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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HANA 소재 안내관 제조 기반기술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안내관은 핵연료집합체의 골격체로서 수출 가능한 고성능 핵연료 개발을 위하여 

피복관, 지지격자 등과 함께 독자 기술소유권을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것이 필수
적임.

• 피복관은 그동안 국내 독자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성능 신소재 HANA 피복관을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상용로에서 시범연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내관
에 관련된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수행된 바 없음.

• 핵연료의 모든 구성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소유권 확보가 고성능 핵연료 수출의 
선결조건이지만 안내관 관련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못하여 국산 고성능 고유핵연
료의 상용화 및 수출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음.

• 국내 독자소유권을 갖는 안내관 개발은 소재에 대해 소유권이 확보된 HANA 소
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조사성장 및 부식특성
이 향상된 안내관 제조공정 개발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 기반연구
  ․ 가공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영향 연구
  ․ 가공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연구
  ․ 가공공정에 의한 집합조직 변화기구 연구
  ․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최종열처리 영향 연구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노외특성 성능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부식 특성 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기계적 특성 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재결정 거동 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집합조직 특성 분석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성 분석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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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시 표면결함이 감소되는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 강도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한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 집합조직 제어를 위한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Ⅳ. 연구개발결과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 기반연구
  ․ HANA 소재의 가공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영향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산

소량이 증가되면 가공경화 지수가 감소하여 가공성이 저하됨을 분석 평가함
  ․ HANA 소재의 가공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연구 수행하여 재결정이 완료되고 

β-Nb 상이 고르게 분산되는 580℃에서 630℃ 범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
이 가공성이 유리함을 도출함

  ․ HANA 소재의 가공공정에 의한 집합조직 변화기구 연구를 수행하여 TREX로 
부터 최종튜브 제원으로 제조시 까지 압하율 공정이 유사하면 집합조직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함

  ․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최종열처리 영향 연구하여 재결정이 진행될수록 기계적 
강도는 감소하지만 연신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HANA 합금의 재결정 온도
를 확보함.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노외특성 성능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부식 특성을 340일 평가하여 장기부식결과를 확
보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강도자료 확보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재결정 거동을 평가하여 재결정 온도 도출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집합조직 특성을 분석하여 집합조직 DB구축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성을 분석하여 미세조직 DB구축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도출
  ․ HANA 소재의 가공경화 거동을 평가하여 성형시 표면결함이 감소되는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을 도출함
  ․ 강도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한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여 HANA 튜브류 제조 기반

기술을 도출함
  ․ HANA 튜브류의 가공이력에 따른 집합조직 분석으로 집합조직 제어를 위한 튜

브류 제조 기반기술을 도출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에서 개발된 HANA 소재 안내관 관련 최적 열처리 공정기술 및 신개념 



- iii -

제조공정 요소기술은 기존 상용안내관 spce. 대비 30% 향상된 강도 및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한전원자력연료에 유상 
기술이전 되었음.

• 이와 같은 안내관 제조관련 기초 요소기술은 고성능 신소재 HANA 소재 안내관
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 원천 기술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상기의 안내관 제조 
기반기술 선행연구결과는 추후 산업체에서 안내관 고유 제조공정 기술기발을 위
한 핵심자료로 활용될 것임.

• HANA 소재 핵연료 안내관 제조기술이 완성되면 국산 고성능 고유 집합체의 피
복관 및 안내관 부품기술이 완성되어 고유핵연료의 국내 장전과 추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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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y on manufacturing technolo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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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 Parameter study to increase formability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Study on alloy element effect
  ․ Study on heat-treat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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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y on texture development mechanism
  ․ Study on final annealing effect
• Out-of-pile performance evaluation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Corros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HANA alloy manufactured at KNF
  ․ Mechanical performance evaluation of HANA alloy manufactured at KNF
  ․ Recrystallization behavior evaluation of HANA alloy manufactured at KNF
  ․ Texture characterization of HANA alloy manufactured at KNF
  ․ Microstructure characterization of HANA alloy manufactured at KNF
• Manufacturing guideline setup to increase formability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Manufacturing guideline setup to decrease surface defect
  ․ Manufacturing guideline setup to increase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 Manufacturing guideline setup to control texture

Ⅳ.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Parameter study to increase formability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Formability of HANA alloys is considerably affected by the oxygen content, 

because the work hardening exponent i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oxygen content after the systematic study of alloy composition effect.  

  ․ From the study of annealing effect on the formability of HANA alloys, it is 
revealed that the optimum annealing condition of HANA alloys is ranged 
from 580℃ to 630℃ because the beneficial combination between the 
recrystallized microstructure and th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β-Nb 
phase can be obtained at this annealing temperature range. 

  ․ From the study of texture variation with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HANA alloys, it is known that the texture of HANA alloys can be 
determined by the cold reduction rete during the tube manufacturing.

  ․ Strength of HANA alloys is reduced by the increase of annealing 
temperature, and the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 of HANA alloys is 
obtained in this study. 

• Out-of-pile performance evaluation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The long term corrosion database of 340 days for the HANA tubes 



- vi -

manufactured by KNF can be produced after the PWR simulation loop test.
  ․ The mechanical strength database for the HANA tubes manufactured by 

KNF can be produced after the tensile test.
  ․ The recrystallization behavior and temperature for the HANA tubes 

manufactured by KNF can be established by the microstructure analysis for 
the annealed HANA tubes after the annealing at various temperatures.

  ․ The texture database for the HANA tubes manufactured by KNF can be 
established from the XRD pole figure analysis.

  ․ The microstructure database for the HANA tubes manufactured by KNF can 
be obtained using the OM and TEM observation.

• Manufacturing guideline setup to increase formability of HANA alloy 
tube(GT, DT, Sleeve, Flange)

  ․ The optimize condition to decrease the surface defect formation of HANA 
alloys during tube manufacturing can be suggested from the parameter 
study of work hardening behavior. 

  ․ Tube manufacturing conditions of HANA tubes can be sugges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annealing parameters regarding the strength and corrosion 
properties of HANA alloys.

  ․ The texture control technology of HANA tubes can be established from the 
analysis of the texture variation with the manufacturing conditions of 
HANA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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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원자로의 노내 구조부품이 고온 및 고압의 
부식환경과 중성자 조사로 인한 열화현상으로 인한 성능저하로 감소하게 된다. 원
자로 노심에 장전되어 열을 발생시키는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를 감싸는 핵연료피
복관과 안내관, 계측관, 슬리브, 플랜지 및 지지격자 등의 지르코늄 합금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지르코늄 합금 부품은 부식반응에 의한 산화막 성장, 기계적 
변형 그리고 조사취화 현상으로 인하여 건전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수한 내식성과 
강도를 가지는 합금조성과 제조공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 일환으로 핵연료의 주기비 절감을 위하여 핵연
료 교체주기를 늘려 사용하는 고연소도 및 장주기 운전이 채택되고 있다[1]. 그러
나 핵연료 교체주기의 증가는 핵연료 집합체가 원자로의 고온 및 고압 냉각수와 접
하는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핵연료집합체 구성품인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량을 증가
시키게 된다. 부식 반응에 의해 핵연료피복관 뿐만 아니라 안내관, 계측관, 슬리브 
및 지지격자 내부로 유입되는 수소는 수소화물로 석출되어 취성이 증가하게 된다
[2], 특히 핵연료 피복관과 안내관의 내부에 석출된 수소화물은 취약하여 기계적 
연신율 감소[3]뿐만 아니라 수소화물의 석출에 의한 약 14%의 부피증가는 지르코
늄 부품의 조사성장량을 추가적으로 증가[4]시키기 때문에 핵연료 집합체의 구조적 
건전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연료집합체에서 상하단 고정체 및 
지지격자와 연결되어 핵연료집합체의 구조적 골격을 유지하고 연료봉의 하중을 지
지하는 핵연료안내관은 다른 구조부품에 비하여 우수한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국내 상용원전에서 사용되는 집합체의 핵연료피복관, 안내관 및 계측관의 제원
은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웨스팅하우스형 원전과 한국표준형 원전의 핵연
료집합체의 형태에 따라 각각 ACE7과 PLUS7으로 분류된다. 핵연료피복관의 제원
은 두 가지 타입의 핵연료집합체에서 동일하지만, 한국표준형 원전 집합체(PLUS7)
에 사용되는 안내관 및 계측관은 각각 24.89 mm의 외경(OD, Out Diameter)과 
0.98 mm의 두께(WT, Wall Thickness)로서,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집합체(ACE7)
에 사용되는 안내관 및 계측관의 12.24 mm 외경과 0.482 mm 두께에 비하여 약 2
배에 해당되는 제원을 갖는다. 또한 핵연료 집합체에 요구되는 안내관 및 계측관의 
수가 한국표준형 원전 집합체에는 5개, 웨스팅하우스형 원전 집합체는 25개 이다. 
따라서 한국표준형 원전 집합체의 안내관 및 계측관은 적용되는 개수의 감소만큼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되었고, 최종열처리를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여 고강도를 확보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확보를 위해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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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늄 합금의 조사성장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 6]. 따라서 
지르코늄합금으로 제조되는 핵연료 안내관 및 계측관을 한국표준형 원전 집합체에 
적용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고강도 확보 및 고연소도/장주기 운전에
서 부식량 증가에 의한 수소화물 생성량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기술소유권이 확보되고 수출이 가능한 핵연료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HANA 소재를 이용하여 핵연료집합체 부품(피복관, 안내관, 계
측관, 슬리브, 지지격자)을 상용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핵연료피복관은 우리
나라가 독자 기술소유권을 확보하고 고연소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신소재 
HANA 합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국내 상용발전소에서 시
범연소 중이다. 그러나 다른 튜브류(안내관, 계측관, 슬리브)는 피복관과 마찬가지
로 Zr 합금으로 제조되지만 치수와 요구성능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피복관으로 개
발된 HANA 소재를 개선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핵연료피복관은 주로 부식성능 및 크립성능 향상을 목표로 개발되어 왔으나, 
안내관은 핵연료 집합체의 골격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강도 특성이 피복관
보다 높고(피복관: YS>240MPa, 안내관 YS>310MPa), 집합체의 휨 현상을 방지
하고 누름 스프링력의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성장 저항성이 우수하여야 하
는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안내관에 대하여 전혀 연
구가 수행된 바 없어서 우리 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국산 핵연료의 상용화 및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독자 기술의 안내관 개발을 위
해서는 이미 물질소유권이 확보된 HANA 소재를 안내관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도 및 조사성장 특성이 향상된 제조공정 개발이 무엇
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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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표준형 핵연료집합체의 외관 및 단면과 미국 웨스팅하우스형 
집합체의 외관 및 단면 형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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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에서의 안내관 관련 기술개발동향을 보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핵연료 
부품 개발의 첫 단계에서 핵연료피복관을 먼저 개발한 후 성능이 입증되면 동일 소
재에 대하여 안내관, 계측관, 슬리브, 플랜지 및 지지격자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
해 나가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핵연료피복관 외의 부품 소재를 따로 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피복관 소재로부터 제원과 요구성능이 다른 안내관과 같은 
튜브류로 적용하려면 핵연료피복관 보다 성능 수준이 증가되는 강도 및 조사성장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미세조직 제어를 수행하여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신소재를 개발하여 핵연료피복관 뿐만아니라 안내관, 
계측관, 플랜지 및 지지격자의 부품으로 상용화 한 후 합금원소의 미량 제어 및 제
조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성능개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연료집합체 부품용 지르코늄 소재 및 제조공정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지속하기위
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사용되는 핵연료안내관은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수입
비용만도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KNF가 지르코늄 튜브 생산공장
을 구축하여 ZIRLO 소재 피복관 및 안내관을 Westinghouse 공정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ZIRLO 합금 소재는 Westinghouse에 기술료를 부담해야 하며 국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산 고유핵연료에 적용하여 수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
다. 국내에서는 피복관 연구는 KAERI를 주축으로 많이 수행된 바 있으나, 안내관
을 비롯한 튜브류 제조에 관련된 연구개발은 전혀 수행된 바 없으므로 튜브류 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은 국내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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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HANA 소재 튜브류 가공성 향상 기반연구

1. 개요
   지르코늄 신합금인 HANA 소재를 튜브로 가공한 경험은 일본 ZircoProduct사에
서 지름 9.5 mm, 두께 0.57 mm 제원을 갖는 핵연료피복관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중간제품인 TREX는 미국 WahChang 사에서 지름 63.5 mm, 두께 10 
mm의 제원으로 제조된 재결정된 HANA 합금소재이다. 중간제품인 TREX로부터 
핵연료피복관으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번의 냉간가공인 필거링과 필거
링 후 열처리 공정이 수반된다. 핵연료피복관 튜브제조를 위한 냉간가공에 있어서 
필거링 공정은 이음매 없는 튜브를 정밀한 제원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필거링 공정
에 의해 지르코늄 합금튜브의 직경과 두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길이는 증
가하게 된다. 필거링 공정은 단면감소율이 매우 크고 냉간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
에 가공 중에 재료가 가공경화에 의한 파손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원자
력발전소용 핵연료집합체 부품으로 쓰이는 지르코늄 합금 튜브류는 치수제원의 정
밀도뿐만 아니라 제품의 표면 및 내부결함이 없는 무결함 제품으로 만들어야만 하
기 때문에 튜브 제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핵연료피복관은 일본의 
ZircoProduct사와 국내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르코늄합금 튜브공장에서 제조하여 국
내원전에 성공적으로 장전되어 시험연소가 진행 중에 있지만 나머지 튜브류(안내
관, 계측관, 슬리브, 플랜지)에 대한 제조경험은 매우 빈약하고 국내 튜브 공장에서 
일부합금을 튜브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손상경험이 있었다. 
   필거링 공정에 의해 튜브류를 가공함에 있어서 손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합
금의 가공경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한전원자력연료의 지르코늄 합금 튜
브공장에서 HANA 소재를 이용하여 튜브제조를 위한 필거링시 합금 원소의 첨가량
이 높은 HANA-4(Zr-1.5Nb-0.4Sn-0.2Fe-0.1Cr) 합금에서는 튜브 제조 중에 
크랙이 발생한데 반하여 합금 원소의 첨가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HANA-6(Zr-1.1Nb-0.05Cu) 합금은 튜브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 따라서 합금 
첨가량이 많은 HANA-4 합금의 합금 조성에 따른 가공경화 거동을 파악하여 필거
링시 결함이 생성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HANA 소재 튜브류의 가공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HANA 소재의 가공성은 합금원소 영향뿐만 아니라 열처리의 영향도 크게 좌우
된다. 열처리 온도를 너무 낮은 영역에서 수행하게 되면 가공조직이 남아서 가공성
이 저하되고 열처리 온도를 너무 높은 영역에서 수행하게 되면 강도가 높은 제 2상
의 크기가 조대해져서 가공성이 저하되므로 HANA 소재의 원활한 가공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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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지르코늄 합금의 튜브 가공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필거링시 발달하는 집합조직이다. 집합조직의 차이에 의해서 가공시 
슬립변형과 트윈변형의 조합이 억제되어 가공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HANA 
합금 튜브 제조시 제조공정에 따른 집합도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HANA 합금 튜브류의 성능조건은 최종열처리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미
세조직에 의해 부식과 기계적 특성이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적정의 미세조직은 최
종열처리를 통해 제어되므로 HANA 튜브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열처
리 조건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항목에서는 HANA 소재 튜브에 대한 가공성에 미치
는 합금원소 영향, 열처리 영향, 집합조직 변화기구 및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최종
열처리 영향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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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영향 연구
   금속재료의 가공성은 가공경화지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공경화지수는 반복적
인 인장시험에서 얻어진 항복강도(YS)의 변화거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합금조성 
및 변형속도에 따른 가공경화거동 평가를 위한 시험합금은 상용피복관 소재와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2종의 HANA 소재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소재 조성은 다음과 같다. 

     HANA-4: Zr-1.5Nb-0.4Sn-0.2Fe-0.1Cr
     HANA-6: Zr-1.1Nb-0.05Cu
     ZIRLO   : Zr-1.0Nb-1.0Sn-0.1Fe
    
   합금소재의 구성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개발하여 현재 국내 상용로에 적용되
고 있는 ZIRLO 소재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HANA-4, HANA-6 소
재이다. HANA-4 및 HANA-6 소재는 현재 영광 1호기 상용원전에 시범연료봉으
로 장전되어 3주기 연소결과 ZIRLO 대비 40% 이상 향상된 노내 부식저항성을 가
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영광 5호기 상용원전에 2011. 01월 시범연료봉으로 장전되
어 2차 상용로 연소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제시된 3종의 합금 조성을 비교하면 크
게 Sn 첨가효과, Nb 첨가량 효과에 대한 가공성 분석이 가능하다. 
   지르코늄 합금의 가공경화거동 평가는 상온 인장시험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7]. 각각의 합금을 인장시험용 시편으로 제조한 후 5%의 연신을 갖도록 반복적으
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항복강도(YS, Yield Strength) 변화거동을 분석하였다. 반
복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한 것은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조에 사용되는 필거링 공정
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다. 필거링 공정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이지만 재료가 
축방향 진행과 회전운동시 다이의 설계 구조상 재료의 변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가공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상이므로 이와 같은 가공모드를 모사하여 분석
하기 위해 반복적인 시험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때 변형속도는 0.05, 0.1, 0.2 
mm/min의 세 가지 조건으로 수행하여 변형속도와 가공경화 거동을 분석하였다. 
   그림 3-1-1은 인장시험용 시편의 제작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ZIRLO, 
HANA-4 및 HANA-6 인장시편은 TREX를 길이방향으로 절단하여 dog-born 형
태로 가공하여 준비하였다. 그림 3-1-2는 인장시험을 위한 ZIRLO TREX에 대한 
광학 미세조직과 집합조직 분석을 위해 XRD를 이용하여 pole figure를 분석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REX의 미세조직은 모두 재결정된 상태로 결정
립의 크기는 약 7㎛로 측정되었으며 집합조직은 0002 basal 면이 반경방향과 원주
방향으로 크게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3종의 TREX에 대한 집합조직을 측정하여 
Kearns 지수[8]로 나타낸 결과는 표 3-1-1과 같다. TREX 상태에서 3종 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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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조직 특성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1-3은 ZIRLO 소재 TREX를 인장시편으로 가공하여 0.05 mm/min의 
변형속도로 5%의 변형량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시험하여 얻어진 응력-변위 곡선으
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YS는 반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면 
증가하는데 초기에는 그 증가량이 매우 높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량이 감소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8회의 반복시험 후 약 40%의 연신량을 가지고 시편이 파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두 종의 HANA 소재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그림 3-1-4는 3종의 TREX에 대하여 변형속도에 따라 YS 값이 변하는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3종의 소재 모두 5%의 연신율로 7~9회 반복시험을 수행하면 시편
이 파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HANA-4 소재가 가장 낮은 반복 횟수에서 파
단이 발생하였고 HANA-6 소재는 ZIRLO 소재와 유사 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3종 소재 모두 변형속도를 0.1 mm/min으로 적용하면 0.05 또는 0.2 
mm/min의 변형속도에 비하여 반복시험 횟수가 증가하거나 연신율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지르코늄 합금의 가공경화거동은 변형속도에 연관
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의 시험결과를 기준으로하면 0.1 mm/min의 변형속
도가 가공시 연성을 확보하는데 우수한 조건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5는 3종의 소재에 대하여 0.1 mm/min의 변형속도로 반복인장을 수
행했을 때 YS 변화량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ANA-4 소재
는 HANA-6 및 ZIRLO 소재에 비하여 초기에 YS 값이 증가되고 약 4번의 반복시
험 이후에는 증가량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NA-4의 반복되는 시
험 횟수도 HANA-6 및 ZIRLO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A-6 소재와 
ZIRLO 소재는 매우 유사한 거동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 소재의 가공경화 거동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Hollomon이 제안한 가공경화지수[9] 계산이 가능하다.

              

   이식의 양변에 ln을 취하면,

              ln  ln  ln 
   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n은 가공경화지수, K는 강도계수이다.
   금속의 가공경화 지수 n은 일반적으로 0.1~0.5 범위에 존재하며 0.5에 근접할
수록 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0]. 그림 3-6은 반복적인 인장시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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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공경화지수(n)과 축적된 변형량(%)로 도시한 결과이다. 초기 변형량에서는 
3종의 합금 모두 유사한 거동으로 가공경화 지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반복시험에 의해 변형량이 증가되면 HANA-4 합금이 다른 합금에 비하여 가공경
화 지수감소폭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초기 20%의 변형량
까지는 3종의 합금의 가공경화 거동이 유사하지만, 변형량이 20%를 초과하면 
HANA-4 합금의 가공경화지수 감소로 가공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3-1-7은 HANA 및 ZIRLO 소재 인장시편을 반복적인 인장시험 후에 네
킹부분에 대해 T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인장시편의 네킹부분은 가공변형이 가장 
많이 된 부분으로서 전위가 집적되고 슬립이 일어난 형태를 파악하여 가공모드의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다. 미세조직 관찰결과 HANA 및 ZIRLO 합금의 가공변형은 
전위가 집적되고 주슬립면인 프리즘면(11-20)을 따라 결정립계로 축적되는 현상으
로 확인되었다. 가공경화가 높게 일어난 HANA-4 합금에서는 관찰된 전위밀도가 
높고 슬립밴드의 폭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지내에 존재하는 석출물에 전위가 
집적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미세조직관찰 결과로 HANA-4 조성의 가
공경화도가 높은 것는 고용된 합금원소와 석출물의 분률증가에 기인된 전위의 집적
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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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X Fn
(radial normal)

Ft
(circumferential normal)

Fr
(axial normal)

HANA-4 0.444 0.492 0.064
HAHA-6 0.443 0.500 0.057

ZIRLO 0.443 0.496 0.061

표 3-1-1 XRD를 이용한 HANA 및 ZIRLO TREX의 Kearns 지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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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TREX로부터 상온인장시험을 위한 시편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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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ZIRLO TREX에 대한 광학 미세조직 및 pole figure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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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ZIRLO 소재 TREX의 반복인장시험에 
의한 응력-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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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ZIRLO, HANA-4, HANA-6 합금 TREX의 변형속도에 따른 
항복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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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ZIRLO, HANA-4, HANA-6 합금 TREX 
소재의 항복강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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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ZIRLO, HANA-4 및 HANA-6 합금 
TREX 소재의 반복인장에 따른 가공경화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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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인장시험시편 파단부분의 TEM 
미세조직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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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연구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에 있어서 중간열처리 온도는 미세조직과 석출상의 제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농도의 Nb이 첨가된 HANA 피복관 소재의 경우 
중간열처리 온도가 낮아지면 석출상의 크기가 감소하여 내식성이 향상되지만 중간
열처리 온도가 너무 낮으면 미세조직의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단계의 가공이 어렵게 된다. 고농도의 Nb이 첨가된 지르코늄 합금에서 중간열
처리 온도가 공석온도 (610℃) 이상이 되면 β-Zr 상이 형성되어 내식성이 감소되
고 β-Zr 상이 더욱 조대해 지면 가공성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간열처리 온도에 의한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HANA 피
복관 제조를 위한 최적의 중간열처리 온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HANA 소재는 이미 중간제품인 TREX로 제조된 상태로 중간열처리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한 시편으로 Zr-xNb 2원계 합금을 제조하여 평가하였다. Nb의 함량은 
1.0, 1.5, 2.0 wt.%로 HANA-4의 1.5Nb HANA-6의 1.1Nb 첨가 특성모사가 가능
하도록 준비하였다. 중간열처리가 합금의 미세조직 및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Zr-1Nb, Zr-1.5Nb, Zr-2.0Nb 합금을 제조 후 중간열처리 
온도를 570℃와 630℃에서 각각 3시간 수행하였다. 중간열처리에 의한 기계적 특
성은 경도측정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고 미세조직 특성은 광학현미경 관찰
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림 3-1-8은 3종의 Nb이 첨가된 합금에 대하여 570℃와 630℃에서 열처리 
한 후 상온에서 경도측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도는 
Nb의 첨가량이 1.0 wt.%에서 2.0 wt.%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지르코늄 합금에 고용도 이상의 (0.6 wt.%) Nb이 첨가된 경우 
고동한도 이상의 Nb이 Zr과 석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Nb 성분함량이 증가됨에 따
라 석출상의 분율이 증가하여 석출경화에 의한 강도증가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열처리 온도가 570℃에서 630℃로 증가하면 경도값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금속의 일반적인 거동과는 상이한 것이다. 즉 열처리 온
도가 증가되면 재결정과 결정립 성장이 증대되어 경도가 감소하지만 본 시험에 사
용된 Zr-Nb 합금에서는 반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3-1-9는 열처리된 Zr-1Nb, Zr-1.5Nb, Zr-2.0Nb 합금의 미세조직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Zr-Nb 합금은 Nb 함
량 증가에 의해 결정립의 크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도측정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570℃에서 630℃로 증가하면 결정립의 크기가 감
소하였고 Nb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기의 감소경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용도 이상의 Nb 첨가 영향으로 Nb 첨가량이 증가되면 
합금 내부에 석출상의 분율이 증가하여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 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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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석온도 (61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조대한 β-Zr 상의 형성으로 결정립 성장이 더욱 억제되어 결정립은 작아
지고 경도값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Nb이 1.1 wt.% 이상 첨가된 HANA-4, HANA-6 소재
의 중간열처리 온도는 610℃이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공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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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Zr-xNb 합금의 중간열처리에 따른 
경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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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Zr-xNb 합금의 중간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 22 -

4. 가공공정에 의한 집합조직 변화기구 연구
   지르코늄 합금 튜브의 집합조직 제어는 튜브의 조사성장과 수소화물 배열에 직
접적으로 작용하여 핵연료피복관의 조사성장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과 고연소도 하
에서 수소화물 생성에 의한 기계적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르코
늄 합금의 집합조직은 제조공정 중에 도입된 치수 제원 변화 즉, 튜브의 직경과 두
께 감소분 (Q-value)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집합조
직은 Q-value 뿐만 아니라 합금조성, 필거링시 다이/멘드렐 디자인 그리고 중간열
처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조공정에 따른 집합조직을 정확하게 파
악하려면 각각의 공정후에 형성된 집합조직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조시 각각의 공정에서 형성된 집합조직을 분석하여 집합
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준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르코늄 합금 튜브를 제조하기 위한 반제품인 TREX로부터 1, 2, 3차 필거링 
공정에 의해 제조되는 중요 튜브의 집합조직을 분석하였다. 집합조직은 4 cycle 고
니오메타가 장착된 XRD를 이용하여 5개의 중요면에 대해 측정하였고 Kearns 지수
를 도입하여 0002 면이 튜브의 반경방향 (Fn), 원주방향 (Ft) 그리고 길이방향 
(Fr)의 지수로 표시하였다. 이때 3방향에 대한 값의 합은 1이 된다. 그림 3-1-10
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한 지르코늄 합금 튜브의 집합조직을 측정한 결과중 대
표적인 예이다. 
   그림 3-1-11은 한전원자력연료 튜브공장에서 생산되는 튜브제조 흐름도를 나
타낸 것으로 1, 2, 3차 필거링에 의해 모든 튜브가 제조됨을 알 수 있다. 1차 필거
링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튜브류와 큰 직경을 갖는 PLUS7형 
집합체의 안내관용으로 구분된다. 안내관용 튜브의 직경과 두께는 다른 튜브류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002 면이 반경방향 (Fn)으로 크게 발달된다. 그
리고 나머지 튜브류도 직경이 클수록 집합조직은 크게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조직은 9.5 mm 직경의 상용 피복관이 다른 튜브류에 비하여 적게 발달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서 안내관을 제조시에 3번의 필거링 공정에 의해 제조
된 튜브와 2번의 필거링 공정에 의해 제조된 안내관의 집합조직은 매우 유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개념공정으로 튜브를 제조하더라도 
집합조직은 기존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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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한 지르코늄 합금 튜브의 
집합조직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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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조공정에 따른 치수제원 및 집합조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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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최종열처리 영향 연구
   지르코늄 합금 튜브의 부식 및 기계적 특성은 최종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 제어
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기계적 강도는 최종열처리를 응력이완, 부분재결정, 재결정 
중 어떤 상태로 제어하는가에 의해 크립, 조사성장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조사
성장과 크립변형을 억제하려면 재결정 조직을 형성시켜야하고 기계적 강도을 우선
으로 하려면 응력이완 조직으로 제어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HANA-4, HANA-6 합금 피복관의 미세조직 제어를 위한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는
데 있다. 
   지르코늄 합금의 재결정 거동은 합금원소뿐만 아니라 최종 가공시 도입된 냉간
가공량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즉 최종가공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부에너지
의 축적량이 증가되어 재결정이 낮은 온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HANA 합금 
피복관은 국내에 제조설비가 구축되지 않았은 때에는 일본의 Zirco-Product(ZP)사
에서 제조되어 1차 시범연료봉 시험에 사용되었지만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설비
를 구축한 현재에는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전원자력연료의 설비는 
ZIRLO 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HANA 소재를 ZIRLO 공정에 의
해 제조할 경우에는 만족할 성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표 3-1-2
는 ZP 제조 HANA 피복관 생산 공정과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HANA 피복관 생산 
공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HANA 피복관의 성능은 제조시 적용되는 가공량과 열처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 제어가 내식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가공도는 집합조직과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최종 열처리 직전에 수행된 가공량을 비
교하면 ZP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76%이지만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시에는 83%
로 가공량이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공량의 증가는 재결정 거동에 영
향을 미치므로 부분재결정 조직을 갖는 HANA 피복관의 최종열처리 조건은 보완되
어야 한다.
   그림 3-1-12는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피복관의 최종열처리를 400℃에서 550℃
까지 수행하여 축방향 인장특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상단은 HANA-4 피복관의 최
종열처리 조건에 따른 YS, UTS, El 변화량을 나타낸 것으로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는 감소되고 연신율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좌측
은 연신율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로 20%의 연신율을 확보하려면 HANA-4의 최
종열처리 온도는 480℃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하단
은 HANA-6 피복관의 최종열처리 조건에 따른 YS, UTS, El 값을 나타낸 것으로 
HANA-6는 HANA-4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재결정이 완료되어 강도는 크게 감
소되고 연신율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A-6의 재결정은 약 480℃
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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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3은 한전원자력연료와 ZP에서 각각 제조된 HANA-4, HANA-6 
피복관의 미세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HANA-4 피복관의 미세조직 제어기준은 ZP 제조 피복관과 같은 부분재결정 조직
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피복관의 최종열처리를 ZP 제조 피복관에 비하여 10℃ 높게 선정한 것은 연
신율 20%를 만족하기 위해서 설정된 값이다. HANA-6 피복관도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피복관의 미세조직이 ZP 제조 피복관의 미세조직과 유사하게 형성되도록 하
였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시 높은 가공량에 의해 재결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HANA-6 피복관의 강도가 매우 낮아지므로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피복관의 
최종열처리는 ZP 제조 피복관의 최종 열처리에 비해 20~30℃ 낮은 온도에서 수행
되었다. 이와 같은 인장시험과 미세조직분석을 통한 열처리 조건의 제어로 한전원
자력연료 제조 HANA 피복관이 ZP 제조 HANA 피복관의 성능과 유사하게 제어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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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HANA 피복관 제조공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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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최종열처리에 따른 한전원자력연료 제조 HANA-4, HANA-6 
피복관의 인장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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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최종열처리에 따른 한전원자력연료 및 ZP 제조 HANA-4, HANA-6 
피복관의 미세조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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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본 시험에서 YS 값과 연신율을 기준으로 가공경화거동을 평가한 결과 
HANA-4 소재는 HANA-6 및 ZIRLO 소재에 비하여 가공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가공경화능은 변형속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시험에 사용된 3종의 합금은 변형속도를 0.1 mm/min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용도 이상의 Nb이 첨가된 Zr 합금의 미세조직은 열처리 온도와 Nb 첨가량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b 첨가합금의 미세조직과 경도측정 결과를 고려하
면 Nb 첨가량이 증가되면 열처리온도와 시간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열처리 온도의 
상한은 공석온도인 610℃를 상회하면 오히려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Nb이 1.1 wt.% 이상 첨가된 HANA 소재의 중간열처리 온도는 61
0℃ 미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연료집합체용 튜브류의 집합조직을 각각의 필거링 공정에서 분석하여 제조공
정에 의해 집합조직이 변화되는 거동을 파악할 수 있는 성능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자료는 지르코늄 튜브제조시 집합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적용되어 튜브 성능제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HANA 피복관의 제조에 있어서 ZP사의 제조공정과 한전원자력연료의 제조공정 
차이로 인한 성능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열처
리 이전의 가공량이 최종열처리시 미세조직 차이를 유발하여 기계적 성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최종열처리 조건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종
열처리 조건에 의해 ZP사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한 HANA 피복관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능이 유사하게 제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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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ANA 소재 튜브류 노외특성 성능평가

1. 개요
   KNF 제조 HANA 튜브는 안내관(GT), 슬리브(SL), 충격흡수관(DT), 플랜지
(PL)이며 각각 HANA-4와 HANA-6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KNF로부터 입수된 
HANA-6 튜브는 안내관, 슬리브, 충격흡수관이고, HANA-4 튜브는 안내관, 슬리
브, 플랜지이다. 입수된 튜브는 KNF에서 제시한 안내관의 성능평가 항목을 기준으
로 총 10종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되었다. 성능평가의 기준은 안내관에 해당되는 것
이고 나머지 튜브류는 성능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내관에 중하여 수행되고 분
석하였다. 평가항목은 표 3-2-1과 같으며 각 성능평가 항목에 대한 해당 연구분
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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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안내관 및 튜브류 성능평가 수행 현황표 
안내관 및 튜브류 성능평가

항목
H6 
GT

H6 
SL

H6 
DT

H4 
GT

H4 
SL

H4 
PL

1 장기 부식
(400oC-10.3MPa-Steam) o o o o o o

2 장기 부식
(360oC-18.7MPa-Loop) o o o o o o

3 상온 인장 o - - o - -

4 고온 인장(315oC) o - - o - -

5 경도 o o o o o o

6 집합조직(XRD) o o o o o o

7 수소화물 방향성 o o o o o o

8 미세조직(ppt, degree of 
RX, grain size) o o o o o o

9 내외면 SEM 관찰 o o o o o o

10 O, H, N 분석 o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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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부식 특성 평가
   KNF에서 제조되어 입수된 HANA-6, HANA-4 피복관의 장기 부식특성 평가
는 그림 3-2-1과 같다. 부식시험은 ASTM 절차에 의해 시편준비 및 시험이 진행
되었는데, 각각의 튜브는 시험조건당 3개씩 준비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그림 
3-2-1은 400℃ steam 환경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로 목표부식시험일수인 
150일 보다 50일 더 진행된 200일 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ANA 소재 튜브류의 부식은 cubic 또는 parabolic 속도상수 거동을 보이면서 무게
가 증가되었다. 합금별 부식특성을 평가하면 3종의 HANA-6 튜브가 HANA-4 튜
브에 비하여 내식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튜브 부품별로 평가하면 
HANA-6 튜브류는 큰 차이가 없이 내식성이 우수하였지만 HANA-4 튜브류는 안
내관 및 슬리브에 비하여 플랜지의 내식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는 플랜지의 경우 
TREX에서 1차 필거링 및 열처리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지조직 내에 내식성에 
유리한 미세한 Zr-Nb-Fe 석출상이 안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KNF
에서 제조된 모든 HANA-6, 4 부품들은 400℃ steam 환경에서 3일 부식시험결과 
무게증가량이 18 mg/dm2 이하로 steam에서 Spec. 기준인 22 18 mg/dm2 이하를 
만족하였다.
   그림 3-2-2는 360℃ PWR-simulated loop 조건에서 150일 부식시험을 수행
한 결과이다. 모든 튜브들은 cubic 속도상수 거동으로 무게가 증가되었으며 동일 시
간의 steam 부식환경에 비하여 부식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별로는 
HANA-6 및 HANA-4 합금에서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HANA-4 
플랜지는 내식성이 다소 감소되었다. 플랜지 부품의 경우에는 집합체의 끝단에 위
치하여 핵연료의 heat flux가 매우 낮은 영역으로 부식특성보다는 기계적 강도유지
가 더욱 중요시 되는 부품이다. 
   그림 3-2-3은 400℃ steam 및 360℃ PWR-simulated loop 조건에서 150일 
부식시험된 HANA-6, 4 안내관의 무게증가량을 상용 ZIRLO 안내관의 무게증가량
과 비교한 결과이다. 400℃ steam 결과에서는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HANA-6 
안내관의 무게증가량은 40% 이상 감소되었고, HANA-4 안내관의 무게증가량은 
10%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60℃ loop 결과를 비교하면 HANA-6 안내관
은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40% 이상 무게증가량이 감소되었고, HANA-4 안내관
은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35% 이상 무게증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내식성 관점에서는 HANA-6 및 HANA-4 안내관의 내식성이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에 안내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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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400℃ steam 조건 부식 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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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360℃ water loop 조건 부식 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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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360℃ water loop 조건 부식 특성 
평가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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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기계적 특성 평가
   안내관의 기계적 특성은 상온인장과 고온(315℃)인장을 수행하여 평가하게 된
다. 기타 튜브류 슬리브, 충격흡수관 그리고 플랜지의 경우에는 기계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안내관에 준하는 미세조직을 갖도록 동일한 
열처리를 수행하여 상용품으로 적용한다. 
   표 3-2-2 및 그림 3-2-4는 KNF 제조 HANA-6 및 HANA-4 안내관의 상
온 및 고온 인장시험 결과를 Spec. 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HANA-6 안내
관의 항복강도 (YS), 최대인장강도 (UTS) 그리고 연신율 (El)은 Spec. 값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ZIRLO 안내관에 비해서는 강도가 10% 이내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HANA-4 안내관은 항복강도 (YS), 최대인장강도 (UTS) 그리고 
연신율 (El)이 Spec. 값보다 높고 ZIRLO 안내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로 HANA-6 및 HANA-4 소재 안내관의 기계적 특성은 Spec. 값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다른 튜브류(슬리브, 충격흡수관, 플랜지)의 기계적 특성은 경
도값 측정으로 안내관과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 38 -

표 3-2-2 KNF 제조 HANA 튜브의 안내관 인장특성 평가 결과 비교

Alloy
RT test 315℃ test

YS 
(MPa)

UTS 
(MPa) El (%) YS 

(MPa)
UTS 

(MPa) El (%)

Spec. ≥ 421 ≥ 641 ≥ 18 ≥ 321 ≥ 459 ≥ 16
H6 GT 525 693 30 369 473 30
H4 GT 578 735 20 391 486 21
ZIRLO 

GT 560 722 25 386 47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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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HANA 소재 안내관 상온 및 
고온인장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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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재결정 거동 평가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재결정 거동은 강도 및 조사성장에 관련된 미
세조직 제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자료이다. 지르코늄 소재의 재결정 거동은 합
금성분과 열처리 이전에 수행된 가공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결정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된 최종 튜브에 
대하여 온도를 25℃ 간격으로 승온하여 미세조직 관찰 및 경도측정을 수행하였다. 
입수된 튜브가 이미 470℃에서 7시간 열처리되었기 때문에 가공조직에서 450℃까
지의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 및 경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림 3-2-5는 HANA-6 안내관 및 슬리브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 결과로 가공
조직에서 재결정 그리고 결정립이 성장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안내관에 비하
여 슬리브는 가공량이 높이 때문에 초기 가공조직은 미세하지만 재결정이 좀 더 빨
리 이루어지고 결정생성 핵의 증가로 재결정 후 결정립의 크기는 미세하였다. 
   그림 3-2-6은 HANA-6와 HANA-4 튜브류의 재결정 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초기 가공량이 높을수록 재결정이 빨리 진행되고, HANA-4에 비하여 HANA-6의 
재결정이 낮은 온도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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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KNF 제조 HANA-6 안내관 및 슬리브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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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KNF 제조 HANA 안내관 및 튜브류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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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집합조직 특성 분석
   KNF 제조 튜브류의 집합조직 분석은 XRD를 이용하여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수소화물을 장입하여 수소화물의 방향성을 관찰하여 집합조직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3-2-3 및 그림 3-2-7은 XRD를 이용하여 측정된 HANA 튜브류의 집합조직
을 Kearns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구성 부품에 따라 제조공정의 차이에 의하여 집
합조직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A-6, 4 안내관 및 충격흡수관의 집합조직
은 상용 ZIRLO 안내관의 집합조직과 유사한 거동을 가지고 있었고, 슬리브는 두께
감소가 큰 관계로 집합조직이 더욱 발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4 플랜지는 
TREX로부터 1차 가공만을 수행하여 집합조직이 크게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집합체 부품의 가공이력에 따라 집합조직이 제어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HANA 소재 안내관 부품은 ZIRLO 소재 안내관과 동일 공정을 적용하
여 제조하면 집합조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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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KNF 제조 HANA 튜브의 XRD를 이용한 집합조직 특성분석 결과 비교

Alloy
Texture (Kearns index)

Fn Ft Fr
H6 GT 0.5966 0.3089 0.0963
H6 SL 0.6793 0.2319 0.0904
H6 DT 0.6142 0.2953 0.0931
H4 GT 0.5749 0.3133 0.1144
H4 SL 0.6673 0.2477 0.0897
H4 PL 0.4397 0.4670 0.0993

ZIRLO GT 0.6414 0.2802 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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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XRD를 이용한 집합조직 특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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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성 분석
   가.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성 분석(OM)
       KNF에서 제조된 HANA 튜브류의 미세조직은 그림 3-2-8과 같이 광학현
미경 (OM)으로 관찰하였다. 최종제품의 미세조직은 부품의 기계적 강도와 조사성
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재결정 조직으로 제어하면 강도는 감소되지만 조사성
장은 억제되고, 가공조직으로 제어하면 역으로 강도는 증가되지만 조사성장이 증가
되게 된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ANA-6 및 HANA-4 합금 튜브류와 
ZIRLO 안내관의 최종 미세조직은 모두 가공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는 표준형집합체(PLUS 7)에서 요구하는 안내관의 강도 Spec.이 높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용된 응력이완 열처리(SR)를 적용한 결과이다.



- 47 -

그림 3-2-8 KNF 제조 HANA 튜브류의 광학현미경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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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성 분석(TEM)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전자현미경 분석은 안내관에 대하여 수행
하였고, 상용 ZIRLO 안내관의 미세조직 및 석출물 특성과 비교하였다. 
   그림 3-2-9의 상단은 HANA-6, HANA-4 그리고 ZIRLO 안내관의 제조후 미
세조직을 관찰한 결과로 모두 전위가 집적된 가공조직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의 하단은 석출물 분석을 위해 제조된 안내관을 550℃에서 1시간 진공열처
리 후 석출물의 분포와 조성을 분석한 것이다. 석출물의 크기는 HANA-6가 
50±20 nm 내외로 가장 작았고 HANA-4와 ZIRLO는 80±50 nm 크기 분포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출물의 조성분석결과 HANA-6는 대부분의 석출상이 
Zr-Nb 계의 β-Nb 이었고, HANA-4는 대부분 Zr-Nb-Fe-Cr, 그리고 ZIRLO는 
대부분 Zr-Nb-Fe 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석출상의 특성은 피복관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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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KNF 제조 HANA 튜브류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및 석출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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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내외면 SEM 관찰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으 내외면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2-10은 SEM으로 관찰된 튜브류의 내외면을 나타낸 것으로 튜브류 제
조과정 중 수행된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그 형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튜브류의 최종 표면처리로는 외면과 내면이 연마되고 최종세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과제를 위해 KNF에서 입수된 시편들은 HANA-6 소재의 안내관 (GT)
과 슬리브 (SL) 만이 내외면 연마를 수행하고 나머지 튜브류들은 최종산세 공정 
후 연마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HANA-6 소재 안내관과 슬리브의 내외면 관
찰 결과를 판단하면 외면은 원주방향으로 수 마이크로미터 폭의 스크래치가 형성되
었고, 내면은 길이방향으로 미세한 스크래치와 중간중간에 홈들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용 ZIRLO 안내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마가 
수행되지 않은 튜브들의 내외면은 산세에 의해 표면이 에칭 된 형태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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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내외면 SEM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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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수소화물 방향성 분석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의 집합조직에 의한 수소화물 석출특성은 제조
된 튜브에 대하여 건식법으로 수소를 인위적으로 장입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수소의 장입은 수소장입용 진공열처리로를 이용하였으며, 방법은 진공
상태에서 400℃로 온도를 승온 후 수소와 아르곤 가스의 혼합기체를 넣은 후 일정
시간 유지 후 냉각하였다. 장입된 수소량은 수소분압의 감소로 예측되는데 약 500 
ppm이 장입되어 튜브내부에 수소화물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그림 3-2-11은 HANA-6 및 HANA-4 안내관 및 튜브류에 석출된 수소화물
을 광학으로 관찰한 결과로 HANA-6 안내관, 슬리브, 충격흡수관에서 수소화물은 
원주방향으로 발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4 합금에서도 안내관과 슬리브는 
원주방향으로 수소화물이 석출되어 배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랜지는 원주방향
과 일부 반경방향으로 수소화물이 석출되었다. HANA-4 플랜지에서 상이한 수소
화물의 석출현상이 나타난 것은 집합조직과 관련이 있다. 플랜지는 TREX로부터 1
번만 필져링 되어 있기 때문에 XRD 집합조직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집합조직이 크
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어 석출된 수소화물이 모두 원주방향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으로 분석된다. HANA-6 및 HANA-4의 안내관, 슬리브 충격흡수관의 수소화물은 
원주방향으로 석출 배열되어 상용 ZIRLO 안내관의 수소화물 석출거동와 매우 유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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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KNF 제조 HANA소재 튜브류의 수소화물 석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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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 O, H, N 분석
      지르코늄 합금에서 O, H, 그리고 N 성분의 제한은 매우 중요하다. O은 고용
강화 효과로 강도는 크게 향상시키지만 가공성을 저하시키고, H는 부품의 건전성과 
직결되며, N의 증가는 내식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세 가지 성분
은 지르코늄 합금을 부품으로 제조 중에 공기 중의 gas 성분으로 지르코늄에 들어
갈 수 있어 항상 관리가 필요하다.
   표 3-2-4 및 그림 3-2-12는 HANA-6, HANA-4 그리고 상용 ZIRLO 안내
관의 최종제품에 대한 O, H, N 분석값을 나타낸 것이다. 세합금 모두 유사한 함량
이 분석되었는데 O은 각각 합금의 함량 Spec.에 만족하였고 H은 10 ppm 이하 N
은 50 ppm 이하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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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KNF 제조 HANA 튜브의 O, H, N 분석결과

Alloy
Element analysis

O (ppm) H (ppm) N (ppm)
H6 GT 1280 5.7 17
H4 GT 1112 6.1 18

ZIRLO GT 1120 6.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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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KNF 제조 HANA 튜브의 O, H, N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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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슬리브, 플랜지)에 대한 
400℃, 10.3MPa 수증기 환경에서 장기 부식특성 평가를 200일 수행한 결과, KNF 
제조 HANA-6 안내관의 내식성은 WH 제조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40% 향상되
었고 KNF 제조 HANA-4 안내관의 내식성은 WH 제조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10%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슬리브, 플랜지)에 대한 
360℃, 18.7MPa 냉각수순환 환경(loop)에서 부식특성 평가를 150일 수행한 결과, 
KNF 제조 HANA-6, 4 안내관의 내식성은 WH 제조 ZIRLO 안내관에 비하여 
20% 향상되었다.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슬리브, 플랜지)에 대한 
ASTM E8 절차에 의한 상온(RT) 및 고온(315℃) 인장특성 평가를 완료하여 YS, 
UTS, El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KNF 제조 HANA-6 안내관의 상온 YS 및 UTS는 
각각 520, 690MPa를 상회하여 안내관 시방요건 YS ≥421, UTS ≥ 641을 모두 
만족하였고, ZIRLO 안내관의 YS 546, UTS 712보다는 감소되었다. HANA-6 안
내관의 El은 30% 이상으로 안내관 시방요건인 ≥18%을 충분히 만족하였다. 
   KNF 제조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슬리브, 플랜지)에 대한 추
가 열처리 후(470~600℃) 경도측정을 완료하여 HANA 소재 튜브류의 강도 및 연
신율을 설계기준 및 목적에 맞는 최종열처리 조건을 제시하였다.
   XRD를 활용한 집합조직을 평가하여 KNF 설비의 튜브 제조공정에 따른 집합조
직 특성 DB를 구축하였고, 수소장입후 수소화물 배열거동을 평가하여 KNF 제조 
HANA 튜브의 수소화물 석출이 원주방향으로 석출되어 수소화물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튜브류의 내부 기지조직 및 석출물 TEM 관찰을 수행하여 KNF 제조 
HANA 피복관의 미세조직 DB를 구축하고, 석출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종 튜브류의 내외면 SEM 관찰로 제조된 튜브의 표면상태 건전성 확인하였
다. 그리고 최종 튜브류의 O,H,N 함량을 분석하여 KNF 제조 HANA 튜브의 O,H,N 
성분이 제조공차 이내로 제어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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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ANA 소재 튜브류 가공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도출

1. 개요
   HANA 소재는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하여 지르칼로이-4 대비 내식성 30%, 크립저항성 10%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HANA 소재 피복관의 조성은 실험실에서 모델합금 설계, 제조, 평가를 수행하
여 내식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합금을 선별하고 점진적으로 조성적 제어와 제
조공정 제어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HANA-1 ~ HANA-6 합금 조성 및 제조공정
을 개발하였다[11]. 
   신형 HANA 피복관에 대한 부식, 크립, 강도, LOCA, 마모 특성 등의 노외 평가
시험 결과, HANA 피복관의 노외 부식성능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Zircaloy-4) 보
다 60~70% 더 향상되었고, 크립, 파열, 인장, 마모 등의 기계적 성능뿐만 아니라 
LOCA시 특성도 기존의 상용 피복관과 유사하거나 우수하였다. Halden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성능 평가시험(67G 연소)에서도 HANA 피복관의 노내 부식과 크립 성
능은 상용 피복관 보다 40~50% 더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광원전 
1호기에서 3주기 최대 58 GWD/MTU 동안 무결함 연소되었고, 그 중 HANA-4 및 
HANA-6 피복관은 외국상용피복관 대비 40% 이상 향상된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크립 및 조사성장 저항성은 외국상용피복관 대비 유사한 것으
로 검증되었다[11]. 
   현재 개발 중인 고성능 HANA 피복관은 영광 1호기뿐만 아니라 영광 5호기
(PLUS7)에서 연료봉연소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울진 6호기에서도 LTA(lead-test 
assembly) 검증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HANA 피복관 소재의 국내제
조는 아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ANA 소재의 완전한 상
용화를 위해서는 한전원자력연료의 튜브공장에서 성공적인 제조가 요구되며 본 절
에서는 HANA 소재의 제조현황과 제조성 개선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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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형시 표면결함이 감소되는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가. HANA-4 소재 피복관 제조 중 결함생성 이력
       HANA 소재는 시험 및 평가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피복관 튜
브로 제조되었는데 표 3-3-1과 같다. 2000년 당시 국내에는 제조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국외 기관에 HANA 피복관의 조성과 제조공정을 제공하여 
제조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차 HANA 피복관 제조는 미국 
Wahchang사에서 TREX를 제조하고 일본 ZircoProduct(ZP)사에서 피복관을 제조하
게 되었다. 2차 HANA 피복관 제조는 미국 Western-Zirconium 사에서 TREX를 
제조하고 한국의 한전원자력연료 튜브제조 시설에서 피복관을 제조하였다. 3차 
HANA 피복관의 제조는 미국 Wahchang사에서 TREX를 제조하고 한국 한전원자력
연료 튜브공장에서 피복관을 제조하였다.
   표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ZP에서 1차 피복관 제조는 Wahchang 사에서 
제조 공급된 5종의 HANA 소재 TREX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피복관은 모두 성공적
으로 제조되었다. 단 HANA-3 소재 피복관 중 일부가 마지막 3차 필거링 후에 
bowing 현상이 발생하여 straightening 작업으로 교정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 튜브
공장에서 수행된 HANA 소재 2차 피복관 제조는 Western-Zirconium 사에서 제조
된 3종의 TREX에 대하여 수행되었는데, HANA-3와 HANA-6는 성공적으로 제조
되었지만 HANA-4는 1차 필거링 중에 많은 크랙이 발생하여 제조가 불가능하였
다. 3차 피복관 제조는 Wahchang 사에서 제조된 3종의 TREX를 이용하여 한전원
자력연료 튜브공장에서 제조되었는데, HANA-6는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지만 
HANA-5는 제조 중 크랙의 발생으로 실패하였고 HANA-4는 첫 번째에서는 성공
하였지만 두 번째에서는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피복관 제조현황을 보면 모든 HANA 소재가 ZP에서는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지만, 한전원자력연료 튜브공장에서는 HANA-3와 HANA-6 소재가 성공
적으로 피복관으로 제조하였지만 HANA-4와 HANA-5 소재는 피복관으로 제조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노내,외 성능검증을 바탕으로 HANA 소재의 상용화는 
HANA-4와 HANA-6로 선정된 상황에서 한전원자력연료 튜브공장에서 피복관으
로 제조가 쉽지 않은 HANA-4 합금에 대한 원활한 제조를 위한 제조성 개선방안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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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HANA 소재 피복관 제조 이력

 TREX 
제조

피복관
제조 합금종류 제조시 문제

1차 Wahchang ZP

HANA-2 
HANA-3
HANA-4
HANA-5
HANA-6

No problem
No problem (small bowing)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2차 Western-Zi
rconium

한전원자력
연료 

튜브공장

HANA-3
HANA-4
HANA-6

No problem
T-crack

No problem

3차 Wahchang
한전원자력

연료 
튜브공장

HANA-4
HANA-5
HANA-6

No problem(1st),T-crack(2nd)
T-crack

N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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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ANA-4 소재 피복관 제조 중 생성된 결함 분석
      피복관 제조에 사용된 HANA-4 TREX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조공정을 설정하여 Western-Zirconium 사에서 제조되었는데 
OD(out diameter)가 63.5 mm, WT(wall thickness)가 10.9 mm 이었고 최종적으
로 재결정된 미세조직을 갖도록 제어되었다[12]. 본 보고서에서는 TREX의 제조공
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생략하였다. 
   그림 3-3-1은 한전원자력연료의 튜브공장에서 HANA-4 TREX를 이용하여 1
차 필거링 중에 생성된 결함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이다. 필거링에 의한 결함은 크
게  T-crack 형태와 T-crack에서 split된 두 가지 형태의 결함으로 나타났다. 
T-crack의 빈도는 주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크랙이 형성된 이
유는 조성적 불균일 또는 필거링 조건의 부적합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3-2는 필거링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유형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한전
원자력연료 튜브 성형팀과 협의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HANA-4 피복관의 제조시 
발생된 결함은 그림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T-crack이고 이에 대한 주 해결
책은 (1) Die/Mandrel의 설계 변경과, (2) 합금의 재질 특성(합금 조성)을 변경하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Die/Mandrel의 설계 변경은 한전원자력연료 튜브성형팀
의 주 역무가 되고, 합금의 조성을 변경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무로 구분 
된다. 이때 두 조건은 효율성 및 성능을 비교 검토하여 상용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2는 HANA-4 소재 TREX에 대하여 1차 필거링 후에 관찰된 
T-crack을 관찰하고 SEM-EDS을 이용하여 조성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rack은 원주방향으로 형성되었고 crack은 지그재그 형태로 
성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ack의 단면을 관찰한 결과 외부에서 약 45 의 
방향으로 형성되어 내부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성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crack은 소재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반복적인 가공에 의한 가공경화를 견디지 못하
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Crack의 생성이 합금조성의 불균질 분포 또는 
조대한 석출상의 생성에 의한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EDS로 각각
의 위치에 대하여 line scan 또는 mapping을 수행한 결과 조성적인 분귤질은 확인
할 수 없었다. 물론 SEM 분석으로는 micron 크기의 미시적인 크기 및 1% 이하의 
조성 불균질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crack을 유발할 만한 석출상의 
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경도결과를 분석하였
다. 경도값은 일반적으로 소재의 강도를 나타내고 경도값이 증가되면 강도증가에 
의해 가공에 필요한 투입에너지가 증가되게 된다. 강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고용강화, 석출강화, 결정립계강화, 가공경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TREX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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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재결정된 미세조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TREX의 경도증가는 고용강화와 석
출강화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3-3은 Wahchang(WC) 및 Western-Zirconium(WZ)에서 제조된 
TREX의 경도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상단의 좌측은 WZ에서 제조한 
ZIRLO(Zlo) TREX의 경도값을 나타낸 것으로 각각 3종의 TREX에 대하여 위치에 
따라 5회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된 경도값은 90±1.5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림 
상단의 우측은 WC에서 제조하여 ZP사에 공급한 HANA-3, 4, 6에 대한 경도값을 
측정한 결과로 측정된 경도값은 88±2의 분포로 Zlo TREX와 유사한 값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도값은 HANA-3, 4, 6의 순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하단의 좌측은 WZ에서 제조하여 TSA에 공급한 HANA-3, 4, 6에 대한 
경도값을 측정한 결과로 측정된 경도값은 90±4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경도값은 그림 하단의 우측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ANA TREX에서 경도값이 확연히 차이나는 점은 WZ에서 제조한 HANA-4의 
TREX의 경도값이 다른 조성의 합금에 비하여 높고 WC에서 제조한 TREX의 경도
값보다 약 5정도 상승한 점이다. 
   상기와 같은 결과를 합금조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표 3-3-3과 같이 정리하였
다. 합금의 조성적 특징에서는 큰 차이를 찾기 어려웠지만, 제조사에서 제공된 경도
값을 평가하면 HANA-3과 HANA-6 조성의 경도값은 차이가 없지만 HANA-4 
조성의 경도값은 WC 제조 TREX에 비하여 WZ 제조 TREX의 경도값이 크게 향상
된 것이다. 그러나 경도값과 피복관 제조시 결함의 생성거동을 직접적으로 평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험실 단위의 실험에서 합금을 판재로 제조시 압연 중 crack이 주로 발생하는 
합금은 산소의 함량이 높거나 불균질한 분포를 갖는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산소의 
함량 및 불균질 분포가 제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험
을 근거로 WZ 제조 HANA-4 합금에서 필거링시 발생한 crack부분과 crack이 생
성된 위치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산소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된 산소의 함량은 표 
3-3-4와 같은데 crack이 생성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산소함량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Crack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의 산소 분석량은 0.121 wt.% 인데 반
하여 crack이 발생된 위치에서의 산소 분석량은 0.147~0.163 wt.%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수치는 HANA-4의 산소 spec.인 0.06~0.16 wt.%[12]를 초과하는 값으
로 조성 spec.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산소량이 spec. 이내에서도 함량
이 높으면 crack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산소함량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특허내의 산소함량 spec.을 기존 
0.06~0.16 wt.%에서 낮은 영역대로 한정한 0.08~0.12 wt.%로 HANA-4 TREX을 
WC에서 제조후 수입하여 TSA에서 피복관 제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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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는 HANA-4 소재를 성공적으로 피복관으로 제조하였지만, 두 번째 제조에
서는 또다시 1차 필거링 후에 T-crack이 형성되었지만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단 crack의 크기와 분포가 산소함량이 높았던 WZ 제조 TREX에 비해서는 크게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HANA-4 합금은 산소함량의 감소에 의해 필거링시 
생성되는 제조결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 제조결함이 생성되지 않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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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한전원자력연료 튜브제조 시설에서 HANA-4 소재의 1차 
필거링 중 생성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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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지르코늄 튜브 필거링시 발생되는 결함 원인 및 대책
결함유형 발생원인 대책
외경초과
(미달)

1) 상부 Dies의   부정확한 
Wedge 조정

2) Dies Groove 마모
1) Wedge 재조정
2) Dies 교체

내경초과
(미달)

1) Mandrel 축방향 위치선정 
Miss 1) Mandrel 재조정

외면결함
1) Dies Groove상에   built-up 

생성
2) Entry, Exit Chuck Mark 발생
3) 부적절한 냉각 및 윤활

1) built-up된 부분 연마 
2) Entry, Exit Chuck 교체 및 압력 

조절
3) 냉각 Nozzle 방향   조정 및 

Lubricant 교체

내면결함 1) Mandrel Build-up 생성
2) 부적절한 윤활

1) built-up된 부분 연마 
2) Lubricant 교체 및 충분한 윤활

Mandrel 
파손

1) Mandrel 과다 사용에 따른    
가공경화

2) Roll Dies Alignment 부적절
3) 과도한 Feed

1) 일정 주기 사용 후 교체
2) Alignment 확인 및 조치
3) Feed량 감소

T-Crack 
발생

1) Reduction Schedule 확인
2) 재질 특성

1) Dies와 Mandrel 설계   변경
2) 재 열처리 및 재질 특성 확인, 

조성

Tube 
앞부분 
파열

1) 재질에 비해 가공 중 과도한 
Reduction

2) 과도한 Feed량
3) 절단시 Tube 끝부분 경화
4) Notch Crack

1) Reduction schedule 확인 및 재 
열처리 

2) Feed 감소
3) 적당한 절단방법 강구(선반, 

Circular saw등)
4) 선단부 기계가공(Chamb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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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HANA-4 소재 TREX에 대하여 1차 필거링 후에 관찰된 
T-crac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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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HANA 및 ZIRLO 소재 TREX에 대한 제조사별 경도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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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각 제조사별 HANA TREX의 조성 및 경도값

조성
HANA-3 HANA-4 HANA-6

WC WZ WC WZ WC WZ
Nb
Sn
Fe
Cr
Cu
O

1.44
0.37
0.12
-

0.08
0.150

1.48
0.38
0.10
-

0.10
0.132

1.46
0.39
0.21
0.10
-

0.125

1.49
0.38
0.21
0.10
-

0.135

1.14
-
-
-

0.09
0.135

1.10
-
-
-

0.07
0.116

경도 90.9 91.4 88.4 93.6 86.3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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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Crack이 발생된 HANA-4 합금의 1차 필거링 후 산소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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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도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한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가. 합금조성 함량의 제어 방법
       HANA-4 합금의 특허명세상 조성과 제조 spec. 상에 기술된 조성은 표 
3-3-5와 같다. 이중 지르코늄 스펀지 spec.에 해당되는 미량원소 및 합금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소들에 대한 내용인 기재하지 않았다. 표 3-3-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HANA-4 합금에는 beta 안정화 원소인 Nb, Fe, Cr이 함유되어 있고 
이들은 기지내에 고용되는 고용강화와 고용한도 이상이 석출되어 석출강화에 의한 
강도증가를 유발한다[14]. 또한 Sn과 O는 alpha 안정화 원소로 기지 내에 모두 고
용되어 고용강화 효과를 가지게 된다[14]. 합금의 제조에 있어서 고용강화와 석출
강화 현상은 강도를 증가시켜 가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
서 제조성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합금원소의 첨가량을 적게 감소시키는 방법
이 효율적일 수 있다. 
   HANA-4 합금의 조성변화가 기계적 특성 및 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다. 평가된 HANA-4 합금의 조성 범위는 표 3-3-6과 같다. 즉 Nb, Sn, Fe, 
Cr의 함량에 변화를 주어 첨가원소의 변화량에 의한 특성변화를 비교 평가한 것이
다.
   표 3-3-7은 상온 및 고온인장 특성을 평가한 것으로 예측대로 합금원소의 첨
가량이 감소할수록 항복강도(YS)와 최대인장강도(UTS)는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연
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합금원소의 첨가량을 줄이
면 강도가 감소되어 제조성이 좀더 용이해질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3-4는 합금성분을 변화시킨 HANA-4 합금에 대하여 310, 335, 360℃
의 2.2Li 및 360℃ PWR-loop에서 500일 동안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HANA-4 합금은 표 3-3-6과 같은 조성변화에서 시험된 모든 조건에서 내식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ANA-4 합금에서 표 3-3-6과 같은 영역
에서의 조성변화는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내식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4 합금은 합금원소 감소에 의한 강도 감소로 제조성을 일부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합금원소의 첨가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단순하지 않다. 즉 HANA-4 
합금의 특허 범위는 표 3-3-5의 좌측에 기재된 바와 같이 넓을지라도 현재 
HANA-4 합금에 대한 노내, 외 조사시험 결과와 인허가를 위한 성적서는 표 
3-3-5의 우측에 기입된 spec.에 준하기 때문이다. 즉 인허가를 위해 규정된 spec.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spec.을 바꾸는데 필요한 업무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변
경된 조성에 대한 노내, 외 검증시험이 요구되며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생산해
야 한다. 따라서 현재 spec.을 준수하면서 spec. 내에서 합금 함량을 가장 낮추는 
방안으로 합금조성을 Zr-1.4Nb-0.3Sn-0.18Fe-0.08Cr-0.06O로 제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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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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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HANA-4 합금의 특허명세상 조성과 제조 spec. 조성

조성 특허 (한국:   0461017) 제조 spec. (Rev.2)
Nb
Sn
Fe
Cr
O

1.1 – 1.7
0.3 – 0.5

0.05 – 0.15
0.05 – 0.15
0.06 – 0.16

1.4 – 1.6
0.3 – 0.5

0.18 – 0.22
0.08 – 0.12
0.08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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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HANA-4 합금의 모델 적합성 평가를 위한 합금 성분별 조성

합금 성분 하한1 Mean 상한1 상한2
L1 M H1 H2

HANA-4

Nb 1.40 1.50 1.60 1.70
Sn 0.30 0.40 0.50 0.50
Fe 0.18 0.20 0.22 0.22
Cr 0.08 0.10 0.12 0.12
Zr Bal. Bal. Bal.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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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HANA-4 합금의 성분변화에 의한 상온(RT) 및 고온(350℃)인장 특성 
평가 결과

판재 합금함량
UTS(MPa) YS(MPa) Total El(%) Uniform 

El(%)
상온 고온 상온 고온 상온 고온 상온 고온

H4SR

H2
(1.7Nb) 590 479 488 366 20.23 27.01 9.46 16.01

H1
(1.6Nb) 554 457 451 342 20.81 28.02 10.16 16.99

M
(1.5Nb) 532 433 432 326 21.24 29.33 10.98 17.08

L1
(1.4Nb) 514 411 412 304 22.77 30.00 1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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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합금성분을 변화시킨 HANA-4 합금의 부식특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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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공공정 개선방법
       지르코늄 합금 피복관의 가장 일반적인 제조방법은 필거링으로 이는 
Die/Mandrel을 이용하여 이음매 없는 튜브를 매우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이다. 
HANA 소재를 피복관으로 제조함에 있어서 일본의 ZP사는 5종의 HANA 소재를 
성공적으로 제조한 반면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HANA-3, HANA-6은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지만 HANA-4, HANA-5 소재는 1차 필거링에서 crack이 발생되어 원활
한 제조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3종의 J-alloy 피복관을 성공적으로 제
조하여 연소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조성은 Zr-1.8Nb, Zr-1.6Nb-0.1Cr, 
Zr-2.5Nb 합금이다[15]. J-alloy의 합금조성은 HANA-4에 비하여 Nb의 첨가량
이 매우 높고 Zr-2.5Nb 합금의 경우에는 HANA-4에 첨가된 모든 합금원소의 첨
가량 보다 높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HANA-4 합금의 제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공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표 3-3-8은 HANA 피복관의 제조기관별 제조변수를 나타낸 것으로 제조사별 
필거링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Q factor와 열처리 변수로 볼 수 있다. 피복
관 제조에 있어서 Q factor는 최종 피복관의 집합조직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15]이
고 피복관과 같은 튜브류의 제조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6]. ZP에서 제조한 
HANA 소재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한 HANA 소재의 필거링 공정 중 큰 차이
는 1차 필거링에 적용되는 Q factor가 다르다는 점이다. ZP의 1차 필거링시 Q 
factor는 1.3이고 한전원자력연료의 1차 필거링시 Q factor는 1.13으로 낮다. Abe
의 연구에 따르면 지르코늄 합금 제조시 Q factor를 높이면 튜브 제조가 용이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16].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Q 값이 증가할수혹 지르코늄 튜
브 표면에 크랙이 감소된다고 하였다[17]. 한전원자력연료에서 HANA-4 합금을 1
차 필거링후 crack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2, 3차 필거링시에는 원활하게 손
상없이 필거링이 진행되었다. 이는 2, 3차 필거링시에는 Q factor가 1.3보다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ANA-4 합금 조성에 대한 제조관련 Q factor와 가공율을 변
화한 특성평가 예비시험 결과 1~3차 가공 중 Q factor를 변경하여도 최종품의 집
합조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이와 같은 결과로 1~3차 필거링
시 Q factor를 적절히 배분하여 1.3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 가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Zirlo나 HANA-3, HANA-6 합금은 1.3보다 낮은 Q factor에서도 1차 
필거링이 손상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Q factor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에는 어
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조조건은 합금조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한전원자력연료가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로만 접근한다면 기술
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비젼으로 삼고 있는 세계 3대 핵연
료회사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견지로 합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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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최적화된 제조공정(Q factor, Die/Mandrel design, Reduction ratio, 
Stroke/Feed rate control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HANA-4 피복관의 부식에 미치는 석출물 특성은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민감하
게 좌우된다[19]. 그림 3-3-5는 HANA-4 합금 소재를 beta-quenching 후에 시
효 열처리를 수행하여 300일 동안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열처리 온도에 따른 무게증가량의 최소 점은 570~600oC구간에
서 성립된다. 따라서 현재 TREX 제조 후 수행되는 580 ± 10oC의 열처리를 600 
± 10oC로 20oC상승시키고, 1, 2차 필거링 후에 수행되고 있는 중간열처리 온도는 
570 ± 10oC에서 590 ± 10oC로 20oC상승시키면 내식성도 유지하면서 높은 온도의 
열처리로 인하여 강도가 감소하여 제조가 현재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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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HANA 피복관의 제조기관별 제조공정 변수

공정 변수 ZIRLO 피복관 HANA피복관(ZP) 
일본pilgering적용

HANA피복관(KNF)
Zlo pilgering적용

TREX 
치수

OD (mm)/WT 
(mm) 63.5 / 10.92 63.5 / 10.9 63.5 / 10.9

TREX 
열처리

Temp. (℃)
Time (h)

621-648
3-4

580 ± 10
3 ± 0.25

580 ± 10
3 ± 0.25

1차 
pilgering

Q factor
Reduction (%)
OD (mm)/WT 

(mm)

1.13
76

31.75 / 5.08

1.30
87

25.5 / 3.5

1.13
76

31.75 / 5.08
1차 

pilgering
후

열처리

Temp. (℃)
Time (h)

588-621
3.5-4.5

570 ± 10
2 ± 0.5

570 ± 10
2 ± 0.5

2차 
pilgering

Q factor
Reduction (%)
OD (mm)/WT 

(mm)

1.99
78

17.78 / 1.83

1.42
72

14.6 / 1.65

1.99
78

17.78 / 1.83
2차 

pilgering
후

열처리

Temp. (℃)
Time (h)

588-621
3.5-4.5

570 ± 10
2 ± 0.5

570 ± 10
2 ± 0.5

3차 
pilgering

Q factor
Reduction (%)
OD (mm)/WT 

(mm)

2.00
83

9.5 / 0.57

2.86
76

9.5 / 0.57

2.00
83

9.5 / 0.57
최종 

열처리
Temp. (℃)
Time (h)

454-471
>11(Vac),

>7(Ar)
*470/510 ± 10

8 ± 0.5
470/510 ± 10

8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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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HANA-4 합금의 시효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부식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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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조직 제어를 위한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 도출
     1차 필거링시 손상이 발생되는 다른 이유는 집합조직의 큰 변화로 판단해 볼 
수 있다. 1차 필거링은 2, 3차 필거리에 비하여 (0002) basal 면의 집합조직이 원
주방향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거링 변형에 의해 반경방향으로 집합조직이 크
게 변형되게 된다. 지르코늄 합금에서 집합조직의 변형은 twin 변형에 의한 것으로 
twin에 의한 변형이 주 변형기구로 작용하게 되면 slip 변형보다 상대적으로 crack 
발생을 촉진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압출 후 
TREX 제조시 Q factor를 높게 하여 TREX의 집합조직을 현재보다 더욱 발달시키
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TREX의 제원이(OD/WT) 바뀌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되는 모든 튜브류에 대한 Q-factor 변화에 의한 집합
조직 변화거동은 그림 3-1-11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정리된 내용을 참고로 하
면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제원의 튜브류에 대한 집합조직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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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상용화 대상인 HANA-4 소재에 대한 피복관 제조결과 ZP에서 적용한 공정에서
는 피복관이 원활하게 제조되었지만, 한전원자력연료 튜브공장에서 적용한 공정에
서는 1차 필거링 중에 T-crack의 발생으로 제조가 어려웠다. Crack 형성부에 대한 
성분분석결과 Nb, Fe, Cr과 같은 성분에 의한 조성적, 석출물 불균질 현상은 없었
지만, 산소함량을 분석한 결과 산소 조성적 불균질에 의해 crack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HANA-4 소재에 대해 산소 상한치를 0.14 wt.%에서 0.12 wt.%로 감
소시킨 TREX에 대한 제조결과 일부 TREX는 피복관으로 성공적으로 제조되었지만 
일부 TREX는 미세한 crack이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HANA-4 합금은 산
소함량의 감소에 의해 필거링시 생성되는 제조결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 제조결함이 생성되지 않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HANA-4 합금에서 표 3-3-6과 같은 영역에서의 조성변화는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내식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합금원소의 첨가량
을 줄이면 강도가 감소되어 제조성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된 조성에 대한 노내, 외 검증시험이 요구되며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생산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spec.을 준수하면서 spec. 내에서 합금 함량을 가장 낮추는 
방안이(Zr-1.4Nb-0.3Sn-0.18Fe-0.08Cr-0.06O) 제안될 수 있다.
   ZP에서 제조한 HANA 소재와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제조한 HANA 소재의 필거
링 공정 중 큰 차이는 1차 필거링에 적용되는 Q factor가 다르다는 점이다. ZP의 1
차 필거링시 Q factor는 1.3이고 KNF의 1차 필거링시 Q factor는 1.13으로 낮다. 
TSA에서 HANA-4 합금을 1차 필거링후 crack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2, 3
차 필거링시에는 원활하게 손상없이 필거링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1~3
차 필거링시 Q factor를 적절히 배분하여 1.3보다 크게 설정하는 것이 가공에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출 후 TREX 제조시 Q factor를 높게 하여 TREX의 집합조
직을 현재보다 더욱 발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필거링 기술을 확보
하려면 합금 조성에 따른 최적화된 제조공정(Q factor, Die/Mandrel design, 
Reduction ratio, Stroke/Feed rate control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ANA-4 소재의 시효열처리에 의한 내식성을 평가한 결과, 현재 TREX 제조 
후 수행되는 580 ± 10℃의 열처리를 600 ± 10℃로 20℃ 상승시키고, 1, 2차 필
거링 후에 수행되고 있는 중간열처리 온도는 570 ± 10℃에서 590 ± 10℃로 20℃ 
상승시키면 내식성도 유지하면서 높은 온도의 열처리로 인하여 강도가 감소하여 제
조가 현재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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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달성도 
(%)

• HANA 소재 튜브류
(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
공성 향상 기반연구

∙ HANA 소재의 가공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영향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산소량이 
증가되면 가공경화 지수가 감소하여 가공성
이 저하됨을 분석 평가함

∙ HANA 소재의 가공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
향 연구 수행하여 재결정이 완료되고 β
-Nb 상이 고르게 분산되는 580℃에서 
630℃ 범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공성이 유리함을 도출함

∙ HANA 소재의 가공공정에 의한 집합조직 
변화기구 연구를 수행하여 TREX로 부터 
최종튜브 제원으로 제조시 까지 압하율 공
정이 유사하면 집합조직의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음을 확인함

 40  10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최종목표
     ○ HANA 소재 안내관 제조 기반기술 연구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
           공정 도출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노외특성 
           성능평가

제 2 절 당해단계 목표 및 달성도
     ○ 당해단계 목표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 
          기반연구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노외특성 
          성능평가
        • HANA 소재 튜브류(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공성 향상을 
          위한 기반기술 도출
   
     ○ 당해단계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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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최종열처리 영향 연
구하여 재결정이 진행될수록 기계적 강도는 
감소하지만 연신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HANA 합금의 재결정 온도를 확보함. 

 • HANA 소재 튜브류
(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노
외특성 성능평가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부식 특성을 
340일 평가하여 장기부식결과를 확보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기계적 특성
을 평가하여 강도자료 확보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재결정 거동
을 평가하여 재결정 온도 도출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집합조직 특
성을 분석하여 집합조직 DB구축

∙ KNF제조 HANA 소재 튜브류 미세조직 특
성을 분석하여 미세조직 DB구축

 40  100

• HANA 소재 튜브류
(안내관, 충격흡수관, 
플랜지, 슬리브) 가
공성 향상을 위한 기
반기술 도출

∙ HANA 소재의 가공경화 거동을 평가하여 
성형시 표면결함이 감소되는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을 도출함

∙ 강도 및 내식성 향상을 위한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여 HANA 튜브류 제조 기반기술을 
도출함

∙ HANA 튜브류의 가공이력에 따른 집합조직 
분석으로 집합조직 제어를 위한 튜브류 제
조 기반기술을 도출함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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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의 결과는 2012년 12월 4일 HANA 피복관 기술양도의 일환으로 KNF(한
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기술이전이 완료된 상태이고 전궁극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수출선도형 고유핵연료의 안내관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안내관 제조관련 기반연구는 KNF의 안내관 생산 및 안내관 
품질 향상에 활용될 것임.

• 본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 및 기술은 모두 HANA 안내관의 상용화에 필요
한 인허가 자료 및 노내 성능예측 코드의 입력 자료의 형태로 산업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음. 

• 산업체에서 수행중인 ‘수출주도형 핵연료 개발 과제’에서 독자 소유권을 갖는 국
내 고유 피복관 및 안내관의 개발이 수출장벽 해소에 있어서 선결과제이며 
HANA 합금을 사용하여 ‘수출주도형 핵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KNF의 장기계획에 
이미 반영된 바 있음. 

• 또한 안내관 개발 기술은 제4세대 원자로용 재료 개발 기술을 비롯한 원자력 재
료의 성능향상 및 신소재 개발 기술 등에 직접 적용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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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OECD/NEA SCIP 국제공동연구 II 단계 3차년도 연구결과물 



- 86 -

제7장 참고문헌

[1] R. Yang, B. Cheng, J. Deshon, K. Edsinger, and O. Ozer, “Fuel R&D to 
Improve Fuel reliability”, LWR Fuel Performance Conference, Kyoto, Japan, 
October, 2005.
[2] T. Smith, J. Nucl. Mater., 18, 323 (1966).
[3] M.P. Puls, S.Q. Shi, and J. Rabier, J. Nucl. Mater., 336, 73 (2005).
[4] S.J. King, R.L. Kesterson, K.H. Yueh, R.J. Comstock, W.M. Herwig and 
S.D. Ferguson,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Annecy, France, June 10-14, ASTM STP 1423, 471 (2002).
[5] R.B. Adamson,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ASTM STP 633, 326 
(1977).
[6] A.M. Garde,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ASTM STP 1023, 548 
(1989).
[7] ASTM E8 - 82; Standard methods of ten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8] J.J. Kearns, "Thermal Expansion and Prepared Orientation in Zircaloy, 
WAPD-TM-472", Westinghouse Electric Corp., Pittsburgh, Pa. (1965).
[9] J.H. Hollomon, Trans, AIME 162 (1945) 268.
[10] Jr. Callister, D William (2005), Fundamentals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nd ed.), United States of America: John Wiley & Sons, p. 199, 
ISBN 9780471470144
[11] 지르코늄 신합금 핵연료피복관 개발과제 최종보고서 (KAERI/RR- 
2235/2006)
[12] HANA 피복관 고유 제조공정 기술 개발 (과제번호 2-222) 2008
[13] 한국 등록특허 0461017
[14] R.W. Cahn, R.G. Davis, Phil. Mag. 5 (1960) p.74
[15] Kearns, J.J., 1965. Thermal Expansion and Prepared Orientation in 
Zircaloy WAPDTM-472. Westinghouse Electric Corp, Pittsburgh, PA.
[16] H. Abe, K. Takeda, A. Uehira, H. Anada, M. Furugen,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ASTM STP 1132 (2000) p.425
[17] H. Abe, H. Tarui, T. Kobayashi, M. HonJi, T. Konishi, Zirconium in the 
Nuclear Industry, ASTM STP 1132 (1991) p.35
[18] H.G. Kim, I.H. Kim, B.K. Choi, J.Y. Park, M.S. Kim, Nucl. Eng. & Design, 
248 (2012) p.35
[19] H.G. Kim, I.H. Kim, B.K. Choi, J.Y. Park, Y.H. Jeong, K.T. Kim, Corr. 



- 87 -

Sci. 52 (2010) p.3162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3589/2012

     제목 / 부제 

주저자 및 부서명   김현길 

연구자 및 부서명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13. 04.

페 이 지 87 pages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21x29.7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O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n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RR-3589/2012

Title / Subtitle 

Main Author

and  Department

Researcher and 

Department

Publication

Place 
Daeje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13.04.

Page 87 p. Ill. & Tab. Yes( O ),  No (  )  Size (cm) 21x29.7

Note  

Open Open( O ),  Closed(  )
Report Type  Research Report

Classified Restricted( ), ___Class Documen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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