용해현상이 크게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6은 300, 390 및 600일 부식시험 후 5개의 시험합금의 표면을 촬영

한 접사사진이다. 고온 수용액 중 SS의 부식시 산소가 풍부한 경우는 Fe2O3 가 

주로 형성되나 산소가 제어된 경우는 Fe3O4 및 Fe3-x-yNixCryO4 등의 부식산화

막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편 표면 

전체에 검은 산화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Fe3O4 및 Fe3-x-yNixCryO4 

등의 부식산화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편 표면은 Zr 합금이나 Ti 합금처럼 균일하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용해 및 재침적의 흔적이 있어 위의 부식 반응 기구를 뒷밭침해 주

고 있다. 

  그런데 SMART 원자로는 PWR과 같은 CVCS system이 없기 때문에 가동 

중에 CRUD가 발생되어도 계획정지기간까지는 이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러므

로 SMART 수화학 조건에서 정확한 CRUD release rate를 측정할 필요가 있

다. 



Table 3.1 Corrosion rate constants of PT-7M corroded in pH 9.98 ammonia 

aqueous solution (Ti-loop) at 360oC for 1000 days

Period
(day)

0-100 100-200 200-450 450-1000

n 0.310 0.941 0.734 0.318 

K 0.581 0.053 0.234 2.844



Table 3.2 Hydrogen pick-up rate and expected hydrogen content after 30 

years of Ti-alloys during corrosion in pH 9.98 ammonia 

aqueous solution Ti-loop at 360oC for 1000 days

Alloys
As-received  H 

content
(ppm)

HPUR
(ppm/y)

Expected HPUC 
after 30 y 

corrosion(ppm)

PT-7M tube 48.1 6.0 228.8

PT-3V plate 23.6 5.9 199.9

PT-3V bar 16.0 7.8 251.4

ASTM Gr 5 33.8 31.4 975.5

ASTM Gr 9 12.9 9.4 295.4

ASTM Gr 2 28.6 13.4 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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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료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수화학의 영향 평가

1. 암모니아의 농도 (pH)의 영향

  가. 전열관 재료 (Ti 합금) 

      그림 3.27은 용존 산소 8 ppm, 360oC의 static autoclave에서 PT-7M

합금의 부식거동을 pH의 농도에 따라서 관찰한 결과이다. PT-7M 합금의 부식

은 암모니아 수용액의 pH가 7.0 ~ 11.13의 영역에서는 pH가 증가할수록 현저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써 PT-7M의 관점에서 SMART의 냉

각수의 pH를 낮추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열관 대체재료 (Ni 합금) 

      그림 3.28은 상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Inconel-600의 부식거동을 pH의 

농도에 따라서 관찰한 결과이다. Inconel-600의 부식은 암모니아 수용액의 pH

에 따라 복잡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0일 이전에는 용액의 pH에 따라 부식속

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부식속도가 pH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았다. 즉 pH가 매우 높은 11.13에서는 무게 감소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

게 유지되는 반면 pH가 7.0 이나 9.98에서는 무게 감소가 매우 심하였다. 이것

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스테인레스 스틸 및 Ni 합금의 경우 부식기구가 모재의 용

해, Cr-rich 산화막 형성, 산화막의 탈리 및 CRUD의 재 침적 등 복잡한 반응

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pH가 아주 높은 영역에서는 금속표면에 형성된 Cr-rich 

산화막의 탈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산화막 표면의 

전하의 종류 및 양이 pH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Ni 합금은 암모니아 수화학으로 고려되고 있는 pH 9.98에서 부식

이 심하고 특히 무게 감소가 일어나 용액중으로 CRUD가 용출되기 때문에 

SMART 재료로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핵연료 피복재 (Zr-1.0Nb 합금) 

      그림 3.29는 상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Zr-1.0Nb 합금의 부식거동을 pH

의 농도에 따라서 관찰한 결과이다. Zr-1.0Nb 합금의 부식은 암모니아 수용액

의 pH가 7.0 ~ 11.13의 영역에서는 pH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600일 부식후의 무게 증가량이 100 ~ 110 mg/dm2 이었다.



2. 용존산소 및 수소의 영향

  가. 전열관 재료 (Ti 합금) 

   그림 3.30은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를 제어하기 위하여 고순도 Ar 가스를 

부식 loop에 주입하여 용존 산소농도는 30 ppb 이하로,  용존 수소는 5 ppb 이

하로 제어한 360oC의 Ti-loop에서 1000일 동안 부식 시험한 결과와, 360oC의 

static autoclave에서 용존산소는 8 ppm, 용존 수소는 포화상태에서 600일 부

식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액 중 산소의 농도가 높은 static autoclave 

에서는 초기 100일 이내의 부식 속도가 매우 크며 100일부터 300일 까지는 무

게 증가량의 plateau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300일부터 450일까지 부식이 

가속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plateau 가 나타났다.  한편 용존산소가 낮은 

Ti-loop 에서는 100일 및 200일에 1차 및 2차 천이현상이 발생하였고 450일 

이후에는 plateau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차 천이 전까지는 부식속도가 매

우 낮아서 static autoclave의 부식속도에 비하여 1/5 ~ 1/3 임을 알 수 있고 

2차 천이 이후, 즉 300일 근처에서는 두 경우의 무게 증가량이 비슷하였고 450

일 이후에는 다시 무게 증가량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부식초기에 loop 조건과 static autoclave 조건에서 부식속도가 큰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용액중의 산소의 농도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static autoclave에서는 

높은 산소농도로 인하여 산화속도가 매우 빠르나 약 15 mg/dm2 의 산화막이 

형성된 후에는 안정한 TiO2 산화막의 형성에 의해 무게의 증가가 지속되지 못하

고 350일까지 plateau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식이 

진행되면서 부식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용존산소가 낮은 loop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천천히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치밀한 산화막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나. 전열관 대체재료 (Ni 합금) 

   그림 3.31은 용존 산소 및 용존 수소를 제어하기위하여 고순도 Ar 가스를 

부식 loop에 주입하여 용존 산소농도는 30 ppb 이하로,  용존 수소는 5 ppb 이

하로 제어한 300oC의 Ti-loop에서 1000일 동안 부식 시험한 Incoloy-800 및 

Inconel-690의 부식거동과, 360oC의 static autoclave에서 용존산소는 8 ppm, 

용존 수소는 포화상태에서 600일 부식 시험한 Inconel-600의 부식거동을 보여

주고 있다.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



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Inconel-600재료가 실험에서 제외되어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합금은 Ni가 60% 이상인 동일 계열의 합금이고, 

Inconel-690은 Inconel-600에서 고온의 내식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Cr 성분

만 증가시킨 합금이기 때문에 절대 값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부식 경향은 유사

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nconel-600 

및 Inconel-690 등의 Ni-합금은 용액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액의 온

도가 증가할수록 부식에 의한 재료의 무게 감소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무게 감소는 모재의 산화 및 산화물 release 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액중

의 부식산화물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액중의 산소농도를 가능한 한 낮추

는 것이 유리하며 산소농도가 제어되지 못할 경우 SMART에 사용하지 않는 것

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핵연료 피복재 (Zr-1.0Nb 합금) 

   그림 3.32는 Ti 합금과 같이 용존 산소 및 수소를 제어한 loop 부식시험과 

제어하지 않은 static autoclave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이다. Zr 

합금들 중에서 Nb이 첨가된 Zr 합금은 용액중의 산소농도에 따라 부식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림 3.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소농도

가 높을수록 부식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림 3.30 및 3.31의 

Ti 합금이나 Ni 합금보다 그림 3.32의 Zr-1.0Nb 합금은 용존산소의 영향이 적

은 것처럼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식시험 전 Zr-1.0Nb 합금의 표면에 보호성 산

화피막을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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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열관 재료(Ti합금)의 기계적 특성 평가

1. 인장특성 평가

  가. 상온 인장 특성 평가 

      그림 3.33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PT-7M의 상온인장특성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800oC까지 열처리한 시편들에서 인장강도 및 연신율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금속재료는 열처리에 의해 결정립이 성장하고 ppt의 크기

가 증가하여 재료의 상온 인장강도에 영향을 주지만, PT-7M의 경우 800oC 까

지는 열처리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는 입수재료 및 

800oC에서 열처리한 시편의 인장시험 후 파단면에 대한 SEM 사진이다. 두 시

편 모두 큰 dimple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성파괴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5

는 이들 시편에 대한 Vickers 경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열처리의 영향이 없음

을 보여주고 있다. 

  나. 고온 인장 특성 평가 

      그림 3.36은 판재 및 봉재의 PT-3V에 대한 시험 온도 변화에 따른 인장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는 감소하고 연신율

은 감소하는 일반적인 재료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판재와 봉재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소취성 특성 평가

  가. PT-7M의 수소취성 평가

  그림 3.37은 PT-7M 입수재료에 임의로 수소를 1000 ppm까지 주입한 시편

에 대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입수재료에 수소를 주입하

는 방법은 500oC의 고진공 quartz tube에 시편을 넣고 수소 가스를 주입한 후 

수소분압의 감소량을 조절하여 시편에 일정양의 수소가 장입되도록 하였다. 수소 

장입 후에는 고진공상태에서 1oC/min의 속도로 노냉시킨 후 꺼내어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소 장입량에 따른 항복강도 및 최

대인장강도는 1000 ppm 까지도 큰 변화가 없으나 연신율은 200 ~ 600 ppm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소농도가 1194 ppm에서 연신율은 0.4%로써 입



수재료의 연신율인 25%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여 수소에 의한 취성이 매우 크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38은 인장시험 후 파단면의 SEM 사진으

로써 입수재료의 경우 연성파괴를 보이고 있으나, 수소주입량이 증가할수록 

dimple 공간이 감소하였고 300 ppm 이상에서는 2차 크랙이 관찰되었다. 그림 

3.39는 1174 ppm의 수소가 장입된 시편의 종단 파단면에 대한 SEM 사진인데 

수소화물을 따라서 크랙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소취성을 잘 나타

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PT-7M의 수소취성에 대한 시험 결과 그림 3.37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시편내의 수소농도 200ppm 이내에의 수소취성은 거의 일어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PT-3V의 수소취성 평가

  그림 3.40 및 그림 3.41은 수소가 장입된 PT-3V에 대한 상온 및 300oC에

서의 인장시험 결과이다.  상온 인장시험 결과 PT-3V의 최대인장강도는 250 

ppm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하였고, 연신율은 100 ppm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하였

다. 그러나 고온(300oC)에서는 인장강도의 수소에 의한 인장강도 감소가 나타나

지 않았고, 연신율은 250 ppm 이상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그리 크

지 않았다. 



0

200

400

600

800

1000
St

re
ng

th
 (M

Pa
)

 YS
 UTS

0

20

40

60

80

100

Annealing Temperature, oC 

1000900800700600

 Elng 

500As-received

 E
lo

ng
at

io
n 

(%
)

Fig. 3.33 Effect of annealing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PT-7M 



Fig. 3.34 SEM fractographs after tensile tests of the as-received and of 
annealed Ti alloys: (a) as-received and (b) annealed at 800oC 
for 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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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tensile property of (a)plate-type 
and (b) bar-type PT-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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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Effects of hydrogen content on the tensile property of the 
PT-7M tested at room temperature



Fig. 3.38 SEM fractographs after tensile test of PT-7M; (a) as- 
received, hydrided alloys with hydrogen contents of (b) 102, 
(c) 300, and (d) 1174 ppm.



Fig. 3.39 SEM microstructure in the vicinity of the longitudinal section 
after tensile test of PT-7M with hydrogen content of 117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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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0 Effects of hydrogen content on the tensile property of the 
PT-3V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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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Effects of hydrogen content on the tensile property of the 
PT-3V at 300oC



제 4 절 핵연료피복재(Zr-1.0Nb)의 Nodular 부식  

기술현황 분석

1. Nodular 부식 특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 중에 발생하는 Zr 합금의 부식형태는 크게 나누어, 

가동조건에 따라 균일부식 (uniform corrosion)과 노듈형 부식 (nodular 

corrosion)으로 대별되는데, 균일부식은 산화막이 거의 균일하게 성장해가는 현

상이고, 노듈형 부식은 Zr 피복관 표면에서 국부적인 산화가속 현상이 발생하여 

렌즈형 산화막 형태로 성장해가는 현상이다. 이런 형태의 노듈형 부식은 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Nodular 부식기구

     노듈러 부식은 PWR (pressured water reactor) 보다는 BWR (boiling 

water reacter)의 운전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노듈러 부식의 특징은 

부식 중에 산화막 표면에서 백색의 점들이 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수반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하여 부식속도가 증가되고 피복관의 수명은 감소된다. 

  노듈러의 성장단계 및 과정은 그림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초기에 얇고 

균질한 산화막에서 렌즈형의 노듈이 핵생성하고 성장한다. 노듈의 크기가 커지고 

합쳐지면서 산화막이 두꺼워지는 과정이 진행된다. 그림 4.2는 여러 단계에서 형

성된 노듈에 대한 cross-section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크랙들은 금속/산화막 

계면에 대하여 평행하게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듈의 핵생성은 금속표면에서 

국부적인 부식이 주요 원인으로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열처리에 의한 

영향으로 형성된 석출물의 크기 분포에 의해 노듈의 생성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의 stress는 노듈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stress는 노듈의 형성에 큰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표면에서의 오염물질 역시 

국부적인 부식의 원인으로 제안될 수 있다. 고용된 합금원소나 석출물의 불균일

분포 같은 국부적인 변화는 지역적인 부식 침투에 대해 잠재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노듈형 부식현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은, 시편 외적요소인 부식분위기 

보다는 주로 금속내의 미세조직 특성에 관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노

듈은 Zr 합금 내에 존재하는 석출물이나 결정립계에서 발생한다는 이론[4.1~3]

과 기지 금속 내에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는 합금원소가 고갈되는 영역에서 발생

된다는 이론[4.4, 4.5]등이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외에 결정립



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립마다 부식속도가 다르게 나타나서 노듈이 발생

된다는 이론[4.6]과 산화막 성장시 기지금속에 소성변형이 유발되어 부식이 가

속된다는 이론[4.7]도 제시된 바가 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노듈형 부식기구에 

대한 이론들은 모두가 실험적인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

고 있다. 

  나. Nodular 부식에 미치는 원자로 조건의 영향 

      용존산소의 영향: 노듈러 부식은 냉각재 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WR에 비하여 BWR 운전조건에서 노듈러부식 문제

가 심각하다 (그림 4.3). 이는 PWR과 BWR의 운전조건 중 수화학 조건이 차이

가 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WR은 냉각재중에 하이드라이진 (N2H4)를 첨가

하여 용존산소량을 제어하지만, BWR은 냉각재중에 산소의 제어보다는 수소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존산소량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원인이 BWR에

서 노듈러 부식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r-1%Nb 합금 피복재의 

경우 수화학 조건에서 산소 (용존산소)의 량에 따라 out-reactor loop에서 노

듈러 부식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냉각재 내에 O2의 존

재에 의한 Zr-Nb 합금의 노듈러 부식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크다[4.8].

   가동온도의 영향: 노듈러 부식이 발생되는 온도는 450~500℃의 범위이고 노

듈러 부식은 그림 4.1과 같은 전개과정을 갖는다. a의 얇은 균일부식층은 산화막

의 두께가 15㎛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층에 그림 a의 일부 위치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노듈 형상의 산화막이 종종 형성된다. 이러한 형상의 산화막은 원자로

의 종류나 혹은 주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산화막의 노듈은 250㎛까지 성장

되는 것이 간혹 관찰되는데 일반적으로 70㎛정도 성장되면 break away가 발생

한다. 그림 4.4는 균일부식과 노듈형 부식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노듈형 산화막의 두께는 온도가 증가되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러한 영향은 실제로 높은 heat fluxes와 장시간 노출된 경우 부식 속도의 가속

이 없는 것이 산소가 있는 냉각수 조건하에서 관찰되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냉각수내 불순물의 효과: 원자로의 냉각수에서 구리와 같은 불순물의 효과로 

냉각수에서 구리는 CILC (Crud Induced Localized Corrosion, nodular 

corrosion의 발전된 형태)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4.9, 4.10], 원자로에서 구리 합금 콘덴서 튜브가 Ti튜브로 교체될 때 비슷한 

피복관의 배치에서 일반적으로 노듈의 빈도수가 감소되는 것이 보여 진다. 노듈

러 attack (CILC failure)의 grosser form에서, 이러한 특성은 다른 요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의 Ca, Mg 및 Si의 함량은 CILC failure에서 석

출물로 생각되는 단단한 crud layer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관점은 분명히 SGHWR에서 초기 수명 CILC failure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것과 산화물 사이의 steam-filled crack을 야기할 수 있는 hard, 

free-standing crud layer의 존재, 또는 산화물 내에서 steam-filled crack의 

형성은 최종 파괴단계에 있어 필수적이다.

   Radiolytic species의 영향: 냉각수에서 radiolytic 종의 효과는 냉각수에서 

용해된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원자로에서 노듈러 부식의 현상에 대한 증거가 없

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며, 현재까지 시도된 전기화학적 분극화의 어떤 형태로

도 고전도도를 가진 전해질에서 반복되지 않았다[4.11]. 이것은 feed-water와 

함께 첨가된 산소에 기인하거나 또는 조사 생성물에 기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4.12]. 원자로시스템에서 냉각수가 끓는 것은 radiolytic 종 (즉, 산소와 수

소)을 증기 상으로 분할하는 범위에서 중요하며, 그러므로 물 상태에서 산소와 

수소의 농도를 바꾼다. 금속 표면과 radiolytic 종의 직접반응에서 만약 확산거리

가 매우 길지 않다면, 관찰된 산화속도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종들은 오래 동

안 살아남을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생성된 radiolytic 종의 실질적인 양은 

조사된 냉각수의 등가 redox 포텐셜 이동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되며, 조사동안 

Zircaloy의 표면에서는 전기화학적 포텐셜이 형성된다. 그러나 radiolytic 종 농

도의 계산은 여전히 수행되어야 한다.

   Local power와 flux spectrum:  Local power와 flux spectrum 또한 중요

하게 보여 지는데, Gd-rod와 UO2-rod 사이의 보고 된 차이는 local power 또

는 flux에 기초해서 이해할 수 없고, Gd-rod는 노듈이 형성될 때 임계 초기조

사 시기에 UO2-rod보다는 낮은 power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gamma의 

capture에 의한 전자/양전자 짝 생성으로부터 초래된 Gd-rod에 의한 β-방출이 

UO2-rod 와의 차이에 원인이 될 수 있다. UO2-rod와 비교해 Gd-rod에 의해 

나타난 피복관의 radiation spectrum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중요한 관점인데, fuel pin은 큰 자가발전 flux detector와 비유될 수 있

다. 지르코늄 산화물에서 물로 charge된 입자의 net flux는 피복관의 국부표면 

포텐션을 바꿀 수 있는 분극 전류를 표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류 크기의 계

산[4.13]은 이 효과를 유발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plena 

(즉, rod의 구역의 높은 flux 영역에서)위의 노듈러 부식과 fuelled 영역 근처에

서 보여 진 낮은 nodular coverage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어렵게 만든다. 

Local 또는 heat flux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의 부재는 핵연료가 장전되지 않은 

Zircaloy-4 채널에서 핵연료가 장전된 Zircaloy-4 피복관보다 더 심각한 노듈

러 부식이 관찰되어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재료차이는 전체 효과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 Nodular 부식에 미치는 재료학적 영향

     열처리에 따른 Nodular 부식특성: Alpha 열처리는 노듈러 부식에 대한 저

항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 그러나 그 영향은 Zircaloy-4가 Zircaloy-2에 해

서는 적다. 높은 α영역에서의 열처리는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alpha 열처리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노듈러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Alpha + beta 

영역에서, 급랭조건은 노듈을 억제시키고, 무게증가량에 있어서 β 열처리에 의

한 시편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가진다. β 열처리에서, 급랭조건은 노듈러 

부식을 억제시키며 무게증가량이 상당히 낮다. β 열처리조건에서, 서냉 조건은 

노듈러 부식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Zircaloy-4가 Zircaloy-2에 비하여 

적다.

   표면조건의 영향: 그림 4.5는 시편의 표면조건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로서, 입수상태의 시편을 가지고 24시간 부식시켰을 때의 무게 증가량과 

표면의 부식정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게증가량은 조대연마 

(무게증가: 1,100 mg/dm2), 미세연마 (무게증가: 800 mg/dm2), 초미세연마 

(무게증가: 600 mg/dm2)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산세 시편은 

무게 증가량이 약 800 mg/dm2으로서 미세연마 시편과 거의 같게 나타났다. 이

는 산세시, 각 결정립마다 에칭정도의 차이에 기인되어 표면에 상당한 거칠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시편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노듈형 부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부식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표면 거칠기가 커질수록 단위면적당 표면적의 증가

로 부식반응이 촉진되고, 따라서 국부적인 부식가속현상이 발생하여 노듈발생이 

더 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tress의 영향: 노듈러 부식특성에 미치는 stress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지만 일부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U-band와 냉간 가공량이 

많은 (86%) 시편을 500℃에서 부식 시험하여 stress가 노듈러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U-band 시편은 stress를 가하지 않은 시편과 유사하였

고, 냉간 가공량이 많은 시편에서도 노듈에 의한 가속부식현상은 나타나지 않았

다.

2. SMART 원자로에서 Zr-1.0Nb 합금의 Nodular 부식특성

  가. Zr-1.0Nb합금의 Nodular 부식거동 

       Nb 첨가 Zr 합금에서 노듈러 부식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Nb 첨가합금은 주로 러시아에서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 와

서야 M5나 Zirlo와 같은 Nb 첨가합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발표

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Nb이 첨가된 Zr 합금에 대한 노듈

러 부식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E110 합금 (Zr-1.0Nb) 및 E635 

합금 (Zr-1.0Nb-1.2Sn-0.4Fe)에 대한 것이 대부분 이다[4.8, 4.14, 4.15]. 

    Zr-1.0Nb (E110)은 1960년대 개발되어 러시아의 VVER과 RBMK 

(BWR) 원자로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온 합금이다. VVER 원자로의 수화학 

조건은 ammonia-boron-potassium water이고 피복관의 외부온도는 최대 

320~350℃이다. 이들 원자로에서 연소된 피복관 (E110)의 산화막은 검은색의 

균일한 산화막으로 약 5㎛의 두께로 형성되었다.

  그림 4.6 및 4.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VVER에서는 일부 피복관에서 노듈러 

부식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피복관 집합체의 약 1/3에서 관찰 되었다. 

일부 노듈에서 산화막층의 두께는 그림 4.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0㎛가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핵연료 집합체 피복관의 비정상적인 부식거동의 원인은 아

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핵연료 집합체 격자지지체의 아래부분에서, E110 피복관의 graphite crud와 

노듈러 부식이 관찰되었다 (그림 4.8.b). 이러한 상황은 첫 번째 주기가 시작될 

때 이 unit에서 주순환 펌프의 graphite 베어링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간

주된다.

    Nb이 첨가된 다른 합금으로는 E635 합금(Zr-1.0Nb-1.2Sn-0.4Fe)으로, 

E635의 부식은 일반적으로 E110 합금과 비슷 (360℃, water)하게 나타났으나 

steam에서는 그림 4.9와 같이 E635의 내식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즉 

500℃ steam (노듈러 분위기)에서 E635합금 E110 합금 Zircaloy-4에 비하

여 매우 우수하였고, 노듈러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이두 종의 합금 성분

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635, E110 합금의 산화층은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형

성되었다. 그러나 그림 4.10과 같은 VVER 조건에서는 E110 합금에서 노듈러

형 부식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원자로의 냉각수 수화학과 관련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VVER 원자로의 냉각수에는 0.005~0.010 ppm 범위

의 용존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듈러부식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냉각수내의 용존산소량에서는 E635합금의 부식율이 E110 합금의 부식율과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E110 합금의 경우 용존산소를 줄이고 

boiling 현상이 없으면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며 5년 동안 연소 뒤에도 10㎛의 

매우 균일한 산화막이 형성된 것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냉각수에 용존산소량

이 증가되거나 피복관의 표면에 냉각수가 short-term boiling이 되면, E635합

금이 E110합금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다. 이는 E110 합금이 



VVER 운전조건에서 노듈러 부식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E110 피복관 tube (VVER과 RBMK에 사용되는)는 500~1000 ppm의 산

소가 함유된 재료내에 α 재결정된 재료이다. VVER에서 약 70 MWD/kg U의 

평균연소로 사용되었을 때, 피복관의 부식은 냉각수내에 0.005 ppm 이상의 산

소함량이나 표면 boiling에 의해 가속 된다 (그림 4.11). 추가적으로 균일 산화

막에서, 백색의 산화막이 분포되는 노듈은 부식과정에서 비슷한 전개로 나타나 

발전된다. 이러한 노듈의 수와 크기는 fuel burnup의 증가와 함께 증가된다. 그

림 4.12는 RBMK 원자로에서 수행된 합금에 대한 부식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도 

균일부식과 함께 부식이 가속된 노듈형 부식현상이 관찰되었다. 즉, E110 합금

은 surface boiling 조건이나 고농도 (0.005 ppm 이상)의 산소함량에 매우 민

감한 부식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Nb이 첨가된 합금에서는 냉각수내에서 

0.005 ppm 이상의 용존산소나 피복관 표면에서 boiling이 형성되는 조건에서는 

부식 저항성이 감소된다. 그러나 Nb 첨가 Zr 합금에서는 Zircaloy 합금에서 연

구되었던 바와 같은 미세조직 특성과 노듈러 부식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나. SMART 수화학 특성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는 기존의 

원자로 개량에 의한 안정성 향상 및 신뢰성이 증가된 새로운 개념의 일체형 원

자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체형 원자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핵연료피

복재는 Zr-1.0Nb 합금으로 설계 중에 있다. 또한 이 원자로는 기존의 상용발전

소의 가동 분위기와 다른 무붕산의 암모니아 조건을 수화학적 설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식성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SMART의 일차계통은 약 15 MPa의 압력 및 270~310℃의 온도로 closed 

cycle에서 운전되어 지며, 주요 구성계통 및 기기의 재질은 원자로의 경우 

zirconium 합금이고 증기발생기는 titanium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다

른 기기들의 재질은 내부식성이 우수한 stainless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RT는 기존의 PWR과는 달리 출력 운전 중에는 원자로 냉각재를 정화하

지 않고 운전하며, 핵연료재장전 기간동안이나 계획정지 기간에 특별히 제작된 

정화설비를 이용하여 냉각재를 정화한다. 이러한 SMART의 운전특성으로 인하

여 운전 기간동안 원자로냉각재 부식생성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계통재질

의 부식을 억제하고 부식생성물의 축적으로 인한 방사선 준위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화학 제어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ALARA 개념)[4.16, 4.17]. 

  SMART에 적용하는 암모니아 수화학을 통한 일차냉각재의 방사분해반응의 억

제 및 pH 제어는 무붕산 운전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PWR에서처럼 붕산



수 사용에 따른 리튬의 첨가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피복관의 부식가속을 제거할 

수 있다. SMART의 일차 냉각수는 무붕산 노심을 사용하여 냉각수에 수용성 붕

산과 같은 중성자 흡수물질이 없이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일정한 pH를 유지한

다. 이때 일차 측 냉각수의 pH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조절하는데, 일차냉각재

의 pH 운전 범위는 9.5~10.5의 알카리로 유지시켜 일차계통을 구성하는 재료 

및 기기의 부식을 최소화하고 고장 없는 운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 4.1[4.17]

에 SMART의 일차계통의 수화학 수질 규격항목을 나타내었다.

   다. SMART 조건에서 Zr-1.0Nb 합금의 Nodular 부식 평가 방안

       노듈러 부식을 일으키는 변수로는 재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때 노듈러 부식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냉각재내의 용존산소가 증가되거나, 피복관 표면에서 boiling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ART 노심의 hot channel에서의 boiling은 운전제한 조

건 (LCO)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데, 정상운전조건 (즉, 100% 출력, 최소설계유

량)에서는 노심의 hot channel에서 bulk boiling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SMART 원자로 노심의 boiling 가능성은 상용 PWR과 거의 비슷한 수

준이다. 노듈러 부식 관점에서 보면, 각 boiling mode의 duration이 얼마나 되

는가가 더 중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상운전시 노심 밖으로 빠

져있는 상용로와는 달리, 무붕산 개념을 도입한 SMART 원자로는 정상운전시 

출력제어를 위한 제어봉 그룹의 이동으로 인하여 노심의 hot channel이 이동되

기 때문에 상용원자로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양호하다. 환경적인 측면의 또 하

나의 변수는 수화학 제어인데, 특히 원자로 출력운전시 원자로 냉각재의 용존산

소 (DO) 및 용존수소 (DH) 제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SMART 원자

로의 용존산소-용존수소 제어는 원자로 가동시 초기 냉각재의 용존산소농도를 

하이드라이진 (N2H4)을 사용하여 초기 용존산소 (DO) 농도를 일정값으로 조절

하는 것 외에는 조절하지 않는다. 출력운전시에는 일차냉각재에 주입된 암모니아

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수소에 의해 냉각재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가 제거

된다. 상용원자로의 경우 출력운전중에 발생되는 용존산소의 발생원인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을 통해 공급되는 makeup water에서 용존산소와 노심에서 냉각재

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 라디칼 (H2O2, O2-)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반면, SMART 원자로는 원자로가 출력운전시 일차계통으로 보충수의 주입 

운전이 없으며, 방사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산소라디칼은 암모니아의 방사분해시 

발생되는 수소가 산소라디칼과 반응하여 제거된다. 이와 같이 SMART-P 원자

로의 용존산소-용존수소 제어방안은 기존의 상용 PWR에 비해 매우 유리한 상

황이기 때문에, 부식관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노듈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처리에 대한 민감도 

등과 같은 부식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BWR 원자로의 경우 노

심에서의 boiling으로 인하여 노듈러 부식을 피할수 없는 열수력적 조건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WR에 사용되는 핵연료피복관은 열처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질개선을 수행하여 노듈러 부식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MART-P 원자로의 경우에도 노심에서 boiling이 발생할 경우 핵연료

피복관의 노듈러 부식을 대비하여 핵연료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1 Design specifications for primary circuit water



Fig. 4.1 Stages of nodular corrosion



Fig. 4.2 Cross section oxide nodules, x56



     

Fig. 4.3 Corrosion of Zircaloy versus size of intermetallics



        

Fig. 4.4 Influence of temperature on in-pile corrosion of Zircaloy in    

oxygenated environment



  

Fig. 4.5 Effect of surface treatment on weight gain and nodule 

appearance



        

Fig. 4.6 Corrosion of Zr-1%Nb cladding



       

Fig. 4.7 Corrosion of Zr-1%Nb cladding (WWER-1000 conditions)



            

Fig. 4.8 Nodular corrosion of the fuel rod claddings: a) FA 4; b) FA6



        

Fig. 4.9 Autoclave corrosion of alloys in steam at 500℃, 10.3 MPa: (a)  

appearance of samples as tested for 72 h; (b) weight gain of 

samples versus testing time



   

Fig. 4.10 Corrosion of VVER-type fuel cladding in experimental reactor 

MIR



   

Fig. 4.11 Research and commercial reactor corrosion of E110 alloy 

claddings of fuel rods under VVER-1000 conditions: with 

surface boiling, oxygen concentration of water ≤0.02 ppm



   

Fig. 4.12 Corrosion of fuel rod E110 alloy claddings under RBMK 

conditions in research and commercial reactors



제 5 절 스테인레스 스틸 부식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

1. 스테인레스 스틸(SS) 산화막의 특성

  고온 수용액에서 SS의 부식과 산화막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비교적 잘 밝혀져 있다 [5.1-3]. 고온 수용액에서 SS 304

의 부식거동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실험 조건은 표 5.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260℃ 암모니아 수용액 pH 6.45 (pHat 25℃ ≤ 10) 분위기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5.1은 SS 304의 부식과정에서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른 SS 외면에 형성

되는 산화막 형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000 h 부식 후에는 0.1 - 0.5 μ

m 범위의 크기의 미세한 polyhedral 결정립의 base layer가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는 비교적 큰 크기의 결정립들이 관찰되었다. 이들 결정립들은 원래 재료의 

표면에서 산화되어 형성되었거나 용액으로부터 석출되어 형성될 수 있다. 부식시

간이 경과하면서 외층에 형성된 결정립들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며, 5000 h 경과 

후에는 수 μm 크기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부식시간이 더욱 경과하여 10,000 

h 후에도 외층에 형성된 결정립들의 크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림 5.2는 260℃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10,000 h 동안 부식 후 SS 304 외

면에 형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산화막의 두께는 3.24 ± 1.36 

μm이다. SS 외면에 형성된 산화막은 매우 치밀한 내층 (t = 1 - 2 μm)과 

porous한 외층으로 이루어진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Low angle (1°) XRD와 SEM/EDS를 이용하여 산화막 내외층의 조성과 결

정구조 등을 분석 결과는 표 5.2에 나타내었다. 산화막의 내층은 외층에 비하여 

매우 치밀하며, 산화물 크기는 0.005 - 0.01 μm 범위이었다. 내층 산화물은 

oxide-metal interface에서 성장하여 형성되었다. 이 산화물의 결정구조는  

spinel (AB2O4-type) 형태의 (Ni0.20Fe0.80)(Cr0.70Fe0.30)2O4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하여 산화막 외층은 그림 5.1과 그림 5.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orous하

며, 국부적으로 형성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화막의 크기는 1 ～ 10 μm 범위

였으며, 결정구조는 (Ni0.20Fe0.80)(Fe0.95Cr0.05)2O4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산화막 



외층의 성장은 산화막 내층의 성장과 달리 수용액에 고용되어 있던 금속이온의 

석출 현상에 의해 진행된다. 

  고온 수용액에서 SS가 노출되면 SS 외면에는 산화막이 형성되며, 이 산화막

은 내층과 외층으로 구분되는 이중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잘 밝혀졌다 (그림 

5.1, 5.2). 산화막 외층의 성장 기구는 수용액으로부터 석출에 기인한다고 알려

져 있다 (표 5.1). 산화막 외층의 성장 기구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5.4]. 표 5.3은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이 실험은 SS304를 이용하여 

loop autoclave에서 수행되었으며, 수질 조건은 LiOH pH 10.3이다. 부식생성물

이 농축된 수용액의 경우 Fe의 농도는 1.4 ～ 2.2 μg/Kg이며, coolant의 flow 

rate는 17.5 mL/s이다.    그림 5.3은 SS 304를 부식생성물이 없는 수용액에 

노출시킨 후 다시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에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산화막 

외층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식생성물이 없는 순수 물에서는 시편 외면에 외

층을 형성하는 비교적 큰 결정립들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이 시

편을 다시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액 (Fe 1.4 ～ 2.2 μg/Kg)에 노출시키면 

비교적 큰 산화물들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5.4은 부식생성물 농축 수용액에서 형성된 SS 304 산화물 외면과 이 시

편을 다시 부식생성물이 전혀 없는 순수 물에 노출시킨 후에 형성된 산화물 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식생성물이 농축된 수용

액 (Fe 1.4-2.2 μg/Kg)에 노출된 경우 SS 304 외면에서 수 μm 크기의 외

층 산화물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다시 부식 생성물이 없는 순수 물에 

노출시키면 외층을 형성하고 있는 산화물이 dissolution되어 외층이 거의 소멸되

었다. 

  SS 산화막 표면을 관찰한 결과 (그림 5.3과 5.4)로부터 SS 외면에 형성된 산

화막 외층의 형성은 수용액에 용존하는 Fe 원소의 농도에 매우 민감하게 의존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용액에서 부식생성물의 농도가 매우 높으면 용존하는 

Fe 이온이 석출하여 산화막 외층을 형성하는 반면, 수용액에서 부식생성물의 농

도가 매우 낮으면 산화막 외층은 형성되지 않으며 기존에 형성된 외층 산화물도 

환원되어 dissolution된다. 환원에 의해 산화물이 dissolution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상수 b는 0, 1, 2, 3 및 4 이다.   

  표 5.4는 PWR 및 BWR 일차측 수용액에서 형성되는 austenitic stainless 

steel (Fe-Cr-Ni) 산화막 내층 및 외층의 특성을 요약한 결과이다. 

  SS 외면에 형성되는 산화막의 내층은 조밀하며 결정립 크기가 수 nm 크기로 

미세하다. 내층 산화막의 성장은 oxide-metal interface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내층의 산화물은 Cr-rich MCr2O4 형태의 결정구조를 가

진다. PWR에서는 NixFe(1-x)Cr2O4 형태, BWR에서는 NixFeyCr3-x-yO4 형태의 

산화물이 형성된다. 산화막에서 주로 관찰되는 결함은 주로 pore이며, crack과 

같은 다른 형태의 결함도 관찰된다. 특이한 점은 SS의 합금 성분이 산화하는 과

정에서 Pilling-Betworth ratio에 의해 산화막에 높은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수

용액으로부터 물의 diffusion을 억제하지만, 부식반응이 진행되어 산화막 두께가 

증가하면서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산화막에 crack이 발생되어 부식이 가속된다. 

  SS 산화막 내층에 비하여 산화막 외층은 매우 porous하며 큰 결정립으로 구

성되며, 외층의 성장기구는 수용액에 농축되어 있는 Fe 이온의 석출이다. SS 외

층 산화막은 Fe-rich MFe2O4 형태의 결정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PWR에서는 

주로 NixFe(1-x)O4 형태의 산화물이, BWR에서는 α-Fe2O3, γ-Fe2O3, 

NiFe2O4 및 NixFe3-xO4 형태의 산화물이 석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층의 

결함은 내층의 결함과 비슷하게 pore 혹은 다른 형태의 결함이 나타난다. 

  또한 산화막 이중층에서 metal ion의 transport rate는 Fe2+ > Co2+ > Ni2+ 

>> Cr3+의 순서이며, Fe ion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냉각수에서는 주로 

Fe2+ 및 Ni2+ 이온이 용존하게 되며, 이들 metal ion이 saturate되면 더 이상의 

metal ion은 산화물로 석출되어 산화막 외층을 형성한다. 이에 비하여 Cr ion은 

가장 느린 transport rate를 나타내는 반면, 산화속도는 가장 빠르다. 따라서 Cr 

ion은 diffusion rate가 매우 느리므로 oxide-metal interface에서 Cr-rich 산

화물로 산화되어 산화막 내층을 형성한다. 



2. SS의 부식기구

  SS 산화막의 형태 및 특성 등의 연구결과로부터 고온 수용액에서 SS 

321과 같은 austenitic stainless steel의 부식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5.5는 고온 수용액에서 SS 321의 부식기구를 보여주고 있다. 먼

저 산화막 내층은 metal-oxide 계면에서 부식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solid state growth process에 의해 성장한다. 내층은 주로 Cr-rich 산

화물로 이루어진다. Metal 표면에서는 주로 metal 성분인 Fe와 Ni이 

anodic 반응 (Fe=Fe2++2e- 및 Ni=Ni2++2e-)에 의해 Fe2+와 Ni2+로 

이온화되어 수용액으로 diffusion된다. 산화막 외층은 metal에서 release

되거나 수용액에 존재하는 고농도의 metal ion (주로 Fe2+와 Ni2+)이 석

출되어 형성된다 (그림 5.3). 이때 수용액에서 용존 금속 이온의 농도가 

낮으면 외층의 산화물은 다시 dissolution되기도 한다 (그림 5.4). 따라서 

SS의 부식은 수용액에서 metal ion의 고용도가 매우 중요하며, metal 

ion의 고용도는 온도, 압력, 용존수소, 용존산소 및 암모니아 pH 등과 같

은 수용액의 수화학에 의해 결정된다.     



Table 5.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corrosion of SS304 in high- 

temperature ammoniated water 

Equipment Loop

Specimen SS 304

Temp. 260℃

Solution
Dehydrogenated, ammoniated water 

pH260℃ = 6.45 (pH25℃ ≤ 10)

Table 5.2. Oxide properties of inner and outer layers formed in SS 304 

[5.1]

Inner layer Outer layer

Structure
non-porous, tightly adherent 

layer
porous, loosely adherent layer 

Oxide size 0.005-0.01 μm 1-10 μm

Growth oxide-metal interface Precipitation  

Phase (Ni0.20Fe0.80)(Cr0.70Fe0.30)2O4 (Ni0.20Fe0.80)(Fe0.95Cr0.05)2O4



Table 5.3. Experimental parameters for the corrosion of SS 304 [5.4]

Equipment Loop (280℃)

Specimen SS 304

pH (LiOH) 10.3

Corrosion-product-saturated water Fe 1.4-2.2 μg/Kg

below detection limit Ni, Cr, Co < 0.5

Coolant flow rate 17.5 mL/s



Table 5.4. Summary on the oxide layers formed in SS [5.5-7]

Inner layer Outer layer

Structure compact porous

Grain size

fine grains 

Several nanometer range 

[5.5]  

large grains

(growth without volume 

constraint)

Growth oxide-metal interface Precipitation  

Phase

Cr-rich oxide

  PWR

    NixFe(1-x)Cr2O4 

  BWR

    NixFeyCr3-x-yO4

Fe-rich oxide

  PWR

    NixFe(1-x)O4 

  BWR

    α-Fe2O3, γ-Fe2O3

    NiFe2O4 (NixFe3-xO4)

Defect 

[5.6]

Pores 

other defects

Pores 

other defects

Breakdown

[5.7]

Internal stress by film 

growth Cracks

Remark

- Duplex oxide film : Difference in transport rate 

   Transport rate of metal ion : Fe2+ > Co2+ > Ni2+ >> Cr3+

- Cr : the lowest transport rate and the highest oxidation 

rate

- Fe2+, Ni2+ in coolant water



 Fig. 5.1. Oxide development of SS 304 after exposure in high- 

temperature hydrogenated, ammoniated water: (a) 1000 h, (b) 

2000 h, (c) 5000 h and (d) 10,000 h [5.1].  



  

 Fig. 5.2.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of oxide formed in SS 304 

after   exposure for 10,000 h (417 days). A : Metal, B : 

Inner layer (1-2 μm), C : Outer layer, D : Inner-outer 

boundary [5.1].

     Fig. 5.3. SEM images of (a) oxide formed in corrosion-product- 

free water and (b) after subsequent exposure to 

corrosion-product-saturated water [5.4].



    Fig. 5.4. SEM images of (a) oxide formed in corrosion-product- 

saturated water and (b) after subsequent exposure to 

corrosion-product-free water [5.4]. 

(NixCryFe1-xFe2-y)+4H2O 
=  NixCryFe3-x-yO4  + 4H2

Fluid containing corrosion 
products from elsewhere

Outer 
layer

Inner 
layer

Fe-Cr-Ni

Water

Diffusion 
of H2O

(Anodic Rx)
Fe = Fe2+ + 2e-

(Cathodic Rx)
O2 + 2e- + 2H2O =   
H2O2 + 2OH-

Diffusion 
of Fe2+  

Diffusion 
of e-

Precipitation of metal ions 
from the oxide-metal 
surface

Precipitation of metal ions 
from the fluid

(Ni
x
2+Fe1-x

2+Fe2
3+)+2O2- 

=  NixFe3-xO4  

   Fig. 5.5. Corrosion mechanism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Fe- 

Cr-Ni ternary alloy) in high-temperature aqueous 

solutions.



제 6 절 결 론

  전열관 재료인 PT-7M 및 PT-3V의 부식거동은 거의 유사하였고 이들의 내

식성도 우수하였으며 수소흡수율도 매우 낮아 전열관 재료로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대체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ASTM Gr. 5, 9, 2 등은 수소흡수율이 커

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nconel-690은 SMART 수화학조건

에서 CRUD의 방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연료 피복재로 고려되고 

있는 Zr-1.0Nb 합금은 Zry-4나 PWR 고연소도 피복관으로 최근 개발된 A피

복관보다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CEDM 재료로는 Nb-Fe-B 자석재

료가 암모니아 수화학 조건에서 매우 취약하여 부식 방지대책 수립이 요망되었

다. PT-7M:SS321 이종금속재료의 부식시험에서는 PT-7M에서 두 금속간의 

면적비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SS321 합금은 무게 

감소 및 증가가 반복되는 부식기구로 인해 galvanic coupling 효과를 파악할 수

가 없었으며 모재 자체의 정확한 부식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써  수용액중의 금속이온 농도 및 CRUD 농도를 제어한 Loop

에서 정밀한 추가 부식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전열관 재료인 PT-3V:PT-3V 

용접부에서 가속부식이 발생하였으며 모재에 비하여 2배 정도 부식속도가 빨랐

다. 자성:비자성 용접 재료 및 PT-7M:SS321 brazing 재료들은 사용 환경조건

에서 부식속도가 크지 않았다. 그림 6.1은 SMART 가동온도 및 수화학 모사조

건에서 1020일간 부식시험 한 결과를 종합한 그래프이다. 부식 환경이 서로 다

르나 SMART 가동온도와 수질 조건을 모사한 실험이기 때문에 SMART 재료의 

선정, 수화학 설계 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재료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암모니아 수화학의 영향으로써 PT-7M 및 

Inconel- 600 등의 부식이 pH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Zr-1.0Nb 합금은 pH의 

영향이 적었다. 용존산소의 영향은 모든 재료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Ni-base 합금은 산소농도가 높은 경우 심각한 무게 감소가 발생하여 CRUD 방

출이 우려되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의 수소취화 특성 평가결과 PT-7M은 200 ~ 600 

ppmH 구간에서 재료의 상온연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000 ppmH 에서는 

심각한 수소취성이 발생하였다. 반면 PT-3V는 100 ppmH 이상에서 재료의 상

온 연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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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9.98 ammonia aqueous solution for 1000 day.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현재 개발 중인 일체형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 및 증기 발생기 전

열관 재료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부식 특성 평가를 목표로 수행

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일체형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기본 부식 시험 결과를 확

보한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각 후보 재료뿐만 아니라 대체 재료까지도 

평가하였으며 1000일 이상 장기 부식시험을 완료하여 각 재료의 SMART 수화

학 조건에서 내식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1000일 동안의 부식거동 그래프

로부터 부식 속도상수를 구하였으므로 장기 부식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고려되고 있는 Ti합금의 수소 흡수율 및 수소 취

성평가 가 이루어져 재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Ball bearing, ball screw, Nd 자석 재료 등 CEDM 재료의 부식특성 평가 결

과로부터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었으며, ball bearing 재료의 선정, Nd 자석재료

의 손상방지를 위한 스테인레스강 cladding 등에 그 결과들이 feed back되어 활

용되었다. 

  그리고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SS321의 부식거동에 미치는 pH의 영향” 

(KAERI/TR-2422/2003) 및 “Zr 합금의 Nodular 부식특성”(KAERI/AR- 

678/2003) 등의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도 완료되어 SMART 수화학 설정 및 핵

연료 피복재의 개발에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참고문헌

[1.1] 이두정 등, 신형원자로 기술개발-일체형원자로계통설계기술개발, 한국 

원자력연구소, KAERI/RR-1883/98 (1999)

[1.2] 황영동, 장문희, 중소형로의 해수 담수화의 응용, 기계저널, 39(4) 

(1999) 31

[1.3] 최병선 등, 일체형원자로 SMART의 수화학 설계 특성 평가, 한국원자력 

연구소, KAERI/AR-507/98 (1998) 

[1.4] 최병선, SMART 수화학전문가 활용보고서, 한국원자력연구소, (1999).

[1.5] O. A. Kozhevnikow, E. V. Nesterova, V. V. Rybin, I. I. 

Yarmolovich, J.   Nucl. Mater. 271&272 (1999) 1. 472-477.

[1.6] I. V. Gorynin, Mat. Sci. Eng., A263 (1999) 112-116.

[1.7] M. L. Wasz, F. R. Brotzen, R. B. Mclellan, A. J. Griffin, Jr, Int. 

Mater.  Rev., 41 (1) (1996) 1-12.

[1.8] J. C. Williams, Mat. Sci. Eng., A263 (1999) 107-111.

[1.9] D. G. Kolman, J. R. Scully, J. Electro. Soc., 143 (1996) 

1847-1860.

[1.10] E. Rolinski, G. Sharp, D. F. Cowgill, D. J. Peterman, J. Nucl. Mat., 

252  (1998) 200-208.

[1.11] G. Lutjering, Mat. Sci. Eng., A263 (1999) 117-126.

[1.12] S.V. Gnedenkov, P.S. Gordienko, S. L. Sinebrukhov, O. A. 

Khrisanphova, T. M. Skorobogatova, Corrosion, 56 (2000) 

24-31.

[1.13] J. L. Murray, H. A. Wriedt, Bull. Alloy Phase Diagrams, 8, 

(1987) 148.

[2.1] Y. Hatano, K.Isobe, R. Hitaka and M. Sugisake, J. Nucl. Mater., 

189 (1992) 193

[2.2] O.T. Woo, J.C. Capenter, J.A. Sawuchu, and S.K. Macewen, J. 

Nucl. Mater., 172 (1990) 71.

[2.3] X. Meng and D.O. Northwood,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 

Eighth Int. Sym. ASTM STP 1023, L.F.P. Van Swam and C.M. 

Eucken,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89) 478

[3.1] M.G. Fontana, Corr. Eng. McGraw- Hill, 3rd Ed. Singapore (1986)

[3.2] T. Ahmed and L. H. Keys, J. Less-Common Met., 39 (1975) 35

[3.3] K, Hauffe, Oxidation of Metals, Plenum Press, New York (1965) 



231  

[3.4] L. H. Keys, et al., J. Less-Common Met., 14 (1968) 181 

[3.5] A. E. Bib and J. R. Fascia, Trans. AIME, 290 (1964) 415

[3.6] T.P. Papazoglou and M.T. Hepworth, Trans. TMS-AIME, 242 

(1968) 682

[3.7] H.D. Kessler, R.G.Sherman and J.F.Sullivan: J. Mat., 7 (1955) 

242-246

[3.8] G.A. Lenning, J.W. Sprietnak and R.I. Jaffee: Trans. AIME, 206 

(1956)

[3.9] D.A. Meyn, Metal. Trans., 5 (1974) 2405

[3.10] 김태규 등, Static Autoclave 조건에서 SMART용 피복관 재료(Zr)의 

전열관 재료(Ti)의 부식특성 평가,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TR- 

1978/2001

[3.11] H. Anada, K. Nomoto and Y. Shida,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 Tenth Int. Sym., ASTM STP 1245, A.M. Garde and 

E.D. Bradley,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4) 307

[3.12] J.P. Poster, J. Dougherty, M.G. Burke, J.F. Bates, and S. 

Worcester, J.  Nucl. Mater., 173 (1990) 164

[3.13] P. Rudling, H. Pettersson, T. Andersson, and T. Thorvaldsson,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 Eighth Int. Sym. ASTM STP 

1023, L.F.P. Van Swam and C.M. Eucken, Ed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89) 213 

[3.14] S. Y. Park et al., Effect of pH on the Corrosion Behaviour of 

SS321 in the Ammonia Aqueous Solution, KAERI/TR-2422/2003

[4.1] R. Kuwae, K. Sato, E. Higashinagawa, J. Kawashima and S. 

Nakamura, J. Nucl. Mat., 119 (1983) 229.

[4.2] N. Ramasubramanian, J. Nucl. Mat., 119 (1983) 208.

[4.3] A.W. Urguhart, D.A. Vermilyea and W.A. Rocco, J. Electrochem. 

Soc., 125 (1978) 199.

[4.4] B. Cheng and R.B. Adamson, ASTM STP 939, (1987) 387.

[4.5] K. Ogata, "Effect of Alloying element Distribution on the Nodular 

Corrosion of Zircaloy-2", ibid., 346.

[4.6] D. Charquet, R. Tricot and J.F. Wadier, ASTM STP 1023, (1989) 

374.

[4.7] B.X. Zhou, "Electron Micrography Study of Oxide Films Formed on 



Zircaloy-2 in Superheated Steam, ibid., 360.

[4.8] A.V. Nikulina, V.A. Markelov, M.M. Peregud, Y.K. Bibilashvili, V.A. 

Kotrekhov, A.F. Lositsky, N.V. Kuzmenko, Y.P. Shevnin, V.K. 

Shamardin, G.P. Kobylyansky, A.E. Novoselov, ASTM STP 1295, 

(1996) 785.

[4.9] A. Garlick, R. Sumerling, G.L. Shires, J. British Nucl. Energy Soc., 

16 (1977) 77.

[4.10] M.O. Malowe, J.S. Armijo, B. Cheng, R.B. Adamson, American 

Nuclear Society, (1985) 3. 

[4.11] W.G. Burns, P.B. Moore, British Nuclear Energy Society, London, 

(1977) 281.

[4.12] B. Cox, Y-M. Wong, C. Quon, J. Mucl. Mater., 223 (1995) 321.

[4.13] C. Lemaignan, J. Mucl. Mater., 187 (1992) 122.

[4.14] P.V. Shebaldov, M.M. Peregud, A.V. Nikulina, Y.K. Biblashvili, 

A.F. Lositski, N.V. Kuzmenko, V.I. Belov, A.E. Novoselov, ASTM 

STP 1354, (2000) 545.

[4.15] A.V. Smirnov, V.I. Kusmin, V.P. Smirnov, K.P. Dudrovin, Y.K. 

Bibilashvily, B.A. Saletnih, American Nuclear Society (1994) 31. 

[5.1]  S.E. Ziemniak, M. Hanson, Corr. Sci. 10 (2002) 2209.

[5.2]  B. Stellwag, Corr. Sci. 40 (1998) 337.

[5.3]  J. Robertson, Corr. Sci. 32 (1991) 443.

[5.4]  D.H. Lister, R.D. Davidson, and E. McAlpine, Corr. Sci., 27 

(1987) 113.

[5.5]  H. Kaesche, Die Korrosion det Metalle, 3rd den. (1990)

[5.6]  J. H. Wang et al., Corrosion NACE, 44 (1988) 732.

[5.7]  Y. Asakura et al., Corrosion NACE, 45 (1989) 119.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연구개발 내용
	제 1 절  평가 재료
	제 2 절  시험 방법

	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SMART 재료 부식특성 평가
	제 2 절  재료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수화학의 영향 평가
	제 3 절  전열관재료(Ti 합금)의 기계적특성 평가
	제 4 절  핵연료피복재(Zr-1Nb)의 Nodular 부식 기술현황 분석
	제 5 절  스테인레스 스틸 부식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
	제 6 절  결론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계획
	제 5 장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