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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HANA 소재 핵연료안내관 최적 제조공정 개발을 목표로 1단계 2년에서는 기초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상용 안내관 대비 강도 및 조사성장 저항성 10% 향상 및 부식저항성 
3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함.

   • 강도특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 최적 열처리 및 신개념 공정(현 3단계 공정 → 2단계 공정)을 적용하여 
       상용 안내관 spec. 대비 30%의 강도 향상을 이루었음.
   • 조사성장 저항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 최적 열처리 및 냉간가공량을 제어하여 조사성장량을 감소시키는 미세조직 및 
       집합조직 제어 방안 마련함. 
   • 부식특성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 중간 및 최종열처리 조건의 최적화로 상용안내관 대비 30% 향상된 부식저항성을
       갖는 제조공정관련 요소기술 완성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핵연료, 안내관, 제조공정, 부식, 조사성장, 강도, 미세조직

영 어 Nuclear fuel, Guide tube, Manufacturing process, Corrosion, 
Irradiation growth, Strength,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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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HANA 소재 핵연료안내  최  제조공정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 안내 은 핵연료집합체의 골격체로서 수출 가능한 고성능 핵연료 개발을 

하여 피복 , 지지격자 등과 함께 독자 기술소유권을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것이 필

수 임.

   • 피복 은 그동안 국내 독자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성능 신소재 HANA 피복

을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상용로에서 시범연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내

에 련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음.

   • 핵연료의 모든 구성부품에 한 독자 기술소유권 확보가 고성능 핵연료 수출

의 선결조건이지만 안내  련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못하여 국산 고성능 고유핵연

료의 상용화  수출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음.

   • 국내 독자소유권을 갖는 안내  개발은 소재에 해 소유권이 확보된 HANA 

소재를 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해서는 강도, 조사성장  부식특성

이 향상된 안내  제조공정 개발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1차년도 (2008. 7 - 2009. 6)

     ․안내  제조 공정 요소기술 개발

        - 강도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향 평가

        - 조사성장 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향 평가

        - 부식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향 평가

   • 2차년도 (2009. 7 - 2010. 6)

     ․강도  조사성장 특성이 향상된 제조공정 도출

        - 제조공정 변화에 따른 강도  가공도 평가

        - 재결정도  집합조직 변화에 따른 조사성장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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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 강도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열처리에 의한 강도 향상방안 도출

     ․가공공정에 의한 강도 향상방안 도출

     ․강도 향상을 한 열처리  가공공정 용 시편제조

     ․성능향상을 한 신개념공정 용 시편제조(  3단계 공정 → 2단계 공정)

     ․열처리, 가공  신개념 공정을 용한 시편의 인장특성을 평가하여 상용

       안내  spec. 비 최  30%의 인장강도 향상을 확인  

   • 조사성장 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열처리에 의한 조사성장 향상방안 도출

     ․가공공정에 의한 조사성장 향상방안 도출

     ․집합조직 제어를 한 가공공정 용 시편제조하여 집합조직 분석결과, 

       조사성장량을 증가시키는 fr 집합도를 5%에서 6～8%로 증가시켜 

       이론 으로 조사성장 항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부식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부식성능 향상을 한 열처리  가공공정 용 시편제조

     ․성능향상을 한 신개념 공정 용 시편제조(  3단계 공정 → 2단계 공정) 

     ․열처리, 가공  신개념 공정을 용한 시편의 부식특성을 평가하여 상용 

       안내  비 30%의 내식성 향상을 확인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HANA 소재 안내  련 최  열처리 공정기술  신개념 

제조공정 요소기술은 기존 상용안내  spce. 비 30% 향상된 강도  내식성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안내  제조 련 기  요소기술은 고성능 신소

재 HANA 소재 안내 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 원천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상기의 안내  제조 기반기술 선행연구결과는 추후 산업체에서 안내  고유 제조공

정 기술기발을 한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HANA 소재 핵연료 안내  제조기

술이 완성되면 국산 고성능 고유 집합체의 피복   안내  부품기술이 완성되어 

고유핵연료의 국내 장 과 추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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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Manufacturing process optimization of nuclear fuel guide tube using HANA 

alloys

Ⅱ. Objective and Necessary

   • A nuclear guide tube, which is connected with a top and bottom nozzle 

and a spacer grid in a nuclear fuel assembly to thereby from skeleton for the 

nuclear fuel assembly, sustains rigidity and structural continuity of the nuclear 

fuel assembly. Regarding the guide tube as a fuel assembly component, it is not 

started for study on the guide tube material as well as manufacturing process 

development in Korea, although the inherent guide tube for applying the HIPER 

assembly designed at KNF is necessary. 

   • The HANA fuel cladding developed by KAERI having a good corros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y has been developed and loaded in a Korean 

commercial reactor. However, the development progress of guide tube is limited 

at the present time although the guide tube is important component in fuel 

assembly like fuel cladding.

   • The lack of guide tube containing inherent alloy composition and 

manufacturing process influence on the completion of HIPER assembly and a 

fuel assembly export program in Korea. 

   • In order to satisfy the inherent HIPER assemb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guide tube with a HANA materials, because HANA materials were 

licensed and patented internationally, and showed the good performance in the 

in-pile as well as out-of-pile tests. Thus, the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HANA material as nuclear guide tube is necessary.

Ⅲ. Research Scope and Contnets



- 4 -

   • 1st year (2008. 7 - 2009. 6)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parameter for guide tube

        - Evaluation of manufacturing parameter to increase mechanical 

          strength

        - Evaluation of manufacturing parameter to decrease irradiation growth

        - Evaluation of manufacturing parameter to increase corrosion resistance

   • 2nd year (2009. 7 - 2010. 6)

     ․Manufacturing process setup having increased strength and irradiation 

       growth resistance

        - Evaluation of strength and formability with manufacturing process

        - Evaluation of irradiation growth behavior with microstructure and 

          texture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Manufacturing parameter study to increase mechanical property

     ․Heat-treatment study to increase strength

     ․Manufacturing process study to increase strength

     ․Sample manufacturing controlled by heat-treatment and reduction rate 

       parameters to increase strength

     ․Sample manufacturing by using new process (2 step process) 

       to increase performance

     ․Tensile strength increase of 30% by manufacturing parameter setup 

       when compared to the guide tube specification  

   • Manufacturing parameter study to decrease irradiation growth

     ․Heat-treatment study to decrease irradiation growth

     ․Reduction rate study to decrease irradiation growth

     ․Theoretical study of the texture effect on sample specimens related to

       the irradiation growth

   • Manufacturing parameter study to increase corrosion resistance

     ․Sample manufacturing controlled by heat-treatment and reduction rate 

       parameters to increase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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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manufacturing by using new process (2 step process) 

       to increase corrosion performance

     ․Corrosion resistance increase of 30% by manufacturing parameter setup 

       when compared to the commercial guide tube 

Ⅴ. Application Plan

    From this project, the advanced manufacturing parameters which were 

contained of heat-treatment, reduction rate, and new process (2 step) were 

considered to increase the guide tube performance of HANA material. It was 

obtained that the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of HANA material were 

improved by applying the improve manufacturing parameters when compared to 

the commercial guide tube material. This result related to the guide tube 

manufacturing parameters is applicable the commercial manufacturing process of 

HANA guide tube at KNF and is possible to get the licensed manufacturing 

procure. So it is expected that the inherent guide tube for applying the HIPER 

assembly designed at KNF will be commerc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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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력발 소의 안 성과 경제성은 원자로의 노내 구조물이 고온  고압의 부

식환경과 성자 조사로 인한 열화 상으로 성능이 하되어 감소하게 된다. 원자

로 노심에 장 되는 핵연료 집합체는 핵연료 피복 , 안내 , 계측 , 지지격자 등

의 지르코늄 합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르코늄 합  부품은 부식반응에 

의한 산화막 성장  기계  변형으로 인하여 건 성이 하되기 때문에 합 조성

과 제조공정이 매우 요하다. 

   최근 원자력발 의 경제성 향상 일환으로 핵연료의 주기비 감을 하여 핵연

료 교체주기를 늘려 사용하는 고연소도  장주기 운 이 채택되고 있다 [1]. 그러

나 핵연료 교체주기의 증가는 핵연료 집합체가 원자로의 고온  고압 냉각수와 

하는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핵연료 집합체 구성품의 부식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부

식 반응에 의해 핵연료 피복  뿐만 아니라 안내  내부로 유입되는 수소는 수소화

물로 석출되고 [2], 핵연료 피복 과 안내 의 내부에 석출된 수소화물은 취약하여 

기계  연신율을 감소 [3]시키며 수소화물의 석출에 의한 약 14%의 부피증가는 안

내 의 조사성장량을 추가 으로 증가 [4]시키기 때문에 핵연료 집합체의 건 성을 

하시키게 된다. 특히 핵연료 집합체에서 상하단 고정체  지지격자와 연결되어 

핵연료 집합체의 구조  골격을 유지하고 연료 의 하 을 지지하는 핵연료 안내

은 다른 구조부품에 비하여 우수한 기계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 상용원 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안내   계측 의 제원은 그림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웨스 하우스형 원 과 한국표 형 원 의 핵연료 집합체의 형태에 

따라 각각 ACE7과 PLUS7으로 분류된다. 한국표 형 원  집합체 (PLUS7)에 사용

되는 핵연료 안내   계측 은 각각 24.89 mm의 외경 (OD, Out Diameter)과 

0.98 mm의 두께 (WT, Wall Thickness)로서, 웨스 하우스형 원  집합체 (ACE7)

에 사용되는 안내   계측 의 12.24 mm 외경과 0.482 mm 두께에 비하여 약 2

배에 해당되는 제원을 갖는다. 한 핵연료 집합체에 요구되는 안내   계측 의 

수가 한국표 형 원  집합체에는 5개, 웨스 하우스형 원  집합체는 25개 이다. 

따라서 한국표 형 원  집합체의 안내   계측 은 용되는 개수의 감소만큼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되었고, 최종열처리를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여 고강도를 확보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확보를 해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

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 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6]. 이와 

같이 지르코늄합 으로 제조되는 핵연료 안내   계측 이 한국표 형 원  집합

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고강도 확보  고연소도/장주기 운 에서 부식량 증가에 

의한 수소화물 생성량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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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술소유권이 확보되고 수출이 가능한 핵연료 개발을 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핵연료부품(피복 , 안내 , 지지격자)을 상용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핵연료피복 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 고연소도까지 사

용이 가능한 고성능 신소재 HANA 합 을 개발하 으며, 재 상용화 추진을 하

여 발 소에서 시범연소 이다. 그러나, 안내 은 피복 과 마찬가지로 Zr 합

으로 제조되지만 치수와 요구성능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복 으로 개발된 

HANA 소재를 그 로 안내 으로 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핵연료피복 은 주로 부식성능  사고 안 성 향상을 목표로 개발되어 왔으

나, 안내 은 핵연료 집합체의 골격체이므로 요구되는 강도 특성이 피복 보다 높

고 (피복 : YS>240MPa, 안내  YS>310MPa), 집합체의 휨 상을 방지하고 름스

링력의 여유도를 확보하기 하여 조사성장 항성이 우수하여야 하는 특성을 만

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안내 에 하여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서 우리 기술이 무한 상태이므로 국산 핵연료의 상용화  수출의 장애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독자 기술소유권의 안내  개발을 해서는 

이미 물질소유권이 확보된 HANA 소재를 안내 으로 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며 이를 해서는 강도  조사성장 특성이 향상된 제조공정 개발이 무엇보다 필

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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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earance and cross-sectional design view of Korean standard type and 

Westinghouse type fue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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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국외에서의 안내  련 기술개발동향을 보면 미국, 랑스, 일본 등은 핵연료 

부품 개발의 첫 단계에서 피복 을 먼  개발한 후 성능이 입증되면 동일 소재에 

하여 안내   지지격자 등으로 용 범 를 확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안내  소재를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복  소재로부터 제원이 다른 안내

으로 용하는데 피복  보다 성능 수 이 증가되는 강도  조사성장 특성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미세조직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 랑스, 일본 등은 신소재

를 개발하여 피복  뿐만아니라 안내 으로 상용화 한 후 합 원소의 미량 제어  

제조공정 최 화를 통하여 성능개선을 꾸 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안내 용 지르코늄 소재  제조공정에 한 특허가 지속 으로 출원/등록 에 

있다.

   재 국내에 사용되는 핵연료 안내 은 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수입

비용만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악된다. 최근 KNF가 지르코늄 튜  생산공장

을 구축하여 ZIRLO 소재 피복   안내 을 Westinghouse 공정에 따라 생산 

에 있다. 그러나 ZIRLO 합  소재는 Westinghouse에 기술료를 부담해야 하며 국

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산 고유핵연료에 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에서는 피복  연구는 KAERI를 주축으로 많이 수행된 바 있으나, 안내  련 연

구개발은  수행된 바 없으므로, 안내  소재  제조기술 개발은 국내 독자기

술 확보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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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1  강도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1. 개요

          안내 은 핵연료집합체의 구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고강도가 요구되고 치

수안 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조사성장에 한 항성이 커야한다. 한 부식반응

이 진행되면 부식반응 에 생성된 수소가 튜  내부에 흡수되어 수화물을 형성하

게 되면 취화되는 열화기구를 가지고 있다. 안내 의 강도향상은 소재에 포함된 합

원소에 의한 고용강화, 석출강화 그리고 최종 제조단계의 가공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에 향을 받게 된다. 합 원소  석출상은 피복  소재로 설계된 합 원

소 조성에 의해 부식특성 향상을 해 우선 으로 정해지므로 안내 의 강도향상은 

제조공정 에 수행된 가공  최종 열처리에 의해 좌우된다. 한국표 형원자로에 

용되는 핵연료집합체에 사용되는 안내 은 고강도를 확보하기 해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여 응력이완 조직이 형성되도록 한다. 만일 강도를 더욱 높이기 

해 열처리 온도가 낮아지면 강도는 증가되지만 연신률이 감소되어 안내 의 연신기

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 형원자로에 용되는 안내 용 지르코늄 합 의 

강도향상과 부식 항성 증가를 한 열처리  가공공정 개선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고성능 HANA 피복  소재에 한 특

성평가를 수행하여 한국표 형원  집합체의 핵연료 안내   계측 으로 용하

기 한 연구를 병행하 다.

      2. 지르코늄 합 의 강도 특성   

         지르코늄 합 의 강도와 연성은 일반 으로 최종열처리 온도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최종어닐링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낮은 온도에서 어닐링을 하

면 강도는 높으나 연성이 작으며, 높은 온도엣 어닐링하면 연성은 증가하나 강도가 

떨어진다. 핵연료 피복 은 정한 온도에서 최종어닐링 열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

압경수로 피복 인 Zircaloy-4의 경우에는 460～500℃에서 최종어닐링 열처리를 하

고 있다. 열처리 온도가 500℃ 이상이 되면 회복  재결정이 진행되어 강도는 

격히 감소되고 연성은 증가하게 되며 열처리 온도가 600℃가 되면 완 재결정화 되

어 가장 낮은 강도값과 가장 높은 연신율을 갖게 된다. 

   합 원소에 따른 강도특성을 분석하면, Sn은 α상 역을 확 시키는 합 원소로 

다른 합 원소에 비해 상 으로 α-Zr에 고용도가 커서 600℃에서는 ～2 wt%까

지 그리고 982℃에서 9.3 wt%까지 Sn을 고용하므로 고용강화에 의한 강도 향상효

과를 가지고 있다. Sn도 고용한도를 과하면 속간화합물 Zr4Sn을 석출하지만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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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피복 으로 사용하는 지르코늄 합 에서 Sn의 첨가량이 1.2～1.7 wt% 범 에 

있으므로 부분이 고용상태로 존재한다. Nb은 β상 안정화 원소로 2원계 지르코늄

에 고용도가 0.6 wt%로 0.6 wt% 까지는 고용강화에 의한 격한 강도증가가 나타

나고 0.6 wt% 이상에서는 석출강화에 의한 강도증가가 나타나지만 강도가 큰 폭으

로 증가되지 않는다. 한 지르코늄 합 에서 Nb을 고용도 이상으로 첨가시 강도는 

열처리 온도에 의해 변화되게 된다. α-Zr (610℃ 이하) 역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미세한 β-Nb 상이 석출되어 내식성은 향상시키지만 강도는 크게 증가되지 않지만 

β-Zr 역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β-Nb 상이 석출되어 내식성은 감소시키지만 강

도는 크게 증가되는 특성을 갖는다. 산소는 α 상원소로 미량의 첨가에도 강도가 

격히 증가된다. 하지만 산소량이 증가되면 가공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핵연료용 지

르코늄 합 에 산소의 첨가량은 800 ～ 1600 ppm이 일반 이다. Fe, Cr, Cu, Ni 등

의 합 원소는 β 상 안정화 원소로서 지르코늄에 고용도가 수백 ppm으로 고용강화 

효과보다는 석출강화가 강도증가에 주요 기구로 작용한다. Fe, Cr이 합 원소로 첨

가되는 Zircaloy-4에서는 Zr(FeCr)2의 석출상이 형성되고, Fe, Cr, Ni가 합 원소로 

첨가되는 Zircaloy-2에서는 Zr(FeCr)2와 Zr2(FeNi) 상이 석출되는데 석출물의 크기

는 보통 0.5 ㎛ 이하이다. 석출물 Zr(FeCr)2는 ZrCr2에 Cr 자리 일부에 Fe가 체된 

것으로 hcp 격자구로를 가지고 있으며, Fe/Cr 비는 0.6～1.5 범 로 석출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Zr2(FeNi)는 Zr2Ni에서 Ni의 일부가 Fe로 체된 것으로 bct 

격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시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합 조성은 표 1과 같이 기존 핵연료 안내   계측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Alloy-A 합  (Zr-1Nb-1Sn-0.1Fe in wt.%)과 한국원자

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핵연료피복 용 HANA-4 합  (Zr-1.5Nb-0.4Sn-0.2Fe-0.1Cr 

in wt.%) 소재를 이용하 다. 

   재 국내, 외에서 제조되는 한국표 형 원 용 집합체 (PLUS7)의 핵연료 안내

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63.5 mm의 외경과 10.9 mm의 두께를 갖는 지르

코늄 튜  제조용 반제품인 TREX(Tube Reduced Extrusion) 쉘로 부터 외경과 두

께 제원이 반에 해당되는 웨스 하우스형 원 용 집합체(ACE7)의 핵연료 안내  

제조방법과 동일한 3 단계의 가공  열처리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이때 간 

열처리는 미세조직이 재결정 되도록 수행하고 최종열처리는 고강도유지를 해 460 

± 10℃에서 7시간 응력이완 열처리를 용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 형 원 에 사용되는 안내 의 강도  내식성 향상

을 해 그림 2  표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공정  간 열처리 온도를 재 

수행되고 있는 596℃에서 570℃로 낮추는 방안과 가공단계를 행 3단계에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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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는 공정 개선방안을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3단계 제조공정을 2

단계 제조공정으로 제조하는 방안은 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2단계 제조공정의 

특징은 피복 에 비하여 외경이 2배 이상 큰 안내 을 피복 과 동일한 3단계 공정

으로 제조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1회 반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제조경제성은 감

소하게 된다. 한 공정별 압하율이 3단계에서는 약 55%로 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70%가 되기 때문에 압연  내부에 지가 3단계에 비하여 2단계에서 증가되기 때

문에 재결정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낮은 열처리가 가능하다. 낮은 열처리의 용

은 석출상을 미세하게 하여 석출상의 분산강화에 의한 강도향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표 3  4는 재결정 안내  제조를 한 HANA-4 합 의 가공  열처리 효과

를 분석하기 한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표 3은 간 간열처리  최종열처리 

향을 악하기 한 목 으로 설정된 제조공정으로써 TREX로부터 1차가공을 

53%, 2차 가공을 64%, 그리고 3차 가공을 74%로 수행하여 최종 으로 0.482 mm 

두께의 재로 제조하 다. 이때 가공  간  최종열처리 향을 보고자 낮은 

열처리에 역에 해당되는 570℃와 높은 열처리 역에 해당되는 596℃를 용하

다. 열처리 온도가 570℃ 보다 감소되면 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차 가

공시 크랙과 같은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열처리 온도가 596℃ 보다 증가되면 

Nb 첨가에 의한 β-Zr 상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570  

596℃를 열처리 온도로 설정하 다. 표 4는 제조공정 에 수행되는 단계별 가공효

과가 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설정된 제조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공

공정은 크게 M1, M2, M3로 명명하 는데 M1 조건이 단계별로 가공량이 가장 많

이 증가되는 조건이고 M2, M3 조건으로 갈수록 단계별 가공량이 유사해지는 조건

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TREX로부터 간단계의 가공 이력에 따라 HANA-4 합

의 기계  물성치가 변화는 거동을 분석하기 해 수행된 것이다. 

   표 2-4  그림 3의 제조공정에 의해 제조된 시험용 재시편의 형상은 그림 4

와 같다. 이때 재의 두께는 0.98 mm 이고 길이는 180 ～ 200 mm 이었다. 이 

재를 인장시편, 집합조직 분석시편  부식시편으로 가공하여 사용하 으며, 미세조

직 찰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핵연료 안내  제조공정에 따른 성능은 

미세조직, 인장강도, 집합조직  내식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집합조

직분석은 제 2 , 내식성의 평가 방법  내용은 제 3 에 기술하 다. 

   최종열처리된 합 의 미세조직은 투과 자 미경 (T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미세조직 분석에서 결정립 크기  석출상 분석은 기본 으로 ASTM E112를 

따른다. 그리고 지르코늄 합  소재의 미세조직 분석용 시료 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지르코늄 소재의 결정립, 제 

2상 석출물의 크기  분포 측정을 한 미세조직 분석 시편은 피복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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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 mm로 취하여 투과 자 미경(TEM) 시편으로 가공한 후 TEM을 이용하

여 사진을 촬 하고 사진 내의 제 2상 석출물 크기  분포를 측정한다. TEM 분석

용 시료는 길이 방향에 하여 약 10 mm로 취한 시편은 물(40%), 질산(30%), 황

산(20%)  불산(10%)의 혼합용액으로 thinning하여 튜   지지격자 시편의 두께

가 약 70 μm가 되도록 하 다. 박막의 지르코늄 합  시편은 지름이 3 mm가 되도

록 punching 후 twin-jet polishing을 수행하여 TEM 찰용 시편으로 제작하 다. 

Jet-thinning은 -40℃의 온도에서 에탄올(90%)과 과염소산(10%)의 혼합용액 조건에

서 수행하 다. 이상입자크기/분포는 TEM (JEOL 2000FX)을 이용하여 20,000 ～ 

50,000배의 배율로 사진을 얻었다. 이상입자는 사진으로 부터 Image Analyzer를 이

용하여 평균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 다. 피복 의 경우 최종열처리가 SR 는 

PRX 조직을 얻을 목 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상입자 분석용 시편은 추가 열처리

를 수행한 후 제작하 다. 이상입자 분석용 시편의 추가 열처리는 재결정 조직이 

되도록 550 ～ 600℃에서 0.5 ～ 1 시간 수행하 다. 피복   지지격자의 재결정

도  결정립도 측정은 편 기능을 가진 학 미경을 이용하여 200 ～ 500 배의 

배율로 찰한다. 학분석용 시편의 비는 경도측정 시편 비 방법과 동일한 방

법으로 비하 다. 찰된 미세조직은 Image Analyzer로 평균 결정립크기를 측정

하며, 평균 결정립크기는 ASTM No.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인장특성 평가는 ASTM에 기술된 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상온 인장시험은 

ASTM B811-97에 명시된 방법  차에 따라 수행하고, 300 ～ 500℃의 고온 인

장시험은 ASTM E21요건에 따라 수행한다. 고온시험은 시험온도보다 15 - 20℃ 

낮은 온도에서 20 분간 가열로를 안정시킨 후 10 분간 시험온도에 도달시키고 시험

온도 ±1℃에서 10 분간 유지한 후에 인장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온도는 시험편의 

앙에 부착된 K-type 열 를 온도측정기와 연결하여 측정하 다. 인장시험 시편은 

ASTM E8 요건에 따라 표 시편을 비하고 표 거리 12.5 mm을 마킹하여 연신

율 계산에 이용하 고 0.05±0.002 mm/min의 strain rate(변형속도)로 인장시험을 실

시하 다. 항복강도  최  인장강도는 MPa단 로 연신율은 %단 로 표시하며 

ASTM E29에 따라 반올림한다. 인장시험은 최소 2개 이상의 시편을 다른 치에서 

채취하여 평가하고 두시편간에 편차를 가지면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 최 /최소를 

제외하고 평균값은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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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zirconium based alloys for nuclear

         application (wt.%)

Alloy Nb Sn Fe Cr Zr

Alloy-A 1.0 1.0 0.1 - Bal.

HANA-4 1.5 0.4 0.2 0.1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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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t treatment and manufacturing procedure of the zirconium based

        alloys for the application of fuel guide tube

Process

3 pass 2 pass

Alloy-A HANA-4 Alloy-A HANA-4

3P1 3P1 3P2 2P1 2P2

TREX 10.9 mm 10.9 mm 10.9 mm 10.9 mm 10.9 mm

1
st
rolling

4.83 mm

(55%)

4.83 mm

(55%)

4.83 mm

(55%)

3.27 mm

(70%)

3.27 mm

(70%)

Annealing
596℃

(3.5h)

596℃

(3.5h)

570℃

(2h)

596℃

(3.5h)

570℃

(2h)

2
nd
 rolling

2.24 mm

(53%)

2.24 mm

(53%)

2.24 mm

(53%)

0.98 mm

(70%)

0.98 mm

(70%)

Annealing
596℃

(3.5h)

596℃

(3.5h)

570℃

(2h)
- -

3rd rolling
0.98 mm

(56%)

0.98 mm

(56%)

0.98 mm

(56%)
- -

Final 
annealing

460℃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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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intermediate and final heat treatment of the HANA-4 alloy

         for the application of fuel guide tube

Process
HANA-4

Laa Lab Haa Hab

TREX 10.9 mm

1
st
rolling

5.08 mm

(53%)

Annealing
570℃

(2h)

596℃

(3.5h)

2
nd
 rolling

1.83 mm

(64%)

Annealing
570℃

(2h)

596℃

(3.5h)

3
rd
 rolling

0.482 mm

(74%)

Final 
annealing

570℃

(2h)

596℃

(3.5h)

570℃

(2h)

596℃

(3.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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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manufacturing process and final heat treatment of the 

         HANA-4 alloy for the application of fuel guide tube

Process

HANA-4

M1a M1b M2a M2b M3a M3b

TREX 10.9 mm

1strolling
6.00 mm

(45%)

5.08 mm

(53%)

3.82 mm

(65%)

Annealing
570℃

(2h)

2
nd
 rolling

2.40 mm

(60%)

1.83 mm

(64%)

1.53 mm

(60%)

Annealing
570℃

(2h)

3
rd
 rolling

0.482 mm

(80%)

0.482 mm

(74%)

0.482 mm

(69%)

Final 
annealing

570℃

(2h)

596℃

(3.5h)

570℃

(2h)

596℃

(3.5h)

570℃

(2h)

596℃

(3.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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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uide tube manufacturing process of commercial zirconium-bas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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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roved process for guide tube manufacturing of zirconium-bas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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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eet sample manufacturing as following the modified guide tube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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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  고찰

          가. 미세조직 특성 분석

              다원계 지르코늄 합 인 HANA-4 합   Alloy-A에서는 Nb이 고

용한도인 0.2 wt.% [7] 이상으로 첨가되어 있고, TREX 쉘로부터 최종열처리까지 

용된 열처리온도가 α + β-Nb 역인 610℃이하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합

에서 안내  제조 공정에 의해 생성되는 석출상의 종류는 동일할 것으로 측된

다. 그러나 압연 후 수행된 간열처리 온도 차이와 제조단계  압하율의 차이는 

석출상의 평균 크기  분포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HANA-4 합 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합 원소의 향을 분석해 보면 Nb, Sn, 

Fe, Cr, Cu 성분 향과 열처리에 의한 향이 복합 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Nb은 1.5 wt%로 첨가되어 고용강화와 석출경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석출물의 주원소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Nb 첨가 지르코늄 합 에서 

Nb 첨가에 의해 발생되는 석출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Zr-2.5Nb 합 에서는 

800℃ 이상의 온도로 제조된기 때문에 α-Zr과 제 2상인 β-Zr이 주로 형성되고, 

tetragonal 구조를 갖는 Zr2Fe 석출물이 형성되는데 Fe는 지르코늄 모재에 함유된 

불순물이며 Fe의 고용도가 수백 ppm으로 낮기 때문이다. Zr-1Nb 합 은 주로 β

-Nb 이나 β-Zr 상이 형성되는데, 공석온도인 610℃ 보다 낮은 온도로 열처리를 수

행하면 β-Nb 석출되고 공석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β-Zr이 

석출된다. 한 지르코늄 소재에 포함된 불순물 Fe  Cr에 의해 일부 Zr3Fe나 

Zr(Cr,Fe)2의 석출물이 생성된다. 석출상의 분률은 Nb 첨가량에 증가에 의해 증가되

고, 석출상의 크기는 열처리 온도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HANA-4 

합 에서 Sn은 0.4 wt% 첨가되는데 이는 고용한도 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석출상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Fe  Cr은 각각 0.2  0.1 wt% 첨가되며 이들은 

Zr(NbFeCr)2 석출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5는 제조공정에 의한 최종 시편의 미세조직을 TEM으로 찰한 결과이다. 

각각의 공정으로 제조된 HANA-4 합 에 하여 최종열처리를 460℃에서 7시간 

수행하여 3000배의 배율로 100 m
2
 이상의 면 에 하여 미세조직을 찰한 결

과, 그림 4와 같이 가공조직이 90% 이상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르코늄 합 의 

재결정은 500～600℃ 역에서 발생되는데, 재결정의 활성화 에 지는 시편의 처

리에 의해 도입된 내부에 지에 의존되며 높은 내부에 지에 의한 아결정립의 합체

가 재결정 기구로 제안되었다 [8]. HANA-4 합 의 재결정온도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재결정온도 구간은 400～600℃이고 500℃에서는 약 278시간 이상 열처리를 수

행되어야 재결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미세조직 특성은 3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합 과 2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합  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합 에서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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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된 조직과 일부 수 μm 크기로 재결정된 결정립이 찰되었지만, 2단계 공정

으로 제조된 합 에서는 가 집된 역에서 200～300 nm 크기의 아결정립이 

혼재한 조직이 90% 이상 나타났고 일부 수 μm 크기로 재결정된 결정립이 찰되

었다. 즉 2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합 은 집 역에서 아결정립이 생성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열처리 이 에 도입된 냉간가공량이 3단계 공정 2에는 

56%인데 반하여 2단계 공정 2에서는 70%로 높기 때문에 재 내부에 축 된 내

부에 지의 증가로 아결정립 생성이 진된 것으로  결정립이 즉, 2단계로 제조되어 

냉간가공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가공조직 내에 아결정립들이 형성 합체되는 구조의 

재결정 상이 찰되어 선행연구 [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oy-A와 HANA-4에서의 석출상은 가공조직과 재결정조직에서 모두 찰되었

고, 각각의 석출상을 그림 6과 같이 EDS로 분석한 결과 두 종의 합 에서 50 nm 

이상 크기의 석출상은 부분 Zr-Nb-Fe-Cr의 복합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HCP 

구조의 ZrCr2 type [10]이었지만 50 nm 이하 크기의 석출상은 주로 Zr-Nb 조성으

로 구성되어 있는 BCC 구조의 β-Nb 상 [11]으로 확인되었다. Alloy-A 합 은 Cr

이 첨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Cr이 함유된 석출상이 형성되는 것은 모재에 불순물

로 함유된 Cr량이 지르코늄에서 Cr 고용도 [12]보다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BCC 

구조의 β-Nb 상에 비하여 HCP 구조의 ZrCr2 상의 평균크기가 증가한 것은 Fe  

Cr이 석출되는 공석온도가 810℃ [12]로 β-Nb상 석출온도인 610℃보다 높기 때문

에 상 으로 고온에서 석출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 3단계  2

단계 제조이력을 갖는 Alloy-A와 HANA-4 합 에서 찰된 석출상의 종류는 변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공  도입된 열처리 온도가 동일 상변태 구간

인 α + β-Nb 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7은 TEM으로 찰한 석출물의 분포와 크기를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림 7의 (a)는 3단계 공정과 596℃로 간열처리를 수행한 

HANA-4 합 의 석출상 분포  평균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석출상의 평균크기는 

47 nm이고 이들의 면 분율은 4.82%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각 합 의 제조 후

에 분석된 석출상의 평균크기와 면 분률을 그림 7의 (b)에 나타내었다. 석출상의 

면 분률은 Alloy-A 합 이 약 4%, HANA-4 합 이 4.8%로 측정되었는데, 

HANA-4 합 에서 석출상의 면 분율이 증가된 것은 표 1과 같이 석출상을 구성

하는 합 원소인 Nb, Fe, Cr의 첨가량이 Alloy-A에 비하여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석출상의 면 분율은 동일 합 에서 제조공정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평균크기는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loy-A 합 에서 석출상의 평균크기

는 3단계 공정에 비하여 2단계 공정을 수행하면 42 nm에서 36 nm로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HANA-4에서 석출상의 평균크기는 동일 3단계 공정에서 간 열처리

온도의 감소에 의해 47 nm에서 43 nm로 감소하 고, 간 열처리온도가 낮은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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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공정으로 제조하면 33 nm로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석출상

의 평균크기 감소는 제조공정 에 석출상의 석출을 한 간 열처리 온도감소  

횟수감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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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 micrographs of the HANA-4 alloy after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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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cipitate composition analysis of the Alloy-A and HANA-4 alloy after 

3 pass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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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cipitate frequency

(b) Precipitate evaluation

Fig. 7. Precipitate evaluation of the Alloy-A and HANA-4 alloy after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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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장특성 평가결과  분석

              핵연료 안내 의 강도는 핵연료 집합체의 건 성에 한 향을 

미친다. 안내 은 집합체의 골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집합체의 이송 는 지진과 같

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력에 하여 충분히 지탱하여야 한다. 핵연료 

안내 의 성능은 상온  316℃에서 인장시험결과가 기 강도에 만족할 것과 400
o
C 

수증기 분 기에서 3일의 부식특성 평가결과 무게증가량이 22 mg/dm
2
 이하를 유지

하는 것이 기 이 된다 [13]. 

   지르코늄 합 의 인장특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종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과 첨가된 합 원소의 종류  첨가량으로 볼 수 있다. HANA-4 합

은 1.5 wt%의 Nb, 0.4 wt%의 Sn, 0.2 wt%의 Fe  0.1wt%의 Cr이 첨가되어 

기존 상용합 인 Zircaloy-4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강도를 가질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강도를 크게 증가시키면 연신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강도와 연신률을 

히 조합할 필요성이 있다. 한 최종열처리뿐만 아니라 간열처리 조건은 합

내에 형성되는 석출상의 특성 즉 크기  분포에 향을 주기 때문에 간열처리 

조건도 기계  특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NA-4 

합 의 간 열처리  최종 열처리 향을 평가하고 참조합 인 Alloy-A와 비교

하여 최 의 강도특성 확보를 목 으로 하 다. 

   그림 8은 3단계  2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Alloy-A와 HANA-4 합 에 하여 

상온  고온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8의 (a)는 상온인장시험 결과

로써 Alloy-A와 HANA-4의 항복강도, 최  인장강도  연신율이 그림에 표기된 

핵연료 안내  기 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2단계 제

조공정을 용하면 3단계 제조공정을 용하 을 때보다 항복강도와 최  인장강도

가 약 8% 증가되었고 연신율은 감소되었지만 기 연신율 12%를 크게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8의 (b)는 316℃ 고온시험 결과로써 2단계 제조공정을 용하면 3단계 제

조공정에 비하여 Alloy-A와 HANA-4의 강도가 약 6% 증가되었다. 2단계 공정을 

용하여 강도가 증가된 것은 미세조직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간 열처

리공정이 2회에서 1회로 감소되고, 최종 압하율이 56%에서 70%로 증가되면서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세조직 내부에 형성된 석출상이 미세하고 균질하게 분포되

어 강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Alloy-A  HANA-4 합 에서 석출물의 

미세화는 인장변형시 이동을 방해하여 강도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 을 것

이다. 한 그림 5에서 찰된 바와 같이 2단계 공정을 수행하 을 때 형성된 아결

정립의 결정립계는 이동을 방해하는 추가 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림 9는 표 3에서 명시된 HANA-4 합 의 간열처리  최종열처리에 의한 



- 31 -

인장특성을 상온에서 평가한 결과이다. Laa는 간열처리  최종열처리를 570℃에

서 수행한 것이고, Lab는 간열처리를 570℃에서 수행하고 최종열처리를 596℃에

서 수행한 것이다. Haa는 간열처리를 596℃에서 수행하고 최종열처리를 570℃에

서 수행한 조건이고, Hab는 간열처리  최종열처리를 모두 596℃에서 수행한 결

과이다. 따라서 4가지 시험조건은 간열처리와 최종열처리 조건에 따른 강도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HANA-4 합 의 YS는 열처리 조건에 계없이 

410 MPa 이상으로 재결정 안내  spec.인 310 MPa보다 100 MPa 이상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UTS는 520 MPa로 재결정 안내  spec.인 462 MPa보다 50 MPa 

이상 향상되었고 연신률은 재결정 안내  spec.인 25%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HANA-4 피복 이 상용 재결정 안내  spec. 비 강도  연신률이 향상된 

것은 정한 합 원소의 조합에 의한 특성으로 단된다. 간열처리  최종열처

리에 의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행된 열처리 조건이 모두 

α-Zr 단상 역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러나 연신률이 간열처리 온

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열처리를 높은 역에서 수행하면 

상 으로 조 한 석출상이 형성되고 석출상의 수가 감소되어, 석출상의 수가 증

가된 경우보다 인장시험 에 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증가됨으로써 연신률

을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0은 제조공정 에 수행되는 단계별 가공효과가 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해 설정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합 의 상온인장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명시된 가공공정은 크게 M1, M2, M3로 분류하 는데 M1 조건이 단계별로 

가공량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조건이고 M2, M3 조건으로 갈수록 단계별 가공량이 

유사해지는 조건이다. 한 최종열처리 조건 향을 분석하기 하여 570℃로 열처

리된 a 조건과 596℃로 열처리되는 b 조건으로 나 어 평가하 다. 이와 같은 조건

은 TREX로부터 간단계의 가공 이력에 따라 HANA-4 합 의 기계  물성치가 

변화는 거동을 분석하기 해 수행된 것이다. HANA-4 합 의 YS는 열처리 조건

에 계없이 410 MPa 이상으로 재결정 안내  spec.인 310 MPa보다 100 MPa 이

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UTS는 525 MPa로 재결정 안내  spec.인 462 MPa보

다 50 MPa 이상 향상되었다. 연신률은 재결정 안내  spec.인 25% 보다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다. HANA-4 피복 이 상용 재결정 안내  spec. 비 항복강도, 최

인장강도  연신률이 향상된 것은 합 원소의 우수한 조합에 의한 특성으로 단

된다. 그러나 단계별 가공량의 변화에 의한 인장특성 변화는 뚜렷하게 찰되지 않

았다. 

   그림 9  10에 나타난 특성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3단계로 제조 후 최종 열처리

에서 재결정 미세조직을 형성시키면 간열처리 향과 가공단계별 압하률 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안내 의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려면 열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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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을 조합해야 하며, 특히 가공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이면 가공단계별 압

하률의 증가와 간열처리 횟수가 감소로 인한 효과가 복합 으로 작용하여 인장특

성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33 -

(a) Tested at room temperature

(b) Tested at 316
o
C

Fig. 8. Tensile strength of the Alloy-A and HANA-4 alloy tested at room 

temperature (a) and at 316
o
Caftervariousmanufacturingprocesses



- 34 -

Fig. 9. Tensile strength of the HANA-4 alloy tested at room temperature to 

evaluate the intermediate annea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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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nsile strength of the HANA-4 alloy tested at room temperature to 

evaluate the intermediate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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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안내  공정으로 제조된 HANA-4 합 의 강도특성은 안내  기 을 상

회하 고 외국의 상용안내  소재인 Alloy-A 합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2단계의 핵연료 안내  제조기술은 기존 3단계 제조공정에 

비하여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제조공정에 의한 성능향

상은 기존 3단계 제조공정에 비하여 가공  냉간가공량의 증가에 의한 내부에 지 

증가 그리고 간열처리 온도  횟수 감소에 의해 기지 내에 석출상이 미세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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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조사성장 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1. 개요

          핵연료 피복 , 안내   지지격자 등의 지르코늄 합  소재의 조사성

장은 응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체 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지만 재료의 치수가 변하는 상을 의미한다. 방사선에 의한 조사성장은 HCP 구

조를 갖는 지르코늄 합 의 이방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집합조직, 냉간 가공도, 피

복  온도,  조사량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르코늄의 조사성

장은 그림 11과 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vacancy type의 결함이 basal면 (c축에 

수직인 면)에서 생성되고 interstitial type의 결함이 prism면 (a축에 수직인 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c 축으로는 길이감소가 일어나고 a축으로는 길이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르코늄 피복 은 basal면(0002)이 원주방향으로 발달되도록 제

조되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변형을 미세구조 특성으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는 조사에의한 c-type 와 a-type 의 생성기구를 나타낸 것으로 

basal 면에 존재하던 원자가 prism 면에 침입형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c-type의 

vacancy  loop과 a-type의 interstitial  loop이 생성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르코늄의 체 은 그 로 유지되면서 조사에 의해 이와 같이 상이 발생되

어 c 방향으로는 수축이 a 방향으로는 성장이 발생된다. 그림 13은 Zircaloy-2 재

에 한 성자 조사량에 따른 치수변화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재의 집합조직을 

보면 길이 방향으로는 basal 면이 12%, 폭 방향으로는 basal 면이 34%, 그리고 두

께 방향으로는 basal 면이 55% 발달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집합조직

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의 길이와 폭방향으로는 성장이 발생되고, 두께 방향으로

는 감소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basal 면이 두께방향으로 발달된 집

합조직을 갖는 피복 은 축 방향에 해에는 증가하고 원주 방향에 해서는 감소

되는 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 거동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집합조직

이며 안내 용 합 에 한 집합조직 분석  집합조직에 의한 조사성장량 측이 

요구된다.

      2. 지르코늄 합 의 조사특성

         지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은 미세조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특히 재

결정도에 의해 조사성장량의 가속거동이 크게 달라진다. 그림 14는 Zircaloy 합 의 

재결정도에 따른 조사성장량을 나타낸 것으로 냉간가공 이후에 재결정도가 증가됨

에 따라 조사성장 가속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냉간가공 후 응력이완 열

처리(SRA)시 조사성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부분재결정 열처리(PRX)

와 재결정 열처리(RXA)를 수행함으로써 조사성장량이 진 으로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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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량의 제어는 최종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 조 로 

가능하다. 안내 의 경우에는 고강도를 목 으로 응력완화 열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재결정 조직에 비하여 조사성장이 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조사성장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집합조직, 재결정도와 함께 합 원소의 

향이 존재한다. 그림 15는 지르코늄 합  소재에 따른 조사성장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E110 (Zr-1Nb), E635 (Zr-1Nb-1.2Sn-0.4Fe)와 같은 러시아 합 의 특성을 

비교평가하면 이들 합 은 응력이완 조직을 가지고 합 원소 에 Fe 함량이 증가

되면 조사성장 항성이 증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Zircaloy-4 

(Zr-1.5Sn-0.2Fe-0.1Cr)에 비하여 Zirlo (Zr-1Nb-1Sn-0.1Fe) 합 이 조사성장 항

성이 매우 우수하 다. 한 랑스의 M5 (Zr-1Nb-0.125O) 합 은 러시아의 E110 

합 과 조성은 유사하지만 재결정 미세조직을 갖기 때문에 조사성장 항성이 향상

된 것으로 단된다. 재까지 결과에서는 합 원소가 조사성장에 미치는 향을 

구체화하지 못하 지만 Fe의 첨가는 Fe가 c-type 에 확산하여 vacancy 농도를 

감소시켜 조사성장 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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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of irradiation growth in a tube having extreme               

radial texture (fc ≈ .1, ft ≈ .1, fN ≈.8) showing expansion in the tube axis 

and circumference and contraction in the radial (through-wall) directions, Stehle 

et al., 197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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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igure showing the Zr lattice and the diffusion of interstitials from the 

basal plane to the prismatic plains forming a-type dis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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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rradiation growth if thick annealed Zircaloy-2 slab as a function of 

direction of testing at 650 - 675K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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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ength change of FA with Zry-4 guide tubes with different            

material conditions. Garzarolli et al., 198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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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irradiation growth data of a variety of alloys. The solid 

lines are Russian data at 330-350°C in a test reactor. M5 and ZIRLO data are 

from PWR fuel assembli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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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지르코늄 합 의 집합조직은 기본 으로 XRD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집합

조직 분석용 시편은 재를 10 x 10 mm 크기로 단 후 mounting하여 비하

다. Mounting 두께는 5 mm 이내가 되어 XRD 장비에 장착이 가능하게 하 고 시

편이 있는 면을 SiC 연마지 #600 - 2000 순으로 연마하여 시편표면에 형성되는 응

력을 최소화 하 다. 연마가 완료된 시편은 물(45%), 질산(45%), 불산(10%)의 혼합

용액으로 10 간 swap 에칭하고 에칭후에는 증류수에서 10분간 음 로 세척하

다. 

   XRD 분석은 4 cycle 고니오메타가 장착된 루커 AXS 5005모델의 XRD를 이

용하여 각각 시편의 pole figure를 측정하 다. Pole figure는 1 당 1개의 측정 결

과를 받도록 하고, 입사각(θ)은 20 ～ 170˚ 까지 측정하여 지르코늄의 주요 면인 

(10-10), (0002), (10-11), (10-13)  (11-20)에 해 측정하 다. 에 명시한 시험

조건에 따라 각 시편에 해 XRD 측정 후 피복 의 Texture를 계산하고, 계산된 

집합조직은 Kearns 지수 [18]로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핵연료피복 의 집합도 표

시에 많이 사용되는 Kearns 지수는 특정방향으로 정렬된 면극 (basal pole)의 유

효분률을 나타내며, 역극 도로 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f i=
⌠
⌡

x/2

0
I(φ)sinφcos 2φdφ,  i=r,θ,z

   여기서 r, θ  z는 각각 반경방향, 원주방향  축방향을 나타낸다. 집합조직의 

측정면은 각각의 제조공정에서 얻어진 재시편의 normal 방향에 수직한 면을 선정

하 다.

       4. 결과  고찰

          가. 집합조직 분석을 통한 조사성장 측

              지르코늄 합 은 HCP 결정구조로 강한 이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집합조직 특성이 강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6은 3단계  2단계 공정으

로 제조된 HANA 소재  Alloy-A 합 의 집합조직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집합조직 분석결과는 그림과 같이 지르코늄의 주요 면인 (10-10), (0002), (10-11), 

(10-13)  (11-20)에 해 측정 하 다. TREX로부터 반복 인 냉간압연공정으로 

인해 집합조직은 변화되는데, (0002) 면이 압연방향에 수직인 normal 방향으로 크게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분석된 집합조직을 Kearns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0002)면은 재의 평

면에 수직방향 (Fn)으로 72～75% 배열되었고, 폭방향 (Ft)으로 17～19% 그리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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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향 (Fr)으로 6～8% 배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3단계  2단계 제조공

정에 의한 차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시편의 집합조직이 합 조

성  가공공정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조직 차이가 강도에 미치는 

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지르코늄의 조사성장은 (0002)면의 길이방향 (Fr) 

집합도가 증가하면 증가되는 것으로 길이방향 집합도가 10% 이상이 되면 고연소도 

조건에서 조사성장이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5] 이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2단계 

제조공정으로 제조시 길이방향 집합도가 3단계 제조공정을 제조된 경우와 유산한 

6～8%를 유지하기 때문에 집합도에 의한 조사성장은 유사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2단계 공정에서 3단계 공정에 비하여 집합도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최

종 가공 이 에 수행된 완  재결정열처리와 가공조직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최

종 열처리를 동일하게 수행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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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Kearns indices of the Alloy-A and HANA-4 alloy after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Process

3 pass 2 pass

Alloy-A HANA-4 Alloy-A HANA-4

3P1 3P1 3P2 2P1 2P2

Fn 0.7434 0.7373 0.7567 0.7235 0.7430

Ft 0.1868 0.1887 0.1748 0.1918 0.1866

Fr 0.0702 0.0747 0.0695 0.0850 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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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verse pole-figure result of Zr-based alloy sheet sample (HANA-4 3P1)



- 48 -

Fig. 16 continued (HANA-4 3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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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Alloy-A 3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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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HANA-4 2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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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ntinued (Alloy-A 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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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성장 모델 분석을 통한 조사성장 측

              지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 측은 MATPRO code [19]에 있는 다음

고 같은 모델이 이용된다. 

   

   여기서, ΔL/L: fractional change in length due to growth

A: 1.407 x 10
-16
(n/m

2
)
1/2

T: cladding temperature (K)

Φ: fast neutron flux (n/m2s)(E>1.0MeV)

t: time (s)

fz: texture factor for the tubing axis, it is the effective fraction of cells 

aligned with their <0001> axis parallel to the tubing axis, as 

determined by X-ray diffraction analysis.(0.05 is typical)

CW: Coldwork (fraction of cross-sectional area reduction,0<CW<1.0)

   상기 모델의 인자는 합  특성에 한 실험상수, 피복  온도, 성자 속, 조사

시간, 집합조직 그리고 냉간가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재결정에 의한 향은 

냉간가공 인자에 반 된다. 

   그림 17은 표 5에 나타난 집합조직과 표 2에 명시된 CW 값을 MATPRO code

에 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HANA  A 피복 에 하여 3 pass 공정과 2 pass 

공정 향에 의한 조사성장량을 도출하여 비교한 것이다. MATPRO code를 이용하

여 조사성장량을 계산시 HANA  A 피복 의 재료 변수를 Zircaloy-4의 변수를 

그 로 이용하 고, code가 응력이완 열처리된 Zircaloy-4를 기 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성장 측보다는 거시 이 비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3단계  2단계 제조공정 그리고 간 열처리에 의해 조사성

장량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단계 제조공정과 2단계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조사성장은 유사할 것으로 측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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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Length change of HANA-4 and Alloy-A materials with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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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3단계 제조공정과 2단계 제조공정은 집합조직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조사

성장은 유사할 것으로 측되어 진다. 2단계 공정에서 3단계 공정에 비하여 집합도

에 차이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최종 가공 이 에 수행된 완  재결정열처리와 가공

조직이 90% 이상 유지되도록 최종 열처리를 동일하게 수행하 기 때문으로 단된

다. 한 기 시편이 TREX와 최종 제품인 안내 까지 제조압하율이 동일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MATPRO code에 용하여 집합조직과 냉간가공도 향으로 조사성장량을 계산

한 결과, HANA  A 피복 은 3 pass 공정과 2 pass 공정에 의한 조사성장량이 

유사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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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  부식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출 

       1. 개요

          안내 은 핵연료와 직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피복  보다는 낮은 

온도  성자속으로 인하여 부식에 의한 열화는 감소된다. 하지만 안내 도 약 

300℃의 냉각수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식반응이 일어나며, 특히 부식반응에 의해 안

내  내부로 수소가 유입되어 수소화물이 형성되면 안내 이 취화되기 때문에 우수

한 부식 항성을 가져야 한다. 피복  용으로 설계된 합 이 안내 으로 제조되면 

제조이력이 바 기 때문에 부식특성이 변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내 의 부식

특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2. 지르코늄 합 의 부식특성

           지르코늄 합 에서 부식의 진행과정은 산화막과 속의 계면에서 산화

반응에 의해 발생된 자가 산화막을 통해 외부로 이동하여 산화막 표면에서 물분

자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산소이온을 발생시키고, 생성된 산

소이온이 산화막을 통해 반응계면까지 확산하여 지르코늄 원자와 반응하여 ZrO2를 

형성하며 이때 자가 발생하여 와 같은 반응의 반복과정에 의해 산화반응은 지

속된다. 이와 같은 지르코늄 합 의 부식반응은 그림 18과 같이 도식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의 반응식으로 표 된다. 

                         →   

   지르코늄합 의 산화반응은 속도론  에서 보면 산화막을 통한 산소이온의 

확산속도에 지배를 받는다[20]. 지르코늄과 산소의 열역학  특성 때문에 반응하는 

산소는 모두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속내로 용해되어 들어간다. 

한 지르코늄합 의 산화층은 산소이온의 내부확산에 의해 성장하고 산화막과 

속계면에서 새로운 산화막이 생성되어 성장한다고 하 다. 이 때 Zr
4+
이온의 이동에 

의한 산화반응은 체반응 양의 1% 이하로 보고되었다[21]. 일반 으로 지르코늄 

합 의 산화정도는 산화반응에 의한 무게증가 (산소의 유입)의 측정결과로 평가된

다. 이때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ZrO2 산화막의 이론 도가 5.6 ㎏/dm
3
 이라고 가

정하면 측정된 무게증가량과 산화막 두께사이에는 근사 으로 1 ㎛는 약 14.9 ㎎

/dm
2
의 계가 성립된다. 

   고온의 순수 물 분 기에서 지르코늄합 의 무게증가 거동은 일반 으로 천이  

(pre-transition)과 천이후 (post-transition) 과정으로 나 어지는 2개의 구간으로 분

리된다[22]. 그림 19는 240～400℃ 온도 역에서 Zircaloy-4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부식반응의 기에는 검은색의 정합 산화막이 형성되며 산화속도는 입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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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속도법칙에 따라 감소한다. 다음의 식은 산화반응이 산화막을 통한 산소이온

의 확산에 의해 지배될 때 천이  역에서 용된 속도식이다.

                       

   여기서, 는 시편의 무게증가량 (㎎/dm
2
), 는 부식시간 (day), 는 속도상수 ((㎎

/dm
2
)
3
/d)로 산화막내 산소이온의 확산계수와 계된다. n값이 3인 입방속도의 법칙

은 새로운 산화기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단일 산화기구만으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morphological composition과 산화막을 통과하는 이온의 확산에 의해 설명

된다[23]. 지르코늄합 이 산화되는 경우 확산이 어려운 보호피막 형태의 산화막이 

생성되는 것과 산소가 속내부로 용해되는 것의 조합으로 인해서 입방 법칙에 따

라 산화가 진행된다. 산화 기에는 속내부와 표면사이의 커다란 산소농도 구배로 

인하여 격한 산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산소농도의 구배

가 어들어 산소흡수는 감소되고 산화속도는 입방법칙을 따르게 된다. 산화가 보

다 진행되어 산화막이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면 산화속도가 증가하는 천이 

(transition) 상이 발생하고 천이후 산화속도는 선형 으로 일정하게 된다.

   부식속도의 천이 상은 산화막의 격한 특성변화와 련되며 천이 에서 보호

성 산화막의 괴에 한 증거로 산화막 에 약간의 회색의 이 형성될 수 있다

고 한다[24]. 이러한 들은 개수의 증가뿐 아니라 크기도 은 개여 산화막 체가 

회색으로 되며,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부식 항성이 격히 하된다.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해서는 지르코늄산화물의 비화학양론  검은색 산화물에

서 화학양론  회백색 산화물산화밼한다는 사실에 기 한 화학양론 인 변화[25] 산

화막 결정립 각각의 비등방 인 산화속도에서 기x 격히 막의 두께차이, 결정립계

의 우선 인 산화, 석출물의 불균| 격분포 등으로 인 격응력에 기인하는 기계 균

열기구[26] 등이 주장되고 있 이 단계외에도 산화막 내 기공의 향 는 산화막의 

재결정에서 기인한다는 가설[27] 등이 있으나 재까지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어있

지는 못한 실정이다.

   HANA-4 합 에서 첨가원소가 부식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면 Nb, Sn, Fe  

Cr의 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Nb은 β-Zr 안정화 원소이며 α-Zr에 한 Nb의 고

용도는 610℃에서 0.4～0.6 wt.%로 연구자들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고용도 이하로 

첨가되면 열처리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내식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강

화로 인하여 강도  크립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한 Nb 고

용도 이상으로 첨가되면 고용되지 않은 Nb은 부분 석출되기 때문에 석출강화에 

의한 강도증가는 발생시킬 수 있지만 석출물로 인하여 부식성능이 하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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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는 미세한 Nb 석출상을 균일하게 분포시키기 한 한 열처리를 

수행하여야 강도  부식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Sn은 α-Zr에 고용량이 980℃에서 약 7 wt.%로 비교  높은 원소이며 고용도 

이하로 첨가하면 고용강화 효과에 의해서 강도증가를 일으킨다. Sn은 산소와 함께 

표 인 αZr 안정화 원소이며 350℃ 이하의 부식조건에서는 Sn을 첨가하면 내식

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화막 형성과정에서 Sn은 단사정 ZrO2 상을 

안정화하여 내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게 첨가하는 것이 내식성 

에서는 유리하지만 첨가량이 무 으면 기계  강도가 감소된다고 한다[29]. 

   Fe와 Cr은 Nb이나 Sn에 비하여 고용도 (100～200 ppm)가 매우 낮기 때문에 

부분 석출상을 형성하며 내식성을 향상시킬 목 으로 첨가되는 원소이다. 그러나 

무 미량으로 첨가하면 내식성에 기여할 수 없으며 무 많이 첨가되면 가공성이 

하되게 된다. 따라서 Fe와 Cr의 첨가량은 0.1～0.6 wt.%가 한 범 이고 

Fe/Cr의 비에 따라 내식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산소는 불순물보다는 합 원소의 역할을 하는데, Sn과 함께 α상 역을 확 시

키므로 α-Zr에서 고용도가 크다. 지르코늄에서 산소는 침입형 원소로 고용강화에 

의해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산소함량에 따른 부식거동은 산소함량의 증가에 의해 

무게증가량이 다소 증가하지만 큰 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질소는 지르코늄 합 에 불순물 원소로 함유된다. 질소는 지르코늄에 비교  고

용도가 크므로 산소의 경우와 같이 침입형 고용경화에 의해 강도를 증가시키는 면

도 있지만 200 ppm 이상 함유하면 내식성이 크게 악화된다. 그러므로 지르코늄 합

에서는 질소의 최  함유량을 80 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수소는 지르코늄에 고용도가 아주 작아서 수소화물로 석출하여 연성을 악화시키

기 때문에 경수로에서 핵연료 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되어있다. 수소

함량에 따른 내식성은 기지 내에 수소의 함유량이 600 ppm 이상으로 존재하게 되

면 부식이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르코늄 합 의 수소화는 산화에 동반

되어 일어나는데, 일반 으로 수소는 산화막을 통과하여 기지에 흡수된다. 지르코늄

에서 수소 농도가 고용한도보다 작으면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고용한도를 과하

면 수소화물로 석출하는데, 수소화물의 생성량과 생성방향은 기계  성질에 크게 

향을 다. 지르코늄 수소화물은 ZrH1.5 부근의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르코늄

보다 체 이 약 14% 크므로 지르코늄 합 에 수소화물이 형성되면 주 에 응력장

이 생기게 된다. 지르코늄 합 에서 수소의 고용한도는 수소취성평가에 요한 척

도로 사용되는데, 수소가 고용한도를 과하여 존재하면 수소화물의 생성으로 인하

여 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용도 이상으로 첨가된 합 원소에 의해 석출되는 석출상이 부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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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Zircaloy-4 합 에는 Sn, Fe, Cr이 합 원소로 첨가되

는데 이  Sn은 높은 고용도로 인하여 석출되지 않고 Fe와 Cr은 고용도가 수백 

ppm 정도 이므로 부분 석출상을 형성한다. Zircaloy-4에서 생성되는 석출물은 

C14 Laves 상인 ZrCr2 형으로 결정구조는 HCP이며, 한 HCP의 Zr(FeCr)2와 

FCC 구조의 Zr4(Fe,Cr)의 석출상도 형성된다고 하 다[30]. Zircaloy-4를 사용하는 

가압경수로 원 에서는 석출물의 형태가 Zr(FeCr)2 이고 크기가 90 ㎚ 이상으로 균

일하게 분포하도록 열처리변수를 조 하면 부식 항성이 우수하다고 하 고, 한편, 

Zircaloy-2를 핵연료피복 으로 사용하는 비등경수로에서는 0.2 ㎛ 이하로 석출물이 

분포되면 노듈라 (nodular) 부식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 다[31]. 재 고연

소도 핵연료피복 으로 개발되고 있는 Nb 첨가 지르코늄 합 에서는 열처리 변수

에 의한 제 2상의 향이 내식성에 매우 민감한 향을 나타내지만 미세조직과 산

화막 특성 에서의 연구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b이 첨가된 지르코늄 신합 에서는 열처리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식성이 

Zircaloy-4 합 과는 서로 상반된 거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28]. 특히 Nb의 첨

가량이 고용도 이상일 때 열처리 변수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랑스에서 개발된 M5 (Zr-1Nb-0.125O) 합 에서는 간 열처리 온도를 580℃ 이하

로 낮게 제어하면 내식성이 향상된다고 하 다[32]. Nb이 첨가된 고연소도의 핵연

료피복 에서 Nb 첨가량  열처리변수에 의한 과포화 Nb 농도  제 2상의 변화

가 내식성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결과로 HANA-4 합 은 조성  특성상 고용도 이상의 Nb 첨가량에 

의하여 고용도와 Zr-Nb 계 석출상 (β-Nb, β-Zr)이 부식특성에 주 향을 미치고, 

Fe  Cr 석출상의 특성이 부식거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지르코늄 기

지 내에 합 원소의 분포  석출상의 특성은 제조공정에 수반되는 열처리  가공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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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rrosion reaction of zirconium-based alloy in pressured water and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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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range of 260 to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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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지르코늄 합 의 부식특성 평가는 ASTM G2 차에 의해 수행된다. 지

르코늄 합 ( 재, 튜 )의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한 피복 은 50 mm로 단하고, 

재는 10 mm x 20 mm x t mm 크기로 단 한 후 10 vol.% HF, 45 vol.% 

HNO3  45 vol.% H2O의 용액을 사용하여 산세처리를 하 다. 산세처리 아세톤 

 알코올에서 10분간 음  세척된 시편은 건조 후 무게측정과 치수측정을 수행

하여 기무게와 표면 을 계산한다. 부식시험은 ASTM G2의 표 차를 따라 40

0℃에서 steam 조건에서 수행하 다. 

   부식거동은 일정시간 주기로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량을 측정함으로써 평가하

는데, 무게증가량은 10
-5
g 단 로 측정이 가능한 정  울을 이용하 다. 부식시험 

조건 당 5개의 튜 를 시험하여 편차를 최소화하고, 각 시편의 무게 증가량을 평균

하여 각 피복 의 부식량을 계산하 다. 

       4. 결과  고찰

          그림 20은 HANA-4 소재의 열처리 온도 설정을 한 시효 열처리 조건

을 나타낸 것이다. HANA-4 소재의 시효열처리는 β 역인 1020℃에서 30분 유지

후 물에 랭시키는 용체화 처리 (Beta-quenching)후 540 - 660℃ 구간에서 30℃ 

간격으로 5개의 온도에서 1 - 16시간 진공열처리를 수행하 다. 진공열처리는 부식

시편을 석 에 10
-3
 torr의 진공도를 갖도록 진공 입한 후 열처리로에 장입하여 

수행하 다. 그림 21은 열처리된 HANA-4 소재를 400℃ 수증기 분 기의 

autoclave에서 300일 부식시험한 결과로 시효열처리와 무게증가량의 계로 나타낸 

것이다. 기 베타열처리 (BQ)된 시편에 비하여 시효열처리가 수행된 시편은 무게

증가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게증가량의 감소경향은 시효열처리 온도  

시간에 따라 변화되었다. 540℃에 근 한 낮은 열처리 역에서는 짧은 시효열처리

에서는 무게증가량이 감소가 다가 시효열처리가 증가될수록 무게증가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660℃에 근 한 높은 열처리 역에서는 짧은 열처리 시간에 무게증가

량이 격하게 감소되었고 시효시간 증가에 의한 역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시간의 시효열처리시 가장낮은 무게증가량을 나타내는 역은 570℃ - 600℃ 구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지르코늄 합 의 튜  제조시에는 베타 열처리 이

후에 4 - 5 번의 열처리가 2 - 4시간 수행되므로 열처리 시간의 합은 10시간 이상

이 된다. 그러므로 그림 20에서 지르코늄 튜 시 제조시 도입되는 열처리 시간

은 최소 8시간 이상이 되므로 열처리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570 - 600℃ 구간이 HANA-4 합 의 최  열처리 온도 구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ANA-4 소재의 가공  열처리시 도

입되는 열처리 조건을 570℃  596℃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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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는 표 2에 제시된 3단계  2단계 공정으로 제조된 Alloy-A와 HANA-4 

합 을 400℃ 수증기 분 기에서 부식시험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핵연료 안내

은 핵연료 피복  소재로부터 용되어지기 때문에 부식시험 요건은 400℃ 수증

기 분 기에서 3일 시험 후 무게증가량이 22 mg/dm
2
을 과하지 않는 기 을 용

하며 [13],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일 부식시험결과 Alloy-A  HANA-4 소

재는 모든 제조공정에서 무게증가량이 20 mg/dm
2
미만으로 부식기 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의 (a)는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량의 항으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시편은 

부식시험 기 15일까지는 유사한 무게증가량을 보이다가 진 으로 무게증가량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일의 부식거동에서 Alloy-A와 HANA-4 합

에서는 부식속도가 격하게 가속되는 천이 상은 찰되지 않았다. 그림 22의 (b)

는 150일 부식시험 후 무게증가량을 비교한 것으로 동일 제조조건에서는 HANA-4 

합 이 Alloy-A 합 에 비하여 무게증가량이 30%이상 감소하 고, 3단계 제조공정

에 비하여 2단계 제조공정을 용하면 두 합 은 무게증가량이 10%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르코늄에서의 내식성은 안정한 passive 막에 기인되고 [33], 가공  재결정 

상태의 기지조직 특성은 내식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Nb 첨가 지르코늄 합

의 내식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Nb이 기지 내에 고용한도로 유지되는 것과 

Nb 첨가 석출물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 [34, 35]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결과로부터 Alloy-A와 HANA-4 합 에서 3단계 제조공정에 비하여 2단계 제조공

정을 용하면 내식성이 증가되는 것은 두 합 의 최종 미세조직 상태가 유사하고 

Nb 함량이 1.0 wt.% 이상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단계 공

정에서 2단계 공정의 용으로 석출물의 평균크기가 작아져서 내식성이 향상된 것

으로 사료된다. 한 HANA-4 합 의 내식성이 Alloy-A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

은 합 조성상 HANA-4에 첨가된 Sn 함량이 0.4 wt.%로 Alloy-A의 1.0 wt.%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36]. 즉, Sn 첨가량의 증가는 지르코늄 합 의 기

계  강도는 증가시키지만 부식반응 에 형성되는 산화막을 열화시켜 내식성은 오

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23은 표 3에 제시된 HANA-4 합 의 간열처리  최종열처리에 따른 

부식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간열처리  최종열처리는 570℃와 596℃의 조합으로 

수행되었는데 Laa는 570℃로 간  최종열처리를 수행한 것이고, Lab는 570℃의 

간열처리와 596℃의 최종열처리를 용한 것이다. Haa는 596℃의 간열처리와 

570℃의 최종열처리 조건의 조합이고, Hab는 596℃의 간  최종열처리를 수행한 

것이다. 그림은 400℃ 수증기 분 기에서 270일 부식시험한 결과로서 그림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무게증가량은 180 - 225 mg/dm
2
의 범 이다. 무게증가량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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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열처리를 570℃에서 수행하면 가장 낮았고, 간  최종열처리를 596℃에

서 수행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간열처리 조건보다는 최종열처

리조건은 낮은 온도인 570℃에서 수행하면 무게증가량 감소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ANA-4 합 의 열처리 온도는 부식특성을 고려하면 596℃보다 

570℃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되었다.

   그림 24는 표 4에 제시된 HANA-4 합 의 가공조건  최종열처리 효과에 의

한 부식량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가공공정은 크게 M1, M2, M3로 분류하 는데 

M1 조건이 단계별로 가공량이 가장 많이 증가되는 조건이고 M2, M3 조건으로 갈

수록 단계별 가공량이 유사해지는 조건이다. 한 최종열처리 조건 향을 분석하기 

하여 570℃로 열처리된 a 조건과 596℃로 열처리되는 b 조건으로 나 어 평가하

다. 가공조건에 따른 부식량을 비교하면 단계별로 가공량이 크게 증가되는 M1 

조건에 최종열처리를 570℃에서 수행하면 조건과 596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가공단계별 가공량보다는 최종열처리를 낮은 온도인 570℃에서 수행하

는 것이 부식량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AAN-4 합 을 제조

하기 해서는 진 으로 가공량이 증가되는 가공조건과 낮은 최종열처리를 도입하

는 것이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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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Schematic diagram of aging condition of HANA-4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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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rrosion weight gains at the 300 day test results of HANA-4 alloy 

with a function of annea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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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ction of time

(b) Function of process

Fig. 22. Corrosion behaviour of the Alloy-A and HANA-4 alloy tested at 400℃ 

stea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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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orrosion weight gains at the 270 day test results of HANA-4 alloy 

with a function of intermediate and final annea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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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rrosion weight gains at the 270 day test results of HANA-4 alloy 

with a func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nd final annea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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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

          HANA-4 소재는 모든 제조공정에서 400℃ 3일 시험결과 무게증가량이 

20 mg/dm
2
미만으로 부식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일 장시간의 부식시

험결과, HANA-4 합 이 Alloy-A 합 에 비하여 무게증가량이 30%이상 감소하

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2단계 제조공정을 용하면 3단계 제조공정에 비하여 

HANA-4  Allot-A 합 은 무게증가량이 10%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2단계 제조공정은 기존 3단계 제조공정에 비하여 우수한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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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강도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

출

•열처리에 의한 강도 향상방안을 도출함: 

열처리온도를 낮은 역 (  596℃→ 

579℃)에서 수행하여 석출상 미세화에 

의한 강도향상

•가공공정에 의한 강도 향상방안을 도출함: 

성능향상을 한 신개념공정 용 (  3 

단계 공정 → 2 단계 공정)

•성능향상을 해 도출된 열처리  가공

공정이 용된 시편을 성공 으로 제조

하 음

•열처리, 가공  신개념 공정을 용한 시

편의 인장특성 평가결과 상용 안내  

비 강도가 10% 향상되는 것을 확인함    

 40  100

◦조사성장 특성 향상

을 한 제조공정 변

수 도출

•열처리에 의한 조사성장 향상방안을 도출

함: 최종 미세조직을 가공조직에서 재결

정조직으로 제어하면 조사성장 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가공공정에 의한 조사성장 향상방안을 도

출함: 최종 냉간가공량이 감소되고, 

basal plane의 집합도가 fr 방향으로 증

 40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최종목표

       ○ HANA 소재 핵연료 안내  최  제조공정 개발

         •상용 안내  비 강도  조사성장 항성 10% 향상

         •상용 안내  비 부식 항성 30% 이상 향상

   제 2  당해단계 목표  달성도

       ○ 당해단계 목표

        •안내  제조공정 요소기술 개발

        •강도  조사성장 특성이 향상된 제조공정 도출 

   

       ○ 당해단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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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면 조사성장 항성이 향상됨 

•집합조직  냉간가공량 제어를 한 가

공공정 변수가 용된 시편을 성공 으

로 제조함.

•XRD를 이용한 집합조직 분석결과 조사성

장량을 감소시키는 fr 방향으로 basal 

plane의 집합도가 기존 5% 비 6～8%

로 증가됨

◦부식특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 변수 도

출

•열처리에 의한 부식성능 향상방안을 도출

함: 간  최종열처리 온도를 낮게 수

행하고, 열처리 시간 감소를 통하여 합

내에 생성되는 석출상 미세화로 내식성을 

향상 

•가공공정에 의한 부식성능 향상방안을 도

출함: 성능향상을 한 신개념 공정 용 

시편제조 (  3 단계 공정 → 2 단계 공

정)

•부식성능 향상을 한 열처리  가공공

정이 용된 시편을 성공 으로 제조함.

•열처리, 가공  신개념 공정을 용한 시

편의 부식특성 평가결과, 상용 안내  

비 부식 항성이 30% 향상됨.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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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 으로 재 개발 인 수출선도형 고유핵연료의 안내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안내  제조 련 기반연구는 KNF의 안내  생산  안내

 품질 향상에 활용될 것임.

•본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  기술은 모두 HANA 안내 의 상용화에 필요

한 인허가 자료  노내 성능 측 코드의 입력 자료의 형태로 산업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음. 

•산업체에서 수행 인 ‘수출주도형 핵연료 개발 과제’에서 독자 소유권을 갖는 국

내 고유 피복   안내 의 개발이 수출장벽 해소에 있어서 선결과제이며 

HANA 합 을 사용하여 ‘수출주도형 핵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KNF의 장기계획

에 이미 반 된 바 있음. 

• 한 안내  개발 기술은 제4세  원자로용 재료 개발 기술을 비롯한 원자력 재

료의 성능향상  신소재 개발 기술 등에 직  용되어 련 산업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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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OECD/NEA SCIP 국제공동연구 II 단계 1차년도 연구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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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집합조직 (Kearns Number) 계산을 한 XRD 분석결과

a. HANA-4 3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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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ANA-4 3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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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lloy-A 3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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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ANA-4 2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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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lloy-A 2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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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내  개발을 한 KAERI와 KNF의 상호 력 공문 

•KAERI 발송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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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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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 내용 요약
용 

페이지

1. 국제공동연구 참가가입 련

○ 국제공동연구참여비 지불 필요성에 

한 설명이 필요함.

○ OECD/NEA SCIP 국제공동연구 참가

가입과 본 연구과제와의 연 성을 제

시할 것.

• 국내에서는 지르코늄 합 의 조사성장  

노내부식에 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국제 으로 연

구수행 경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 과 국제 력을 하는 것이 효율 으로 연

구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OECD/ 

NEA SCIP 국제 력 로그램은 기존 지르코

늄 합 과 신합 에 한 노내부식, 조사취화 

 조사성장에 한 연구 수행을 목 하고 있

으며, 추가 으로 가입기 에서 제시하는 합

에 한 연구 수행도 가능함. 따라서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HANA 소재에 한 노내 

성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HANA 소재 안내

에 한 조사성장, 노내부식  취화특성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추가 으로 외국 신합 에 

한 노내성능 자료 공유가 가능한 장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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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화 계획 기술 련

○ 본과제 1, 2단계 완료 후 실용화 계획

을 상세히 기술할 것.

○ 향후 KNF와 긴 한 조체계를 유지

하여 실용화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 있

음.

• 재 핵연료 안내   튜 류 개발은 

HANA 소재 개발로 소재의 원천기술은 확보되

었으나 제조공정 원천기술은 확보되지 않았음. 

안내   튜 류의 개발은 피복  개발과 마

찬가지로 노외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제조요소

기술을 완성하여 기술을 제공해야만 한 원자

력연료에서 조속히 상용생산에 돌입할 수 있

음. 따라서 핵연료 안내   튜 류에 한 

상용화  수출을 해서는  단계에서는 정

부지원 과제를 통한 핵심 기반기술  원천기

술을 확보한 후, 본 연구에서 얻어진 핵심 기

반기술을 산업체에 제공하고 실용화 연구를 공

동 수행하면서 진 으로 상용화 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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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요구사항 련

○ 2단계 공정의 낮은 간 열처리 온도

에 비해 조사성장은 3단계와 유사할 

것으로 측한 Zr-4모델사용의 정성 

여부.  1호기 HANA LTA피복

• 조사성장 시험을 직 수행이 어려우므로 기

존 코드자료를 활용하고  1호기에서 수행

인 HANA 피복  시범연료  연소자료를 한

원자력연료와 공동으로 분석  코드화하여 

활용할 정임

36

첨부 2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역

과제명 : _HANA 소재 제조 기반기술 연구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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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정성  조사성장 사례에 비추어 

세 한 조사성장 평가가 필요함.

 3.1 시험소재가 Alloy-A  HANA-4 

에 국한되어 있음. HANA 소재 후보

던 HANA-5, -6에 한 제조 공정 최

화 연구계획 포함.

 3.2 소재 튜 류(안내 /계측 / 랜지/

리 )등 모든 종류의 제품에 한 

제조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

는데 안내 에 국한되어 있음. 2단계 

과제에는 동 내용을 포함 추진필요.

 3.3 재 KNF에서 고유연료 LTA 장 을 

한 HANA-4튜 류 시험제조과정에서 

일부 부품에서 크랙이 발생함. 물론 특

성 향상을 한 제조공정도 요하지만 

제조성 향상  불량률 감을 한 제

조공정변수 최 화 방안  연구기

의 산업체와의 유기 인 연구결과 공

유  피드백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

(정기  기술교류 의체 구성 등)할 

것.

 3.4 재 HANA-4, -5, -6 소재에 한 

피복  LTA는  1호기 2주기 연소

이며 2010.9 경에 2주기 연소시험 결

과를 토 로 HANA 소재를 최종 확정

할 정임. 제조성 측면에서 안내  등 

튜 류도 피복  동일한 소재를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고려할 것

 3.5 고유연료인 HIPER LTA에 HANA 

피복   튜 류가 재 시험제조 

이며 내년 하반기 시장장 하여 노내 

연소시험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 상용

공  계획임. 따라서 2012년부터는 산업

체에서 HANA 튜 류에 한 실질

인 상용 제조기술 개발이 추진되어 

2015년도 이 에 모든 HANA 소재에 

한 상용화 제조 기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2단계에서는 제조기

반기술개발을 추진바람.

3.1 시험소재는 한 원자력연료와 의한 결과 

HANA-4와 HANA-6를 선정하 고 이들 합

에 한 제조공정 최 화 연구를 수행할 정

임

3.2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 안내  뿐만 아니라 

HANA 소재 튜 류를 모두 포함하 음.

3.3 한 원자력연료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2009)부터 지르코늄 워크샵을 통해 연구결과 

공유  안문제에 한 정기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3.4 HANA 소재의 상용화는 노내성능을 우선

으로 하고, 제조성 측면은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성 개선방안을 도출 

정임.

3.5 본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제안된 요소기

술을 기반으로 HANA 소재 튜 류제조 기반기

술을 조속히 완료하여 HANA 피복 이 상용화 

하는데 일조할 것임

2단계 

연구계

획서에 

추가됨

4. 연구성과 련

○ 연구성과계획이 매우 미흡함. 논문, 

특허, 기술보고서 등의 성과가 더 추가

되어야 함.

• 차기단계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논문, 특허 등의 성과를 으로 생산

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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