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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02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연소도(70GWd/MTU)용 신합금 피복관 개발 및 피복관 설계/제조/노내시험 기술 개발
을 최종목표로 본 단계에서는,
TM
피복관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착수 및 3주기(536FPD) 성공적 연소.
•HANA
TM
피복관 노내성능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보다 매우 우수.
•Halden 연구로에서 연소시험 결과, HANA
-부식: Zircaloy-4대비 50% 이상 향상, 크립: Zircaloy-4대비 50% 이상 향상
TM
피복관의 노외 성능평가 결과,
•HANA
-PWR모사 Loop 부식, Refreshing Loop, ASTM 및 LiOH 부식: Zircaloy-4 및 A보다 매우 우수
-크립, 파열, 인장, 크립파열: Zircaloy-4 및 A보다 우수하거나 대등한 성능
-PCI(I-SCC): Zircaloy-4보다 우수하고 A와 유사한 응력집중계수(KISCC) 및 최종 파열시간
-내압피로: O-L 설계기준을 만족하였고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
-마멸: Zircaloy-4와 유사한 성능
TM
피복관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증시험을 위한 기초물성 생산.
•HANA
TM
피복관 상용화를 위한 KHNP- KNFC-KAERI 공동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증시험 계획수립.
•HANA
-상용로 실증시험계획 수립(‘05.11), 연료봉 및 집합체 제작(‘07.03), 상용원전 장전(‘07.10)
TM
피복관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증시험 인허가용 자료 제공.
•HANA
-Halden 연구로 노내 시험결과(2건), 노외성능 종합평가 결과(7건), LOCA특성 종합평가 결과(3건)
기초물성 자료(13건)
TM
피복관 시범연료봉 제조에 필요한 피복관(68개) 및 품질특성 자료(11건) 제공.
•HANA
•LOCA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TM 피복관은 Zircaloy-4 및 A 보다 우수한 LOCA 저항성을 보임.
TM
피복관 특성은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을 보임.
•RIA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
TM
피복관은 강도와 경도, 미세조직 관점에서 기존 상용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였을 때, HANA
피복관(Zircaloy-4, A) 보다 조사취화에 우수 또는 대등한 특성을 보임.
TM
합금에 대한 지지격자 적용가능성을 예비 평가한 결과, HANATM 합금은 지지격자 시방조건을 모두
•HANA
만족하였고 제조성도 우수하므로 지지격자 재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초고연소도 피복관용 신합금 개발에 대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HANATM 피복관 개발의 초석을 마련함.
TM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핵연료피복관, HANA
영 어

Fuel cladding, HANA
Corrosion, Creep, LOCA

피복관, 지르코늄합금, 노내외 시험, 부식, 크립, LOCA
TM

cladding, Zirconium alloy, In/out pile test,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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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늄 신합금 핵연료피복관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은 핵연료피복관의 관점에서 가혹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은 더욱 가혹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운전조건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연소도 운전에서 우
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핵연료피복관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3단계(2003. 4 - 2007. 2)에서는 1, 2단계에서 노외 종합평가 시험결과 선정
제조된 HANA

TM

피복관에 대하여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 성능

검증시험과 사고조건에서 HANATM 피복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LOCA 및
RIA 특성평가에 대한 연구 및 상용원전에서 HANATM 피복관 시범연료봉 노내
연소시험 인허가를 위한 HANATM 피복관의 성능자료 생산 등을 수행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연소도(70,000MWD/MTU이상)용 HANA

TM

신합금 피복관에 대

한 설계/제조/노내시험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신형피복관(HANATM) 연료봉 연구로(Halden) 검증시험
신형피복관(HANATM) 연구로 검증시험 착수
신형피복관(HANATM) 연구로 1주기 조사시험(185 FPD) 및 중간검사 수행
신형피복관(HANA

TM

) 연구로 2주기 조사시험(379 FPD) 및 중간검사 수행

신형피복관(HANATM) 연구로 3주기 조사시험(536 FPD) 및 중간검사 수행

2. 신형피복관(HANA

TM

) 장기 노외 성능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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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피복관(HANATM) 부식(corrosion)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TM) 크립(creep)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TM

) 파열(burst)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TM

) 인장(tensil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TM) 크립파단(creep-ruptur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TM

) I-SCC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TM) 피로(fatigu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3. 신형피복관(HANA

TM

TM

신형피복관(HANA

) 마멸(wear)특성 평가시험 수행

) 시범연료봉(PF) 연소시험을 위한 설계․시험 자료생산

TM

) 기초물성 자료생산

신형피복관(HANATM) 상용화를 위한 KHNP-KNFC-KAERI 공동 시범연
료봉(PF) 상용원전 연소시험 계획 수립

4. 신형피복관(HANA

TM

) 사고(LOCA, RIA)특성 종합평가

신형피복관(HANATM) LOC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TM) RI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수행
TM

5. HANA

신합금 하나로 조사특성 평가

HANATM 신합금 하나로 이용 조사시험 수행
TM

HANA

신합금 조사후 평가시험 수행

6. 기타 수행업무
TM

HANA

합금 지지격자 예비 평가시험 수행

초고연소도 피복관용 신합금(차세대 HANATM) 개발 기반연구 수행

Ⅳ. 연구개발결과
1. 신형피복관(HANATM) 연료봉 연구로(Halden) 검증시험
국산 HANA

TM

피복관의 연구로 조사시험은 노외성능이 우수한 HANA

- ii -

TM

피복관에 대하여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의 2개의 시험리그(IFA-673 및
IFA-674)를 이용하여 12개의 연료봉에 대하여 PWR과 유사한 운전조건에서
부식

및

크립

등을

평가하였다.

2006년

11월

3차

중건검사

시점까지

536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32,000 MWD/MTU까지 성공적으로 연소
되었으며, 이때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1.33 x 1021 n/cm2(E>1MeV)에 도달
하였다. Halden 연구로에서 연소시험 결과, HANA

TM

피복관의 노내성능은 기

존의 상용피복관 보다 매우 우수하였는데 부식 및 크립 성능은 기존 상용피복
관(Zircaloy-4, A) 대비 50%이상 향상되었다.

2. 신형피복관(HANA
신형 HANA

TM

TM

) 장기 노외 성능 종합평가

피복관에 대한 1000일 이상의 장기 부식시험과 800일 이상

의 장기 크립시험을 수행한 결과, PWR 모사 Loop 부식조건에서 HANATM 피
복관의 부식저항성은 A 피복관 대비 70% 이상 향상되었고 다양한 부식시험조
건(Refreshing Loop, Steam, LiOH) 에서도 HANATM 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은
Zircaloy-4 및 A보다 매우 우수하였다. HANA

TM

피복관의 크립 저항성은 A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TM 피복관의 파열, 인장특성은 Zircaloy-4 및 A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HANATM 피복관의 온도에 따른 크립 파단 수명은
인가응력에 관계없이 Zircaloy-4보다 높았으며 A와 대등한 거동을 보였다.
PCI(I-SCC) 시험결과 HANA

TM

피복관의 응력집중계수(KISCC) 및 최종파열시

간은 Zircaloy-4보다 우수하고 A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

TM

피복관

의 내압피로 거동은 O-L 설계 기준을 만족하였고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NATM 피복관의 마멸특성은 상용피복관인
Zircaloy-4 및 A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HANATM 피복관에 대한 조성 및 제조공정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에 20건의 특허등록과 8건의 특허출원으로 지적재산권을 갖는 신형
HANATM 피복관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3. 신형피복관(HANA

TM

) 시범연료봉(PF) 연소시험을 위한 설계․시험 자료생산

HANATM 피복관의 시범연료봉 연소시험 인허가를 위해서 열적 특성, 기

- iii -

계적 특성에 대한 기초물성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된 열적 특성은 밀도
(density), 비열(specific heat), 열팽창율(thermal expansion),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표면방사율(emissivity)이며, 기계적 특성으로는 탄성계수와 포
아송비를 측정하였다. HANA
이용되고

있는

TM

피복관의 특성시험 결과는 현재 적용 Code로

SCDAP/RELAP5/MOD3.1

code

manual

volume

Ⅳ:

MATPRO(NUREG/CR-6150)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HANATM 피복관의 기초물성은 현재 적용중인 MATPRO 기준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A

TM

피복관의 상용화를 일환으로 HANATM 피복관이 포함된 집합체

를 상용원전에서 시범 연소하여 실제 노내거동을 평가하는 시범연료봉 연소시
험을 추진 중에 있다. HANATM 피복관 상용원전 시범연료봉 시험은 영광 1호
기 18주기 장전을 목표로 현재 시험 인허가에 필요한 품질보증 시험을 수행하
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기본 인허가 자료와 품질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시범연
료봉 제작사인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일부 송부하였으며 시범연료봉용 피복관
및 제작에 필요한 용접성 평가용 피복관을 제공하였다.

4. 신형피복관(HANA

TM

) 사고(LOCA, RIA)특성 종합평가

LOCA 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TM 피복관의 ECR은 35% 이상으로 평가
되어 NRC에서 정의한 안전기준인 17% ECR을 상회 하였으며, HANA

TM

피복

관의 변형특성은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을 보였다. HANATM 피복관의
LOCA시 산화속도는 설계기준(B-J)보다 낮아 우수한 고온산화 저항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OCA 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TM 피복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ANATM 피복관은 상용피복관인 Zircaloy-4에
비하여 우수한 LOCA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RIA

사고

모사조건인

급속파열시험에서

HANATM

피복관의

특성은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M

5. HANA

신합금 하나로 조사특성 평가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TM 피복관의 조사취
화 특성을 상용피복관(Zircaloy-4 및 A)과 비교 평가하였다. 하나로 조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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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CT 조사공에서 20일 동안 수행 후 인장강도, 경도 및
미세조직을 평가하였다. 조사시험 온도는 291-328℃ 범위에서 조사기간은 20
일 이었으며, 이때 중성자 조사량은 1.8-3.1 x 1020n/cm2(E>1.0MeV) 이었다.
중성자 조사 후 인장강도, 경도, 미세조직을 평가한 결과, HANA

TM

피복관의

중성자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은 기존의 상용피복관(Zircaloy-4, A)과 대등하
거나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기타 수행업무
성능이 우수한 HANA

TM

피복관과 동일한 재료로 지지격자를 구성하면 핵

연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HANATM 신합금이 지지격자
로 활용에 필요한 시방요건과 제조요건 등의 변수를 평가하였다. 실험실 규모
TM

로 HANA
평가한

합금 소형 strip을 제조하여 미세조직, 부식, 강도 등의 특성을

결과, 상용합금

strip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HANATM 신합금이 지지격자로 적용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차기단계 상
용급 HANA

TM

strip 제조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차세대 HANATM 피복관용 신합금 개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서 모델합금을 제조하여 부식특성을 평가하였다. 모델합금의 부식거동은 부식
속도 및 부식이 가속되는 시점 등이 합금조성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식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차세대 HANA

TM

피복관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경제적 측면
TM

HANA

피복관의 개발로 가져올 고연소도 운전은 원전의 이용률을 증대시

키고 관련 전력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전력관련 고용창출이 전망한다. 또한 기저
부하로서의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 전력수
급과 전력 매출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산 HANATM
피복관의 상용화에 따라 건설 중인 피복관 생산 공장이 신설되고 관련 신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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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HANATM 피복관이 상용 공급되어 국내 경수로 및 중수로 피복관을 대체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는 연간 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해외 수출시 수백억 원의 외
화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피복관 소재에 독자 소유권을 지닌 HANA

TM

피복관 소재를 적용할

경우, 수출장벽의 해소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에 따른 잠재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 사회적 측면

전력 생산에 대한 원자력발전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약 4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아진 원자력의 비중과 함
께 매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장주기, 고연소도 운전은 필
연적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외국 피복관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
전성이 향상된 고연소도 핵연료용 HANATM 피복관의 활용가치는 사회적으로

매

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산 HANATM 피복관 개발은 국산 고유 원천기술 확보의 의미를 가지며 향
후 외국의 피복관 수급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한 수급선의 확보와 함께 향후 해외
수출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등, 독자적인 원자력 자립국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연소도 HANA

TM

피복관의 개발은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핵 비확산성 및 원전 대중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활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기술적 측면

본 연구는 과거 연구의 완성단계의 성격을 지니며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이
개발한 HANA

TM

피복관을 상용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국산 핵연료 피복관 소재 개발은 국내 최초의 원자력 소재 원천기술 확
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산 HANATM 피복관 소재는 피복관 기술 자
립화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수출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주도형 핵연료 개발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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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 아울러 국산 고유 피복관 성능자료 확보로 핵연료 계통 설계기술의 완
전한 자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피복관 제조기술, 실증시험 기술 및 database 구축
은 국내의 낙후된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부품 제조기술과 노내 시험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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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Subject
Development of advanced zirconium fuel cladding

II. Objectives and Need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operating condition of modern PWRs is getting severer for the nuclear
fuel cladding to meet the needs for an economical power generation. It will be
worse and worse for next generation PWRs. It is necessary for a fuel supplier
to develop an advanced nuclear fuel cadding tube in order that they may
secure the integrity of nuclear fuel in such bad environment. In the 3rd phase
(2003. 4 - 2007. 2) of the project, it was aimed to develop the HANATM
claddings for high burn-up (more than 70,000 MWD/MTU), which are
competitive in an international market, from the advanced HANATM alloys. The
HANATM claddings for test were manufact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1st
and the 2nd phase activities of the project.

The major activities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3rd phase as follows;
• The irradiation test of the HANATM claddings in Halden research reactor in
Norway to verify their in-pile performance,
• Studies on the LOCA and RIA properties of the HANATM claddings to
verify their integrity in some accident conditions, and
• The activities to get data which are needed to get a license for an in-pile
test of lead test rods (LTRs) of the HANATM claddings in a commercial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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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1. In-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test rods
Start of the test in the Halden research reactor
1st cycle (185 FPD) irradiation test and 1st interim inspection
2nd cycle (379 FPD) irradiation test and 2nd interim inspection
3rd cycle (536 FPD) irradiation test and 3rd interim inspection
2. Out-of 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claddings
Evaluation of corrosion properties
Evaluation of creep properties
Evaluation of burst properties
Evaluation of tensile properties
Evaluation of creep-to-rupture properties
Evaluation of ISCC properties
Evaluation of fatigue properties
Evaluation of wear properties
3. Preparation for the in-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LTRs
Data production of the basic physical properties of the HANATM
claddings
Planning the irradiation test of the HANATM LTRs in a commercial
reactor in cooperation with KHNP, KNFC and KAERI
4. Evaluation of LOCA and RIA properties of HANATM claddings
LOCA simulation test
RIA simulation test
5. In-pile test of HANATM alloys in the HANARO reactor
Irradiation test of HANATM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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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 of HANATM alloys

6. The other activities
Preliminary applicability test of HANATM alloys to a spacer grid
Basic studies on an advanced cladding material for ultra-high
burn-up fuel

IV. Result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1. In-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test rods
The in-pile performance test in the Halden research reactor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HANATM claddings which had showed good properties
in the out-of pile tests. Two (2) test rigs (IFA-673 and IFA-674) has been
used for the test. Twelve (12) test rods of HANATM claddings have been
tested for the in-pile corrosion and creep properties under a simulated
PWR environment. The test have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for 536
FPD (full power day) to reach 32,000 MWD/MTU by the end of the 3rd
operation cycle in November of 2006. The accumulated fast neutron fluence
was 1.33 x 1021 n/cm2(E>1MeV) in maximum.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in-pile performance in the corrosion and creep of the HANATM
claddings was better than 50% compared to that of the commercial
cladding (Zircaloy-4 or A).
2. Out-of 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claddings
The out-of pile performance tests of the HANATM claddings had been
carried out for long-term corrosion properties for longer than 1,000 days
and long-term creep properties for longer than 800 days.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HANATM claddings was better than 70% comparing to A
cladding under a PWR-simulated Loop condition. It was also better than
that of Zircaloy-4 and A claddings even under the other environment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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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freshing water loop, steam and LiOH. The creep resistance of the
HANATM claddings was also better than that of A cladding as well a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HANATM claddings such as burst, tensile or
wear properties were equivalent to those of Zircaloy-4 or A cladding. The
creep-to-rupture life of the HANATM claddings was longer than that of
Zircaloy-4 or equivalent to that of A cladding regardless of the loading
stress. The PCI(I-SCC)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intensity factor
(KISCC) or the time-to-rupture of HANATM claddings was higher or longer
respectively than that of Zircaloy-4 cladding and they was also equivalent
to those of A cladding. The pressurized fatigue behavior of HANATM
claddings met the O-L design criterion and was as good as that of
Zircaloy-4. The compositions or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HANATM
claddings are already listed as twenty (20) patents, and those of eight (8)
cases are also applied for new patent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USA, Japan, China or Europe to secure a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3. Preparation for the in-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LTRs
To get a license for the in-pil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TM LTRs,
the data on the basic physical properties of the HANATM claddings such as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collected through a lot of tests for
density, specific heat, thermal expansion, thermal conductivity, emissivity,
elastic modulus and poisson's ratio. The data had been verified by
"SCDAP/RELAP5/MOD3.1

code

manual

volume

Ⅳ:

MATPRO(NUREG/CR-6150)" to meet the MATPRO criterion which is
applicable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a commercial cladding. As
a step for commercialization of HANATM claddings, An irradiation test of a
nuclear fuel assembly including the HANATM LTRs in a commercial reactor
is being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KHNP, KNFC and KAERI to
evaluate in-pile behavior of the HANATM claddings. The HANATM L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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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cheduled to be loaded in one of
18th

cycle

of

Yongwang

nuclear

the nuclear fuel assemblies for the
power

plant

unit

1.

The

quality

verification tests of HANATM claddings are being carried out to get a
license needed for the in-pile irradiation test of HANATM claddings. This
project provided KNFC (the LTR manufacturer) with some part of the data
for the licensing and quality verification of the HANATM claddings and
with the HANATM claddings for manufacturing the LTRs and evaluating
their weldability.
4. Evaluation of LOCA and RIA properties of HANATM claddings
The result of the LOCA simulation tests showed that the ECR of
HANATM claddings was more than 35%, which was over the NRC's 17%
criterion,

and

their

deformation

property

was

equivalent

to

that

of

Zircaloy-4. The HANATM claddings had a good resistance to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cause the oxidation rate of HANATM claddings in a
LOCA-simulated environment was lower than that of the design criteria
(B0J). Thus, it was verified in the LOCA test that HANATM claddings
have better resistance to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than Zircaloy-4
cladding. The result of RIA-simulated rapid burst tests showed that the
burst properties of HANATM claddings were also equivalent to that of
Zircaloy-4.
5. In-pile test of HANATM alloys in the HANARO reactor
A neutron irradiation test had been done for the HANATM alloys
including Zircaloy-4 and A alloys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91-328℃
for 20 days in the CT hole of HANARO reactor before they were
evaluated
properties.

for
The

their

tensile

neutron

strength,
fluence

for

hardness
the

and

test

micro-structural
was

1.8-3.1

X

1020n/cm2(E>1.0MeV). The resistance of HANATM alloys to embrittlement
due to the neutron irradiation was a little better than that of Zircaloy-4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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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to that of A cladding.

6. The other activities
The applicability with manufacturing feasibility of HANATM alloys to a
spacer grid was evaluated because the economy and safety of nuclear fuel
can be improved if the HANATM alloys were used as a material for both
nuclear fuel cladding and spacer grid in a fuel assembly. Small size strips
of HANATM alloys were manufactured in a laboratory scale and tested for
their properties on microstructure, corrosion and strength. It was evaluated
that HANATM alloys were applicable to a spacer grid because they had a
similar properties to the strip of commercial alloy such as Zircaloy-4. The
test resul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manufacturing a
strip of HANATM alloy for a spacer grid in commercial grade. Some model
alloys were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for their corrosion properties
as a kind of basic study to draft out a plan for developing next HANATM
alloys. It was found that the corrosion behavior of the model alloys was
very sensitive to the corrosion rate and the timing when their corrosion
gets into acceleration.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develop next
HANATM alloys for a ultra-high burn-up fuel which will be expected to
have better corrosion resistance.

Ⅴ. Strategy to take advantage of the results
○ Economical aspect
The development of HANATM claddings will be able to make utility
owners operate their nuclear power plant with high burn-up and make
economical power generation to be available causing the nuclear power
industries activated with an enlarged employment. whereas,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for a consistent electrical load as a base will be able to play more
important role than before. Domestic power supply could be also stabiliz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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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es of power would be able to be increased. An employment can be also
increased

because

a

new

plant

for

manufacturing

constructed to commercialize the HANATM claddings. If

a

cladding

will

be

the existing claddings

for domestic PWR and PHWR were replaced as the HANATM claddings, forty
(40) billions won could be yearly saved. It is also expected that several tens
of billions won could be also earned if they were exported abroad. If one of
the HANATM claddings were selected as the fuel cladding for SMART, the
barriers for export which are involved in an intellectual royalty will be cleared.
Further, the export of HANATM cladding will be able to make an economical
potential spread enormously into the industries involved.

○ Social aspect
The contribu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o electricity production is
about 40% in Korea and it will be increased by 45%. The long-term cycl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with high burn-up will be necessary for the
power generation because an electricity demand tends to increase with the
contribution of nuclear power. To meet the above social aspect, the usability
of HANATM claddings will be enough because the HANATM claddings have
better performance in corrosion and

safer in LOCA or RIA accident than the

foreign claddings such as Zirclaoy-4 or A. The development of HANATM
claddings has many meanings such as (1) Korea has their own technology in
manufacturing the fuel cladding, (2) Korean utility owner can enjoy the
stabilized procurement of the fuel cladding from a domestic cladding supplier
independently on the supply of the world market, and (3) the supplier can
even export the nuclear fuel with their own brand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uture if possible. Thus, it can contribute to a worldly recognition that Korea
has more independence in nuclear energy than before. Since the development
of HANATM cladding for high burn-up can cause the reduction of the spent
fuel amount,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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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ical aspect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bear a fruit of the prior
researches.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HANATM claddings can come true
through the success of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s for
nuclear fuel cladding has a big meaning in an aspect of securing a source
technology for developing an advanced nuclear material. The development of
HANATM claddings in Korea stand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technology for
developing a cladding for nuclear fuel as well as the getting an export barrier
away. It also means that Korea has a pos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fuel for export. Further, Korea can have a sufficient independence in the
technology for designing a nuclear fuel system through keeping the performance data
of HANATM claddings. The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the HANATM claddings,
verifying their quality and establishing their database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nother advanced nuclear material, that of the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a
nuclear component and even for its in-p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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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
전조건은 핵연료피복관의 관점에서 가혹한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
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은 더욱 가혹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운전조건에서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연소도 운전에서 우
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핵연료피복관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
현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핵연료피복관의 부식현상이다.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냉각수와 부식반응에 의한 산화막의 두께가 급격히 증가
하여 피복관의 건전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핵연료 주기연장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운전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부식현상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피복관으
로 수소흡수 현상이 수반되며 수소흡수량이 임계량 이상 유입되면 수소화물이 형
성되어 핵연료피복관은 취화되어 파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식현상과 함
께 고연소도 핵연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피복관의 크립 변
형이다. 피복관의 크립은 주로 반경방향으로 일어나 피복관의 직경을 변형시켜 피
복관 파손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연소도 피복관
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복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식저항성
과 크립 저항성이 동시에 향상된 고성능 피복관의 개발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 경제는 고유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준수라는 환경의무 부과가 서
로 맞물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수
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통한 안정적이
며 경제적인 전력공급은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통한 경제적인
전력 확보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 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연료 주기비
를 절감하기 위하여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연소도까지 핵연
료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복관 재료의 성능개선은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핵연료피복관은 핵연료 부품 단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핵연료피복관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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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술로 개발된 고연소도핵연료용 신형 피복관은 국내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향
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형 피복관 개발과 이와 연계한 피복관 제조시
설 확보는 종합적인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이를 통해 축적된 관련기술들
은 타 산업분야의 발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신형 피복관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있으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피복관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개발된 ZIRLO 피복관이 2001년부터 국내 원자로에 공
급되기 시작하면서 Royalty 지급 등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으로 인해 피복관 단가
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국내 핵연료 제조업체 및 최종사용자인 전력공급업체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위하여 국내에서는 현
재 KNFC에서 피복관 제조공장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신형 피복관은 특허와 소유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속적으
로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즉, 외국
신형 피복관에 대한 생산허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원천기술을 외국회사가 소유하
고 있으므로 기술적 종속이라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허와 기
술소유권을 가진 신형 핵연료피복관을 국내 공장에서 제조할 경우 가격경쟁력뿐
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소유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이고 경
제적인 전력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 자립만이 당면한 에너지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산
업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로
인해 대중적 지지가 크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인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원
자력발전과 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원자력기술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원
자력발전소의 핵심부품인 핵연료피복관을 고연소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의 양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연소도용 고성능 국산 신형 피
복관의 개발은 사회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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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피복관 개발현황
1960년대에 개발된 Zircaloy-4는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서 3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조건은 기존
의 핵연료피복관 재료인 Zircaloy-4 합금이 극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발전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도를 증가시키
는 장주기 및 고연소도 운전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온 가동운전, 발전소
1차 계통의 방사선 준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 pH 운전 등으로 가동조건이 변함
에 따라 새로운 핵연료 피복관 재료의 개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는 Zr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일부 신
합금 피복관은 이미 노내성능이 검증되어 상용원자로에서 연소 중이다. 신합금 피
복관의 개발방향은 내식성이 우수한 합금원소로 알려진 Nb를 첨가하고 기계적 성
질이 우수한 Sn 함량의 최적화 및 내식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Fe, Cr, Ni 및 V와
같은 미량원소 함량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2.1.1은 각국에서
개발 중인 신합금 피복관 소재의 화학조성을 나타내는 표이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는 1970년부터 새로운 핵연료피복관용 신소재 개발에
착수하여 다양한 합금계에 대한 제조공정, 미세조직 분석 및 부식특성을 조사하였
으며 선정된 후보재들에 대한 노내시험을 벨기에 소재 BR-3 연구로에서 1976년
부터 1985년까지 수행하여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ZIRLO™ 합금을 차세대 피복
™
관으로 선정하였다. ZIRLO 에 대한 노내시험은 이후 미국의 상용원자로인 North

Anna 1호기 및 V. C. Summer 원자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식저
항성 뿐만 아니라 조사성장 같은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Zircaloy-4에 비
™
해 우수한 노내특성을 나타내었다. 노외부식시험 결과, ZIRLO 는 Zircaloy-4 보다

우수한 부식성능을 나타냈고, 특히 LiOH 수용액에서 나타나는 부식현상의 가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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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aloy-4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부식시편에 대한 수소흡수성 평가 결과,
Zircaloy-4보다 3~10배 정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2.1.1과 2.1.2는 ZIRLO™
의

노외

및

노내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

현재

ZIRLO

는

Zircaloy-4 피복관을 대체할 고연소도 신형 피복관의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2001년
에 한국에서도 봉평균 연소도 60GWD/MTU 연소도까지 인허가를 획득한 상태이
며 한국의 가압경수로의 피복관도 현재 전량 Zircaloy-4에서 ZIRLO

™

로 교체된

상태이다.
프랑스의 Framatome사는 고연소도 및 가혹한 운전조건 하에서 연료봉의 부식,
크립 및 성장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핵연료 피복관
용 신형 지르코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65GWD/MTU 이상의 고연소도를 달성
할 수 있는 피복관용 신형 지르코늄 합금개발을 목표로 개발된 합금 중에서 4종
의 합금을 피복관 제조 후보합금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험용 피복관을 제조하여 상
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조사시험 후, 1990년대 초에 M5™ 합금을 제안하였다. 피
복관 제조 후 노외 부식 특성 및 크리프 특성을 평가한 결과, 그림 2.1.3과 같이
Zircaloy-4에 비하여 우수한 부식 성능을 보였다. M5

™

피복관에 대한 노내시험

결과, 검토된 모든 운전조건에 대하여 M5™의 산화막 두께는 그림 2.1.4(a)와 같이
Optimized Zircaloy-4에 비하여 매우 얇았으며, 6주기 조사후 63GWD/MTU의 연
소도에서 최대 산화막 두께가 27㎛ 정도로 부식이 가속되지 않았다. 노내 연소후
측정한 수소흡수성 결과는 그림 2.1.4(b)와 같이 연소도 증가에 관계없이 매우 낮
™

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M5

피복관은 시범집합체 (LTA) 시험을 마치고 상용

화가 된 상태로 현재 세계의 28개 상용로에 피복관 공급 실적이 있으며 한국에서
도 2002년 봉평균 연소도 60GWD/MTU까지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MDA (Mitsubishi Developed Alloy)는 현재 PWR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이
용되고 있는 Zircaloy-4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MDA의 화학조성은 Nb의
첨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을 가능한 Zircaloy-4와 유사하게 유지하는 기본개념
을 가지고 있다. 노외시험 결과, MDA는 Zircaloy-4 수준의 기계적 성능 및 가공
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수한 부식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60℃,

물에서

수행한

노외부식시험에서

MDA의

부식저항성이

Zircaloy-4에 비하여 40%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MDA는 Vandell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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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에서 3주기 후 45GWD/MTU의 평균연소도까지 조사되었으며 최대 산화막
두께는 약 30㎛로서 Zircaloy-4의 lower band 수준에 머무르는 낮은 값을 나타냈
다(그림 2.1.6). MDA의 조사성장 결과는 Zircaloy-4의 50% 정도로서, 이는 고용된
Nb가 결함들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MDA는 45GWD/MTU
이상의 연소도에서 부식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사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현황이다.
일본 가압경수로 사업자와 NFI (Nuclear Fuel Industries)에서는 핵연료 집합체
의 연소도를 55GWD/MTU 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부식특성이 우수한 핵연료 피
복관과 핵분열 기체 (fission gas) 방출을 줄이기 위한 large grain pellet을 개발해
오고 있다. 피복관의 부식저항성 향상을 위하여 NFI와 SMI (Sumitomo Metal
Industries, Ltd.)에서는 공동으로 NDA (New Developed Alloy)를 개발하였다. 노
외부식시험 결과, NDA의 부식특성 및 수소흡수성은 Zircaloy-4보다 우수한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인장시험, 크립시험 및 파열시험 결과도 Zircaloy-4와 거의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7). ND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은 벨기에
소재 BR-2 연구로에서 30GWd.MTU의 연소도까지 수행되었다. 시험결과, 산화막
두께는 15㎛ 이하였고, 이는 low Sn Zircaloy-4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핵연료 건
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두 개의 연료봉이 프랑스의 다른 연
구로로 이동되어 60GWD/MTU까지 연소되었다. 상용로 노내시험은 McGuire 1호
기에서 3주기 동안 조사되었고, 연소도는 50GWD/MTU 수준에 도달하였다. 산화
막 두께 측정결과, low Sn Zircaloy-4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고(그림 2.1.8) 연
료봉 직경변화는 Zircaloy-4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조사성장의 결과는 약간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NDA는

일본의

Kansai

Ohi

Unit

4에서

55GWD/MTU까지 연소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기존에 지르코늄에 Nb이 1.0wt% 첨가한 E110 피복관이 사용되
었다. 서방세계의 피복관과 다르게 E110 피복관은 원광 처리부터 최종 피복관 제
품까지 동일한 공장에서 처리되어 불량품의 재사용 순환 공정비용이 절약되어 피
복관의 가격 절감을 달성하였다. E110 피복관은 Nb만 첨가된 특성상, 열처리에
따른 합금의 재결정도에 따라 기계적, 부식 성질이 민감하게 바뀐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E110 피복관은 러시아의 VVER 및 RMBK 원자로에서 과거 40년 동안 별
다른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졌다. E110 피복관은 최초로 지르코늄에 N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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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개발한 피복관이며 이는 서방세계에서 개발한 여러 신형 피복관의 기원
이 되는 피복관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나, 65GWD/MTU 이상의 연소도에서 조사
성장 속도의 천이현상이 발생하였고 조사 크립 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냉각
수 내 용존산소량이 0.02ppm 이상이고 국부 비등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부식저항
성이 나빠지고 고온산화시, 특정온도 (1000℃)에서 피복관의 고온산화 속도 및 수
소흡수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breakaway oxidation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E110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연소도 환경에서 피복관의 부식성질을 개
선하기 위하여 E635 합금이 개발되었다. E635는 E110 조성에 1.0~1.4wt%의 Sn
및 0.3~0.5wt%의 Fe를 첨가한 피복관으로 노외부식시험 결과, 대부분의 조건에서
부식 성능이 E110 피복관과 대등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리튬을 포함하는 조건
에서 의 부식 성능이 E110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635 피복관에 대하여
VVER 및 RMBK 원자로에서 노내부식 시험 결과, 3년 동안 약 60GWD/MTU의
연소도 까지 운전 후 산화막의 두께가 30㎛이하의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2.1.9 및 2.1.10). E635 합금은 부식저항성과 중성자 조사시 높은 안전성이 입증되
어 차세대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상용 원자로에서 장기간
운전하였을 때, 제반 특성이 기존의 상용 피복관보다 우수하였다. 따라서 E635 합
금은 동구권 VVER 및 RMBK 원자로 및 서방의 PWR과 BWR 노심의 핵연료 피
복관, 안내관, 지지격자 등의 노심내 부품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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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dvanced high burnup cladding

(wt%)

Nb

Sn

Fe

ZIRLO™

1.0

1.0

0.1

™

Cr

M5

1.0

MDA

0.5

0.8

0.2

0.1

NDA

0.5

1.5

0.15

0.1

E635

1.0

1.3

0.4

E110

1.0

- 7 -

Ni

0.05

(a)

(b)

Fig. 2.1.1 Out of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ZIRLO™
(a) 360℃ water, (b) 360℃, 70ppm LiOH solution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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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In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ZIRLO™ cladding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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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Out of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M5™ cladding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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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1.4 In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M5™ cladding with the
average burnup (a) Oxide thickness, (b) Absorbed hydrogen
content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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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Out of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MDA cladding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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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In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MDA cladding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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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Out of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NDA cladding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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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In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NDA cladding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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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Out of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E635 and
E110 cladding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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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0 In pile corrosion properties of E635 and
E110 cladding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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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피복관 개발현황
국내의 핵연료피복관용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원자력
연구소를 주축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는 주로 기존 핵연료피복관의 노외성능을 평가하거나 발전소
운전과정에서 피복관의 건전성을 다루는 매우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하였다. 1990
년도 중반이후에는 기존 Zircaloy-4 핵연료피복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노외성
능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기존의 Zircaloy-4 핵연료피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핵연료피복관을 개발하려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문헌조사가 수행
되었고 원자력 선진국에서 고유의 신소재 피복관을 발표함에 따라 지적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997년부터 고연소도 피복관의 개발 필요성을 절감하여
70,000MWd/tU의 연소도까지 운전 가능한 지르코늄 신합금 피복관 개발을 원자력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연구시작 후 3년 동안(1단계)은 신합금을 개발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주요 합금원소 또는 제조공정 변수에 따른 부식 및 기계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세계 각국의 핵연료피복
관 지르코늄 신소재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하여 국내 소유권 확보 및 해외 수출이
가능한 고유 소재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600여 종에 달하는 후보합금에 대한
screening test를 수행하여 최종 후보 신합금(HANA)을 개발하였다(그림 2.2.1).
이 과저에서 판재형태의 신합금 제조기술을 완전히 확립하여 실험실 규모의 노외
성능시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설비와 기술을 확보하였다. 다음 3년 동안(2단계)
은 선정된 후보합금을 이용하여 신형피복관 시제품 HANA 피복관을 제조하여 현
재까지 부식, 크리프, LOCA와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노외 성능시험을 수행
하여 왔다(그림 2.2.2). 그 결과, 신형 HANA 피복관 시제품은 외국의 신형피복관
보다 우수한 노외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외 성능시험과 함께
노내특성평가를 위한 대상원자로를 잠정적으로 선정하여 노내시험 일정 및 요건
등을 포함하는 시험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노내성능 평가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
하였다. 다음 4년 동안(4단계)은 신형 HANA 피복관에 대한 노외 장기 성능시험
을 1000일 이상 완료하여 상용로 시험 인허가를 위한 노외 시험 자료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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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였다. 연구로를 이용한 장기 노내 검증시험은 세계에서 노내 검증시험 시설
및 기술이 가장 우수한 Halden 원자로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추진하였고, 미세조직
및 조사취화 등의 시험은 국내 연구로 하나로(HANARO)를 이용하여 켑슐
(capsule) 조사시험을 이용하여 추진하였다.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의 가압경수
로를 모사하는 운전조건에서 노내 검증시험이 현재 3주기(536 FPD) 연소가 완료
되고 4주기 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3주기 연소후 수행된 3차 중간검사 결과,
HANA 피복관은 외국의 피복관인 Zircaloy-4에 비하여 내식성이 50% 이상 향상
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단
계에서는 HANA 피복관 상용화를 위하여 상용원전에서 시범연료봉(pathfinder)
실증시험을 위한 인허가 자료를 생산하였고, KHNP-KNFC-KAERI 공동으로
HANA 피복관 연소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10월 상용원전에 장전목표로 추
진 중이다. 또한 LOCA 및 RIA 사고조건에서의 HANA 피복관의 종합특성 평가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연소도 피복관용으로 개발된 HANA 합금이 지지격자로 적
용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를 병행해서 수행하여 HANA 피복관 재료는 지지격자
로 직접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연구소 외의 국내 핵연료피복관에 대한 연구는 일부 대학에서 기존 핵
연료 피복관의 부식특성 및 기계적 특성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신합금 핵연료피복관개발과 같은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연구
는 수행된 바가 없다. 그러나 핵연료 집합체 설계 개발은 국내의 한전원자력연료
(KNFC)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웨스팅하우스사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PLUS7) 및 국내 웨스팅하우스형
17x17 및 16x16 원전용 개량핵연료(ACE7) 집합체를 개발하였다. 개량핵연료의 주
요 부품들은 국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하나, 개량핵연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피
복관은 국내의 제조시설이 현재 완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독자적으
로 개발된 핵연료피복관이 없기 때문에 핵연료 공동개발사인 웨스팅하우스사가
개발한 ZIRLO 피복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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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Development of HANA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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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List of the performance test in HANA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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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 3 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 1 절 HANA 피복관 연구로(Halden) 검증시험
1. 개요

국산 신형피복관의 개발은 본 과제에서 70 GWD/MTU 연도소를 목표로 1997
년부터 수행되어 왔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의 신합금 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및 일본 산업체들과의 국제 협력을 통하여 시제품 HANA 피복관을 제조하였고,
시제품 피복관에 대한 노외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HANA 피복관이 외국의 상용
피복관 및 신형 피복관보다도 우수한 노외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핵연료피복관과 같은 노심재료들은 상용화에 앞서 노내시험을 통하여 실제 원
자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HANA 피복관과 같은 신합금 피복관이 사용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내시험 결과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기존 핵연료피복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내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피복관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
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핵연료피복관의 노내시험은 연구로 노내시험을 시작으로 상용로를
이용한 시범연료봉(LTR) 시험 및 시범집합체(LTA) 시험단계를 거쳐야하며 장시
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은 향후 수행예정인 상용로
노내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실제 원자로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
험이다. HAN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은 노르웨이의 Halden 연구로를
이용하여 수행되며, 연구로 노내시험은 두개의 리그를 이용하여 12개의 연료봉에
대하여 PWR과 유사한 운전조건에서 합금의 부식 및 크립 등의 특성 평가를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형 HANA 피복관 시제품에 대한 연구로 검증시
험을 위한 HANA 피복관 시험조건 설정, 리그설계 등을 포함하며, 신형 HANA
피복관 연구로 검증시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2. HANA 피복관 연구로 검증시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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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연료봉 핵적/열수력적 특성 계산

국산 HANA 피복관의 Halden 연구로 조사시험 조건은 KAERI에서 제시한
시험 매트릭스와 시험 요건서를 근거로 핵적 계산과 열수력적 계산을 수행하여
설정하였다. 핵적 계산에 HELIOS code가 사용되었으며 시험 연료봉과 booster
연료봉의 여러 가지 농축도 조합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평가가 수행되어 시
험연료봉과 booster 연료봉의 농축도가 각각 16 wt.% 및 10 wt.%로 결정되었고
연소도가 증가함에 따라 핵연료 출력과 중성자 속의 감소를 계산하였다. 냉각재의
온도 및 압력, void fraction, coolant quality, peaking factor, Reynolds 수,
Prandtl 수 등의 인자를 고려한 열수력 계산을 수행하여 상용 PWR 원전의 운전
조건을 모사하는지 확인하였다.

나. 조사 연료봉 운전 방안 수립

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핵연료의 출력과 중성자속의 감소를 보상하
기 위한 매주기에 대한 노심 내에서 재장전 위치를 계산하였다. 재장전시 조사시
험 리그는 KAERI에서 제시한 시험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심 안쪽으로 이동하
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리그가 이동되면 출력보정(power calibration) 시험을 반
드시 수행하여 정확한 출력 값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 Test matrix 및 PIE 계획 수립

HANA 피복관의 조사시험은 연료봉(12개)과 coupon 시험편(76개)을 2개의
리그에 장전하도록 구상되었으며 연료봉에 대한 중간검사 항목은 표면육안검사,
산화막 두께, 길이 및 반경변화, 수소화물을 포함한 표면결함 등을 포함하였고
coupon 시험편에 대해서는 인장과 부식특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모든 조
사시험이 완료되면 표면 육안검사, 연료봉 내압, 미세조직, 고온부식, 인장, 수소함
량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계획하였다. HANA 피복관의 시험항목을 포함한 시험조
건은 기술 시방서(FC-Note 825)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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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내시험 협력기관과 협약체결

KAERI-Halden 두 기관 간의 기술협약은 핵적/열수력 예비설계에서 도출한
시험조건과 KAERI에서 제시한 시험변수를 기술시방서에 모두 포함하는지를 확인
한 후 결과물 생산과 비용지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체결하였다.

마. 시험리그 설계 및 최종 설계점검

핵적/열수력적 최종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연료봉과 coupon 시험편 도
면을 포함한 조사시험 리그와 압력플라스크에 대한 제작 도면을 KAERI와 공동으
로 설계점검을 엄격히 수행하여 최종도면을 확정하였다 [그림 3.1.1].

바. 신형 HANA 피복관 수출 인허가 및 수출

조사시험 리그에 장전될 시험 연료봉 및 coupon 시험편 제작을 위한 HANA
피복관 수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한 후 HANA 피복관을 Halden
측에 제공하였다.

사. 시험리그 제작 및 시험착수

HANA 피복관 노내시험을 위해 2개의 조사시험 리그(IFA-673, IFA-674)와
압력플라스크 (FFA-024, FFA-025)를 제작하였으며 KAERI 연구원이 참여하여
현장 입회검사(witness inspection)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시험 리그에 장
전되는 시험 연료봉 12개와 coupon 시험편 76개도 기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되
었고 [그림 3.1.2],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연료봉과 시편에 대한 표면 육안검

사, 헬륨 누출시험, 용접부 x-선 검사시험, 초기제원 및 무게 측정시험, ECT 교정
시험 등의 일련의 조사전 특성시험이 승인된 시험절차에 따라 KAERI/ Halden 공
동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3.1.3]. 뿐만 아니라 Halden 연구로에서 시험 리그의 양
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조건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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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압력,

유속에서

ATL

(Assembly Test Loop) 시험을 수행하여 계측선의 동작 및 정밀도를 평가하였을
때 시방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시험 연료봉과 시험편을 조사시험 리그에
장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
의 시험과 검사에서 합격한 HANA 피복관 조사시험 리그는 2004년 1월에 Halden
원자로에 장전되었다 [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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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Final drawings for the HANA cladding irradiation in Halde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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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on
장전부

연료봉
장전부

Fig. 3.1.2 Test rigs, test rods, and test coupons for the HANA cladding
irradiation in Halde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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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inspection

Diameter/length calibration

Oxide thickness calibration

Internal defect calibration

Fig. 3.1.3 Calibration tests of test rods and test coupons of the HANA
claddings before loading into Halde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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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Olso
Ha

lde

• 2개 리그 사용
n • 12개 연료봉
• Coupon 시편 76 개
( 부식 및 인장시편 )

Fig. 3.1.4 In-pile test start-up of the HANA claddings in Halde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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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NA 피복관 연구로 검증시험 결과

가. 신형 피복관(HANA) 연구로 검증시험 착수

국산 HANA 피복관의 Halden 연구로 조사시험은 조사 연료봉에 대한 핵적
/열수력적 특성 계산, 조사 연료봉 운전 방안 및 Test matrix 및 PIE 계획 수립,
노내시험 협력기관과 협약체결, 시험리그 설계 및 최종 설계점검 후 신형 HANA
피복관을 수출하여 시험리그 제작 및 시험착수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체계적인 관
리감독 하에 진행하였다. HAN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은 Norway
Halden 연구로를 이용하여 수행 중에 있다. 연구로 노내시험은 2개의 시험리그
(IFA-673 및 IFA-674)를 이용하여 12개의 연료봉에 대하여 PWR과 유사한 운전조
건에서 부식, 크립 및 조사성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연구로 노내 조사시험

HAN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이 Norway Halden 연구로를 이용하
여 수행 중에 있다. 연구로 노내시험은 2개의 시험리그(IFA-673 및 IFA-674)를
이용하여 12개의 연료봉에 대하여 PWR과 유사한 운전조건에서 부식, 크립 및 조
사성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은 2004년 1
월에 시험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에 1차 중간검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에
2차 중간 검사를 그리고 2005년 11월에 3차 중간검사를 수행하였다. 3차 중간검사
시점까지 536 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32,000 MWd/MTU 까지 연소되었
21

2

으며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1.33x10 n/cm (E>1MeV)에 도달하였다.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 조건은 리튬과 붕산의 농도를 각각 2.1ppm 및 700ppm으로 제어
하여 냉각수의 pH를 7.1로 유지하였다. 용존산소의 농도는 5ppb 이하로 제어되었
고 용존수소의 농도는 2-4 ppm으로 유지되었다.

다. 중간검사 수행

Halden 연구로는 년간 운전시간이 약 180-200일에 달하므로 HANA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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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료봉의 년간 평균 연소도는 약 10,000-11,000 MWd/MTU이다. 당초에
Halden 연구로에서 HANA 피복관의 연소시험 후 중간검사는 1년에 1번씩 수행되
도록 계획되었고, 계획된 중간검사에서 육안검사, 부식, 크립 및 조사성장 검사 등
o
o
을 평가하였다. 시험 연료봉의 육안검사는 연료봉 원주방향의 3방향 (0 , 120 ,
o
240 )에서 길이방향으로 사진촬영을 수행함으로써 조사시험 후 연료봉의 표면상태

를 검사하였다. 연료봉의 부식특성은 산화막 두께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연료봉
의 산화막 두께는 원주 3방향에 대하여 길이방향으로 측정되었으며, 산화막 두께
측정방법은 와류탐상 시험(ECT, eddy current test)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시험연료봉의 크립 및 조사성장 특성은 연료봉의 직경 및 길이를 측정하여 평가
되었다. 시험 연료봉의 직경변화는 연료봉 원주방향의 3방향에서 길이 방향으로
측정되었으며, 길이변화는 연료봉 양 끝단에 표시된 기준점 사이의 길이 변화를
측정 하였다. 시험 연료봉에 대한 수소화물/결함 검사는 Halden 연구로 측에서 준
비한 표준견본을 이용하여 시험연료봉 전체길이에 대하여 와류탐상시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라.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1주기 조사시험(185 FPD) 수행

2004년 11월 1차 중간검사 시점까지 185 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11,000 MWd/MTU 까지 연소되었다.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 조건은 리튬과 붕
산의 농도를 각각 2.1ppm 및 700ppm으로 제어하여 냉각수의 pH를 7.1로 유지하
였다. 용존산소의 농도는 5ppb 이하로 제어되었고 용존수소의 농도는 2-4ppm으로
유지되었다. 신형 HANA 피복관의 표면상태, 부식, 크립, 내부결함 등이 기존의
상용피복관 (Zircaloy-4, A)와 비교 평가되었다. HANA 피복관의 연구로 연소시험
결과, HANA 피복관은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나 A 피복관보다 훨씬 우수한 성
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HANA 피복관의 내식성은 Zircaloy-4의 50%, A 피복관의
40% 이상 향상되었고, HANA 피복관의 노내 크립저항성은 참조 피복관에 비하여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2주기 조사시험(379 FPD)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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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차 중간검사 시점까지 379 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21
2
25,000 MWd/MTU 까지 연소되었으며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1x10 n/cm

(E>1MeV)에 도달하였다. HANA 피복관의 연구로 연소시험 결과, HANA 피복관
은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나 A 피복관보다 훨씬 낮은 산화막 두께와 크립변형
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A 피복관의 노내 부식저항성 및 크립저
항성은 참조 피복관에 비하여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3주기 조사시험(536 FPD) 수행

HANA 피복관을 Halden 연구로에서 3주기(536 FPD) 연소시험 후 중간검사
를 수행하였다. 3차 중간검사 시점까지 536 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21
2
32,000 MWd/MTU 까지 연소되었으며 고속중성자 조사량은 최대 1.3x10 n/cm

(E>1MeV)에 도달하였다. 그림 3.1.5는 와류탐상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시험
연료봉의 산화막 두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HANA 피복관은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나 A 피복관보다 훨씬 낮은 산화막 두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6은
열유속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HANA 피복관 및 참조 피복관의 산화막 반경방향
평균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HANA 피복관의 산화막 두께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참조 피복관보다 낮은 부식량을 보였다. HNAN-6
피복관이 가장 낮은 산화막 두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Zircaloy-4의 45%, A 피
복관의 50%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서 HANA 피복관의 노내 부식저항성은 참
조 피복관에 비하여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 결과 크립변형은 2차 중간검사 시점 이후에는 피복
관과 핵연료의 접촉으로 인하여 핵연료봉 직경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
기 때문에 크립특성 평가는 1차 중간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1.7은
시험연료봉의 길이에 따른 직경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축 방향 열유속 크기에
따라 직경변화가 다소 발생하고 있었다. 산화막 두께 비교 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료봉의 축 방향 열유속의 크기가 가장 큰 위치에서 평균 직경을 서로 비교하여
그림 3.1.8에 나타냈다. 그림 3.1.8은 와 같이 HANA 피복관의 크립변형량은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50%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HANA 피복관의 조사
크립저항성은 참조 피복관에 비하여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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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 노내 시험 후 HANA 피복관의 길이변화는 참조 피복관과 유사한 정도
로 나타났으며 와류탐상시험방법을 이용한 결함검사에서도 특별한 결함은 관찰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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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Oxide thickness profiles of the HANA claddings after
the 3rd interim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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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Oxide thickness of the HANA claddings after the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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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Outer diameter profiles of the HANA cladding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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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st interim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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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국산 HANA 피복관의 Halden 연구로 조사시험은 조사 연료봉에 대한 핵적/열
수력적 특성계산, 조사연료봉 운전 방안 및 Test matrix 및 PIE 계획수립, 노내시
험 협력기관과 협약체결, 시험리그 설계 및 최종 설계점검 후 신형 HANA 피복관
을 수출하여 시험리그 제작 및 시험착수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였다. 신형 HAN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은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의 2개 시험리그(IFA-673 및 IFA-674)를 이용하여 12개의 연료봉
에 대하여 PWR과 유사한 운전조건에서 3차 중간검사 시점까지 536 FPD(full
power day) 동안 최대 32,000 MWd/MTU 까지 성공적으로 연소시험 되었고 부
식, 크립 등의 평가가 수행되었다. 3차 중간검사 결과에 대한 Halden 보고서는
Appendix에 첨부하였다.
HANA 피복관의 연구로 연소시험 결과, HANA 피복관은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 및 A에 비하여 부식특성은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크립 저항성 역시 최대 5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HANA 피복
관에 대한 Halden 연구로 노내시험은 현재 4주기 연소시험이 지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소도 70,000 MWd/MTU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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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ANA 피복관 노외 종합평가
1. HANA 피복관 부식특성 평가

가. PWR 원전모사 Loop 부식시험

HANA 피복관의 부식특성 평가는 다양한 부식조건에서 1,000일까지 수행되
었다. 그림 3.2.1.1은 PWR 모사 Loop 조건에서 HANA 피복관의 부식거동을 나타
낸 것으로서, 부식특성의 비교를 위하여 상용 피복관인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부식거동도 함께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피복관들의 부식저항성은 HANA-6,
HANA-3, HANA-5, HANA-4, A, Zircaloy-4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 피복관은 합금의 종류에 따라 부식속도가 크게 차이가 났으며 HANA-6
피복관의

부식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0일

부식시험

후

HANA-6 피복관의 무게증가량은 Zircaloy-4의 30% 정도이고 A 피복관의 35%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모든 피복관들은 부식속도의
주기적인 천이현상을 나타내었다. 1차 천이시점은 Zircaloy-4의 경우 90일, A피복
관의 경우 120일이었으나 HANA 피복관은 천이시점이 참조피복관에 비하여 늦게
나타났고 천이 후 부식속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ANA-6
의 경우 600일 이후에 천이가 발생했으며 천이 후 부식속도도 시험에 사용된 피
복관들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PWR 모사 Loop 장기 부식시험 결과, HANA-6
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이 HANA 피복관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Zircaloy-4 및 A 피복관에 비교할 때 부식저항성이 60% 이상 향상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o
나. 360 C 순수 Loop에서 부식시험

그림 3.2.1.2는 순수 Loop 조건에서 HANA 피복관의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서, HANA 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은 순수 Loop 조건에서도 참조피복관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 Loop 조건에서 합금들의 부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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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WR 원전모사 Loop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시험에 사용된 피복관들의
부식저항성은

PWR

모사

조건에서와

같이

HANA-6,

HANA-3,

HANA-5,

HANA-4, A, Zircaloy-4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 피복관의 부식
거동은 HANA-6 피복관의 부식속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0일 부
식시험 후 HANA-6 피복관의 무게증가량은 Zircaloy-4의 30% 정도이고 A 피복
관의 35%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
o
다. ASTM 조건(360 C 물, 400 C 수증기)에서 부식시험

Static autoclave를 이용한 360℃ 순수 물 조건에서의 부식시험 결과, 그림
3.2.1.3에 나타낸 것과 같이, HANA 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은 Zircaloy-4 및 A 피복
관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사용된 피복관들의 부식정항성
은 HANA-6, HANA-3, KANA-5, HANA-4, A, Zircaloy-4 순으로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HANA-6의 무게증가량은 Zircaloy-4의 33% 정도이고 A 피
복관의 50%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o
라. 여러 가지 360 C LiOH 수용액에서 부식시험

+
HANA 피복관의 부식에 미치는 [Li ]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60℃의 온

도에서 LiOH의 농도를 각각 30, 70 및 220ppm으로 변화시킨 조건에서 부식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HANA 피복관은 여러 가지 LiOH 조건에서도 Zircaloy-4 및
A 피복관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부식저항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1.4는 70ppm LiOH 조건에서 HANA 피복관 및 참조피복관에 대하여 900일까
지 부식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Zircaloy-4는 200일 이후 부식속도가 급격
히 증가하는 천이형상을 나타내었으나, HANA 피복관과 A 피복관은 이러한 급격
한 부식속도 천이거동을 보이지 않으며 낮은 부식속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HANA
피복관의 부식속도가 A 피복관에 비하여 더욱 낮으며 합금 종류에 따른 부식속도
의 차이가 크기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HANA 피복관의 부식저항성은 LiOH 수
용액 조건에서도 Zircaloy-4 및 A 피복관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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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Corrosion behaviors of HANA claddin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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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Corrosion behaviors of HANA cladding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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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Corrosion behaviors of HANA claddings in 360oC
pure water

- 44 -

1200

Weight gain, mg/dm

2

HANA-4
HANA-5
A
Zry4

1000
800
600
400
200
0

0

200

400

600

800

1000

Exposure time, days
Fig. 3.2.1.4 Corrosion behaviors of HANA claddings in 360oC
LiOH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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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A 피복관 크립(creep)특성 평가

HANA 피복관의 크립 시험은 800일 동안 진행되었다. 장기간의 크립 시험을
위해 시험편은 특수제작한 지그로 튜브의 양단을 용접한 후 부스터 펌프를 이용
하여 내압을 가한 후 지그의 가압라인을 밀봉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가압기체는
고순도의 Ar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온도에서의 압력 및 원주응력은 알려진 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크립 변형량은 마이크로메터를 이용하여 시편 중간부
위 3개 위치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시험로의 온도는 설정온도 범위에
o
서 ±2 C 내로 유지하였다.

가. HANA 피복관의 장기 크립 특성

그림 3.2.2.1은 HANA 피복관에 대하여 초기 인가응력을 120 MPa로 가한 상
태로 350℃에서 800일 이상의 장기 크립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2.2.2
는 800일 크립 시험후 HANA 피복관과 참조 피복관(Zircaloy-4, A)의 변형량을
비교한 것이다. HANA피복관과 참조 피복관(Zircaloy-4, A)의 크립거동은 모두 정
상상태의 크립 변형거동을 나타냈다. 이중 HANA-5, HANA-3, HANA-4 피복관
의 크립 성능은 Zircaloy-4와 유사하였으며 모든 HANA 피복관의 크립성능은 A
피복관 보다는 매우 우수하였다. HANA 피복관의 크립 저항성은 HANA-5,
HANA-3, HANA-4, HANA-6의 순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NA-6 피
복관의 크립저항성이 감소된 이유는 HANA-6 피복관에 첨가된 합금원소의 종류
와 량이 가장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HANA 피복관의 응력지수는 3～5로
계산되었고 활성화 에너지는 53～55 kcal/mole로 측정되었는데, 이 값은 일반적으
로 알려진 low-Sn Zircaloy-4의 자체 확산 활성화 에너지인 62 kcal/mole와 유사
하였다. 지르코늄합금 크립 저항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은 고용도 이하의
Nb 함량과 Sn 함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HANA 피복관의 우
수한 크립 특성은 합금에 적정비율로 첨가된 Sn 및 Nb가 기지 내에 고용되어 가
동전위의 활주와 상호작용으로 크립변형 속도를 제어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도
이상의 Nb, Fe, Cr, Cu 첨가에 의한 미세한 석출물의 형성으로 가동전위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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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크립 성능을 다소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나. 최종열처리 영향시험

그림 3.2.2.3은 HANA 피복관의 최종열처리 온도 변화에 의한 크립 시험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최종 열처리온도는 응력이완조직이 형성되는 470℃로부터 완전
재결정 조직이 형성되는 530℃까지 설정하였다. HANA 피복관의 크립 변형량은
열처리 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르코늄 합
금의 크립거동에 나타나는 일발적인 경향으로서 미세조직의 재결정에 의해 크립
변형을 주도하는 가동 전위의 감소로 인하여 크립 변형량이 감소된 것이다. 합금
에 따라 크립 변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금에 첨가되는 원소의 함량 및
조성에 의한 것으로 Sn이 첨가되지 않고 Nb의 첨가량이 가장적은 HANA-6 합금
에서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크립 변형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로 HANA 피복관의 크립특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최종열처
리 온도의 제어 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다. 응력변수 영향시험

응력변수 영향시험은 HANA 피복관의 인가응력에 대한 크립특성 변화를 측
정하여 HANA 피복관의 응력지수를 얻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응력지수는 크립기
구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사용된다. 그림 3.2.2.4는 350℃의 시험온도에서
100, 135 및 150 MPa의 응력조건에서 HANA-4 합금의 크립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HANA-4 합금의 크립변형량은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었지만 크립
거동은 응력변화에 관계없이 1단계의 크립과 2단계의 정상상태 크립 변형거동을
보였다. 그림 3.2.2.5는 HANA 피복관에 대하여 응력변화에 따른 크립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크립 변형률은 인가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되었고
이때 응력지수는 3으로 계산되어 HANA 합금의 크립거동이 전위에 의해 좌우되
는 dislocation 크립 기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HANA 합
금이 Zircaloy-4와 유사한 크립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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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온/고응력 영향 시험

그림 3.2.2.6은 저온/고응력 조건인 300℃/170 MPa에서 HANA 피복관 및 참
조 피복관의 크립시험 결과이다. 모든 피복관의 크립거동은 1단계의 크립과 2단계
의 정상상태 크립 변형거동을 보였다. HANA-4와 HANA-5 피복관의 크립특성은
Zircaloy-4 및 A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HANA-6 피복관의 크립특
성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고응력 조건에서의 크립은 저온에서
과도한 인가응력으로 인하여 열적 활성화에 의한 확산보다는 전위의 이동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금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크립 저항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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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ANA 피복관 파열(burst)특성 평가

가. HANA 피복관의 파열특성

470℃에서 최종 열처리한 HANA 피복관을 ASTM B811-97 규격에 따라
150mm의 시편을 2개씩 분당 13.8MPa 가압하여 상온 및 400℃에서 파열시험을
수행하였다. HANA 피복관의 상온 파열강도(UHS)는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제조시방서 각 요구값인 690MPa 및 848MPa이상이었고, 상온 파열 연신율도
(TCE)도 A 및 Zircaloy-4(Zry-4) 피복관의 각 시방서 요구 값인 6% 및 12%이상
이였다 [그림 3.2.3.1, 3.2.3.2]. HANA 피복관의 상온 파열강도 및 파열 연신율은
Zircaloy-4

및

A피복관의

제조시방서

값

이상이었다.

400℃에서

HAHA-2,

HAHA-4피복관의 파열 연신율은 Zircaloy-4 및 A피복관보다 낮았지만 HANA 피
복관의 파열강도는 비슷하거나 높았다.

나. 중간 및 최종 열처리 영향시험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를 57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
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HANA-4, HANA-5, HANA-6와 62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를 62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HANA-4, HANA-5, HANA-6에 대한 중간열처리 영향
은 그림 3.2.3.3과 같이 상온 파열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470℃에서
510℃, 570℃로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가공시 도입된 전위가 소멸되어 상
온 파열강도는 그림 3.2.3.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소하고 파열연신율은 증가하였
다. HANA 피복관의 파열특성에 대한 중간열처리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최종열처
리 영향은 현저하여 최종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파열강도는 감소하고 파열연
신율은 증가하였다.

다. 가압매체(오일, 공기) 영향시험

- 55 -

470℃에서 최종 열처리한 HANA 피복관 파열시 Oil과 Ar를 가압매체로 사
용하였을 때 상온 파열특성에 대한 매체영향을 평가하였다. OIL을 사용하였을 때
파열강도는 Ar가스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그림 3.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
17%정도 높았으나 파열연신율은 Ar 가스를 사용하였을 때가 Oil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그림 3.2.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았다. 이는 Oil을 가압매체로 사용했을 경
우가 ASTM B811-97요건에 따라 분당 13.8MPa로 가압하여 파열시험 하였으나
Ar 가스를 가압매체로 사용할 경우 가압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어서 분당 5MPa
로 보다 느리게 가압하여 변형시 전위의 생성 및 상호작용 영향이 Oil을 가압매체
로 사용할 때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즉, 파열시험 시 OIL 매체를 사용한 고속가압
파열시험이 고속가압이 곤란한 Ar가스를 사용한 저속가압 파열시험보다 파열강도
가 증가하고 파열 연신율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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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NA 피복관 인장(tensile)특성 평가

가. HANA 피복관 인장시험

470℃에서 최종 열처리한 HANA 피복관을 ASTM B811-97 규격에 따라 길
이 150mm의 시편을 2개씩 0.005mm/분의 변형속도로 상온 및 400℃에서 인장시
험을 수행하고 0.2% offset법에 의해 항복강도(YS)를 구하였다. HANA 피복관의
상온 및 400℃ 인장강도(UTS)는 Zircaloy-4 피복관의 제조시방서 상온 및 400℃
요구 값인 483MPa 및 214MPa이상이었고, 연신율도(EL)도 동 시방서 요구 값인
18% 및 12%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그림 3.2.4.1, 3.2.4.2]. 즉, HANA 피복
관의 상온 및 400℃ 인장강도 및 연신율은 Zircaloy-4 피복관의 제조시방서 값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나. 중간 및 최종 열처리 영향시험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를 57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
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HANA-4, HANA-5, HANA-6 와 62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를 62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HANA-4, HANA-5, HANA-6에 대한 중간열처리는 그
림 3.2.4.3과 같이 상온 인장강도에 5.5% 이내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신율
도 2%이내의 차이를 보이나, 470℃에서 510℃, 570℃로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할
수록 가공 시 도입된 전위가 소멸되어 상온 인장강도는 그림 3.3.4.4와 같이 감소
하고 연신율은 증가하였다.
o
다. 시험온도(상온, 400 C) 영향시험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를 57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
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 510℃ 및 570℃에서 각각 2.5시간 최종 열
처리한 HANA-3, HANA-4, HANA-5, HANA-6피복관의 인장강도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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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400℃에서 YS, UTS 감소는 피복관에 따라 다르지만
470℃, 510℃, 570℃에서 각각 최종 열처리한 경우 상온에서 보다 각각 52-57%,
40-48%, 39-48% 감소한다. 그러나 400℃에서 연신율은 상온에서보다 2.5-14.8%
증가한다. 특히, 470℃ 최종 열처리한 HANA 피복관의 경우 400℃에서 강도감소
가 크고 EL값 상승차이가 4.6% 이내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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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NA 피복관 크립-파단(creep-rupture)특성 평가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로 내 가동 도중 예기치 못한 온도 및 응력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 및 응력의 변화가 HANA 피복관의 파단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복관에 내압 및 시험온도를 변화시켜 피복관이 파단에
이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피복관에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20~60MPa의 원주응
력을 인가한 상태에서 피복관을 650~950℃까지 가열하여 피복관이 파단에 이르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가. HANA 피복관 크립파단 시험

그림 3.2.5.1은 시험온도에 따른 지르코늄 피복관의 파단 수명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험 피복관의 종류 및 시험 응력에 관계없이 시험온도의 증가에 따
라 피복관의 파단수명은 감소하는 거동을 보인다. 온도에 대한 파단 관계식에서
Zircaloy-4의 활성화 에너지는 23.4kcal/mole로서 장기 크립 시험에서 도출한 활성
화 에너지인 50kcal/mole 보다 낮았다. 이는 시험온도가 지르코늄의 열 활성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히 높다는 것과 피복관의 변형기구가 기계적 변형인 전위의 이동
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Nb가 첨가된 신형 피복관인 HANA 피복관의
온도에 따른 파단수명은 인가응력에 관계없이 Zircaloy-4보다 높았으며 외국 신형
피복관인 A와 대등한 거동을 보였다. Nb의 첨가는 피복관 내부에 많은 양의 석출
물을 형성시켜 이것이 전위의 이동을 저지시켜 파단에 이르는 수명을 더욱 늘려
준 것으로 생각된다.

나. 시험응력 영향시험

그림 3.2.5.2는 시험응력에 따른 지르코늄 피복관의 파단 수명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험온도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많은 데이타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
하기 위하여 파단수명을 시험온도의 함수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나타내었
다. 시험결과, 지르코늄 피복관의 응력지수는 3.64로 크립에 의한 파단시 전위이동
이 크게 개입됨을 알 수 있다. HANA 피복관의 응력에 다른 크립-파단 거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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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지르코늄 피복관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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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Creep-rupture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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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Effects of initial hoop stress on creep-rupture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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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NA 피복관 I-SCC특성 평가

핵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핵분열 생성물인 iodine이 피복관과 상호작용
을 일으키어 SCC(Stress Corrosion Cracking)을 유발하는데, HANA피복관의
I-SCC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응력집중계수(KISCC) 평가시험 및 최종 파열시간
(time-to-rupture)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가. 응력집중계수(KISCC) 평가시험

응력집중계수 평가시험에서는 길이 13cm 피복관의 중앙 내부에 fatigue 방법
에 의한 예비균열을 형성한 후, 350℃ iodine 분위기에서 압력을 가하여 균열전파
속도를

측정하여

KISCC

값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3.2.6.1은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 및 A 피복관과 HANA-4 피복관의 KI 변화에 따른 균열전파속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KISCC값을 구하면 참고 합금인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경우 각각 3.3 및 4.8MPa/m1/2였고, HANA-4 피복관의 KISCC 값은 4.5∼
1/2
4.9 MPa/m 로써 A 피복관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HANA-4 피복관의 경우

SR 조직을 갖는 H4-A1 피복관과 RX 조직을 갖는 H4-B3의 KISCC값을 비교하면
각각 4.5 및 4.9
큰

MPa/m1/2로써 RX 조직을 갖는 피복관이 ISCC 저항성이 약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I 값이

큰 영역

II에서의 균열

전파속도는

Zircaloy-4의 경우 약 1.0x10-6 m/sec, A 피복관 및 SR 조직의 HANA-4 의 경우
-7

1.0x10

m/sec 이었으며, RX 조직의 HANA-4의 경우 1.0x10-8 m/sec 정도로써

HANA-4의 균열 전파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나. 최종 파열시간(time-to-rupture) 평가시험

최종 파열시간 평가시험은 350℃ iodine 분위기에서 정압을 유지하면서 최종
파열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3.2.6.2는 Zircaloy-4 및 A 피복관과 HANA 피복관
의 ISCC 파괴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피복관 내부의 hoop stress와 log(t)의 관계
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림
3.2.6.3은 100시간에 ISCC파괴가 일어나는 평균 원주응력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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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피복관의 ISCC 저항성이 Zircaloy-4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A 피복관과 대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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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Stress intensity factor (KISCC)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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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2 I-SCC rupture behaviors of HANA claddings

- 76 -

500

Hoop Stress, MPa

Rupture Hoop Stress for 100 hr
400
300
200
100
0

H3

H4

H5

Zry4

A

Fig. 3.2.6.3 I-SCC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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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ANA 피복관 피로(fatigue)특성 평가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도중 주기적인 응력의 변화를 받는다.
그 중에서 핵연료봉의 출력증감에 대한 저주기 피로현상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전
함에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상으로서 핵연료봉의 설계에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
한 인자 중 하나이다. 운전 중 제어봉의 삽입은 핵연료봉의 출력을 감소시켜 피복
관이 반경방향으로 수축하게 되고 제어봉이 인출하게 되면 핵연료봉의 출력이 증
가하게 되어 피복관이 반경방향으로 팽창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핵연료 피복관은 반복응력에 의한 피로현상을 겪게 된다.

가. HANA 피복관의 피로특성

핵연료봉의 반경방향 저주기 피로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내압피로시험장치
를 설계, 제작 후 HANA 피복관 및 참조 피복관에 대한 응력-주기 피로수명 선
도 (S-N curve)를 작성하여 그림 3.1.7.1에 나타냈다. 그리고 그림 3.1.7.2는 지르
코늄 피복관의 응력에 따른 내압피로수명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응력이 감소할수
록 피복관의 파단 주기가 늘어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르코늄 피복관
의 피로 거동은 지르코늄 합금의 대표적 피로 관계식으로 알려진 O'Donell and
Langer 관계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르코늄 피복관의 내압에 의한
이축 피로 강도는 약 350MPa였으며, HANA 피복관의 피로 거동은 Zircaloy-4 및
외국의 신형 피복관인 A와 대등한 값을 보였으며 특히 높은 응력 범위에서 동일
한 응력 값에서 피복관의 파단주기가 Zircaloy-4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첨가한 Nb가 지르코늄 기지에 고용되어 지르코늄의 강도를 높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용도 이상의 Nb가 지르코늄 기지에 석출되어 이것이 전위 이동을 방해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HANA 피복관의 피로수명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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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1 Fatigue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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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ANA claddings during the internal pressure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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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ANA 피복관 마멸(wear)특성 평가

핵연료봉은 외부의 냉각수 유동에 의하여 진동현상이 발생하며 핵연료 집합
체를 고정하는 지지격자와 접촉하여 마찰에 의한 마멸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마
멸현상이 HANA 피복관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상온 및 고온
수화학 조건에서 마멸시험을 수행하였다. 상온 및 고온 마멸시험은 일정 하중을
지지격자와 피복관에 인가한 상태에서 100,000 주기 동안 마멸시킨 후, 무게변화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복관의 마멸거동을 평가하였다. 시험은 각 조건 당 3회
시험 한 후, 각각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피복관은 HANA 피복관
과 참조 피복관으로 Zircaloy-4 및 외국의 신형 피복관 A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지지격자 스프링 시편으로 한전원전연료(주)에서 한국표준원전용 개량핵연
료로 개발한 PLUS-7의 중간 지지격자체로 개발한 KAFD 스프링을 사용하였다.

가. HANA 피복관의 마멸특성

그림 3.2.8.1은 상온 공기와 상온 물 분위기에서 마멸시험 후, 피복관의 마멸
부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피복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 분위기에서 마멸한
시편의 마멸부피가 공기 분위기보다 높았는데 이는 물 분위기의 경우, 물이 피복
관과 지지격자체 스프링 간의 마찰시 생성되어 나오는 파편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마멸부피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HANA 피복관의 상온 마멸
시험 결과, 상용 피복관인 Zircaloy-4와 외국의 신형 피복관인 A와 대등한 마멸
거동을 보였다. 피복관 마멸에 미치는 합금원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00℃,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피복관과 지지격자 체의 상대적 마멸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3.2.8.2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HANA 피복관과 참조 피복관간의 마멸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HANA 피복관의 고온 마멸거동은 Zircaloy-4와 외국의 신형 피
복관 A 사이에 있었으며 상용 피복관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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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1 Wear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at room
temperature in air a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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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2 Wear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in 300o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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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ANA 피복관 사고(LOCA, RIA)특성 종합평가
1. HANA 피복관 LOCA모사 종합특성 평가

핵연료 피복관은 정상상태뿐만 아니라 설계기준 사고를 망라한 과도상태에서도
핵연료봉의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the Coolant
Accident, 이하 LOCA) 발생 시 피복관은 계통 내 압력강하에 따른 내압차이와
냉각재 상실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부풀음(ballooning) 현상과 파열현상이 나
타난다. 핵연료봉은 비상노심 냉각수 주입 이전에 상당 시간을 수증기 분위기에서
고온 산화로 취화되다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시 급랭에 의한 열수축 응력을 겪게
되는 두 가지 열화기구를 겪는다. 이에 LOCA 시에 HANA 피복관이 겪는 거동을
종합특성 평가시험과 변형특성 시험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종합특성 평가시험은
피복관을 일정 온도와 산화시간으로 산화 후 비상노심 냉각과정중의 하나인 refill
및 reflooding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700℃로 냉각하여 100초간 산화 후 냉각수
를 채워 넣어 급랭하였으며 변형특성 시험은 초기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도를
상승시켜 피복관을 파단시켰다.
LOCA 환경에서 피복관의 고온 산화현상을 관찰하고 HANA 피복관의 정확
한 산화량(ECR)을 도출하고자 열중량 측정기(TGA)를 이용하여 HANA 피복관의
고온산화 속도상수를 구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HANA 피복관은 그 화학조성
이 기존의 Zircaloy-4 합금과 상이하므로 LOCA 발생온도에서 HANA 피복관의
산화속도는 반드시 평가되어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LOCA는 상용원전에서
장전 초기에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연료가 정상적으로 연소되다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연소하다가 LOCA가 발생하면 핵연료 피복관은 외부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부가적으로 산화반응에 의해 일부 수소가 기지금속으
로 유입되어 수소화물을 형성시킨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연소 중에 피복관에 형
성된 산화막과 수소화물은 고온산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
향은

체계적으로

break-away 산화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Nb이

첨가된

Zr합금에서는

거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Nb이 첨

가된 HANA 피복관에 대해 break-away 산화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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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OC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1) 합금원소 영향
그림 3.3.1.1은 종합 LOCA 시험 후에 피복관의 파괴거동을 나타내는 파
괴지도(failure map)이다. 열린(open) 기호는 열충격 후 피복관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며 닫힌(closed) 기호는 열충격 후 피복관이 파손된 상태를 나타낸
다. 최초로 열충격시 파단이 일어나게 되는 ECR을 최소 ECR (minimum ECR)로
정의하며 HANA 피복관의 최소 ECR은 HANA-4와 HANA-6의 경우 약 35%,
HANA-5의 경우 약 32%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에 HANA 피복관이 NRC
에서 정의한 안전기준인 17% ECR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 기존의 피복관에 비
하여 큰 안전 여유도(safety margin)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1.2는
LOCA시험도중 피복관이 흡수하는 수소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Zircaloy-4의 경
우, 흡수 수소량은 ECR이 20% 이하에서는 그 양이 많지 않다가 ECR이 25% 이
상에서는 그 흡수량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HANA 피복관의 경우,
Zircaloy-4에 비하여 낮은 수소함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Zircaloy-4와 달리 임
계 ECR 이상에서 수소 흡수량이 급증하지 않는 등, Zircaloy-4에 비하여 우수한
LOCA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구속(constraint) 영향
운전연수가 진행될수록 피복관은 기계적 변형이나 피복관과 지지격자간
eutectic formation에 의하여 지지격자에 고착되게 된다. 이러한 구속 영향이 피복
관의 LOCA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산화 및 급랭시 피복관의 변
형을 억제시키는 경우(완전 구속조건)와 비구속 조건에서 산화하다가 급랭시 피복
관을 구속시키는 경우(부분 구속조건)에서 피복관의 파단거동을 연구하였다. 그림
3.3.1.3은 부분 구속과 완전히 구속된 상태에서의 Zircaloy-4 피복관의 파괴 지도
를 나타낸 그림이다. LOCA 도중 피복관의 축방향 변화를 제한하는 완전구속의
경우, 비구속상태와 달리 파단에 이르는 ECR 값이 16% 정도로 감소하였다. 팽창
을 자유롭게 하다가 수축시 구속되게 하는 부분구속 상태일때 파괴에 이르는 임
계 ECR 값이 20% 이상으로 비구속 상태와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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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연소도의 영향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 운전을 위해 연료 교체 주기를 15개월에서 18
개월로 늘이는 장주기 운전과 같은 고연소도 운전 등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며
핵연료 피복관은 고연소도 환경에서 부식반응에 따른 산화막의 형성과 이에 수반
되는 수소화물의 형성에 의하여 그 물성이 장입 초기에 비하여 떨어지게 된다. 이
러한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LOCA 종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Zircaloy-4 시편에 산화막 및 수소화물을 모사하여 장입 후 LOCA 시험을 수행하
였다. 그림 3.3.1.4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핵연료 피복관의 종합 LOCA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표면에 산화막과 수소화물을 처리하지 않은 피복관
의 최소 ECR이 25% 이내인 반면, 시험 전 산화막 처리 피복관 및 수소화물 장입
피복관의 경우, 문턱 산화량 값이 약 19에서 21%의 값을 보이며 입수상태의 피복
관에 비하여 크게 변하지 않는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험 전 처리한 산화막 및
수소화물이 LOCA시 고온산화 거동에 영향을 적게 미침을 의미한다.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고온산화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LOCA 후 피복
관의 기계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산화막의 경우, 성장한 산화막 두께에
따라 하중 지지면적이 작아져서 기계적 건전성을 떨어뜨리며 수소화물의 경우, 수
소화물 자체가 취성을 지니고 있어서 피복관의 기계적 연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수소가 고온산화 중 산소흡수성을 증가시켜 이것이 피복관의 기계적 연성을 떨어
뜨릴 수 있다. HANA 피복관의 경우 첨가된 Nb로 인하여 수소화물에 대한 저항
성이 커서 Zircaloy-4와 동일한 연소도에서도 LOCA시 그 저항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안전기준 평가시험

(1) PCT(peak clad temp.) 기준평가
LOCA시 핵연료 피복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최대 피복관 온도
(Peak Cladding Temperature, 이하 PCT)와 산화량 (ECR)이 쓰인다. NRC에서
LOCA시 핵연료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PCT를 1204℃(2200℉) 이하로 유지
할 것과 ECR을 17% 이하로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PCT가 피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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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Zircaloy-4 피복관의 산화시간을
300초로 고정하고 산화온도를 변화시켜 산화, 급랭 후 3점 굽힘시험을 이용하여
산화온도에 따른 피복관의 연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후 피복관의 하중을 지지하는
β상의 흡수 산소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3.3.1.5는 산화온도에 따른 핵연료 피복관
의 기계적 연성과 흡수 산소량을 나타낸다. 산화온도가 1150℃이하에서는 피복관
이 초기 연성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170℃ 이상에서 피복관이 취성파단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험온도에 따른 피복관의 흡수 산소량의 분석 결과, 1170℃이
하에서는 산소량이 0.3wt%를 넘지 않다가 피복관이 취성파단을 보이는 온도 이상
에서 흡수 산소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LOCA 후 피
복관에 대한 기계적 시험과 피복관 내 β상의 흡수 산소량을 측정하는 것이 피복
관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데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 ECR(equi. clad reacted) 기준평가
LOCA시 피복관이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ECR을 보다 정확히 측
정하기 위하여 산화온도 및 시간을 변화시켜서 산화 및 급랭 후, 3점 굽힘시험을
이용하여 피복관의 연성을 측정하여 이를 파괴지도에 반영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
입하였다. 그림 3.3.1.6은 피복관의 파괴지도에 기계적 성질을 반영한 개선된 파괴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푸른색 영역(Ductile bending)은 피복관이 충분히 취화되지
않아 열충격시 건전성을 유지함은 물론, 열충격 후 피복관의 기계적 건전성을 보
이는 영역이며, 초록색 영역(Brittle failure at mechanical test)은 열충격시 피복관
이 파단하지 않으나 작은 기계적 충격에도 피복관이 파단할 수 있는 준 안정영역
을 나타낸다. 붉은색 영역 (Brittle failure at thermal shock)는 피복관이 충분히
산화되어 열충격시 파단을 보임은 물론, 기계적 시험시 취성파단을 보이는 영역에
해당한다. 종래의 열충격에 의한 파단거동은 (붉은색 영역) Baker-Just 관계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 ECR 값은 22% 내외이나 열충격 후 피복관이 기계적 건전성을
보이는 영역(푸른색 영역)은 피복관의 산화 온도 및 산화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
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 후 피복관에 대한 흡수 산소량을 측정한 경과 피
복관이 기계적 건전성을 보이는 영역에서의 흡수 산소량은 시험온도와 시간에 관
계없이 0.3wt.%를 나타내며 이는 앞 절의 PCT 기준평가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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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OCA시 변형특성 평가시험

(1) 합금원소 영향
그림 3.3.1.7은 LOCA시 피복관의 파열온도에 대한 변형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온도에 따른 변형량의 변화가 일련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복관의 변형량이 온도에 따라 peak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각
각의 peak는 지르코늄 피복관의 상변태와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첫 번째 peak는 α상 지르코늄 결정립이 온도에 따라 성장하면서 입내변
형을 수용하며 생기는 peak이며 두 번째 peak는 지르코늄이 α상에서 β상으로 변
태하면서 β상 지르코늄의 입계 미끄럼과 관련된 입계변형에 의한 peak이다.
HANA 피복관의 고온변형 거동은 상용 Zircaloy-4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HANA 피복관에 첨가된 합금원소인 Nb가 β상 안정화 원소로 상변태 특성에 영
향을 미치지만 고온변형시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Nb가 변형거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LOCA시

피복관의

변형에

미치는

축방향

구속

(constraint) 영향의 평가 결과 축방향 구속은 종합 LOCA 시험과 달리 피복관의
변형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고연소도 영향
고연소도를 대변하는 산화막 및 수소화물이 LOCA시 피복관의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화막 및 수소화물을 장입한 Zircaloy-4 피복관
에 대하여 LOCA 변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8은 LOCA 변형에 미치는 산
화막 및 수소화물의 영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산화막 형성시 수반하는 하중지지
면적의 감소와 함께 산화시 침투한 산소에 의한 취화와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에
의한 잔류 응력에 의하여 산화막이 장입된 피복관의 LOCA시 파열온도는 산화막
이 미장입된 피복관에 비하여 감소하게 된다. 수소화물을 장입한 피복관의 경우,
LOCA시 수소화물이 기지에 고용되어 취성을 유발하여 이것이 피복관의 파열온도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막 및 수소화물 장입에 따른 HANA 피복관
의 LOCA 성질은 그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일 조건에서 Zircaloy-4보다 높은
파열 온도를 나타내는 등,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첨가 원소인 Nb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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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막

형성을

억제함과

동시에

수소

고용도를

낮추어

이것이

pre-oxide와

pre-hydride 조건에서 LOCA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라. LOCA시 고온산화 평가시험

(1) 합금원소 영향

LOCA시 HANA 피복관의 고온산화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1000～
o
1200 C 수증기 분위기에서 고온 산화시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상용 피복관과 비교

하였다. 이와 같은 온도 영역에서 이들 피복관은 parabolic 속도식에 따른 무게 증
가량을 나타냈으며 신형 HANA™피복관은 Zircaloy-4나 A 피복관 보다 낮은 우수
한 고온산화 거동을 나타냈다. 그림 3.3.1.9와 같이 산화속도 상수를 온도에 대해
서 나타냈을 때, HANA 피복관이 Baker-Just 관계식에 의한 계산 값보다 훨씬
낮아 우수한 고온산화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Nb이 1% 첨가되고 Cu가 0.05% 첨
가된 HANA-6 피복관의 고온산화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2) Pre-oxide 영향
LOCA가 진행되기 전에 정상 가동조건에서 핵연료피복관은 외부에 균
일한 산화막이 형성되고 내부 기지금속에 수소가 유입된다. 이와 같이 정상가동
후 발생한 LOCA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피복관 표면에 산화막을 약 6～7 µm
형성시킨 후 900-1200oC 구간에서 수증기 분위기 고온 산화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림 3.3.1.10은 HANA 피복관 중의 하나인 HANA-3의 산화속도 상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온 산화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산화막이 형성되면 산화는 지연되었다. 이
o
는 원자로 정상가동 조건(약 350 C)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LOCA 온도에서 형성되

는 산화막 보다 치밀하여 초기 고온산화를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3) Pre-hydride 영향
그림 3.3.1.11은 고온산화 시험 전에 기지금속에 수소를 약 300 ppm 정
o

도 장입한 후 LOCA 온도인 900-1200 C 고온산화를 실시한 HANA-3 피복관의
속도상수를 나타내고 있다. 수소화물을 형성시키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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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입한 경우의 산화속도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기 형성된 산화막은 고온산화
시 산화속도를 저하시키는 것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정상 가동조건에서
기지금속에 유입된 수소는 고온산화 저항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4) Break-away 산화 영향
HANA
break-away

피복관의

산화거동도

조성은

다를

Zircaloy-4나

것으로

예상하였다.

A

피복관과
이를

다르므로

평가하기

위해

break-away 산화현상이 발생하는 온도영역인 1000oC 수증기 분위기에서 장시간
(10800s) 동안 산화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12는 합금별 장비 고온산화시
break-away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합금원소로 Nb이 1.5% 첨가되
고 Sn이 0.4% 첨가된 HANA-4 피복관은 시험 시간동안 break-away 거동은 발
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Nb과 Sn이 0.4%, 0.8% 첨가된 HANA-5 피복관은 산화시
간이 약 5500s를 초과하면 break-away 거동을 보였으며, A와 Zircaloy-4 피복관
은 각각 약 3800s 및 3100s 이상 산화시간이 경과하면 break-away 거동을 보였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피복관에

내에

포함된

Sn의

첨가량에

따라

break-away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HANA-5 피복관의
break-away 산화거동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며 HANA-4 피
복관에서는 break-away 산화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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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Failure map of zirconium cladding after integral
LOC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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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Hydrogen absorption of zirconium cladding
after integral LOC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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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Effect of axial constraint of Zircaloy-4 cladding
during LOCA thermal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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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Effect of pre-oxide and pre-hydride on the integral
LOCA property of the Zircaloy-4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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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Evaluation of cladding ductility with the cladding
temperature (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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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Failure diagram of zirconium cladding with the
oxidation parameter (ECR)

- 96 -

Elongation (%)

120
100

Zry-4
A
HANA-4
HANA-5
HANA-6
NUREG-0630

Initial Hoop stress : 10~60MPa
o
o
Ramp rate : 10 C/sec, 50 C/sec

80
60
40
2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o

Burst temperature ( C)
Fig 3.3.1.7 Burst diagram of HANA claddings under LOCA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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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8 Effect of pre-oxide and pre-hydride on the burst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under LOCA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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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 Effects of pre-hydride on oxidation rate constant of
HANA claddings at LOCA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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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NA 피복관 RIA모사 종합특성 평가

반응도 사고(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이하 RIA)란 핵연료인 우라늄의 반
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이 구동장치의 파손 등에 의하여 외부로 인출되어 핵연료
계통의 반응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RIA시 핵연료는 단열상태에
서 높아진 반응도에 따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피복관 내 소결체에서 핵분열
기체가 방출함에 따라 핵연료 피복관은 원주방향 팽창과 핵연료 파손에 따른 기
계적 손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RIA는 특히 고연소도 환경에서 지르코늄 피복관
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연소도가 진행될수록 표면
에 형성된 산화막과 피복관 내부에 형성된 수소화물이 피복관의 연성을 크게 떨
어뜨리기 때문이다. RIA 노외시험의 주요 특징은 피복관에 온도, 또는 하중속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과도상태에서의 피복관의 연성변화를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축 급속 파열시험과 1축 고속 링 인장시험을 이용하여 고연소도를 모
사하는 수소화물이 HANA 피복관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 RI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종래의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가압방식으로는 RIA를 모사하는 높은 가압속
도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전 고압의 accumulator에 작동유를 가압한 후,
시험기 고압밸브를 개방하여 고압의 유체가 피복관에 직접 가압하여 파단하는 방
식을 택해서 RIA 모사시험기를 제작하였다. 시험 결과, 상온 및 고온에서 피복관
의 가압속도는 상온과 350℃에서 각각 11.9GPa/sec 및 5.1GPa/sec이며 파열에 의
한 파단시간은 30~40msec로서 RIA시 출력 pulse인 30msec에 근접하는 우수한 성
능을 보여준다. 그림 3.3.2.1은 Zircaloy-4 피복관의 온도에 따른 급속파열 거동을
보여준다. 시험 온도가 증가할수록 피복관의 최대 원주방향 응력이 감소하는 거동
을 보인다. 그림 3.3.2.2는 HANA 피복관 및 참조 피복관에 대하여 급속파열시 최
대 원주방향 응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HANA 피복관의 최대 원주 응력은 상용
피복관과 대등한 거동을 보였으며 고용강화 원소인 Sn 함량이 높은 피복관일수록
높은 원주방향 응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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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A모사 링 인장시험

RIA를 모사하는 빠른 변형속도에서 피복관의 원주방향 기계적 성질을 평가
하기 위하여 지르코늄 피복관에 대한 링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HANA-4 및
HANA-6과 참조 피복관인 Zircaloy-4, A에 대하여 고연소도에 의한 수소화물 영
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65mm로 피복관을 절취한 후, gas 분압을 이용한 방법으로
피복관에 최대 1000ppm의 수소를 장입한 후, 시편을 가공하였다. 수소화물 처리
후 RIA를 모사하는 급격한 변형속도에서 피복관의 연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고속 링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을 가로방향으로 절취하여 폭 1.7mm와
표점거리 (gauge length)가 2.11mm인 링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링 인장
시편을 재료시험기에 연결하여 최대 1/sec의 변형속도로 시편을 파단시켰다. 그림
3.3.2.3은 수소함량에 따른 HANA 피복관 및 참조피복관의 링인장 물성을 나타내
는 그림이다. 인성(toughness)이란 응력-변형량 곡선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으로
재료의 강도 및 연성을 동시에 대변하는 값이다. 수소농도의 증가에 따라 인성의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수소농도의 증가함에 따라 수소의 고용에 의하여 강도
가 증가하지만 취성을 지닌 수소화물의 석출이 동시에 발생하여 연성이 크게 감
소하여 결국 인성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HANA 피복관의 경우, 상
용 피복관인 Zircaloy-4, A와 대등한 성능을 보이며 HANA-6의 경우, 더욱 우수
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피복관에 고용된 Sn 및 Nb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Sn은 α상 안정화 원소로 Sn의 첨가는 강도의 증가와 함께 α상 내부의 수소
고용량 증가로 수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계적 성질의 민감도를 높여준다.
HANA-6 피복관의 경우, Sn 없이 1.1%의 Nb가 첨가된 피복관으로 수소화물에
비교적 낮은 민감도를 보여서 이것이 수소 함량에 따라 높은 인성을 보이는 것으
로 사료된다.
HANA-4, HANA-5, HANA-6 피복관에 수소화물을 최대 1000ppm까지 장입
다음에 급속파열시험과 링 인장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소를 미장입한 피복관의 경
우, Zircaloy-4 피복관과 외국의 신형 피복관 A와 대등한 기계적 성질을 보였으며
고연소도를 모사하는 수소화물을 장입시 Zircaloy-4 피복관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
였다. 이러한 모사 RIA 환경에서 HANA 피복관의 우수한 기계적 거동은 최적화
된 합금 원소량과 최종 열처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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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Stress-time curve of the Zircaloy-4 cladding under
rapid pressurization

- 105 -

Max. hoop stress (MPa)

RT
o
350 C

1000
800
600
400
200
0
HANA-4 HANA-5 HANA-6

Zry-4

A

Fig. 3.3.2.2 Maximum hoop stress of HANA claddings under
rapid pressuriz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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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Ring tension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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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HANA 피복관 기초물성 자료생산
1. 개요

HANA 피복관의 원전 적용 인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물성 자료가 확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HANA 피복관 합금에 대한 열
적/기계적 특성을 정밀 분석하여 HANA 피복관에 대한 기초물성자료를 확보하고
자 하였다. 분석된 열적 특성은 밀도(Density), 비열(Specific heat), 열팽창율
(Thermal expansion),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표면 방사율(Emissivity)
이며, 기계적특성으로는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를 측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현재
상용피복관의

적용

Code로

이용되고

있는

SCDAP/RELAP5/MOD3.1

code

manual volume IV: MATPRO (NUREG/CR-6150)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HANA 피복관의 특성을 검증하였다.
MATPRO는 미국 USNRC는 원자로 안전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상운전
상황에서 경수로 핵연료의 거동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대부분의 핵연료 거동에 대한 기술축적은 노외, 노내 특성 시험과 분석에
집중된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부터 재료 거동분석 모델을 세우기 위해 수행되었
다. 이러한 모델들은 변화하는 열적, 핵적, 물리적 하중 조건에서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의 재료특성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고, 광범위한 사고 유형과 조건, 핵
연료의 사용연수를 고려한 핵연료의 천이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NRC

와 원자력산업체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량의 정보를 축적하였고, INEL에서는 다
양한 경수로 핵연료봉 거동 분석 모델들을 위해 사용될 재료 거동 Subcode들을
개발하여 MATPRO code로 프로그램 화 하였다. 이 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subcode들이

추가되었고,

MATPRO-Version 11이

1979년에는

44개의

subcode들을

포함하는

NUREG/CR-0497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SCDAP/RELAP5/ MOD3.x code manual이 발간되어
핵연료 거동의 기초자료를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수정사항이 up-date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

피복관에

국한

시켜

볼

때

대부분의

특성자료들은

Zircaloy-2 및 Zircaloy-4에 근거하고 있어서 최근 새롭게 상용화된 합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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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가 부족하고, 향후 새롭게 개발, 상용화될 핵연료 피복관에 대한 대처가
미진한 실정이다.
MATPRO code에서 다루는 핵연료 내용 중 피복관에 한정된 특성자료
code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Melting and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CHYPRP)
Temperature Required to Prevent Hydriding of a Given Concentration of
Hydrogen in Zircaloy (CTSOL)
Cladding Specific Heat, the Effect of Hydride Solution on Cladding
Specific Heat, and Enthalpy (CCP, CHSCP, CENTHL)
Thermal Conductivity (CTHCON)
Thermal Expansion, Density and Their Relation to Texture (CTHEXP,
CDEN)
Elastic Moduli (CELMOD, CSHEAR, AND CELAST)
Axial Growth (CAGROW)
Creep (CCSTRN, CCSTRS, CABTP, CTP)
Plastic Deformation (CSTRES, CSTRAN, CSTRNI, CANISO, CKMN)
Annealing (CANEAL)
Mechanical Limits and Embrittlement (CMLIMT, CBRTTL)
Cyclic Fatigue (CFATIG)
Collapse Pressure (CCLAPS)
Meyer Hardness (CMHARD)
Zircaloy Oxidation in Water and Steam (CORROS, COBILD, COXIDE,
COXWTK, COXTHK)
Cladding Hydrogen Uptake (CHUPTK)
Young's Modulus and Poisson's Ratio (CELMDR)
Zircaloy and Zirconium Heats of Fusion (PHYPRP)
Zirconium Transformation Temperature (PHYPRP)

2. 열적특성 자료

- 109 -

가. 밀도
o
상온(25 C) 밀도측정은 정유체 질량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1.5ppm의 정확도

를 가진 밀도표준구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고체밀도 시험절차 (한국표준
연구원 시험절차서 T-01-004-2001)에 따라 한국표준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온도
에 따른 밀도변화는 MATPRO code (NUREG/CR-6150)에 따른 다음 식을 이용
하여 상온 밀도 측정결과 및 온도에 따른 열팽창률 시험결과로부터 계산할 수 있
다.

ρ= m
V
V: volume of given mass of material (m3)
m: sample of material (kg)
ρ: Density (kg/m3)

밀도변화는 부피와 관계된다.

V=V

o exp(

ε x ) exp ( ε y ) exp ( ε z )

3
Vo: volume of the mass when strains are 0 (m )

εxεyεz: true strains for any orthogonal co. system (m/m)

위의 두 식으로부터 다음 식이 얻어진다.

ρ = ρ o exp ( - ε x ) exp ( - ε y ) exp ( - ε z )
3
ρ o : the density at any reference temperature (kg/m )

열변형은 항상 1보다 작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ρ≈ ρ o (1- ε x - ε y - ε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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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피복관에

대해

얻어진

3개의

orthogonal

strain들은

MATPRO

code:

CTHEXP에 명시된 결과와 거의 유사하므로 계산을 위해 CTHEXP에 명시된 결
과를 적용하였다. 정유체 질량 측정방법에 의한 상온측정 결과는 다음 표 3.4.2.1
에 있다. 두 신형 합금의 밀도가 기존 Zircaloy-2 및 -4에 근거한 MATPRO code
data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온도에 따른 신형 피복관의 밀도 변화는 표 3.4.2.2와 같이 계산되었고, 그리고
밀도 측정 결과는 그림 3.4.2.1에 나타냈다.

나. 열팽창 계수

열팽창변형, 특히 직경방향으로의 열팽창변형은 펠렛-피복관 간격을 결정하
는 중요한 인자로서 안전성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르칼로이는 이방성을 가
지므로 다결정 시료의 직경방향 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위결정면(basal
plane)에 나란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변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열팽창률은 금속
결정학적인 변형(Single crystal thermal strain)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튜브 형상
적인 변형(Tube thermal strain)으로 분류된다[3.4.2.1-8]. 적용 Code는 MATPRO
의 경우 CTHEXP이며, 원연(주)에서도 자체적인 code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
이 온도 구간별로 열팽창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1) 금속결정학적인 변형 (For Single Crystal Thermal Strain)
① For 300<T<1083K
-원주방향 (Circ.) ε
-축방향 (Axial) ε

11 = 4.95

33 = 1.26

× 10

× 10

-6

-5

T - 1.485× 10

T - 3.78× 10

-3

-3

② For 1083<T<1244K
-원주방향(Circ.)
ε

11 =

[ 2.77763 + 1.09822 cos ( T -1611083 π )]× 10

-축방향(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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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ε

33 =

[ 8.76758 + 1.09822 cos ( T -1611083 π )]× 10

-3

③ For 1244<T<2098K
-원주방향 (Circ.) ε

11 = 9.7

ε

-축 방향 (Axial)

× 10

33 = 9.7

-6

-6

× 10

-2

T - 1.04× 10
T - 4.4× 10

-3

(2) 튜브형상학적 변위 (For Cladding Strains)
(Texture factors: cos 2 θ=0.71013,

< ε'

튜브의 원주방향 (Circ.)

2
sin Φ=0.30822 )

ε

11 >= 0.72

11 +0.28

ε

< ε'

22 >= 0.94

ε

11 +0.06

ε

튜브의 반경방향 (Radial) < ε'

33 >= 0.34

ε

11 +0.66

ε

튜브의 길이방향 (Axial)

33
33
33

① For 300<T<1083K
< ε'

원주방향 (Circ.)

11 >=

-6

6.48 × 10

T - 1.95× 10

-3

< ε'

22 >=

5.63 × 10

-6

T - 1.69× 10

-3

반경방향 (Radial) < ε'

33 >=

1.04 × 10

-5

T - 3.11× 10

-3

길이방향 (Axial)

② For 1083<T<1244K

변환식으로부터 계산 가능

③ For 1244<T<2098K

변환식으로부터 계산 가능

(3) Reference for the Code
- Mainly EPRI report by Bunnell
- Others - Douglas, Mehan and Weisinger, Scott, Kearns
o
(4) KNFC code (T: C) (튜브형상학적 변위)

원주방향 (Circ.)

< ε'

11 >=

7.2 × 10

-6

T - 1.84× 10

< ε'

22 >=

5.6 × 10

-6

반경방향 (Radial) < ε'

33 >=

9.7 × 10

-6

길이방향 (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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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 - 1.40× 10

-4

T - 2.43× 10

-4

상온에서 1050oC 구간에서 열팽창률 측정 실험을 하였다. 측정시료는 각각 길
이(axial), 원주(circumferential) 및 반경(radial) 방향에 대해 별도의 측정용 시편
을 제작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편의 형상은 그림 3.4.2.2에 있다. 측정장치는 700℃
o
미만의 α상 영역에서는 TMA2940을 이용하였고 승온속도는 5 C/min로 하였다. β

상 영역의 측정을 위해서는 DT1000 quenching dilatometer 장치를 이용하였고,
1050oC까지 가열한 후, 950oC까지 10oC/sec의 조건으로 급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다. 단, β상의 경우 집합조직의 발달이 없으므로, 길이, 원주 및 반경방향의 열팽
창률이 거의 유사할 것이므로, 측정은 길이 방향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α+β 영
역에서는 TJ JE DC0019 rev.H (FRAMATOME ANP)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도해적인 방법은 그림 3.4.2.3에 요약되어 있다. 각각 750℃의
α상과 960℃에서의 β상의 변위 값을 직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산하였다. 튜브 원주
방향 열팽창률은 튜브 두께의 중심선에 대한 열팽창률을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므로, 튜브 외면 팽창률에 튜브 두께방향 측정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계산하
였다.(그림 3.4.2.4)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튜브형상학적인 변위는 다음 식과 같
이 표현된다.
2π ( h - t) -2 π ( h o - t o )
=
2π ( h o - t o )

< ε'

11 >=

< ε'

22 >=

Δl
lo

< ε'

33 >=

Δt
to

Δh -Δt
h o- t o

단, h=튜브외경, t=튜브두께, l=튜브길이를 의미하여 ho, to, lo는 각각 상온에서
측정된 최초의 튜브외경, 두께 및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3.4.2.5는 측정된 샘플들의 열팽창 계수 결과를 각각의 방향에 대해 하
나로 나타낸 그림이다. 다수의 data를 하나의 그림에 나타내어 다소 구분이 어려
우나, 일단 길이 방향의 측정결과는 모든 시편의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이며(대단히
작은 편차), MATPRO의 값이 평균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주방향의 경우도
길이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MATPRO code 선을 중심으로 하여 시편들이 매우 근
접한 값들을 가진다. (c)에서 보이는 반경방향의 경우 code 값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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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들의 분포 폭이 다소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의 경우 반경방
향 시편의 측정 폭(시편두께)의 한계로 인해 측정오차가 커진 때문이기는 하나 합
금 튜브 고유의 특성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4.2.3과 3.4.2.4는 각각 α
및 β상 구간에서 측정된 열팽창률 값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α구간만 비교할
경우, HANA-4의 경우가 가장 높은 반경방향 열팽창률을 보이는 반면 HANA-6
가 가장 낮은 열팽창률을 보였다.

다. 비열

MATPRO에 따르면 Zircaloy에 대해서는 CCP code를 사용하며 수화물이
존재하는 경우 CHSCP code를 적용한다. 따라서 CCP 코드의 경우 온도의 함수로
만 나타내고, CHSCP 코드의 경우 온도와 수소농도의 함수로 나타낸다. CCP 코
드는 α상 영역의 경우 수화물 제거 열처리된 Zircaloy-2 합금에 대한 Brooks and
Stansbury의 결과를 주로 사용하였고, α+β영역의 경우 Deem and Eldridge의 결
과를 코드화 하였다[3.4.2.9-11]. 비열은 상온에서 1200oC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측
정시료는 250mg의 질량을 갖는 사각형 샘플이었다. 측정장치는 500℃미만에서는
Perkin Elmer Pyris-1을 사용하였고, 500℃이상에서는 Netzsch DSC 404C를 사용
하여 50℃ 간격으로 승온 스텝 측정법을 적용하였다. 표 3.4.2.5는 비열 측정결과
이다. 전반적으로는 MATPRO code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Zircaloy-2에
기반을 둔 code data에 비해 α+β 구간이 약 30oC 정도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β 구간의 시작은 거의 유사하였다. α+β 구간에서 비열의 최고점은
o
시편들 마다 차이가 있고, 50 C 간격의 step 측정법으로 측정함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다. HANA 피복관의 특징적인 현상은 약 650oC 이상의 α
상 구간에서 비열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정도는 HANA-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Peak의 크기로 볼 때 α→β-zirconium 변태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는 기대되지 않는다. 표 3.4.2.6은 본 연구의 HANA 튜브들에 대한 대표적인 합금
성분을 나타낸다. Nb 성분의 함유량은 HANA-3에서 가장 높고, HANA-6, 5, 4,
의 순을 보이고 있다. HANA 피복관은 Nb를 적정량 첨가하고 있어 β-niobium이
β-zirconium으로 변태하는 현상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6의 비
열 결과에서도 650oC 구간의 perturbation이 HANA-3에서 가장 높고, HANA-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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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α 상내에 존재하는 β-niobium이 β
-zirconium으로 변태하는 현상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표면방사율

MATPRO에 따르면 ZOEMIS code를 적용하고 있다. 표면방사율은 온도에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500K를 기점으로 하여 표 3.4.2.7과 같이 다
른 식이 적용된다. 방사율은 표면 산화층의 두께에 영향을 받는데 표의 식들과 같
이 표현된다. Abnormal transient 동안 핵연료 피복관 표면으로부터 열 방출은 상
당 부분 방사 열전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방사된 에너지는 피복관 표면의 방사율
에 비례하므로 표면 방사율 측정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MATPRO에 따르면
ZOEMIS code를 적용하고 있다. 표면방사율은 온도에 거의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500K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식이 적용된다. 방사율은 표면 산화층의 두
께에 영향을 받는다. 표면 방사율 측정은 HANA 피복관 및 표준 참조 튜브시편들
에 대해 400～1100oC의 온도에서 수행되었다. Code와의 비교를 위하여 다양한 표
면 산화막을 갖는 시료를 준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인 영국
Land사에서 수행하였다. 표 3.4.2.8은 시험 측정된 시료의 조건을 기술하고 있다.
필요한 기본 시험장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구형 흑체 가열로 (직경 60 mm의 구경)
2) Thermometer (450mm 거리에서 35mm보다 작은 target에 노출되어야 함)
3) 시료는 측정 축에 대해 60°의 각도로 고정되고 연장 rod (425mm 길이)를
통해 thermometer와 결합됨
4) 통상의 시료크기는 50mm 직경에 두께 3mm 이상이 적합하나 본 실험에서
는 제공된 시료 형상대로 시험을 수행 함

그림 3.4.2.7은 결과로서, HANA 피복관의 표면방사율은 코드 값을 중심으로 오
차범위 내의 값들을 갖고 있다.

마.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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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 측정은 열확산도 측정을 먼저 수행하여, 비열 및 밀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Zircaloy-2와 4에 근거하여 작성된 MATPRO에 따르면 CTHCON
code를 적용하며 2098K 이하에서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k = 7.51+ 2. 09× 10

-2

T - 1.45× 10

-5

2

T + 7.67 × 10

-9

T

3

2098K 이상의 온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된다.

k=36
열전도도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2
3
열전도도(W/cmK)=열확산도(m /sec) × 비열(J/kgK) × 밀도(kg/m )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의 측정은 표준연구원의 검교정이 완료된 장비를
통해 레이저섬광법(Laser flash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편의 한 쪽면
에 600㎲의 레이저 펄스를 입사하고 반대면에 적외선 센서로부터 온도 상승을 측
정하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측정 시료는 0.9mm 두께의 10mm disc를 이용하여 2
회 수행한 후 평균하여 구하였다. 비열 및 밀도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를 이
용하였다. 그림 3.4.2.8은 레이저 플레쉬법으로 측정된 열확산도 결과이며, 그림
3.4.2.9는 비열까지 고려하여 구한 열전도도 계산 결과이다. 열확산도는 HANA-6
가 가장 높으며, HANA-4가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시료들이 MATPRO의 code
범위와 잘 일치하고 있으나, 약 800oC 부근의 일부 시편 data가 약간 벗어난 경향
을 보였다. 이 온도 구간에서 열확산도 data는 특별한 돌출 변화가 없다. 반면에
비열 data는 이 온도구간이 α+β 영역으로서 비열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
으로서 비열 측정의 허용오차 범위가 상당히 넓다. 열전도도의 deviation현상은 비
열 측정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수소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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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관의 수소고용도 평가는 수소농도 50-250 ppm H에 대해 DSC 방법으
로 600oC 이하에서 수행하였다. Zircaloy-4와 A 피복관의 수소고용 활성화 에너지
는 약 40 kJ/mol로 기존 연구결과(31-45 kJ/mol)범위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HANA 피복관 3종(HANA-3, HANA-4, HANA-6)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37,
41, 43 kJ/mol로 Zircaloy-4와 유사하였다 [그림 3.4.2.10].

사. 상변태온도

HANA 피복관이 상변태 온도는 DSC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Nb이 1.0
o
wt.% 이상 함유된 HANA-3와 HANA-6피복관은 약 600～620 C 구간에서 α-Zr
o
+ β-Nb 상에서 α-Zr + β-Zr 상으로 1차 상변태가 발생하고 750～790 C에는 α

-Zr + β-Zr으로 2차 massive 상변태를 진행하였다. 그러난 Nb이 0.4 wt.% 함유
된 HANA-5피복관은 730～970oC 구간에서 α-Zr + β-Zr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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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1 Density of HANA-3 to -6 tubes at ambient temperature

3

Materials

Density(kg/m )
at 297K

Deviation

HANA-3

6.561

±0.006

HANA-4

6.550

〃

HANA-5

6.570

〃

HANA-6

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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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PRO
code

6.5510

Table 3.4.2.2 Density change of the tube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HANA-3

HANA-4

HANA-5

HANA-6

Temp

Axial strain

Circumferential
strain

Radial strain

2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
200
400
600
800
1000
1200

1
1.00105
1.00221
1.00338
1.00404
1.00381
1.00599
1
1.00105
1.00218
1.00333
1.00392
1.00355
1.00549
1
1.00104
1.00220
1.00336
1.00399
1.00365
1.00567
1
1.00100
1.00212
1.00323
1.00382
1.00345
1.00543

1
1.00124
1.00262
1.00400
1.00501
1.00533
1.00752
1
1.00114
1.00240
1.00368
1.00454
1.00468
1.00662
1
1.0013
1.00274
1.00419
1.00523
1.00551
1.00752
1
1.00121
1.00255
1.00389
1.00484
1.00504
1.00701

1
1.00184
1.00388
1.00592
1.00745
1.00791
1.01008
1
1.00207
1.00437
1.00668
1.00843
1.00881
1.01074
1
1.00202
1.00428
1.00652
1.00822
1.00877
1.01137
1
1.00156
1.00328
1.00501
1.00624
1.00646
1.00843

- 119 -

Density
3

(kg/m )
6.561
6.534
6.505
6.475
6.455
6.452
6.410
6.550
6.523
6.493
6.462
6.442
6.441
6.404
6.570
6.542
6.510
6.479
6.458
6.455
6.413
6.552
6.528
6.500
6.474
6.456
6.456
6.418

Table 3.3.2.3 Thermal expansion data for α phase region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in α phase (×10

-6 o

Tubes
Axial

Circumferential

Radial

HANA-3

5.826

6.900

9.853

HANA-4

5.730

6.340

11.540

HANA-5

5.787

7.220

11.070

HANA-6

5.576

6.710

10.953

Zircaloy-4

5.630

6.410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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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

Table 3.4.2.4 Thermal expansion data for β phase region
Tubes

o -1
Thermal expansion equation in β phase ( C )

Axial (=Circ.=Radial)

HANA-3

10.86×T-6-0.00705

HANA-4

9.69×T-6-0.00614

HANA-5

10.07×T-6-0.00642

HANA-6

-6
9.87×T -0.00642

Zircaloy-4

9.95×T-6-0.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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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5 Specific heat(J/kg․K) data of HANA tubes
o

Temp( C)

HANA-3

HANA-4

HANA-5

HANA-6

335

273

275

285

272

270

270

256

384

289

293

301

288

294

287

277

433

293

297

303

292

299

291

285

482

296

299

306

296

301

293

283

532

303

304

309

298

307

297

288

581

308

308

311

305

310

303

292

631

314

315

314

311

317

308

298

681

319

318

317

316

321

311

301

731

325

325

320

322

328

317

307

780

330

330

320

327

332

321

313

831

339

336

324

334

341

328

321

879

353

342

326

346

354

333

329

930

385

348

335

367

387

338

352

979

433

358

388

392

440

346

376

1029

439

387

453

405

440

388

392

1079

527

606

488

498

530

580

478

1128

649

685

521

726

647

672

707

1178

533

577

429

549

534

573

530

1228

431

402

345

394

437

396

375

1275

363

347

330

349

369

337

327

1326

363

349

323

350

370

342

332

1376

342

340

330

332

350

323

313

1426

345

341

343

332

350

329

315

1475

349

344

336

334

358

3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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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6 Chemical composition of the HANA tubes

Elements

HANA-2

HANA-3

HANA-4

HANA-5

HANA-6

Nb

0.20

1.50

0.15

0.40

1.10

Sn

1.10

0.40

0.40

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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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7 ZOEMIS code for surface emissivity with respect to the
temperature and oxide thickness

T≤1500K
-6
d≤3.88×10 m

ε 1 = 0.325+ 0. 1246× 10 6 d

d>3.88×10-6m

ε 1 = 0.808642- 50.0 d

T>1500K
All d
, ε1

ε 2 = ε 1 exp

[ 1500300- T ]

ε 2 =hemispherical emissivity (unitless)

d = oxide layer thicknes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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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8 Surface emissivity data of HANA and reference tubes

Oxide thickness
(㎛)

o

Measurement temperature ( C)

Materials
400

750

800

1000

164

HANA-6

0.86

156

HANA-6

0.85

132

HANA-4

0.73

126

HANA-4

0.73

120

HANA-2

117

HANA-2

95

HANA-5

0.74

84

HANA-5

0.75

81

HANA-3

0.81

67

HANA-3

0.74

19.4

HANA-4

11.5

HANA-3

0.83

0.79

0.77

13

HANA-4

0.82

0.78

0.76

11.5

HANA-5

0.83

0.8

0.77

4.43

HANA-4

0.83

12

HANA-6

0.84

0.8

0.78

1.4

HANA-3

0.72

1.5

HANA-4

0.75

1.5

HANA-5

0.69

1.5

HANA-6

0.72

1.5

A

0.73

1.5

Zry-4

0.73

0

HANA-3

0.41

0.45

0.41

0

HANA-4

0.4

0.45

0.4

0

HANA-5

0.4

0.44

0.4

0

HANA-6

0.4

0.44

0.41

0

Zry-4

0.4

0.45

0.4

0

A

0.4

0.44

0.41

1100

0.71
0.81

0.81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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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cm

3

6.8
HANA-3
HANA-4
HANA-5
HANA-6

6.7
6.6
6.5
6.4
6.3

0

200

400

600

800

1000 1200

o

Temperature, C
Fig. 3.4.2.1 Density change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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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

Axial

Radial

(a)

12-13mm

<60o

thermocouple

(b)
Fig. 3.4.2.2 Sample shape and configuration for (a) heating measurement and
(b) rapid cooling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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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mea.
o
10 C/sec
Heating
mea.

α

δ

α+β

β

o
o
750 C 850oC 960 C

Fig. 3.4.2.3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al expansion calculation in α+β
phas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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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h-t)/2

< ε'

11 >=

2π ( h - t) - 2 π ( h o - t o )
=
2π ( h o - t o )

Δh -Δt
h o- t o

Fig. 3.4.2.4 Modification of circumferential therm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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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expansion (x100%)

1.2

Axial direction
HANA 2
HANA 3
HANA 4
HANA 5
HANA 6
MATPRO
A tube

1.0
0.8
0.6
0.4
0.2
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o

Temperature ( C)

Fig. 3.4.2.5 Thermal expansion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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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heat, J/kg-K

900
800
700
600

MATPRO(Zry2)
HANA-3
HANA-4
HANA-5
HANA-6

500
400
300
200
1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Temperature, K
Fig. 3.4.2.6 Specific heat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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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vity, arb. unit

1.2
1.0
0.8
0.6

o

Test temp.( C)
400
750
800
1000
1100

0.4
0.2
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Oxide thickness, µm
Fig. 3.4.2.7 Surface emissivity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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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6

Diffusivity, x10 m /s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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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2
10
8
6
0

200

400

600

800

1000 1200

o

Temperature, C
Fig. 3.4.2.8 Thermal diffusivity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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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HANA-3
HANA-4
HANA-5
HANA-6
MATPRO
MATPRO deviation range

o

Thermal Conductivity, W/cm/ C

0.7
0.6
0.5
0.4
0.3
0.2
0.1
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o

Temperature, C
Fig. 3.4.2.9 Thermal conductivity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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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solubility, ppm H

3

10

H3TSSD
H3TSSP
H4TSSD
H4TSSP
H6TSSD
H6TSSP
Zry4TSSD
Zry4TSSP
ATSSD
ATSSP

2

10

TSSP

TSSD
1

10
1.2

1.4

1.6

1.8

2.0
3

2.2

2.4

-1

1/T, x10 K

Fig. 3.4.2.10 Hydrogen solubility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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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적 특성 자료

가. 탄성 계수(Young's modulus)

탄성계수 측정은 ASTM standard E111-04에 따라 수행되었다. 시편의 고
정은 ASTM E8에 명시된 tubular 시편에 metal plug를 사용하였다. 시험온도는
o
상온 및 300 C에서 각각 수행하였고 2～3회 반복하여 측정된 탄성계수 값을 평균

하여 구하였다. 시험 결과는 그림 3.4.3.1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시험온도가 높아
질수록 영률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경향은 HANA 피복관들이 Zircaloy-4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HANA-6가 약간 더 빠른 감소 속도를 보였다.

나. 포아송 비(Poisson's ratio)

포아송비 측정은 ASTM standard E132에 따라 수행되었다. 인장시험기로는
Instron 4410을 사용하였다. 변위측정은 인장방향 변위는 50mm 스트레인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원주방향 변위는 접착식 게이지(Transducer-Class N2A,
o
350Ω±0.15% at 24 C)를 절차에 따라 시편에 원주방향으로 고정시켜 측정하였다.

데이터 취득은 Amplifier and data acquisition system (HBM)을 이용하였다.
FRAMATOME ANP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300oC 이내에서는 포아송비의 온도
의존성은 무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온 측정결과 만을 나타내었다. 아래 표
3.4.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체평균은 0.375이며, 시편들 간의 차이는 약 5% 미
만으로서 유사한 값들을 보였다.

다. 수소화물 영향평가

가동 중 핵연료 피복관은 합금과 냉각재의 반응으로 수소 흡수가 발생한다.
흡수된 수소는 지르코늄 수화물로서 금속 내에 석출하게 되며 기계적 강도를 현
저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NA 피복관에 대해 흡수
된 수소량에 따라 열팽창률 및 탄성계수, 항복 및 인장강도, 포아송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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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팽창률의 수소화물 의존성
수소화물 함량에 따른 열팽창률 변화의 전형적인 모양은 그림 3.4.3.2에
있다. 약 300oC 부근에서부터 수소가 없는 시편의 선도로부터 이탈하며 급격한 증
o
가현상을 보이며, 약 500 C 부근에서 최고점 또는 변곡점을 보였다. 이탈정도는

장입된 수소량에 비례하였으며, 원주방향 팽창률은 500oC 부근에서 급속한 감소
현상을 보였다.

(2) 기계적 성질의 수소화물 의존성
o
탄성계수의 수소화물 의존성은 각각 상온 및 300 C에서 측정되었다. 그

림 3.4.3.3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온에서 측정된 값은 HANA-4의 경우 수소량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듯 하나, 전체적으로 수소함량에 따른 영률 변화를 거의 보이
지 않았다. 전체 시편이 약 99 GPa 정도의 평균값을 보이며 편차범위는 약 5
GPa 정도였다. 300℃에서 측정된 결과는 상온보다 수소량에 따라 넓은 변화 범위
를 보였다. 측정된 전체시편을 고려할 때 300℃에서도 수소량이 영률에 영향을 미
친 명확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0℃에서 측정된 전체 시편의 평균값은
약 75 GPa로서 상온에 비해 약 14 GPa 정도 낮아 졌다.
o
상온 및 300 C에서 측정한 항복 및 인장강도 및 연신률 결과는 그림 3.4.3.4

에 있다. 수소화물 량에 따라 인장 및 항복강도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상
온에 비해 300oC에서는 전체시편에 대해 항복강도가 평균 약 40%정도가 감소하
였다. 인장강도는 수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o
상온과 300 C에서의 인장강도 차이는 항복강도의 경우와 비슷한 분율의 차이를

보였다. 연신율의 경우, 상온 및 300oC에서 공히 수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연신율
o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300 C에서 더 큰 감소를 보였다.

그림 3.4.3.5는 포아송비 결과이다. 수소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본 시험결과,
전체적으로 수소화물이 없는 경우보다 약간 낮은 0.33～0.38의 범위를 보였다 (수
소화물이 없는 경우 평균 0.375). 합금들마다 수소량에 따른 의존성은 다르게 나타
났다. Zircaloy-4와 HANA-6는 감소하는 경향을, HANA-4와 HANA-5는 다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수소의 장입이 포아송비에 영향
을 미친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 137 -

Table 3.4.3.1 Poisson's ration for HANA tubes at ambient temperature.
Tubes

HANA-3

HANA-4

HANA-5

HANA-6

Zry-4

1

0.374

0.371

0.370

0.374

0.366

2

0.370

0.387

-

0.397

-

average

0.372

0.379

0.370

0.386

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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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1 Young's modulus of HANA cladding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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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2 Effects of hydrides on thermal expansion of
HANA claddings for axi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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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Effects of hydrides on Young's modulus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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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4 Effects of hydrides on yield strength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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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Effects of hydrides on Poisson ratio of HAN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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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본 연구를 통해 국산핵연료 신형피복관 합금의 제반 열적특성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로부터 신형 HANA 피복관의 열적특성이 해외 상용피복관
Zircaloy-4

및

A

대비

거의

유사한

열적거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METPRO code에 제시된 값들과 비교한 결과 열팽창율, 열전도도, 비열, 밀도 및
표면 방사율 특성의 대부분의 거시적인 특성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였다. 상세
한 부분에서 검토해 볼 때, 열팽창율은 반경방향 열팽창률이 얇은 두께로 인해 측
정오차가 다소 커진 단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이 코드에 유사한 결과를 보였
고, 길이방향 및 원주방향 열팽창률은 측정계산법의 보정을 통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전도도는 열확산도 측정을 통해 평가 되었는데, 코드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비열의 경우 Zircaloy의 경우보다 약 30oC 정도 이른 α
→β 변태를 보였으며 비열의 절대값은 알려진 code 값과 잘 부합하였다. 표면방
사율은 전반적으로 약 0.8 내외의 값을 보이면서 기존에 보고된 결과와 오차범위
내에서 잘 부합되었고, 매우 작은 산화막 두께에서도 코드의 선도와 근접한 결과
를 보였다. 시료는 다양한 조건에서 형성된 부식피복에 대해 측정되었는데, 부식
층의 종류에 상관없이 결과가 거의 같은 값을 보였다.
수소 장입된 시료에 대해 평가 결과, 열팽창률은 수소가 없는 시편의 경우 거의
직선적인 온도의존성을 보인 반면에 수소 장입된 시료에서는 약 300oC 및 500oC
부근에서 변곡점이 나타났고, 그 정도는 수소량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인장
성질의 경우에 항복 및 인장강도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에 연신률은 수소
o
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낮아 졌다. 탄성계수 및 포아송 비는 상온 및 300 C에서

수소량에 대한 뚜렷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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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HANA 합금 하나로(HANARO) 조사특성 평가
1. 개요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 피복관의 취화특성을 기
존의 피복관(Zircaloy-4, A)과 비교하였다. HANA 피복관의 최종 열처리 상태에
따라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H210은

최종

열처리가

수행되지

않은

o
o
as-pilgered 상태이고 H211과 H212는 470 C와 520 C에서 2.5시간 동안 최종 열처

리한 것이다. Zircaloy-4와 A 피복관은 470oC에서 최종 열처리되어 응력 이완된
상태이다. 이들 피복관에 대하여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시험 후, 인장강도, 경도,
미세조직을 평가하였다.

2. HANA 피복관 조사시험

하나로 조사시험은 특별히 제작된 계장갭슐(01M-05U)을 이용하여 CT 조사공
o
에서 20일 동안 수행되었다. 시험온도는 291-328 C 범위에서 시험기간 동안 비교

적 일정하게 유지하였고 헬륨가스 분위기에서 시험이 진행되었다. 20일 조사시험
후 중성자 조사량은 캡슐 내 단의 위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20

1.8-3.1x10

n/cm2 (E>1.0 MeV) 범위였다.

3. HANA 피복관 조사시험 결과

가. 인장 특성

그림 3.5.3.1은 하나로 중성자 조사시험 전후의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성자 조사후 피복관의 항복강도는 조사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조사강화에
의해 증가하였다. 조사되지 않은 HANA 피복관의 항복강도는 최종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 냉간가공 후 열처리하지 않은
o
o
H210 피복관의 항복강도가 460 C 및 520 C에서 최종 열처리한 H211과 H212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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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 열처리하지 않은 H210의 항복강도 변화는 약 14%였
으나 최종 열처리된 H211과 H212 피복관의 항복강도 변화는 약 20%로 최종 열
처리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Zircaloy-4의 조사되지 않은 상태의 항복
강도는 최종 열처리가 동일한 온도에서 수행된 H211이나 A 피복관과 유사한 항
복 강도(610-630 MPa)를 나타냈다. 조사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중성자 조사
후 Zircaloy-4의 항복강도는 645MPa로 약 3% 증가하였다. 이는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항복강도를 나타나 유사한 H211과 A 피복관이 중성자 조사 후
에 각각 약 20% 및 33% 항복강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증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Nb이 첨가된 피복관은 1.8-3.1x1020 n/cm2의 낮은 중성자
조사량에도 매우 큰 조사강화가 발생하였으나 Nb이 첨가되지 않은 피복관의 조사
강화는 크지 않았다.
중성자 조사 전후의 총 연신율은 항복강도와 반대로 열처리온도가 증가하면
연신율은 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 후 연신율은 열처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8-10% 내외로 거의 비슷하였다. 중성자 조사전의 연신율과 비
교하여 중성자 조사되면 연신율의 감소량은 최종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였다. 동일하게 최종 열처리된 3종의 피복관(H211, Zircaloy-4, A)을 비교할
때, 중성자 조사 후 연신율의 감소량은 Zircaloy-4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나. 경도 특성

하나로 중성자 시험 전후에 각 피복관의 경도 값을 그림 3.5.4.2에 나타냈다.
미조사 HANA 피복관의 경도는 최종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성자 조사된 HANA 피복관에서도 동일하였다. 그
러나 중성자 조사 전후의 경도 변화는 최종 열처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절대 경도 값은 최종 열처리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o
중성자 조사에 의해 경도 값이 많이 증가하였다. 520 C에서 최종 열처리된 H212
o
의 경도는 중성자 조사 후 약 19% 증가하여 470 C에서 최종 열처리된 조사되지

않은 H211 보다 높았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점 모양의 전위가 경도 증가
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470oC에서 최종 열처리된 H211, Zircaloy-4, A피복관
의 중성자 조사전 경도 차이는 Sn과 N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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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Nb과 Sn이 각각 1 wt.% 첨가된 A피복관의 경도가 H211나 Zircaloy-4 보다
높게 나타났다. HANA 피복관 계열에서 나타난 조사되지 않은 조건에서 낮은 경
도 값을 갖는 피복관이 중성자 조사 후에는 많이 증가하여 220 Hv 이상을 나타냈
다. 즉, 조사되지 않은 조건에서 가장 높은 경도를 갖는 A 피복관이 중성자 조사
후에도 H211과 Zircaloy-4 보다 높은 경도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 미세조직 특성

H211의 중성자 조사후 점모양의 새로운 전위를 쉽게 관찰되었다. 점 모양의
전위는 결정립에 따라 관찰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준위가 비교적
높은 결정립계에서 전위밀도가 결정립 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되지 않은 시
험편에서 관찰되지 않았든 전위 loop과 같은 형태의 전위가 결정립 내에서 관찰되
었다. 중성자 조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점 모양의 전위는 Burgers 벡터가 모재
hcp Zr의 a-성분과 평행한 a-성분 전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H211에
서 관찰된 점 모양의 전위도 a-성분 전위라고 판단된다. 중성자 조사된 H211에서
석출물은 새로 생성된 전위 때문에 쉽게 관찰되지 않았으나 어렵게 관찰된 석출
물은 hcp ZrCr2 형태였다 [그림 3.5.4.3].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 피복관의 취화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1.8-3.1x1020 n/cm2 (E>1.0 MeV) 범위에서 중성자 조사 후, 인장
강도, 경도, 미세조직을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최종 열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HANA 피복관의 조사강화 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나났으며, 동일한 최종 열처리
온도에서 HANA 피복관의 조사강화는 A 피복관보다 낮았고 연신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HANA 피복관의 경도 변화도 강도 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중성자 조사 후 HANA 피복관 내에 loop 모양 및 점 모
양 전위가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조사결함은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 피복관
의 강도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HANA 피복관의 중성자 조
사취화 특성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Zircaloy-4, A)과 대등하거나 약간 우수한 특
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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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1 Yield strength of HANA claddings before/after
irradiation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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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2 Vickers hardness of HANA claddings before/after
irradiation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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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3 TEM micrographs of HANA claddings after
irradiation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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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하나로 연구로를 이용한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 피복관의 취화특성을 평
20

가하기 위하여 1.8-3.1x10

n/cm2 (E>1.0 MeV) 범위에서 중성자 조사 후, 인장강

도, 경도, 미세조직을 평가시험을 수행하였다. 최종 열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HANA 피복관의 조사강화 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나났으며, 동일한 최종 열처리
온도에서 HANA 피복관의 조사강화는 A 피복관보다 낮았고 연신률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HANA 피복관의 경도 변화도 강도 변화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중성자 조사 후 HANA 피복관 내에 loop 모양 및 점
모양 전위가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조사결함은 중성자 조사환경에서 HANA 피복
관의 강도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HANA 피복관의 중성자
조사취화 특성은 기존의 상용 피복관(Zircaloy-4, A)과 대등하거나 약간 우수한 특
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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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증시험방안 도출
1. 개요

HANA 피복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고연소도 피복관의 개발을
절감하여 70,000MWD/MTU의 연소도까지 운전 가능한 지르코늄 신합금 피복관
개발을 원자력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단계별로 지르코늄 신소재에 대한 특
허분석을 통하여 국내 소유권 확보 및 해외 수출이 가능한 고유 소재를 도출하고
자 하였으며 600여 종에 달하는 후보합금에 대한 screening test를 수행하여 최종
후보 신합금(HANA)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도에 시제품 HANA 피복관을 제조하
여 현재까지 부식, 크리프, LOCA와 같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노외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왔다. 노외 성능시험과 함께 노르웨이 Halden 연구로를 이용하여 가압경
수로를 모사하는 운전조건에서 HANA 피복관에 대한 노내 검증시험이 현재 3주
기(536 FPD) 연소가 완료되고 4주기 연소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3주기 연소후 수
행된 3차 중간검사 결과, HANA 피복관은 외국의 피복관인 Zircaloy-4에 비하여
내식성이 50% 이상 향상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HANA 피복
관 상용화를 위해 연구로 시험에서 우수한 내식성을 보인 3종의 HANA 피복관을
선택하여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증시험을 KHNP, KNFC, KAERI가 공동으로 추
진하고 있다.
HANA 피복관 상용화의 일환으로 HANA 피복관이 포함된 집합체를 상용원전
에서 시범 연소하여 실제 노내 거동을 평가하는 시범연료봉 시험을 추진하고 있
다. HANA 피복관 상용원전 시범연료봉 시험은 영광 1호기 18주기 장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연료봉 제작에 필요한 품
질보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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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시험용 자료목록 도출

상용로에서의 HANA 피복관의 연소시험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기관(KINS)에
서 요구하는 모든 안전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용로에서 신규 개
발한 피복관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관련 핵연료설계기준에 따라 인허가용
노내외 성능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한 노외시
험 자료 및 연구로 실증시험 자료, 기초물성 자료를 토대로 HANA 피복관 시범연
료봉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자료 목록을 도출하였다. 표 3.6.2.1은 시범연료봉 인허
가에 필요한 노내, 외 시험자료 목록을 나타낸다.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 도출 외
에 시범연료봉 HANA 피복관의 품질 및 시범연료봉의 제조품질이 상용 원자력급
품질에 준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HANA 피복관 품질보증을 입증할

자료를

표 3.6.2.2와 같이 도출하여 시범연료봉 제작사인 한전원자력연료 (주)에 송부하였
으며 시범연료봉용 피복관 및 제작에 필요한 용접성 평가용 피복관 (pre-PQT)을
아울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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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1 List of database required to the license of the HANA cladding
for the lead task rod (LTR) test

Category 구분

기본
특성
자료

시험 범위

목적

1.1

합금조성

1.2

밀도

상온

집합체 무게 및 노내 장전
물질량(핵설계) 계산

1.3

축방향 인장강도
(YS, UTS)

상온~500℃

온도에 따른 인장값을
수식화하여 코드에 사용

1.4

파열강도

AS, 500, 800ppm H
상온~450℃

온도에 따른 파열값을
수식화하여 코드에 사용

1.5

CSR-Texture

1.6

결정립 크기

기본 특성자료

기본 특성자료
ASTM 규격

1.7 이상입자크기/분포

기본 특성자료
기본 특성자료

1.8

표면조도

연료봉 성능해석

1.9

마모

PWR 조건에서 마모부피 및
마모량 예측

1.10

노외 부식

360℃ / 순수, LiOH
400℃ / steam

노내부식거동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

1.11

열적 크립

300~420℃, 90~200MPa

코드에 사용

1.12

격자상수

1.13

상변태 온도

RT~1000℃

기본 특성자료

1.14

열팽창 계수

RT~500℃,
0, 450, 900ppm

연료봉의 연신량 계산
온도관계식 필요

1.15

비열/엔탈피

RT~1200℃

온도관계식 필요

1.16

열전도도

RT~1200℃

온도관계식 필요

Emissivity

~1200℃

온도관계식 필요

영율

RT~385℃

온도관계식 필요

포아송 비

RT~700℃

온도관계식 필요

1.20

비커스 경도

RT

1.21

고온변형

5~100℃/s, ~90MPa

NUREG-0630 적용 확인

1.22

열충격

1000~1250℃,
500~1500sec, 링압축

고온 특성 평가

1.23

고온산화

1000~1300℃

Baker-Just 관계식 적용 확인

2.1

부식

연소도에 따른 부식

노내 부식 거동 평가

2.2

크립

연소도에 따른 크립

노내 크립 거동 평가

2.3

인장강도

연소도에 따른
인장강도

노내 연신율 평가

열적,
1.17
기계적
특성자료 1.18
1.19

연구로
조사시험
자료

항목

기본 특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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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2 List of database required to the Quality Assurance (QA) of the
HANA cladding for the lead task rod (LTR) test

연번

서류종류

서류명

비고

1

설계서류

Tube 시방서

2

설계서류

TREX 시방서

3

구매서류

KAERI-Zircoproduct 협약서

4

품질서류

HANA 피복관 UT 성적서

5

공정서류

TREX MFO (Manufacturing Flow Outline)

Wah Chang

6

공정서류

HANA 피복관 Tube 제조절차서

Zircoproduct

7

설계서류

HANA-4,5,6 피복관 KAERI 시험자료

8

구매서류

TREX 및 Tube업체 소개자료

9

설계서류

10

품질서류

HANA-3, 4, 5, 6튜브 제조 공정도

11

품질서류

QA manual

“지르코늄 신합금 핵연료피복관 개발과제”
최종보고서 (KAERI/RR-2335/2002)

Zircoproduct

- 155 -

3. 실증시험 방안

HANA 피복관의 핵심 연소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PWR 원전과 유사한
조건의 Halden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노내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HANA 피복관이 장전된 Halden 연구로의 조사시험 리그인 IFA-673 및 IFA-674
와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장전될 웨스팅하우스(W)형 17x17 원전의 운전조
건에 대한 비교결과 열수력적 조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건이 상용 경수로와 유
사한 조건이어서 Halden 연구로의 시험결과로 시범연료봉 장전에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Halden 연구로에서 3주기까지 연소된 HANA 피복관
및 외국의 신형 피복관 A의 산화막 두께에 대한 분석결과, 3주기 연소 후 HANA
피복관의 산화막 두께는 11~14㎛ 정도로 A 대비 약 50~60 % 해당하는 매우 우수
한 부식 저항성을 나타냈다. 중성자 조사에 따른 피복관의 변형량 및 강도의 변화
도 상용 피복관과 대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HANA 피복관이 정상상태 운전 외에 LOCA와 같은 설계기준 사고에서도 핵
연료를 충분히 가둘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연
료봉 대상 재료인 HANA-4, HANA-5, HANA-6 피복관에 대하여 노외 LOCA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고온변형의 경우, HANA 피복관이
NRC 설계 기준인 NUREG-0630을 만족하였으며,

고온 산화의 경우, LOCA 온도

전 영역에서 HANA-4, HANA-5, HANA-6의 산화속도가 Baker-Just 관계식보다
낮은 산화속도를 보였다. 고온 산화 후 급랭시 파단을 보이는 최소 산화량의 경
우, HANA-4, HANA-5, HANA-6 모두 종래의 안전기준인 17% ECR을 상회하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OCA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노외 특성자료도 HANA
피복관은 외국 신형 피복관인 A와 대등하거나 또는 우수한 노외특성을 보이고 있
다. HANA 피복관의 노내․외 성능자료 외에 밀도, 비열, 열전도도와 같은 기초물
성이 노내거동 예측을 위한 설계 코드 입력용으로 평가되었다. HANA 피복관의
기초물성은 Zircaloy-4와 거의 같은 값을 보이며, 이에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이 핵설계 및 열수력 설계에 큰 변경을 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영광 1호기 18주기에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을 장전 가정 시, 연료봉 설
계측면에서 HANA 피복관의 열적/기계적 특성은 개량 피복관과 유사하며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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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크립 등의 노내 성능은 상용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Zr-Nb 계열의 개량 피복
관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개량 연료
봉과 비교하여 출력이 낮은 위치에 장전되므로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의 건전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합체 설계측면에서 HANA 피복관 적용 외에
집합체 부품의 기계설계 변경이 없고 HANA 피복관의 기계적 특성이 A 피복관
과 유사하므로 집합체의 양립성, 연료봉 휨, 연료봉 프레팅 마멸 및 응력 등의 기
계설계 측면에서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장전된 집합체의 기계적 건전성은
기존 집합체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평가된다.

4. 시범연료봉 실증시험 추진현황 및 계획

가. 시범연료봉 실증시험 추진현황

(1) 연구로 검증결과 평가
HANA 피복관의 핵심 연소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PWR 원전과
유사한 조건의 할덴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여 노내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HANA 피복관의 할덴 연구로 조사시험은 2003년 12월에 착수하여 2주기 중간 검
사를 2005년 11월에 완료한 후 현재 3주기 연소(~32 GWD/MTU, 536FPDs)를 완
료하여 중간검사를 진행 중이다. 할덴 연소시험은 Zry-4 피복관 및 A사 Zr 신합
금 피복관을 포함한 12개의 시험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온도 및 열처리
에 따른 부식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76개의 쿠폰 시험시편을 포함하고 있다. 표
3.6.4.1에 HANA 피복관이 장전된 Halden 연구로의 조사시험 리그인 IFA-673 및
IFA-674와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장전될 웨스팅하우스(W)형 17x17 원전의
운전조건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다.
Halden 연구로와 시범연료봉이 장전될 웨스팅하우스형 17x17 원전의 운전조건
을 비교하면 연료봉 평균선출력은 IFA-673/674에서 약 325 W/cm로 W형 17x17
원전의 279 W/cm에 비하여 약 46 W/cm (약 16.5 %) 높으며, 최대 선출력은
IFA-673/674에서 약360 W/cm, W형 17x17 원전에서 343 W/cm로 IFA-673/674에
서 약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평균 및 최대 속중성자속은 IFA-673/674에서 각
13
2
13
2
각 2.95x10 n/cm sec (E>1.0 MeV) 및 3.2x10 n/cm sec (E>1.0 MeV), W형 17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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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각각 8x1013n/cm2sec (E>1.0 MeV) 및 9.8 x1013n/cm2sec (E>1.0 MeV)으
로 평균 약 35 %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속중성자 플루언스는 IFA-673/674에서
총 379 FPDs의 연소기간 후 약 1x1021n/cm2 (E>1.0 MeV), W형 17x17 원전에서는
21
2
379 FPDs의 운전기간 후 약 3x10 n/cm (E>1.0 MeV)로 IFA-673/674 리그의 플

루언스가 W형 원전 대비 약 33 %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냉각수 입구온도는

IFA-673/674에서 288.6~290.2℃로 W형 17x17 원전의 291.4℃에 비하여 약 1.2~2.
8℃ 낮게 나타났으며, 출구온도는 IFA-673/674에서 311.7~316.4℃로 W형 17x17 원
전의 328.2℃에 비하여 약 11.8~16.5℃ 낮게 나타났지만, 피복관 최대 표면온도는
347℃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Halden에서 자체 개발하여 시험 리그의
열수력 분석에 사용하는 VISTA 코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IFA-673/674 리그에서
는 1주기 및 2주기 연소동안 모두 Bulk 비등은 없었지만 높은 선출력 조건에 의
한 국부적인 미포화 비등(Sub-cooled nucleate boiling)이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IFA-673 리그에서는 최대 0.39 %, IFA-674 리그에서는 최대 0.38 %의 Void
fraction이 각각 나타났다. W형 17x17 원전에서 예측되는 Void fraction은 최대 약
0.5 % 이하이나 IFA 연료봉의 평균 선출력이 W형 원전의 출력보다 약 16.5 % 높
은 점을 고려할 때 IFA 연료봉이 다소 높은 Void fraction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1주기 및 2주기 Halden 연소 후 측정된 피복관 산화막 두께는 국부적
으로 미포화 비등이 존재하는 분위기에서의 부식 거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
다. 결론적으로, IFA-673/674 리그와 W형 17x17 원전의 운전 조건을 비교하면 피
복관 부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인자 중에서 연료봉 출력에 의한 효과는
IFA-673/674 리그에서 W형 17x17 원전의 운전 조건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판단
된다.
Halden 연구로에서 3주기까지 연소된 HANA 피복관 및 A사 개량피복관의 산
화막 두께 및 반경방향 외경 변형에 대한 분석결과, 3주기 연소 후 HANA 피복
관의 산화막 두께는 11~14㎛ 정도였으나 A사 개량피복관은 22㎛으로 나타나 A사
개량피복관 대비 약 50~60 % 해당하는 매우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나타냈다. 1주
기 연소 후 HANA 피복관의 외경 변형량은 0.36~0.69 %로 A사 개량피복관의 변
형량인 0.64 %와 비교하여 다소 우수하거나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2주기 연소 후
에는 HANA 피복관의 외경 변형량이 0.88~1.21 %로 A사 개량 피복관의 변형량인
1.53 %에 비하여 약 58~79 %에 해당하는 작은 변형량을 보여서 크립 저항성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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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량피복관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Halden 연구로에서 1주기 조사 후,
상온에서 측정된 HANA 피복관의 항복강도 및 총 변형률에 대한 분석결과, 1주
기 후 4.5x1020n/cm2 (E>1 MeV)의 속중성자 플루언스로 조사된 HANA-4 피복관
은 미조사된 HANA 피복관의 항복강도 대비 약 219 MPa, HANA-5 피복관은 약
116 MPa, HANA-6 피복관은 약 197 MPa의 강도 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HANA
피복관의 총 변형률은 모두 9.9 % 이상으로 1주기 조사 후에도 충분한 연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LOCA특성 시험결과 평가
HANA 피복관이 정상상태 운전 외에 LOCA와 같은 설계기준 사고에
서도 핵연료를 충분히 가둘 수 있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연료봉 대상 재료인 HANA-4, 5, 6 피복관에 대하여 노외 LOCA 시험을 수행
하였다. LOCA 특성은 크게 고온변형시 핵연료 채널의 냉각능(coolability)을 유지
하기 위한 NUREG-0630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지의 여부와 고온산화시 Baker-Just
관계식 이하의 산화속도를 보이고 최종적으로 고온 산화후 냉각시 파단을 보이는
산화량 (ECR)이 초기 두께 대비 17%이상의 성능을 보여야 한다. 고온변형의 경
우, HANA 피복관의 압력-파단온도 관계식이 NUREG-0630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온 산화의 경우, LOCA 온도영역에서 HANA-4, 5 및 6의 산화속도

가 Baker-Just 관계식보다 낮은 산화속도를 보였다. 고온 산화후 급랭시 파단을 보
이는 최소 산화량의 경우 HANA-4, 5, 6 모두 종래의 안전기준인 17% ECR을 상
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OCA 특성 뿐만 아니라 다른 노외 특성자료도
HANA 피복관은 외국 상용 피복관인 A와 대등하거나 또는 우수한 노외특성을
보이고 있다.

(3) 기초물성 평가
HANA 피복관의 노내, 외 성능자료 외에 밀도, 비열과 같은 기초물성
이 노내거동 예측을 위한 설계 코드 입력용으로 평가되었다. HANA 피복관의 기
초물성은 Zircaloy-4와 거의 같은 값을 보이며 이에 HANA 피복관을 상용로에 적
용함에 있어서 핵설계 및 열수력 설계의 큰 변경을 요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159 -

나. 시범연료봉 실증시험 추진계획

신소재로 제조된 시범연료봉의 상용로심 내 장전 개수 허용기준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시범연료봉 손상에
따른 노심의 허용 방사능이 기준 이하로 되어야 하며 둘째로 시범연료봉이 전부
손상하여 전량 스테인리스 봉으로 교체하였을 때 열수력 제반조건이 허용치를 만
족해야 한다. 손상시 노심의 허용 방사능 관점에서 노심의 방사능은 등가 I-131
핵종이 1Ci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 방사능 시범연료봉이 손상이 매우 심하
여 소결체 대부분이 노출되었다고 매우 보수적인 가정 하에서 등가 I-131 핵종이
1 Ci/cc 에 도달하려면 100개 정도의 연료봉의 손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아울러 장전된 시범 연료봉이 모두 손상되어 전량 SUS 봉으로 교체 수리
된다고 가정하여 Stainless Steel 봉의 대체 가능 개수를 집합체 건전성, 연료봉
건전성 및 열수력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1개 집합체에 66개까지 시범연료봉 장전
가능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장전된 집합체
는 장전되는 신연료 집합체 중에서 최대 출력을 내는 집합체보다 다소 낮은 출력
을 갖도록 하여 안전해석측면에서 보수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영광 1호기 18주기에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을 장전 가정하여, HANA 피복
관의 노외 특성 및 Halden 연구로 조사시험 결과,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장
전과 관련된 핵연료 건전성 및 사고시 노심의 안전성과 관련된 영향을 평가하였
다. 연료봉 설계측면에서, HANA 피복관의 열적/기계적 특성은 개량 피복관과 유
사하며 부식 및 크립 등의 노내성능은 상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Zr-Nb 계열의 개
량 피복관과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HANA 시범연료봉이 개량 연료
봉과 비교하여 출력이 낮은 위치에 장전되므로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의 건전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합체 설계측면에서, HANA 피복관 적용 외에
집합체 부품의 기계설계 변경이 없고, HANA피복관의 기계적 특성이 A 피복관과
유사하므로 집합체의 양립성, 연료봉 휨, 연료봉 프레팅 마모 및 응력 등의 기계
설계 측면에서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이 장전된 집합체의 기계적 건전성은 기
존 RFA 형 집합체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설계 평가에서, 영광
1호기 18주기 장전노심에서 4개 집합체의 연료봉 피복관이 전부 HANA 피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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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으로 대체되었다고 가정하여 평가한 결과 HANA 피복관이 장전된 집합
체의 평균출력 및 FH는 기존 집합체와 비교하여 각각 0.003만큼 감소하였으며, 노
심의 전체적인 반응도는 주기말 기준으로 약 0.5 ppm 증가하였다. 기존 노심과 비
교하여 노심 최대 FQ는 동일하며, 노심 최대 FH는 0.001 감소하였다. 따라서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장전이 노심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
가된다. 안전해석 측면에서, HANA 피복관의 물리적 특성 및 파열 특성은 개량
피복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고온에서의 산화도는 개량 피복관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HANA 피복관은 LOCA 해석 관점에서 개량
피복관과

유사한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Non-LOCA 안전해석 측면에서도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은 노심의 안전성 차
원에서 제한적 연료봉이 아니며 과도해석 안전성 분석 관점에서 시범연료봉 장전
영향은 무시할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6.4.4는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장전과 관련한 계획을 보여준다. 2006년
에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장전과 관련한 인허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시방을 확정하였으며 시험용 피복관 및
수입검사와 용접성 평가에 필요한 피복관을 제공하였다. 2007년 3월 이전에 시범
연료봉 집합체 제작을 완료하여 2007년 10월에 영광 1호기 18주기에 장전, 시험하
여 2009년 1사분기에 영광 1호기 제 17차 계획예방 정비 때 HANA 피복관 시범
연료봉 검사 (PSE)를 수행할 계획이다. 연료봉 육안검사 및 부식량, 직경 및 길이
변화를 측정하고 지지격자 폭 및 집합체 휨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
다.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은 영관원전 1호기 제 18, 19, 20주기에 장전되어 시
험하면서 차후 추진할 HANA 피복관 시범집합체 (LTA)시험을 위한 노내 특성
data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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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1 Operational condition of Halden research reactor
and the commercial power plant

Halden IFA-673/674

항목

W형 17x17 원전

운전 조건

운전조건

- 평균

~ 325

~ 279

- 최대

~ 360

~ 330

11. 연료봉 선출력(W/cm)

2

2. 속중성자속(n/cm -sec)
13

- 평균(E>1.0 MeV)

~ 2.95x10

- 최대(E>1.0 MeV)

~ 3.2x10

3. 속중성자 플루언스
2

(n/cm , E>1.0 MeV)

13

21

~ 1x10

13

~ 8x10

~ 9.8x10

13

21

~ 3x10

at ~ 379 FPDs

at ~ 379 FPDs

- 냉각수 입구온도

288.6~290.2

291.4

- 냉각수 출구온도

311.7~316.4

328.2

347

347

4. 냉각수/피복관온도(C)

- 피복관 최대 표면온도

5. Void fraction(%)

6. 냉각수 압력(psi)

0 ~ 0.39 (IFA-673)
0 ~ 0.38 (IFA-674)
236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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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2250

Table 3.6.4.2 Schedule on the HANA cladding for the lead task rod (LTR) test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시범연료봉 인허가
시범연료봉 제조 시방 확정
시범연료봉 제작
시범연료봉 장전 준비
시범연료봉 1주기 시험
(영광 1호기 18주기)
1주기 시범연료봉 검사
(PSE)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3주기 시험
(영광 1호기 19, 2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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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HANA 피복관 상용화 과정의 일환으로 HANA 피복관 상용로 시범연료봉 시
험을 추진하고 있다. HANA 피복관의 상용로 시범연료봉 시험과 관련하여
HANA 피복관에 대한 연구로 노내시험 data, LOCA 물성을 비롯한 노외물성 평
가, 기초물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Halden 연구로 시험결과 분석
및 노외물성, 기초물성, 안전성 평가 결과, HANA 피복관을 상용로에 장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HANA 피복관 상용로 시범연료봉 시험은 현재
영광 1호기 18, 19, 20주기 장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관련 인허가 및 품질
보증 process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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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HANA 합금 지지격자 적용성 예비 평가
1. 개요

신형 HANA 피복관은 노외성능 및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성능 평가시험에서
기존의 상용 피복관(Zircaloy-4, A)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핵연료부품에서 피복관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은 지지격자이고 지지격자도 지르코
늄 합금으로 만들어 진다. 성능이 우수한 HANA 피복관과 동일한 재료로 지지격
자가 구성되면 핵연료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고려
되고 있다. 본 연구는 HANA 신합금이 지지격자로 활용에 필요한 시방요건과 제
조요건 등의 재료변수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HANA 신합금의 지
지격자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실 규모로 strip을 제조하여 미세조직, 부식,
강도, 경도 등의 특성을 기존의 상용 strip(Zircaloy-4, A)와 비교시험을 수행하였
고 최종 열처리온도에 따른 특성변화도 평가하였다. 실험실 규모로 수행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HANA 신합금이 핵연료 지지격자 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최종
적으로 평가하였다.

2. 지지격자용 Zr합금 재료요건

가. 지지격자용 Zr합금 시방요건 평가

신형 HANA 신합금에 대한 지지격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전에 기존의
상용 지지격자 strip에 대한 시방요건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였다. 상용 strip의 최
종 재료 상태는 완전 재결정된 미세조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소와 질소, 산소와
같은 침입형 형태로 유입되는 불순물을 각각 < 25 ppm, < 60 ppm, 1000-1500
ppm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용 strip의 최종 제품의 표면 거칠기는 0.8 µm이
하를 요구하며 결정립 크기도 ASTM No.8 보다 미세한 크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합조직은 길이 방향에 대해 Kearns 지수가 0.09 이상을 요구하며, 400oC에서 부
식특성과 상온 및

o
316 C에서 인장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ASTM E2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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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굽힘특성 평가도 요구하고 있다.

나. 상용 strip 제조요건

상용 지지격자용 strip의 제조공정은 피복관 제조공정과 거의 유사하나 strip
으로 가공되므로 열간 압연과 냉간압연을 거치게 된다. 표 3.7.2.1에 상용
Zircaloy-4 strip제조공정을 살펴보면, 3회 반복용해를 수행하여 잉곳을 제조한 후
o
1015-1100 C 베타 온도영역에서 용체화 처리를 거쳐 베타퀜칭을 수행한다. 베타
o
퀜칭된 제품은 760-790 C에서 알파단조를 실시하여 약 100 mm 두께의 slab로 만
o
들어 진다. 이 slab는 704 C에서 열간 가공하여 3.2 mm 두께의 sheet로 가공된 다

음, 3회에 걸친 냉간가공에 의해 최종 두께가 0.46 mm 및 0.66 mm인 최종 제품
으로 가공된다. 냉간가공 사이 중간열처리는 690-710oC에서 2-10분 동안 수행되며
3차 냉간가공 후 최종 열처리는 중간 열처리와 동일한 온도 및 시간으로 수행된
다.
한편, 외국 A 합금 strip의 제조공정은 Zircaloy-4 strip과 약간 다르다[표
3.7.2.2]. Zircaloy-4 strip 제조의 알파 단조공정 대신에 베타퀜칭 공정 전에 베타
단조공정이 도입되고 열간압연을 2회 수행한다. 냉간가공은 Zircaloy-4 공정에서
3회로 수행되는 반면에 2회로 수행된다.
-forging

→

β-quenching

→

1st

이 합금 strip은 triple melting → β

hot-rolling

→

2nd

hot-rolling

→

1st

cold-rolling → 2nd cold-rolling의 가공 단계를 겪는다. 열간압연 사이 및 열간압
o
연 후 열처리, 그리고 1차 냉간가공 후 중간 열처리는 585-615 C에서 수행되었고
o
2차 냉간가공 후 최종 열처리는 600-635 C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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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2.1 Specification requirements of commercial strips

항목
최종 재료상태
합금조성
및 불순물

Zircaloy-4 Strip

A Strip

Fully Recrystallized

좌동

H<25 ppm

H<25 ppm

N<60 ppm

N<60 ppm

O: 0.100~0.150 ppm

O: 0.100~0.140 ppm

<0.8 μm AA

좌동

결정립도

ASTM 8 or finer

좌동

집합조직

Longitudinal Kearns No. >0.09

표면 거칠기

2

부식
상온인장

고온인장
o

(316 C)

굽힘강도

경도

Longitudinal Kearns No. >0.07

o

<22mg/dm at 400 C for 3
days
UTS >379 MPa

좌동

YS>296 MPa

좌동

EL>24%
UTS >158 MPa
YS>93 MPa

좌동

EL>30%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amples shall be bent 180
degree around a radius equal or
two times the nominal thickness
of the material per ASTM E290.
규정 없음 (c.f., <77 HR30T)

- 167 -

좌동

좌동

Table 3.7.2.2 Manufacturing conditions of commercial strips

Manufacturing
Process

Zircaloy-4 Strip
o

Temp. ( C)

Melting

A Strip

두께(mm) Temp. (oC)

Time

Triple melting

Time

두께 (mm)

Triple melting

β-quenching

1015~1100

>15 min

190

-

-

-

β-forging

-

-

-

1015~1120

2.5~5 h

114.3

β-quenching

-

-

-

1070

3/4~4 h

-

α-forging

760~790

40~120 min

100

-

-

-

1 Hot-rolling

704

3.2

585~615

0.5~10 h

19.05

Annealing

690~710

2~10 min

585~615

1~3 h

2nd Hot-rolling

-

-

-

585~615

1/4~2 h

Annealing

-

-

-

585~615

1~3 h

st

st

1 Cold-rolling
Annealing

2.3
690~710

2~10 min

nd

2 Cold-rolling
Annealing

1.4
690~710

2~10 min

3rdCold-rolling
Annealing

0.79/0.97
690~710

2~10 min

Final
Cold-rolling
Final annealing

1.22/1.52
585~615

2~4.5 h

-

-

-

-

-

-

-

-

-

-

-

-

0.46/0.67
690~710

2~10 min

0.46/0.66
6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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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81

4~10 min

3. HANA합금 지지격자용 소형 strip 제조 및 특성평가

가. HANA 신합금 지지격자용 소형 strip 제조

HANA

신합금의

지지격자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종

(HANA-4,

HANA-6)합금의 소형 strip을 제조하여 시방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실험실
규모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HANA 신합금의 잉곳은 VAR을 이용하여 4번 반복용
해 방법으로 300 g 크기의 button형태로 준비하였다. 제조된 잉곳은 베타퀜칭, 열
간압연, 진공 열처리, 냉간가공(3회), 중간열처리(3회), 최종 냉간가공, 최종 열처리
의 일련의 공정을 수행되어 상용 strip과 동일한 두께(0.66 mm)로 만들어 졌다.
o
HANA 신합금 strip의 최종 열처리는 590, 610, 630 C에서 수행되었다.

나. HANA 신합금 strip 특성 평가

HANA-4와 HANA-6 합금의 지지격자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최종 열처리
o
가 630 C에서 수행된 strip에 대해 재료 상태, 결정립도, 부식, 인장, 굽힘, 경도 등

의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HANA-4 및 HANA-6 합금의 최종조직은
완전 재결정된 조직을 나타냈으나 기존의 상용 합금 strip 보다 결정립 크기가 다
소 작았다. 결정립은 ASTM No. 8보다 작았으므로 시방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400oC 수증기 분위기에서 무게증가량은 시방 요구조건(<22 mg/dm2)을 충족하였
으며 비정상적인 표면 부식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온에서 항복강도, 인장강
도, 연신률은 시방 제한치를 상회하였고 기존 상용합금 strip과 유사한 특성을 나
o

타냈다(그림 3.7.3.1). 316 C 고온 인장시험 결과도 상온과 마찬가지로 시방요건을
모두 만족하였고 상용 합금 strip과 유사하였다. ASTM E290에 따른 굽힘 시험
경우에도 굽힘부에서 균열이나 특이한 점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7.3.2). HANA
합금의 Knoop 미세경도 측정시험도 기존의 상용 합금 strip과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다. HANA 신합금 strip 최종 열처리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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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4와 HANA-6 합금 strip에서 최종열처리가 제반 특성에 미치는 영
o
향을 평가하기 위해 590, 610, 630 C에서 최종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Zr합금에서

최종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부식특성은 감소하고 인장 및 경도 값은 감소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7.3.3은 400oC 수증기 분위기에서 150일 동안 부식
시험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증가량은 두
합금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630oC에서 최종열처리가 수행된
HANA-6 합금에서 부식특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부식시험
결과를 토대로 HANA 신합금의 부식저항성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최종열처리를
o
610 C 이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최종열처리 변
o
화에 미치는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상온 및 316 C 인장시험 결과

에서 최종열처리 변화가 HANA 신합금의 인장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
나 연신률 변화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상온에서 측정한 미소경도 시
험에서도 강도변화와 마찬가지로 최종 열처리 온도는 경도 값에 큰 영향을 미치
지는 못했다.

HANA 신합금 strip의 형상성(formability)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상

o

굽힘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그림 3.7.3.4에 나타낸 최종 열처리를

온에서 180

o
590 C에서 수행한 시험편에서 조차 바깥 표면에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590oC에서 최종 열처리를 수행한 시편은 모두 재결정 상태(그림 3.7.3.5)를 나타내
고 있었으므로 590oC에서 최종 열처리를 수행하여도 형상성이나 재료의 재결정
상태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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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1 Tensile properties of HANA strip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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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2 Bending properties of HANA strip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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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eight gain, mg/dm

2

400 C x 15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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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590C

610C

630C

HANA-4

590C

610C

630C

HANA-6

Fig. 3.7.3.3 Effects of final annealing temperature on corrosion
o
properties of HANA strips under the 400 C steam atmosphere

- 173 -

HANA-4

HANA-6

Fig. 3.7.3.4 Outer surface appearances after 180o-bending test
o
for the final annealing temperature of 59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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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4

HANA-6

Fig. 3.7.3.5 TEM microstructures after 180o-bending test for the
o
final annealing temperature of 59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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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NA 신합금 지지격자 활용방안 도출

기존의 상용 지르코늄 합금(Zircaloy-4, A) strip 재료 시방요건과 제조요건 등
을 평가하여 HANA 신합금을 실험실 규모로 strip을 제조하여 제반 특성을 평가
하였을 때, HANA 신합금 strip은 상용 strip과 견줄 만한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지지격자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인장 및 굽힘 특성은 상용
strip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최종 열처리를 온도를 보
다 낮추어 610℃ 이하로 유지하면 내식성은 보다 향상되고 강도나 굽힘 특성도
o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종 열처리를 590 C까지 낮추어도

HANA 신합금의 재결정 특성과 인장 및 굽힘 특성도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므로 최종 열처리는 590~610oC 범위에서 수행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있다. 따라서 당해단계에 수행된 실험실 규모의 HANA 신합금 소형 strip에 대한
지지격자 적용성에 대한 예비 평가결과, HANA 신합금 strip은 상용 합금 strip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후 지지격자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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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HANA 신합금 소형 strip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특성시험 결과, 기존의 상용
strip과 유사한 특성을 갖거나 시방에서 요구하는 제한 값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
므로 HANA 합금은 지지격자용 재료로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추후,
상용급 HANA 신합금 strip을 제조하여 제반특성 평가를 수행하여 HANA 신합
금 strip의 우수한 특성이 입증되면 HANA 신합금 지지격자는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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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초고연소도용 신합금(Next-HANA) 개발방안 도출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부식저항성이 현재의 HANA 피복관보다 우수하며 더 높은 연
소도까지 사용가능한 고성능 차세대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Zr 합금의 주된 합금원소들인 Nb, Fe,
Cr, Cu 및 Mo 등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존재할 때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델합금들을 설계, 제조하여 부식특성을 평가하였다.

2. 모델합금 설계 및 제조

모델합금은 지르코늄 합금에 첨가되는 합금원소 중에서 합금원소의 고용량, 석
출되는 생성상의 종류와 분률 등의 영향을 평가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모델합금
들은 상용 Zr 합금 튜브의 제조공정을 모사한 공정에 의하여 판재형태로 제조되
었다. 합금의 제조는 진공 아크용해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용해시 4번의 재용해를
실시하여 제조된 합금의 조성적인 균질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아크용해로 제조된
ingot는 β상 영역에서 열처리 후 수냉되었고, 다시 580-650℃의 온도범위에서 열
간가공 되었고, 그 후 두 차례의 냉간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mm 두께의 판
재형태로 제조되었다. 각각의 냉간가공사이에 합금의 종류에 따라 580-720℃의 범
위에서 진공열처리가 수행되었다.

3. 모델합금 성능평가

모델합금들의 부식특성은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360℃ 순수물 분위기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조사되었다. 그림 3.8.3.1은 360℃ pure water 조건에서
Zr-Nb 합금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부식에 미치는 고용원소의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설계된 Zr-0.2Nb 및 Zr-0.4Nb 합금에서는 Nb의 양이 증가할수록 부
식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Nb의 첨가량이 고용도 이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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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서는 부식속도가 N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부식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산화막은 합금조성에 관계없이 검은색을 유지하였
다.
그림 3.8.3.2는 Zr-Cr-Fe 합금의 360℃에서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Pure
water 조건에서 Zr-Cr(L) 및 Zr-Cr(H) 합금이 높은 부식속도와 함께 산화막도 갈
색으로 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Zr-Cr(L)의 부식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Fe를 포함하는 3원계 합금은 낮은 부식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산화막도
검은색을 유지하였다.
그림 3.8.3.3은 Zr-Cu-Mo 합금의 360℃에서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Pure water 조건에서 Zr-Cu(H) 합금을 제외한 모든 합금이 부식시험 초기에 부
식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Zr-Cu(H) 합금은 낮은 부식속도와
검은색의 접착성이 우수한 산화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합금의 부식거동은 부식속도 및 부식가속이 시작되는 시점 등에서 합금조
성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합금들 중에서는
Zr-Cr-Fe(H), Zr-Cu(H), Zr-0.4Nb 그리고 Zr-1.5Nb 순으로 부식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합금들은 Zircaloy-4에 비하여 매우 낮은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합금원소들 중에는 Fe가 부식저항성 개선에 유리한 반면 Mo의 첨가
는 부식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식성능이 월등
히 개선된 초고연소도용 신합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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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3.1 Corrosion behaviors of Zr-Nb model alloys in 360oC
water

- 180 -

Weight gain, mg/dm

2

150

100

50

0

Cr(L)

CrFe(L)

Cr(H)

CrFe(H)

Alloying elemen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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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3.3 Corrosion behaviors of ZrCu-Mo model alloys in
360oC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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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식저항성이 현재의 HANA 피복관보다 우수하여 더 높은 연소
도까지 사용가능한 고성능 차세대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
반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합금원소를 이용한 모델합금들을 제조하여 부식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합금의 부
식거동은 부식속도 및 부식가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합금조성에 매우 민감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식성능이 월등히 개선된 초고연소도용 지르코늄
신합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였다.

- 183 -

제 9 절 HANA 피복관 성능향상을 위한 기반연구
1. 개요

본 절에서는 고성능 핵연료피복관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HANA 신합금의
산화막분석, 크립 특성 향상방안, LOCA 및 RIA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결과를 언
급하였다. 도출된 연구자료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 영향에
대한 기본원리를 찾아내어 HANA 피복관의 성능향상 및 우수한 신합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HANA 합금의 부식거동 및 산화막 미세구조

본 연구에서는 HANA 합금이 Zircaloy-4 합금 보다 내식성이 우수한 이유를 규
명하기 위하여 HANA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미세구조와 부식 거동을 조사하였
다. HANA 합금의 부식 시험은 가압경수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모
사 분위기에서 1000 일 동안 수행되었다.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과정은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까지 산화막을 통과한 산소이온의 확산에 크게 지배를 받기 때문
에 산화막의 미세구조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HANA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특성과 산화막에 존재하는 석출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가.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들은 표 9.2.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화학 조성을 가
지며, 직경과 두께가 각각 9.5mm와 0.57mm인 튜브 형태로 제조되었다. 최종 어닐
o
링 온도는 부식 거동에 미치는 열처리 온도의 영향를 알아보기 위하여 470 C 와

570oC 에서 각각 수행하였고, 제조된 HANA 합금은 상용 Zircaloy-4 합금과 함께
부식 시험과 산화막의 특성조사에 사용되었다. 부식 시험에 사용된 HANA 그리고
Zircaloy-4 합금은 각각 40mm와 30mm의 길이로 준비되었고 부식 시편의 표면
조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30vol%), 질산(30vol%), 황산(30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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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10vol%)의 혼합용액에서 표면을 산세하였다. 부식 평가는 주기적으로 시편을
꺼내어 무게 증가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해 부식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Wg=(Wf-Wo)/A
Wg : 무게증가량 (mg/dm2)
Wf : 시험후 시편의 무게(mg)
Wo : 시험전 시편의 무게(mg)
2
A : 시편의 표면적(dm )

부식

시험

이후

각각의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LOM(Transmitted Light Optical Microscopy) 그리고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으로 관찰 하였다. SEM 관찰을 위한 산
화막 단면 시편은 마운팅 후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하였고, TLOM 관찰 시
편은 정밀 연마기를 사용하여 20㎛이하의 두께까지 기계적 연마하여 준비하였다.
또한, TEM 시편은 FIB(Focused Ion Beam; Nova 600)를 사용하여 100 nm 이하
의 두께로 밀링하여 준비하였다. TEM 관찰은 200kV 가속전압의 TEM(JEOL)을
이용하였고,

산화막내의

석출물의

화학적

성분

분석에는

TEM에

부착된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를 사용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최종 열처리 온도 변화에 따른 부식 특성
그림 9.2.1은 PWR 모사 분위기에서의 HANA-3, 6 그리고 Zircaly-4 합
금의 부식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HANA 합금이 Zircaloy-4 합금보다 낮은 무게
증가량을 보여 주고 있고, HANA 합금에서는 최종 열처리 온도가 동일한 경우
HANA-6 합금이 HANA-3 합금보다 낮은 무게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학 조성이 같은 HANA 합금에서는 최종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 증
가량이 증가하였다. 모든 합금의 부식 거동에서는 천이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러한 천이 현상은 합금 첨가 원소와 최종 어닐링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각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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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가 달라졌다. 즉, 무게 증가량이 크게 증가한 Zircaloy-4 합금이 그렇지 않은
HANA 합금보다 더 많은 천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1000일 동안 수행된 부식 시험에서 최종 어닐링 온도 470oC 에서 열처리된
HANA-6 합금은 단 한번의 천이 현상을 부식 시간 540 일에서 나타내었고,
o
570 C 에서 열처리된 HANA-3 합금에서는 모두 3 번의 천이 현상이 관찰 되었

다. 또한, HANA-6 합금에서 천이 현상이 관찰된 부분에서의 무게 증가량은
HANA-3 합금에서 천이 현상이 관찰된 부분에서 보다 무게 증가량이 낮았다. 또
한, 같은 조성을 갖는 합금에서는 천이 현상이 관찰된 부분에서의 무게 증가량은
최종 열처리 온도와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최종 열처리 온도가 높은 합금
들의 천이 도달 시간이 좀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산화막 미세구조
그림 9.2.2는 PWR 모사 분위기에서 1000 일 동안 HANA-3, HANA-6
그리고 Zircaly-4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SEM 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부
식률이 제일 높은 Zircaloy-4 합금의 산화막/기지금속 계면이 HANA-3, HANA-6
합금의 계면 보다 불규칙하게 관찰되었다. 이 계면 거칠기는 지르코늄 합금의 부
식 특성에 영향을 주는 산화막의 미세조직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고
려된다. Bossis는 Zr-1Nb-O 합금의 느린 산화 거동이 매우 일정한 계면과 관련
이 있고 Zircaloy-4 합금의 가속 산화 거동이 심하게 불규칙한 계면과 관계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9.2.1]. 그리고 산화막/기지금속 계면에 곡률은 산화막에 존재하는
압축 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2.2]. 즉, HANA 합금 특
히 HANA-6 합금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평한 계면이 그렇지 못한 Zircaloy-4 합
금과 비교할 때 산화막의 보호성을 위해서는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9.2.3은 PWR 모사 분위기에서 1000 일 동안 HANA-3, HANA-6 그리고
Zircaly-4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TLOM 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1000 일
동안의 부식 시험에서 형성된 산화막의 총 두께는 합금들의 부식율에 따라 달라
졌고, 모든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의 개수
와 각 층의 두께는 합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산화막과 기
지금속의 계면에서의 산화막 층에 성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외의 층들은 모두
성장이 끝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산화막의 미세조직이 성장과정에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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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각 합금에서 형성된 산화막 층
상 구조의 특성은 표 9.2.2와 같다.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합금일수록 완전하게 성
장된 산화막 층의 두께가 두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3의 그래프에
나타난 화살표는 부식 거동에서 관찰된 천이 점을 표시한 것으로 완전하게 성장
된 산화막층의 두께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산화막 성장의 주
기성과 부식 저항성과의 관계는 앞서서 연구된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3) 산화막의 결정립과 석출물
산화막의 결정 구조와 지르코늄 산화막내의 석출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TEM으로 각각의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의 단면을 관찰하였다. 그림 9.2.4는 PWR
모사 조건에서 300 일 동안 HANA-3 합금에 형성된 산화막을 관찰한 결과이다.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 부근에서는 주로 주상정 조직들이 계면과 수직한 방향
으로 성장하였고 (a), 주상정 조직 사이와 계면 부분에서는 공공과 균열과 같은
결함들이 관찰되지는 않았고, 산화막의 중간과 표면 부분에서는 등축정과 주상정
조직들이 함께 구성되어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계면 부분에서 형성된 등축정
조직이 임계 크기까지 성장한 다음 주상정 조직으로 변화된다고 보고한 이전 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9.2.2].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 과정에서 산화막에 편입
된 석출물은 주변의 산화막보다 느리게 산화가 진행되고 비정질 형태로 변형이
되는데 그림 9.2.4의 (d)에서 이 과정을 거친 석출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출물
은 산화막의 표면에서 1.3㎛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관찰이 되었다. 그렇지만 계면
부근에서는 Zr(Nb,Fe)2 형태의 결정화 된 석출물이 관찰되었는데(b), 이는 주변의
산화막 보다 산화가 느리게 진행된 석출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2.5는 PWR 모사 조건에서 300 일 동안 HANA-6 합금에 형성된 산화
막에서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산화막의 두께는 2.4㎛ 정도로 천이가 발생
하기 전의 미세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산화막의 미세조직은 등축정과
주상정 조직이 함께 구성되어있고 산화막의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였다. 산
화막의 표면에서 700nm 정도 까지는 주로 등축정 구조의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 조직 사이에 무수히 많은 미세균열들이 관찰 되었다(c). 그렇지만 산화막
과 기지금속의 계면과 중간 부근에서는 주상정 조직이 주로 관찰되었고, 미세 균
열과 공공은 관찰되지 않았다(a, b). HANA-6 합금의 산화막에서 관찰된 주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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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은 HANA-3 합금의 산화막에서의 주상정 조직들 보다 길이와 폭이 좀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주상정 구조의 결정입이 우수한
부식 저항성을 위해서 좀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산화막과 기지금속
의 계면 부분이 주상정 조직으로 구성된 Zircaloy-4 합금에서 비교적 낮은 부식율
을 보여준 Wadman의 결과와 일치한다[9.2.3].
그림 9.2.6은 PWR 모사 조건에서 1000 일 동안 HANA-6 합금에 형성된 산화
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부근에는 주상정 조직이 구
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300 일 동안 형성된 계면에서의 주상정 조직의 크
기는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a).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상정 조직
들 사이에서는 균열과 공공들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상정 조직의 폭은 등
축정 조직과 균열들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중간 부분으로 이동할수록 좁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b). 산화막 중간 부분의 주상정 조직 부분에서 균열들이 형성되
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시편의 준비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도 생각된
다. 중간 부분에서 등축정 구조의 결정 위에 주상정 구조의 결정들이 관찰이 되었
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등축정 조직이 임계 크기까지 성장한 다음
주상정 조직으로 변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바깥 부분에서의 산화막은 등축
정 조직이 수 많은 균열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c). 이처럼 산화막의 조직 형태
가 바깥 부분에서 계면부분으로 주기적으로 변화는 것은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
치한다.
TEM 으로 관찰된 결정 조직은 그림 9.2.2에서의 산화막의 층상 구조와 일치하
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천이 현상은 산화막의 층에서 균열의 형성
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균열이 오직 등축정 구조의 결정으로 구성된 부분
에서만 관찰이 되었다. 즉, 모든 균열들은 등축정 구조 결정의 입자 사이에서 주
로 형성이 되고 주상정 구조의 결정에서는 퍼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상정
구조 결정들에서 균열의 퍼짐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균열의 형성은
산화막의 성장 과정에서 응력의 축적과 이완 작용이 크게 관련 되어있다. Cox는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에서 산화막 초기 성장에서 정방정 ZrO2가 압축 응력에
의해서 안정화 된다고 제안했다[9.2.4]. 응력이 감소되는 산화막 두께에서 미소 균
열의 형성과 동반하는 정방정 그리고 단사정 결정 구조에서 martensitic 상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균열 발생의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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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7은 PWR 모사 조건에서 300 일 동안 HANA-6 합금에 형성된 산화
막에서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에서 500n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석출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출물은 산화막내에서 산화되지 않는 β-Nb로 분석되었다. 하
지만 그림 8에서는 산화막의 표면 부분에 위치한 석출물이 비정질 형태로 상 변
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석출물은 바깥쪽 산화막에서 300nm 정도 떨어진 곳
에 위치하고 있었고, EDS에 의한 성분 조사에서 완전히 산화되지는 않았다. 산화
막에서 관찰된 석출물의 특성은 Bossis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Nb
가 함유된 석출물이 계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완전히 결정화 되어 있었고 계
면에서 1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의 석출물이 비정질로 상 변화를 한다고 보고하
였다. 즉, 산화막 내에서의 석출물이 산화할 때 석출물의 조직이 구성 원소의 감
소와 함께 나노 결정화가 되거나 비정질화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9.2.5].
Pecheur는 Zircaloy-4 합금의 부식 과정에서 Zr(Fe,Cr)2 형태의 석출물이 산화
되지 않은 상태로 산화막과 기지금속의 계면에서 300nm 까지 존재하는 것을 관
찰하였다[9.2.5]. 그렇지만 Zr-1Nb-O 합금에서는 산화되지 않은 석출물이 산화막
과 기지금속과의 계면에서 400nm 떨어진 곳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9.2.6]. 이것은 비록 Zricaloy-4 와 Zr-1Nb-O 합금의 석출물의 특성이 달라도
Zr(Fe,Cr)2 형태의 석출물이 β-Nb 형태의 석출물보다 더 쉽게 산화되는 것을 암
시한다. 즉, 산화막에 편입된 석출물이 좀 더 늦게 산화되는 것이 산화막의 보호
성에 좀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ANA 합금의 산화막은 편입된 석출물
의 산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산화막의 보호성이 더 장시간 유지됨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HANA-3, HANA-6 및 Zircaloy-4 합금의 부식 거동이 PWR 모사 분위기에
서 조사하였다. HANA 합금은 Zircaloy-4 합금보다 부식 속도가 매우 낮았으며
최종 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 부식 속도도 증가하였다. 산화막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 합금의 조성과 관계 없이 모든 산화막이 층상 구조로 이루어졌음이 관찰되
o
었고, 완전하게 성장된 층의 두께는 내식성이 가장 우수한 470 C로 최종 열처리

된 HANA-6 합금이 가장 두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HANA 합금에 형성된 산화
막은 주로 주상정 구조의 결정립이 계면 부근에서 형성 되어 있었고 표면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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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등축정 구조의 결정립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균열들은 등축정 구조의 결정
립들이 많은 영역에서만 관찰이 되었다. 그리고 산화막 미세 조직의 형태는 표면
쪽에서 계면쪽으로 주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부식거동에서의 천이
현상과 층상 구조와 일치하였다. 또한, HANA 합금은 산화막으로 편입된 석출물
의 산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산화막의 보호성이 더 장시간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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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lloys(in wt. %)

Alloy

Nb

Sn

Fe

Cu

Cr

Zr

HANA-3

1.5

0.4

0.1

0.1

-

Bal.

HANA-6

1.1

-

-

0.05

-

Bal.

Zircaloy-4

-

1.3

0.2

-

0.1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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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2 Oxide characteristics of HANA and Zircaloy-4 alloys observed
by transmitted light optical microscopy

Total oxide
thickness

No. of layer

Thickness of
each layer

HANA-3

7.6 ㎛

3 layers

3.0 & 1.6 ㎛

HANA-6

5.2 ㎛

2 layers

3.6 & 1.6 ㎛

Zircaloy-4

14.8 ㎛

7 layers

2.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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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1 Corrosion behavior of HANA and Zircaloy-4 allo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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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cross
sectional oxides formed on HANA in Zircaloy-4 alloys
after 10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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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3 Transmitted light optical micrographs of the cross sectional oxides
formed on HANA and Zircaloy-4 alloys after 10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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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4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and a incorporated precipitate
of the interface (a, b) and middle region (c, d) of the oxide each other
formed on the HANA-3 after 3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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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5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he interface (a), middle (b)
and surface (c) region of the oxide each other formed on the HANA-6 after
3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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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6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he interface (a), middle (b)
and surface (c) region of the oxide each other formed on the HANA-6 after
10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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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7 The precipitate located at about 500nm away from the
interface in the oxide of HANA-6 after 3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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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8 The precipitate located at about 300nm away from the
outer surface in the oxide of HANA-6 after 300 days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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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에 미치는 Cu 영향 평가

최근의 지르코늄합금 개발 동향은 Sn, Fe, Cr, Nb 등의 합금원소를 약 3 wt.%
이내에서 첨가원소의 중성자효과를 고려하고 최적의 열처리조건을 확립하여 기계
적 특성과 내식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기존의 합금 원소만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합금원소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u의

경우

Zr-1Cu-0.4Fe,

Zr-1.4Cu-Fe합금이 Zircaloy-2보다 고온에서 향상된 내식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
었고[9.3.1], Zr-Cu 이원계 합금의 경우 Cu 첨가량이 0.2 wt.%에서 가장 좋은 내
식성을 나타내고, Cu 첨가량이 증가되면 부식저항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9.3.2]. Cu 첨가량에 따른 지르코늄합금의 부식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지
만 Cu가 첨가되지 않은 합금과의 성능을 비교하는데 자료가 부족하였다[9.3.3]. 지
르코늄합금의 내식성이 Cu를 첨가하거나 미량으로 첨가될 경우 첨가량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Zr-Nb-Sn-Fe-Cr 계의 합금
과 Zr-Nb 계의 핵연료피복관용 합금에 대하여 Cu 첨가나, 또는 첨가량의 변화가
미세조직 및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Cu의 첨가량을 변화시
킨 다원계 합금에 대하여 최종열처리는 470℃로 수행한 후, 미세조직관찰, 석출물
특성분석, 산화막 결정구조 분석 등을 수행하여 부식특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첨가
의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가.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첨가합금 조성에 따른 부식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첨가원소 및 Cu 함량이 다르게 첨가된 합금을 준비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지르코늄 합금에서 Cu 첨가량은 0～0.3 wt.% 범위로 표 9.3.1과 같은
조성으로 준비하였다. 합금에서 Cu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합금 그룹은
Zr-Nb(0.4wt.%)-Sn(0.8wt.%)-Fe+Cr(0.5wt.%)의

조성을

가진

G

합금과,

Zr-Nb(1.1wt.%)의 조성을 갖는 H 합금에 Cu 량을 변화시킨 합금으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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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하였다.
합금의 제조는 표 9.3.2와 같은 공정을 적용하여 미세조직 분석 및 부식시험을
위한 판재시편으로 가공하였다. 시편은 불순물의 편석이나 합금조성의 불 균질한
분포를 방지할 목적으로 4 회에 걸쳐 VAR (Vacuum Arc Remelting) 방법으로
400g의 잉곳으로 용해하였다. 잉곳은 합금조성의 균질화를 위하여 β-상 영역인
1020℃에서 30분간 열처리를 실시한 후 수냉하였고, β-열처리된 시편은 590℃에
서 20분 동안 열처리를 한 후 60%의 압연률로 열간압연을 하였다. 열간압연 된
시편은 모두 580℃에서 3시간 동안 annealing을 실시하였다. 1차, 2차 및 3차 냉간
압연은 각각 40%의 압연률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냉간압연 후에 570℃에서 3시
간 동안 열처리하였고 최종 열처리는 470℃에서 2.5시간 수행 하였다.
부식특성평가용 시편은 최종 열처리한 판재시편을 10×20×1㎜3의 크기로 절단
하고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220부터 1200까지 연마한 후 아세톤과 알콜 세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식시편의 표면조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산
(5%)+황산(20%)+질산(30%)+물(45%)의 혼합용액에서 산세 하였다. 부식실험은
ASTM-G2-81[9.3.4]의 절차에 따라 360℃ 물 조건에서 18.9 MPa의 압력이 유지
되는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부식 특성 평가는 부식시험 중간에
15～30일 간격으로 autoclave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무게증가량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미세조직 분석을 위한 광학현미경 관찰용 시편은 마운팅 후 SiC 연마지로 연
마하고, 불산(10%)+황산(20%)+질산(30%)+물(40%)의 혼합용액으로 에칭 하였다.
TEM 관찰용 시편은 1㎜ 두께의 시편을 70㎛ 까지 연마하여 3㎜ 지름의 디스크로
만든

다음,

에탄올(90%)과

과염소산(10%)의

혼합용액을

만든

후

twin

jet-polishing을 실시하였다. 관찰된 석출물의 성분은 TEM에 부착된 ED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때 정확한 Cu의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u가 없는 Be
홀더를 이용하였다.
산화막의 분석은 천이 후 영역에 해당하는 300일 부식시험 된 시편에 대해 실
시하였다. X-ray 회절시험은 1.54056Å의 파장을 갖는 Cu-Kα 선을 이용하였으며,
low-angle diffraction 방법으로 입사각을 2°로 하고 scan 속도를 0.5°/min의 조건
으로 2θ를 20°～40°의 범위로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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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및 고찰

(1) 합금의 미세조직 및 부식특성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영향
그림 9.3.1은 제조된 합금의 미세조직의 형태를 광학현미경의 편광기능
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마지막 열처리 온도를 470℃ 조건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림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모든 합금에서 미세조직은 가공조직으로 형
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G 그룹과 H 그룹의 합금모두 Cu 첨가량이 증가됨
에 따라 가공조직의 상태가 점차 미세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금의 미세조직
상 Cu 첨가량의 증가에 의해 가공조직의 상태가 미세화 되는 것은 Cu 첨가에 의
한 고용효과와 Cu가 고용도 이상으로 첨가될 경우에는 석출상을 형성하여 시편의
제조공정 중에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판재시편의 제조
공정에서 냉간가공 후 열처리에 의해 합금이 재결정이 되는데 Cu의 첨가량에 의
해 결정립이 미세화 되는 현상이 합금제조 공정 중에 적용되어 최종단계의 가공
조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합금의 미세조직이 모두 가공조직으로 형성
되었기 때문에 결정립의 크기 측정은 불가능 하였다.
G와 H 그룹의 합금에서 Cu 첨가량에 따른 부식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은
18.9MPa 압력의 360℃, 물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9.3.2는 다원계의 G 및 H
계열 합금에 대한 부식시험 결과를 부식시간에 대한 무게 증가량의 변수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 9.3.2-(a)는 G 그룹의 합금을 물 분위기에서 480일 동안 시험된
결과로서 Cu 첨가량에 따라 다른 부식거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식반
응에 의한 무게증가량은 Cu를 첨가하지 않은 합금은 부식시험 시간이 약 150일
경과 후에 천이가 발생되어 무게 증가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Cu를 첨가한 합
금은 180일 이후에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하였으나 천이 후의 무게증가량이 다
시 감소되어 약 390일에 2차 천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부식속도의 천이는 지
르코늄 합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천이 이후에 무게증가량에 의해 합
금의 부식성능이 결정된다. 그림 9.3.2-(b)는 Zr-Nb-Cu 3원계의 합금인 H 그룹에
대한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 조건의 부식시험 결과에서 부식거동을
보면 약 90일 경과 후에 모든 합금에서 천이가 발생하였으나 천이 이후 Cu 첨가
에 의한 내식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약 200일의 부식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내식성의 차이가 발생되었는데 Cu를 첨가하지 않은 합금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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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부식시험 이후에 급격한 천이가 발생되면서 내식성이 크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Cu가 첨가된 나머지 합금들은 여러 번의 천이가 발생하였지만 천이 이후
에 무게증가량의 폭은 적었다.
G 계열의 합금과 H 계열의 합금을 부식거동관점에서 비교하면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식속도의 천이현상은 첨가되는 합금원소에 의해 천이시간, 천
이횟수 그리고 천이후의 무게증가량의 변화로서 나타났다. Nb, Sn, Fe, Cr 및 Cu
가 첨가된 다원계 합금에서는 천이 횟수는 적으나 천이 이후 무게증가량이 크지
만, Nb과 Cu가 첨가된 합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천이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천이이
후의 무게 증가량은 적었다. 합금에서 천이가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되는 것은
기지 내에 고용되어 있는 합금원소와 석출된 제 2상의 특성에 의한 영향으로 사
료된다.
그림 9.3.3은 두 그룹의 합금에 대하여 480일의 부식시험결과를 Cu 첨가에 대
한 무게증가량의 변수로 나타낸 것이다. 9.3.3-(a)의 G 그룹의 합금에서 Cu가 첨
가되면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u 첨가량의 증가에 의한 영
향 보다는 Cu의 첨가 여부가 부식거동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합금에서 Cu 첨가에 의한 내식성 향상은 약 15%로 나타났다. 9.3.3-(b)는 H 그룹
의 Cu 첨가량에 따른 부식시험 결과로서 Cu 첨가에 의해 내식성이 크게 향상되
는 것을 알 수 있고 Cu 첨가량이 증가되면 내식성이 점차 향상되는 경향이 관찰
되었다. 이 합금에서 Cu 첨가에 의한 내식성의 증가는 약 35%로 나타났으며, Cu
첨가량의 증가에 의해서 내식성은 조금씩 향상되었다.
G와 H 그룹의 두 합금 간 내식성의 차이는 Cu를 첨가하지 않으면 G 합금에
서 내식성이 우수하였으나 Cu를 첨가하면 H 그룹의 합금에서 내식성이 더욱 증
가되었다. 두 종의 합금 계에서 Cu 첨가로 인하여 내식성은 매우 향상되었는데
이는 부식속도의 천이시점이 발생하는 회수 및 천이후 무게증가량이 감소되는 경
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다원계 지르코늄 합금에서 Cu의 첨가는 내식
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부식특성에 미치는 석출물 특성
그림 9.3.4는 Cu가 첨가된 합금의 석출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TEM 관찰
과 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제조된 시편은 470℃로 마지막 열처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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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합금의 미세조직은 대부분 가공조직 상태이다. 따라서 기지내의 석출
물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열처리를 520℃에서 1시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열처리를 수행하여도 석출상이 형성되는 온도[9.3.5]에 비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석출상의 크기나 결정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3.4-(a)는
G 그룹의 0.1 wt.% Cu를 첨가한 합금에서 관찰된 석출물을 분석한 것이고
9.3.4-(b)는 H 그룹의 0.15 wt.% Cu를 첨가한 합금에서의 석출물을 분석한 것이
다. 두 시편은 모두 내식성 향상을 위해 Nb, Sn, Transition Metal (TRM), 그리
고 Cu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결정립 내에 다량의 석출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각의 합금에서 관찰된 석출물에 대하여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D pattern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파악하였고 EDS를 이용하여 그 조성
을 분석하였다.
TEM을 이용하여 분석된 G와 H 그룹의 석출물 특성은 표 9.3.3에 나타내었다.
다원계 합금에서 관찰된 석출물은 여러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G 그
룹의 합금에서 대부분의 석출물은 공통적으로 HCP의 Zr(X1,X2)2 type에서 X1, X2
자리에 Fe, Cr, Nb, 및 Cu가 들어간 형태의 석출물로 관찰되었고[9.3.5, 9.3.6], Cu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출물 type은 변하지 않지만 석출물의 크기가 커지고
석출물 내에 Cu 량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H 그룹에서의 석출물은 높은 함
량의 Nb 첨가 영향으로 인하여 HCP의 Zr(X1,X2)2 type 석출물 이외에 일부 β
-enriched 상이 형성 되었다. H 그룹의 합금에서 석출물의 조성으로 Fe가 검출되
는 것은 재료의 용해에 사용된 Zr sponge에 약 700 ppm의 Fe가 포함되었기 때문
이다. Cu는 α-Zr 내에 대한 고용한도가 823℃에서 0.2 wt.%로 알려져 있으며,
Miller[9.3.7]등의 연구에 의하면 α-Zr 내에 Cu 의 고용도는 300℃에서 0.03 wt.%
라고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G와 H 그룹의 합금 계에서 첨가된 Cu는 저온영역
에서는 모두 고용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석출물 내에 Cu가 분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DS를 이용하여 분석된 HCP 결정구조의 석출물에서 Zr, Fe, Cr, Nb, 및 Cu
의 성분비는 관찰된 석출물에서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다. H 그룹 합금에서 형성
된 β-enriched 상에서는 Cu 원소가 분석되지 않았는데 이는 Cu가 석출상을 형성
할 때 Zr-Nb로 구성된 β 상보다는 HCP의 석출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안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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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출상의 크기는 HCP 석출상의 크기가 β-enriched 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었으며 Cu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석출상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Zr 합금에서 첨가원소의 확산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되며, Nb의 확산속도가 다른 합금원소의 확산속도에 비하여 매우 느린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합금원소와 부식특성과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면 합금 내에 고용된 합금원소와
형성된 석출물의 특성이 부식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G와 H 그룹
의 합금에서 Cu가 첨가되면 내식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첨가량의 증가에 의한
내식성 증가는 적었다. 이는 미량이라도 Cu가 첨가되어 기지 내에 고용되면 지르
코늄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영향을 시험적인
증명으로 나타내기는 어렵다. Nb+Sn+Fe+Cr+Cu가 첨가된 G 합금과 Nb+Cu가 첨
가된 H 합금의 부식거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부식거동은 여러 합금원소가 첨가된
G 합금에서 Nb이 상대적으로 높게 첨가된 H 합금보다 천이가 발생하는 수는 적
었으나 천이 이후에 무게증가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기지 내에 존재
하는 합금원소의 종류와 석출상의 특성에 으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G 그룹의 합
금은 H 그룹에 첨가되지 않은 Sn과 Cr이 존재하고, H 그룹에는 G 그룹에서는 형
성되지 않은 β-enriched 상의 형성으로 인하여 두 합금 간에 부식거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두 합금에서의 내식성은 Cu 첨가에 의해 증가하였고
480일의 부식시험 결과 거의 비슷한 무게증가량을 유지하고 있었다.

(3) 부식거동에 미치는 산화막 특성
지르코늄 합금이 산화되면 PBW (Pilling-Bedworth Ratio)차이로 인하여
금속과 산화막의 계면에서는 높은 압축응력이 형성되어 상온에서 존재하지 않는
tetragonal ZrO2 상이 생성된다. Tetragonal ZrO2 상은 부식속도를 감소시키는 매
우 보호적인 성질을 가진 준 안정상이다. 부식이 진행되어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 산화막 외부에 압축응력이 점차적으로 인장응력으로 바뀌게 되어
tetragonal ZrO2 상은 비보호적인 성질을 갖는 monoclinic ZrO2로 상변화가 일어
나 부식가속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9.3.8]. 본 연구에서도 내식성과 tetragonal
ZrO2 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X-ray 회절 시험을 통해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산화막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림 9.3.5는 0.0 및 0.1 wt.% Cu가 첨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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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그룹의 합금(a)과 0.0 및 0.15 wt.%로 Cu가 첨가된 H 그룹의 합금(b)을 360℃
물 분위기에서 300일 부식시험 된 산화막 대해 X-ray 회절 실험을 실시하여 결정
구조를 관찰한 결과이다. 그림 9.3.5-(a)의 결과를 보면 Cu를 첨가하지 않은 합금
에서는 2θ가 약 30° 부근에서 얻어지는 tetragonal ZrO2 상의 peak이 관찰되지 않
고 있다. 이에 반하여 0.1 wt. %의 Cu를 첨가한 합금에서 얻어진 peak에는
tetragonal ZrO2 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 분석결과
는 그림 9.3.5-(b)에서 나타난 H 그룹의 합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6은
그림 9.3.5에 나타난 결정구조분석 결과를 tetragonal ZrO2 상의 분률을 구하는 식
)
[9.3.9] 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300일 부식시험 된 산화막에 대하여 tetragonal

ZrO2 상의 분률은 10% 이내로 계산되었는데 Cu가 첨가되지 합금에서는 2% 미만
이고 Cu가 첨가되면 8～9%로 나타났다. 장기간 부식시험에 의하여 여러 번의 천
이가

발생하였지만,

Cu의

첨가는

금속/산화막

계면에서

내식성에

유리한

tetragonal ZrO2 상을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내식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 론

360℃ 물 분위기에서 부식실험 결과에서 다원계의 G와 high Nb의 H 그룹의
합금은 Cu를 첨가하면 내식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Cu의 첨가량 변화에 의한 영
향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Cu 첨가에 의한 내식성의 증가는 고용된 Cu가 큰 역
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합금에 첨가되는 원소의 특성이 부식에 있어서 천이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합금에서 관찰된 석출물의 특성은 첨가된 합금원소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HCP
의 석출상은 Zr(Fe,Nb,Cr)2 type에서 Cu가 첨가되면 석출상의 결정구조는 변화되
지 않고 Fe, Cr 및 Nb의 자리에 Cu가 들어간 형태로 형성되었다. High Nb 합금
에서는 Cu가 함유된 HCP의 석출물 뿐만 아니라 β-enriched 상도 추가적으로 관
찰되었다.
300일 부식시험 된 시편의 산화막에 대한 XRD 분석결과, 내식성이 증가된 Cu
첨가 합금은 Cu를 첨가하지 않은 합금에 비하여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tetragonal ZrO2 상의 분률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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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1 Chemical composition of Zr-bas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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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2 Manufacturing process of Zr-based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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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3.3 Summary of precipitates characteristics in G and H group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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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1 Microstructures of Zr-based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470℃ for 2.5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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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2 Corrosion behavior of G and H group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470℃ for 2.5 hr as a
function of expos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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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3 Corrosion behavior of G and H group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470℃ for 2.5 hr as a
function of Cu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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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4 TEM micrographs and EDX spectra on precipitates of
Zr-based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520℃ for 2.5 hr; (a) 0.1wt.%
Cu, (b) 0.15 wt.%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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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5 X-ray diffraction pattern on zirconium oxide formed in 360℃
water of Zr-based alloys (Corrosion time: 30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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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6 Volume fraction of tetra-ZrO2 at equal corrosion time of
zirconium oxide at post-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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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r 합금의 제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및 부식거동

HANA 합금의 조성은 Nb이 1.0 wt.% 이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에 튜브제조
를 위한 가공 및 열처리 조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HANA 피
복관은 우수한 성능을 가질수 있는 최적의 제조공정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지르코
늄 핵연료피복관의 일반적인 제조공정은 합금의 용해로부터 반제품인 TREX
(Tube Reduced Extrusion)를 제조하는 상위공정과, 제조된 TREX로부터 지름
9.5mm, 두께 0.57mm, 길이 4m의 튜브로 제조하는 하위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신형 HANA 합금의 상위제조공정인
TREX의 성능을 최적화 하기위한 기초연구로서 TREX 제조공정에 도입되는 중간
열처리 온도 및 냉간압연의 영향을 평가하여 피복관제조를 위한 최적의 제조공정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가.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합금은 진공 arc로를 이용하여 button 형태를 갖는 400g의 소
형 잉곳으로 용해되었다. 합금의 용해는 표 9.4.1에 제시된 조성을 갖는 HANA-4
합금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합금 용해시 발생하는 특정 합금원소의 손실률은 초기
장입량을 보정하여 제어되었다. 또한 합금의 용해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합금원
소의 편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4번의 반복용해가 실시되었으며, 시편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용해작업이 수행되기 전 chamber는 10

-4

torr 이하로 진공상태로 유지하였

고, 용해 중에는 고순도의 Ar 가스를 주입하였다. 용해후 β 열처리는 HANA 합
금의 β 영역에 해당하는 1050℃의 온도에서 30분유지 후 수냉 및 공랭의 두 가지
조건으로 냉각하였다.

열처리된 시편은 표 9.4.2와 같은 다양한조건의 제조공정을

도입하여 8종의 판재시편으로 제작하였다.
광학관찰용 시편은 각각의 조건으로 열처리된 시편에 대하여 일정크기로 자른
후 mounting 하였다. Mounting 된 시편은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연
마하였으며 연마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시편의 미세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high grit의 SiC 연마과정으로 갈수록 시간을 증가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물
(40%), 질산 (30%), 황산 (20%), 불산 (10%)의 혼합용액으로 에칭하여 편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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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 하였다.
TEM 관찰용 시편은 각각공정으로 제조된 HANA 합금을 여러 grit의 SiC 연마
지를 이용하여 최종 70 μm 두께가 되도록 한후 지름 3mm의 원형 시편으로 펀칭
하였으며, 펀칭된 시편은 twin jet-polishing하였다. Jet-polishing 과정에서 용액은
에탄올 (90%)과 과염소산 (10%)의 혼합용액으로 만들고, 온도는 -40℃, 인가전압
은 15V가 되도록 하였다. 제작된 TEM 관찰용 시편은 EDS가 부착된 JEOL FX
2000 모델의 TEM 장비로 분석하였다.
부식시험용 시편은 각각의 조건으로 열처리된 시편에 대하여 15x25x1 mm 크기
로 방전가공한 후, 시편의 표면은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마하여 방전가공으로
인해 형성된 조직의 변형 부를 모두 제거하였다. 부식시험 시편의 표면 영향을 최
소화 하기위하여 시편은 물 (40%), 질산 (30%), 황산 (20%) 및 불산 (10%)의 혼
합용액에서

40초간

pickling을

하였고,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400℃,

10.3MPa 조건에서 부식시험을 수행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합금의 제조공정 변수
표 9.4.2는 지르코늄에 고용도 이상[9.4.1]의 Nb이 첨가된 HANA-4 합금
의 상위 제조공정에 대한 최적의 열처리 및 가공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가
지 공정 변수를 제시한 것이다. 합금의 용해후 수행되는

열처리는 기존의 지르코

늄 합금의 제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합금내에 첨가원소의 균질화를 목적으로 수
행하며,

열처리 이후에 합금의 제조에 수행되는 기본 공정은 열간압연, 진공열처

리, 냉간압연 그리고 진공열처리의 순이다. 공정조건의 변수를 위해 열간압연전
전처리 온도는 Process 1 및 2와 같은 610℃와 580℃의 두가지 조건에서 수행하
였는데, 이는 Zr-Nb 합금의 공석변태온도가 585℃[7] 이기 때문에 공석온도 이상
과 이하의 열처리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580℃의 온도에서 전처리 후 열간
압연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편주위에 크랙이 형성되어 추가공정은 수행되지 않았
다.
열간압연후의 중간 진공열처리는 Process 3, 5, 7, 8에 대하여 공석온도 이하인
580℃에서 수행하였고, Process 4, 6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열간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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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진공열처리의 수행이 미세조직 및 부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평가하
기 위해서 수행된 것이다. Process 4~8의 조건에서는 진공열처리 후에 50%의 냉
간압연을 수행하였고, 냉간압연된 시편 중에 Process 6~8의 조건은 최종적으로 공
석온도 이하, 이상인 580℃와 650℃에서 각각 재결정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중간
및 최종 열처리 온도조건의 설정은 Nb 첨가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이 공석온도 이
하에서 수행되어 -Nb이 생성되는 경우에 내식성이 향상되는 점을 인용하였고
[9.4.2], Process 8과 같이 최종열처리온도를 650℃에서 수행한 것은 상위공정이후
하위공정에서 수행되는 냉간가공공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공성의 결여를
보완하고자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연구에 적용된 가공공정은 총 8가지로 구성
되며 가공공정 중의 열처리 및 냉간가공의 수행여부와 열처리 온도에 따라 미세
조직의 변화와 부식거동을 평가하여 최적의 공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제조공정에 따른 미세조직
그림 9.4.1은 HANA-4 합금의 β 열처리후의 미세조직특성을 OM 및
TEM으로 관찰한 것이다. β 열처리는 1050℃에서 30분간 유지되었고 냉각은 수냉
방법에 의한 급랭을 적용하였다. 그림 9.4.1의 (a)는 미세조직을 광학으로 관찰한
결과로서 미세한 판상의 plate가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고, 그림 1의 (b)에서 나타
나는 TEM 관찰결과는 조직의 형태가 판상형의 plate가 존재하고 plate 내에 twin
과 dislocation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지르코늄 합금은 β 상 영역에서 급랭시키면 고온 안정상인 BCC 구조가 마르텐
사이트 변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한 침상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4.3-9.4.5].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확산을 수반하지 않는 무확산 변태로서, 마르텐
사이트 변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상의 자유에너지보다 마르텐사이트의 자유에
너지가 낮아야한다. 마르텐사이트 상으로 변태하기위해서 모상의 자유에너지는 여
분의 에너지(즉 변태의 구동력)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동력은 모상과 마르텐사
이트 상이 평형을 이루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과냉되어야 얻어질 수 있다. 또한
TEM 미세조직상에서 plate 계면이나 내부에 석출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HANA-4 합금에 첨가된 합금원소는 1050℃, β 상 영역에서 열처리하면모두
기지조직 내에 과포화 고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4.2는 각각의 제조공정(Process 1-8)에 의하여 얻어진 시편의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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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것이다. 용해된 잉곳을 1050℃에서

열처리를

수행한 다음 610 및 580℃의 두 가지 열간압연(Process 1, 2)후 미세조직은 모두
가공조직의 형태로서 광학사진 상으로는 조직을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610℃의 열간압연 이후에 50% 냉간압연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Process 4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가공조직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 시편을 580℃에서 진공열
처리 하면 Process 6과 같이 재결정된 조직이 형성되었다. Process 1과 같이 61
0℃의 열간압연 이후에 580℃에서 진공열처리하면 시편은 Process 3과 같은 가공
조직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610℃의 열간압연 후에 580℃의 진공열처리는 재결정
을 위한 온도와 시간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가공조직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Process 3의 시편을 추가적으로 50%의 압하율로 냉간가공하면 Process 5
와 같은 가공조직이 형성되었고, Process 5에 의해 가공조직이 형성된 시편은 각
각 580℃와 650℃의 온도에서 진공열처리를 수행하면 Process 7 및 Process 8과
같은 재결정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제조방법중에 Process 1~5의
조건으로 수행되면 가공조직이, Process 6~8의 조건이 수행되면 재결정 조직이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4.3은 각각의 가공공정을 적용한 Process 1~8의 시편의 미세조직을
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것이다. 광학관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Process 1~5의 공
정을 적용하면 기지내에 전위가 도입된 가공조직이 형성되었고, Process 7~8의 공
정에 의해서는 기지 내에 미세한 석출상이 분포된 완전재결정 조직이 형성되었다.
Process 1과 2에서는 열간압연 온도에 의한 미세조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열간압연 전의 열처리온도가 낮은 580℃에서 수행하면 도입된 전위가 많고
sub-cell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rocess 3은 610℃에서 열간압연한
Process 1의 시편을 580℃에서 진공열처리를 수행한 것으로 광학관찰결과와 같은
결과로서 가공조직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Process 5는 Process 3 이후에
50% 냉간가공한 시편으로서 미세조직이 압연으로 인해 조직이 길게 변형된것으
로 나타났다. Process 6, 7 및 8은 가공조직의 시편을 580 및 650℃의 온도로 진
공열처리 한 것으로서 재결정된 조직 내에 미세한 석출상이 결정립 내부에 고르
게 분포된 것이 확인되었다.

(3) 부식특성에 미치는 가공공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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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4는 각각의 공정으로 제조된 HANA-4 합금을 400℃, steam 분
위기의 static autoclave를 이용하여 부식시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지르코늄 합금
의 부식거동은 부식시간에 따른 무게 증가량으로 나타내는데 무게증가량의 증가
폭이 클수록 합금의 내식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공정에 따른
HANA-4 합금의 무게증가량은 부식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부식시험
중에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가속되는 천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부식시간에 따
른 무게증가량의 변화와 공정과의 상호관계는 그림 9.4.5와 같은 결과로서 파악된
다. 최대 135일의 부식기험결과 합금의 무게증가량은 공정에따라 차이가 발생하였
다. β 열처리에 의한 HANA-4 합금의 무게증가량은 90일의 부식시험 기간에 450
2
mg/dm 이상으로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90일 이후에는 산화막의 일부가

훼손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합금의 시편은 Process 1 및 2와 같이 열간
압연공정 이후에는 무게 증가량이 매우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열간압연
이후에 냉간압연 및 진공열처리를 수행하면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게증가량이 감소되는 내식성의 증가현상은 기지 조직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부식특성과 미세조직의 상호관계
그림 9.4.6은 HANA-4 합금의 가공공정에 의한 미세조직 특성이 부식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EM을 이용하여 석출상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이다. HANA-4 합금은 고용도 이상의 Nb이 첨가되어 있는데, 지르코늄 합금
에서 Nb의 첨가는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Nb이 기지 내에
과포화 되거나 β-Zr 상으로 형성되면 내식성을 감소시킨다[9.4.6-9.4.8]. 내식성이
가장 나쁜

열처리에 의한 미세조직상에서는 그림 9.4.1의 (b)에서 확인된 바와 같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형성됨으로써 합금내부에 Nb이 과포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합금을 Process 2와 같은 열간압연을 수행하면 그림 9.4.6의 (a)에서 관
찰되는 바와 같이 BCC 구조를 갖고 Nb의 함량이 약 10% 미만인 β-Zr 상이 형
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Zr 상의 생성은 기지조직내에 과포화된 Nb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 즉 기지내에 과포화된 Nb이 β-Zr 상을 형성함에 따라 과포화된
Nb의 농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부식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9.4.6의 (b)는 Process 5를 수행한 이후의 미세조직에서 석출상을 관찰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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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조직 내에 석출상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고 이 석출상은 Nb 량이 12.9%인
β-Zr 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관찰되는 석출상에 Fe 및 Cr 원소가 분석되는데
이는 이들 원소 역시 지르코늄 내에서 β-Zr 상을 안정화 시키는 원소로서 β-Zr
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4.7].
그림 9.4.7은 최종적으로 진공열처리를 570 및 650℃에서 수행한 Process 7과 8
에 대한 석출상의 분석결과이다. 구형의 석출상은 결정립계 및 내부에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분석결과 보든 석출상은 β-Zr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Process
7은 열간압연 이후 중간 진공열처리를 공석온도 이하인 570℃에서 수행한 것이지
만 공석온도 이하에서 형성되는 β-Nb 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르
코늄 합금에 첨가되는 Nb이 매우 느린 확산속도를 갖기 때문에 장시간의 열처리
가 수행되어야 β-Nb 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4.8].
그림 9.4.8은 TEM에 의한 석출물 분석결과에 의한 석출상에서의 평균 Nb 농도
와 부식과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Process에 의한 석출상에 대한
정보는 모두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공정에서 관찰된 석출상을 분석한 결과
BCC 구조의 Nb 함량이 8~19%로 분석되는 β-Zr 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Zr 상의
크기는

30~100nm의

크기로

열간압연

이후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rocess에 따른 기지조직이 가공조직 및 재결정조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
인 분률의 파악은 어려웠다. 하지만 관찰된 -Zr 상의 조성적인 특성을 파악하면
그림 9.4.8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Process의 진행에 따라 β-Zr 상 내에 Nb의 농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이 기지내에 과포화된 Nb의 농도 감
소를가져온 것으로 사료되며, Process 에 따라 β-Zr 상 내에 Nb이 증가되는 결과
가 내식성의 감소를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열처리에 따른 합금의 재결정화 보다는 석출상의 특성이 내식성에 매우 민
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열처리에 의한 합금의 재결정은 조직내
에 내부에너지를 감소시켜, 추후 지르코늄 피복관 튜브을 제조하기위하여 수행되
는 하위공정 과정에서 크랙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우수한 가공성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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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HANA 피복관 제조에 사용될 중간조재인 TREX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
하기위한 기초연구로서 피복관의 성능에 TREX 제조고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HANA-4 합금의 합금조성 균질화는 β 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고,
β 열처리에 의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었다.
β 열처리 이후에 수행되는 열간압연, 냉간압연 그리고 진공열처리 공정은
HANA-4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켰다.
β 열처리 이후에 수행되는 열간압연, 냉간압연 그리고 진공열처리는 HANA-4
합금에 첨가되어 과포화로 존재하는 Nb이 β-Zr 상을 형성되도록 하여 내식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β-Zr 상 내의 Nb 농도와 부식특성과의 상호관계가 성
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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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4.1 Chemical composition of HANA-4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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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4.2 Various manufacturing processes of HANA-4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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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1 Microstructure observation
of HANA-4 alloy after water
quenching at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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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2 Microstructure observation of HANA-4 alloy with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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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3 TEM microstructure of HANA-4 alloy with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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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4 Corrosion behaviors of HANA-4 alloy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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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5 Corrosion behaviors of HANA-4 alloy as a function of
weight gain and different manufactur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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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6 Precipitates analysis of HANA-4 alloy a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2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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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4.7 Precipitates analysis of HANA-4 alloy at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7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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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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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Zr 합금의 Nb/Fe 첨가비율에 따른 미세조직 및 부식거동

Nb은 Zr 합금의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합금원소로서 최대고용한도
로 첨가되면 내식성이 크게 증가되고, 고용도 이상으로 첨가될 경우에는 Nb이 생
성되도록 공석온도 이하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으로 알려져 있다[9.5.1]. Fe의 첨가는 지르코늄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는데 약
0.2 wt.% 까지는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식성이 향상되지만 그 이상
으로 첨가하면 내식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9.5.2].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지르코늄 합금에 Nb와 Fe 두 종의 합금원소를 동시
에 첨가할 경우 Nb와 Fe의 첨가비율이 Zr 합금에서 형성되는 석출물의 특성변화
나 이로 인한 내식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석출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Zircaloy 합금에 대해 수행되어왔는데, Zircaloy에서 Fe/Cr에 대
한 첨가 비율에 대한 연구결과 약 2/1의 조성적 비율을 가질 때 내식성이 가장 향
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9.5.3],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의하여 상용의 Zircaloy
합금에서 Fe와 Cr의 첨가량은 각각 0.2와 0.1 wt.%로 고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b와 Fe의 조성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미세조직 및 석출상을
분석하고, 미세조직학적 특성과 부식거동을 비교 분석하여 Zr-Nb-Fe 3원계 합금
에서의 적정한 Nb/Fe의 첨가비율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가. 실험 방법

3원계의 Zr-xNb-yFe 합금에 대하여 Nb량은 0.3~0.7 wt.%의 범위로 첨가
하였고, Fe 량은 0.1~0.5 wt.%로 첨가하여 제조하였는데, 합금에서 Nb와 Fe의 첨
가비율은 Nb 첨가량이 증가되면 Fe의 첨가량이 감소되는 방법으로 Nb/Fe 비율을
제어하여 표 9.5.1과 같은 조성의 합금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금에서의 Nb/Fe 첨가 비는 각각 0.6, 1.0, 1.7, 3.0, 및 7.0이 되도록 하였다.
합금의 제조는 진공 arc 용해 후, 조직의 균질화를 위한 β-열처리를 수행한 후,
열간 압연과 냉간압연의 공정을 적용하여 판재 형태로 만들었다. 가공 중간에는
570℃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수행하여 가공 중에 도입된 응력을 제거 하였고
마지막 열처리는 합금이 완전 재결정되도록 570℃에서 3시간 열처리를 하였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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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는데, 광학관찰용 시편은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물(40 vol.%), 질산(30 vol.%), 황산(20 vol.%) 불산(10 vol.%)
의 혼합용액으로 에칭 하였다. 합금 내에 형성된 석출물의 분석은 EDS가 부착된
TEM을 이용하여 결정구조와 조성을 분석하였으며, 석출물의 면적 분률과 평균크
기는 석출물에 대한 TEM 사진을 Image analyzer로 측정 하였다. 석출물 분석을
위한TEM 시편은 열처리된 판재시편을 70m까지 기계적 연마 후 twin-jet
polisher를 이용한 화학적 연마로 제작하였다.
부식성능 평가를 위한 시편은 25x15x1 mm3의 크기로 밀링 가공 후에 SiC 연마
지로 표면을 연마하였다. 부식시편의 표면에 형성된 응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편은 물(45 vol.%), 질산(30 vol.%), 황산(20 vol.%) 불산(5 vol.%)의 혼합용액에
서 20초 동안 산세 하였다. 부식시험은 원자로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static
autoclave에서 360℃ 물 분위기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내부식성은 부식 시험 중에
30일 주기로 autoclave에서 시편을 꺼내어 무게 증가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내식성 평가를 위한 산화막의 결정구조 분석은 30일 부식시험 된 시편에
대하여 low-angle XRD를 이용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미세조직과 석출물 특성에 미치는 Nb/Fe 첨가비 영향
그림 9.5.1은 570℃에서 3시간 열처리된 합금의 미세조직을 광학으로 관
찰한 결과와 결정립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미세조직은 모든 합금에서 재결정된
것으로 관찰되었고, 결정립의 평균크기는 합금원소의 첨가비율에 따라 4.2~4.7 m
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합금 성분변화에 의한 결정립 크기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합금조성의 선정에 있어서 Nb이 증가되면 Fe가 감소되는 조건으
로 모든 조성의 합금에서 Nb와 Fe의 첨가량은 0.8 wt.%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첨가하였기 때문이다. 합금의 결정립 크기가 유사하도록 제어한 것은 합금간의 내
식성 평가에 있어서 결정립 크기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변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림 9.5.2는 TEM을 이용하여 합금에서 형성된 석출상을 관찰한 것이다. 결정
립 내에 다양한 크기의 구형 석출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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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이 증가되고 Fe가 감소되는 3가지 조성의 합금에서 석출물은 분포가 거의 균
일하였고 대부분 100nm 이하의 미세한 석출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찰된 석출물의 평균크기와 면적분률은 image-analyzer를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
다. 석출물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관찰된 TEM 사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석출물의 수는 한 조성의 합금당 최소 350개 이상으로 하였
다.
그림 9.5.3은 3종의 합금에서 Nb/Fe 첨가비에 따른 석출상의 평균크기와 면적
분률을

나타낸

것이다.

석출물은Zr-0.3Nb-0.5Fe,

Zr-0.5Nb-0.3Fe

및

Zr-0.7Nb-0.1Fe의 세가지 조성의 합금에 대해 분석하였다. 석출물의 면적 분률은
3가지 합금에서 약 12%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석출물의 평균크기는 Nb/Fe
의 첨가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 63 에서 38 nm의 크기로 감소하였다. 합금의 조성
이 바뀌어도 석출물의 분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합금 내에 석출상을 형
성하는데 참여하는 조성의 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합금의 설
계시 Nb 및 Fe를 고용도 이상에서 거의 같은 량으로 첨가되도록 설계하였기 때
문이다. Zr 내에 Nb의 고용도는 0.2 wt.%[9.5.4]이고 Fe의 고용도는 100ppm 이하
[9.5.5]가 되므로 합금 내에 고용도 이상으로 존재하여 석출상을 형성하는 량은
Nb와 Fe를 더하면 약 0.6 wt.%로 모든 합금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출
상의 크기분포는 Nb/Fe의 첨가 비율에 따라 변하였다. 첨가된 Nb 량이 증가되고
Fe량이 감소되면 석출물의 평균크기는 62.98에서 38.31 nm로 작아 졌다. 석출물의
평균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Nb/Fe의 첨가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출물의 크기는 Zr-Nb-Fe 3원계 합금에서 Nb 량이 증가되고 Fe량이 감소되면
감소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지르코늄 합금에서 Nb와 Fe의 확산속도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9.5.6]. 지르코늄에서 Fe의 확산속도가 Nb의 확산속도에 비하여
매우 빠르기 때문에 동일 온도에서 동일시간의 열처리를 수행한 합금에서 Fe의
첨가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합금에서 석출물의 크기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5.4는 석출물의 결정구조 및 조성적 특성을 TEM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된 석출물은 Zr-0.7Nb-0.1Fe 합금에서 관찰된 것으로 결정구조는 HCP이고
조성은 38 at.%Zr - 32 at.%Nb – 30 at.%Fe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 다른 조성에서 관찰된 석출상의 특성은 표 9.5.2에 정리하였다. 분석된 석출물
은 세가지 조성(Zr-0.3Nb-0.5Fe, Zr-0.5Nb-0.3Fe, Zr-0.7Nb-0.1Fe)의 합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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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석출상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합금당 30개
이상의 석출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석출상의 결정구조 및 조성적인 특성에서
Zr-Nb-Fe 3원계 합금은 Zr3Fe, (ZrNb)2Fe 및 Zr(NbFe)2의 3가지 다른 형태가 형
성된 것이 확인 되었다. Nb의 첨가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합금에서는 HCP의
Zr(NbFe)2

석출물이,

Fe의

첨가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합금에서는

FCC의

(ZrNb)2Fe 석출물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와 유사한 합금 계에서 Nb와 Fe에 의해
형성되는 석출상을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9.5.7, 9.5.8]. 석출물의
크기와 석출상의 결정구조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관찰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조
대한 석출물은 Zr3Fe이 상대적으로 작은 석출물은 Zr(NbFe)2로 결정구조적 차이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합금에서는 Nb의 첨가량이 고용도 이상인 0.7
wt.%로 증가하여도 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합금 내에 존재하는 Fe량이 너무
많아서 상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거나, Nb 상이 형성되기에 마지막 열처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9.5.9]으로 사료된다.

(2) 부식특성에 미치는 Nb/Fe 첨가비 영향
그림 9.5.5는 Nb/Fe의 첨가비율이 다른 3원계 Zr-Nb-Fe 합금의 부식시
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부식시험은 360℃ 물 분위기에서 270일 실시하였는데,
시간에 따른 무게 증가량은 Nb/Fe의 첨가비율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Nb와
Fe의 첨가량에 의해 2가지 다른 경향의 무게 증가 거동이 관찰되었는데, Nb의 첨
가량이 0.4 wt.% 이하이고 Fe의 첨가량이 0.4 wt.% 이상인 2종의 합금은 약 240
일의 부식시험 시간이 경과 된 후에 부식속도의 천이가 관찰되었다. Nb 첨가량이
0.5 wt.% 이상이고 Fe의 첨가량이 0.3 wt.% 이하인 3종의 합금은 약 15일의 부식
시험 후에 1차 천이가 발생하였고 180일의 부식시험 후에 2차 천이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게 증가량이 나타났다.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70
일 부식시험 후에 첨가된 Nb/Fe 비율에 따른 무게증가 거동을 보면 Nb 첨가량이
적고 Fe의 첨가량이 높은 합금에서 부식저항성이 우수하였고, 상대적으로 Nb의
첨가량이 감소되고 Fe의 첨가량이 증가되는 합금에서 부식저항성은 감소되었다.
부식저항성과 Nb/Fe의 첨가비율과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Nb/Fe 첨
가비가 1.0 이하이면 내식성이 우수하였고 1.7 이상에서는 내식성이 감소되었다.
Nb/Fe의 첨가비에 따라 부식거동이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고 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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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되는 특성으로 볼 때 Zr-Nb-Fe 합금에서는 Nb/Fe의 첨가비율에 따라
다른 부식기구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5.6은 270일 부식시험 후의 무게증가량과 미세조직 관찰결과 얻어진 자
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부식시험결과 내식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계는 Nb/Fe 첨
가비율이 1.0과 1.7사이였다. 그러나 다른 미세조직학적 특성을 보면 부식 시험 결
과와 같은 형태로 경향이 바뀌는 영역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정립 평균크기와 석
출물의 면적분률은 Nb/Fe의 첨가비율과 관계없이 유사하였고, 석출상의 평균크기
는 Nb/Fe의 비율이 증가하면 감소하였다. 따라서 합금의 첨가비율에 따라 내식성
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금 내에 형성된 석출상의 결정구조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9.5.2에서 나타낸 석출물의 특성을 분석결과에서 합금에
첨가된 Nb과 Fe는 모두 고용도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한도 내에서 합금원소에 의
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합금의 기지 내에 주로 형성된 석출상의
특성이 부식거동에 가장 큰 인자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Nb/Fe의 첨가비율과
석출상과의 관계를 보면 첨가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ZrNb)2Fe 석출물이 주
로 형성되었고, 1.7 이상의 첨가비율에서는 Zr(NbFe)2 석출물이 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석출물의 차이가 부식특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5.7은 30일 부식시험 된 시편의 산화막에 대한 결정구조를 low-angle
XRD로 분석한 것이다. 2Θ가 30인 영역에서 얻어지는 tetragonal ZrO2 상의 존재
는 부식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의 분률이 증가할수록 내식성
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9.5.1, 9.5.9]. 상대적인 tetragonal ZrO2 상의
intensity를 비교하면 Nb/Fe의 첨가비율이 0.6, 1.0인 합금에서 높게 나타나고, 1.7,
3.0 및 7.0인 합금에서는 낮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이 산화막 내에 존재하는 상의
특성으로

내식성에

유리한

산화막

결정구조의

형성은

합금의

기지

내에

(ZrNb)2Fe 석출물이 주로 형성되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결론

Nb와 Fe의 첨가비율을 변화시킨 3원계의 Zr-Nb-Fe 합금의 미세조직 분석 및
360℃ 물 분위기에서 부식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합금의 결정립크기와 석출상의 분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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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Fe의 첨가 비율에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석출물의 평균크기는 Nb/Fe
비율이 증가하면 감소되었다.
석출물의 결정구조는 Nb/Fe의 첨가비율에 의해 다르게 형성되었는데, Nb/Fe
첨가 비율이 1.0 이하에서는 fcc의 (ZrNb)2Fe 석출물이 주로 형성되었고, 첨가 비
율이 1.7 이상에서는 hcp의 Zr(NbFe)2 석출물이 주로 형성되었다.
Nb/Fe 첨가량에 의한 내식성은 Nb/Fe 첨가비가 1.0 이하인 합금에서 내식성이
우수하였고 1.7 이상에서는 내식성이 감소되었다.
합금의 내식성과 미세조직의 관계는 결정립 크기와 석출물의 분률이 같은 조건
에서 석출물의 평균크기 보다는 석출물의 결정학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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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5.1 Chemical composition of Zr-xNb-yF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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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5.2 Summary of precipitate characteristics of Zr-xNb-yF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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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1 Optical microstructures and grain size of Zr-xNb-yFe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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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2 TEM micrographs on precipitates of Zr-xNb-yFe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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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3 Precipitates area fraction and mean diameter observed by TEM
micrographs of Zr-xNb-yFe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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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4 TEM micrographs and EDS data of precipitate of
Zr-0.7Nb-0.1Fe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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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5 Corrosion behaviors of Zr-xNb-yFe alloys corroded at 360℃, water
for 27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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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6 Corrosion behaviors versus microstructual characteristics of
Zr-xNb-yF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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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7 Low-angle X-ray diffraction results on the oxide corroded
for 30 days in static autoclave of Zr-xNb-yFe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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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NA 피복관의 크립거동에 미치는 최종열처리 및 응력의 영향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HANA 합금은 내식성의 향상을 위하여 고농도의
Nb이 첨가되고 Sn은 상용 Zircaloy 합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켰
다. Zircaloy-4 등과 같은 상용피복관에 대한 크리프 거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졌으나

3-5)

, 원자력 연구소에서 신합금으로 개발된 HANA 합금에 대한 크리프

거동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피복관의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열적
크리프, 조사크리프 및 조사성장이 있으며 열적 크리프 성능의 평가가 인자별 영
향연구와 노외 분석이 용이한 장점으로 인하여 핵연료피복관의 크리프 거동 연구
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Nb이 첨가된 신형 HANA 피
복관에 대한 인가응력, 시험온도, 그리고최종열처리에 의한 열적 크리프 거동을
연구하는데 있다.

가. 실험 방법

크리프시험을 위한 HANA 핵연료피복관의 화학조성은 표 9.6.1과 같다.
HANA-4 합금은 지르코늄에 Nb, Sn, Fe 및 Cr을 첨가하여 5원계 합금으로 제조
하였고, HANA-6 합금은 지르코늄에 Nb과 Cu를 첨가한3원계 합금으로 제조하였
다. 이들 지르코늄 합금에 첨가되는 합금원소의 총량은 2.5 wt.%를 초과하지 않는
데, 이는 원자로내에서 조사안정성 및 중성자 흡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
문이다. HANA 합금은 그림 9.6.1과 같은 핵연료피복관 제조방법을 도입하여 직경
9.5 mm, 두께 0.57 mm의 튜브로 제조되었다. 피복관의 제조공정 중에 수행되는
-4

열처리는 10

torr의 진공 열처리로에서 수행되었으며 가열방법은 발열체(SiC)에

의한 저항열원을 이용하였다. 냉각방법은 진공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열체의 전원을
끈 후 열처리로 주위에 감긴 코일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냉각속도를 진
공분위기보다 빠르게 설정하였다. 제조된 피복관의 최종열처리는 응력이완, 부분
재결정 및 완전재결정 조직이 형성되도록 5가지 열처리 조건을 수행하여 미세조
직 특성이 크리프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핵연료피복관의 열적 크리프 거동은 그림 9.6.2의 개략도에 나타난 바와같이 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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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에 내압을 넣고 밀봉하는 방식의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시험편은 시
험온도에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이 100, 120, 135, 150 MPa의 원주응력을 갖도록
주입하고 피복관을 용접하여 밀봉한 후 350℃ 및 400℃의 열처리로에 넣고 30일
간격으로 유지시킨 후 꺼내어 지름 변화를 측정하였다. 크리프변형량은 마이크로
메타를 이용하여 피복관 중앙부의 지름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피복관 지름 변
화량을 초기 지름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열적 크리프의 경우 크리프 변형율은 시
험온도와 인가응력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n
= A exp(-Q/RT)

(1)

여기서 A는 재료특성 및 미세구조에 관련있는 상수이며, n은 속도지수, Q는 온
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피복관의
응력에 따른 응력지수와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여 크리프 기구를 예상하는데 이용
하였다.
크리프

시험

전,

후에

대한

합금의

미세조직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으로 분석하였다. TEM 분석을 위한 시편은 약 70 m 두께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90 vol. %의 에탄올과 10 vol. %의 과염소산 용액을 -35℃
로 냉각시킨 조건에서 twin-jet polisher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합금의 미세조
직 내에 형성된 전위의 특성을 관찰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열처리 영향
그림 9.6.3은 최종 열처리온도가 다른 신형 지르코늄피복관의 크리프 변
형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50℃,

120MPa

조건에서HANA-4

및

HANA-6 합금의 크리프 거동은 1차 크리프 이후에 정상상태의 안정한 2차 크리
프 변형거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HANA 합금의 크리프 변형량은
합금제조에 수행된 최종 열처리 온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량은 열처리 온도가 낮고 열처리 시간이 짧을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측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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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열처리 조건에 따른 HANA-4 합금의 크리프 특성은 510℃ 이상으로 최
종열처리를 수행하면 열처리 시간 및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크리프
저항성이 증가되었고, 470℃에서 열처리를 수행하면 크리프 저항성이 감소되었고
열처리 시간이 짧을수록 크리프 저항성은 더욱 감소되었다. HANA-6 합금의 크
리프 변형량과 열처리 조건의 관계는 HANA-4 합금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지
만, 크리프 특성은 HANA-4 합금에 비하여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금에 첨가된 첨가원소의 영향으로 HANA-6 합금에 첨가된 원소의 종류
와 량이 HANA-4 합금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크리프 변형의 주요 요소인 전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종열처리온도에 따른 크리프 특
성의 변화는 재료의 미세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재결정된 조직의 크
립변형량이 가공조직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크립저항성과 재료의 최종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9.6.1-9.6.3], 일반
적으로 재료의 미세조직이 가공상태에서 응력이완 그리고 재결정 상태로 형성될
수록 크리프 저항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진 특성과 HANA 합금의 크리프 특
성은 잘 일치하였다.

(2)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응력의 영향
그림 9.6.4는 HANA 합금의 크리프 거동을 시험압력에 따른 변형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510℃에서2.5시간 열처리된 시편을 350℃의 시험조건에서 100, 135
및 150 MPa의 응력조건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면, 크리프 변형량은 인가응력
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형량은
HANA-4 합금에 비하여 HANA-6 합금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0
MPa의 고응력 상태에서는 HANA-6 합금의 크리프 변형량이 HANA-4 합금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합금내에 첨가된 첨가원소가 고응력
상태에서 크리프 저항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9.6.5는 400℃에서 시험된 HANA 합금의 크리프 거동을 시간에 따른 응력
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400℃에서의 크리프 변형은 350℃에서의 크리프 변형에
비하여 매우 높은 변형량을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동일 조건으로 열처리된 합
금에서 크리프 변형은 인가응력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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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된 크리프 시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합금에 따른 크리프 변형거동
은 HANA-4 합금이 HANA-6 합금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다. 발전소 운전온도
(280~320℃)보다 고온인 400℃에서 매우 높은 인가응력을 도입하여 크리프 시험을
수행을 수행하여도 HANA 합금의 크리프 거동은 크리프 변형량이 급격히 증가하
는 3차 크리프 특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인가응력과 크리프 특성에 대한 Limback 등의 연구에 의하면[9.6.4] 재료의 미
세조직과 인가응력의 크기에 따라 크리프 변형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즉, 저응력하에서는 재결정조직의 크리프 저항성이 우수하나 고응력에서
는 가공조직의 크리프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르코늄 합금의
크리프 변형기구가 응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 그 원인
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러나, HANA 합금에서의 크리프 변
형기구는 인가응력의 증가 또는 재료의 미세조직이 가공조직 상태 일수록 크리프
변형량이 증가되는 지르코늄 합금의 일반적인 크리프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림 9.6.6은 HANA 합금의 크리프 변형량과 응력에 대하여 log 값을 취하여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변형량은 인가응력이 증가되면 증가하였고, 시험온도가 증
가하면 증가하였다. 본시험에서 크리프 시험에 적용된 인가응력에 따른 크리프 변
형량에 대하여 log 함수로 나타내면 변형량과 응력의 관계는 1차 함수관계로서 선
형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 관계로부터 크리프 변형에 대한 응력지수
를 얻을수 있으며 표 9.6.2에 나타내었다. 또한 첨가되는 합금원소의 종류와 량이
적은 HANA-6 합금이 350, 400℃의 시험 조건에서 HANA-4 합금에 비하여 크리
프 저항성이 감소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6.2는 HANA 피복관의 크리프 인자인 응력지수와 활성화에너지를 크리프
시험을수행하여 얻은 결과이다. 합금원소가 적게 첨가된 HANA-6 합금은 응력지
수가 3.933으로 합금원소가 많이 첨가된 HANA-4 합금의 응력지수인 3.745에 비
하여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지르코늄 합금의 응력지수는 일반적으로 응력
지수가 1~3인 경우 크리프 변형기구가 공공의 확산에 기인하는 확산크리프이며,
응력지수가 3~7인 경우 가동전위의 활주가 재요내 용질원자의 확산에 의해 조절
되는 전위 크리프기구이고, 응력지수가 7 이상이면 크리프 변형기구는 가동전위가
용질원자의 고착에서 자유로와지며 전위 활주후 장애물에서 전위의 상승에 의한
전위상승 크리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르코늄합금의 크리프 저항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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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금원소의 효과는 고용도 이하의 Nb 함량과 Sn 함량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9.6.5]. 본 연구에 사용된 신형피복관은 공통적으로 Nb이 고용되어 있
기 때문에 고용되어 있는 Nb 용질원자가 가동전위 활주와 상호 작용을 일으켜 이
것이 전체 크리프 변형을 제어하는 전위 활주 크리프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된다. Sn은 기지내에 고용되어 재료 격자내의 내부응력을 증가시켜 가동전위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기지원자의 확산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Sn
은 지르코늄 내의 적층결함 에너지(stacking fault energy)를 감소시켜 가동전위의
교차슬립 및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9.6.6], α 상 안정화 원소로 변형시스템
을 prism slip에서 basal slip으로 변화시켜 변형량이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9.6.7]. 따라서, HANA-4 합금은 HANA-6 합금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0.4 %의
Sn이 첨가되어 크리프 저항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HANA 합금의 활성화 에너지는 53~55 kcal/mole로 측정되었는데 이값은 일반
적으로 알려진 low-Sn Zircaloy 합금의 자체 확산 활성화에너지인 62 kcal/mole에
근접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9.6.8], 이는 지르코늄 기지내에 산소원자의 활성화에
너지인 30 kcal/mole 보다는 높은 값이다[9.6.9]. 따라서 HANA 합금의 변형을 주
도하는 주된 기구는 산소원자의 확산보다는 열활성화에 의하여 공공의 확산과 이
에따른 지르코늄원자의 확산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크리프 특성과 미세조직
그림 9.6.7은 크리프시험 전후의 미세조직 특성에 대하여 TEM을 이용하
여 관찰한 결과이다. HANA-4, -6 합금은 510℃에서 2.5 시간 열처리하면 재결정
조직이 형성되고 결정립 내부와 결정립계에 100nm 크기의 석출상이 균질하게 분
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금은 350℃에서 120 MPa의 응력하에서 800
일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면 결정립 내부에 다량의 전위가 형성되었다. 이때의 크
리프 변형량은 HANA-4 합금은 2%이고, HANA-6 합금은 5%로 나타났다(그림
9.6.3). 생성된 전위분포는HANA-4 합금이 HANA-6 합금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전위는 대부분 결정내에서 존재 하였다. 측정된응력지수와 전위분포
와의 관계를 보면 HANA 합금의 크리프 거동은 석출물 보다는 가동전위가 용질
원자의 확산에 의해 조절되는 전위 크리프 변형기구 임을 알수 있다. 용질원자는
지르코늄기지에서 격자에 침입형, 또는 치환형으로 존재하다 열활성화에 의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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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며 이것이 가동전위를 구속하면 크리프 변형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조건하에 크리프 시험을 할 경우 기지내에 고용되는 합금원소의 양이 많은
HANA-4 합금의 크리프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A 합금의 응력
지수 및 열적활성화 에너지는 상용 피복관의 응력지수 및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HANA 합금의 크리프 특성은 상용
Zircaloy 합금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출물에 의한 가동전위의 고착현상은 석출물의 밀도와 분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일정 밀도이하의 석출물과 균일하지 않은 석출물의 분포는 오히려 가동전
위의 움직임을 조장하여 크리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9.6.10].
HANA 합금은 고농도의 Nb과 Fe, Cr 또는 Cu가 첨가되어 기지내에 석출상이 균
일하게 분포되기 때문에 가동전위의 고착을 유발하여 크리프 저항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9.6.7의 크리프 시험 결과에 대한 미세조직
에서 석출상에 일부 전위가 석출물에 고착된 결과로서 알 수 있다.

다. 결 론

HANA 피복관에 대해 350, 400℃에서 열적 크리프 시험을 수행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장기크리프 시험결과 HANA 피복관은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하면 크리프 저
항성은 향상되었다.
HANA 피복관의 응력지수는 3.5~4 범위로서 가동전위의 활주가 재료내 용질원
자의 확산에 의해 조절되는 전위 크리프기구로 나타났고, 활성화에너지는 53~55
kcal/mole로 측정되었다.
HANA 합금의 응력지수 및 열적활성화 에너지는 상용 피복관의 응력지수 및
활성화에너지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HANA 합금의
크리프 특성은 상용 Zircaloy 합금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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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6.1 Chemical composition of HANA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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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6.2 Stress exponent and activation energy of HANA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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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1 Manufacturing process of HANA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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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internal
pressurized tube specimens for the creep test
(Left: before the test, Right: afte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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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3 Thermal creep properties of HANA alloys with
various final anneal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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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4 Thermal creep properties of HANA alloys
with different applied stress at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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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5 Thermal creep properties of HANA alloys
with different applied stress at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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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6 Log plot of creep strain vs. stress at various temperatures of
HANA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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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6.7 TEM micrographs of before and after creep
test samples at 350℃, 120 MPa of HANA alloys
annealed at 510℃, 2.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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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LOCA시 지르코늄 피복관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물질이 냉각수 내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하며 핵연료를 가두어 원자력 발전소의 1차 안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노심부품이다. 그러므로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로의 정상 상태 뿐만 아니라
사고 상태 조건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불가결 하다. 이에 입각하여 설계기준
사고 중에서 1차측 냉각 루프가 파단 되어 냉각 능력을 상실하는 냉각재 상실사
고 (Loss of Coolant Accident, 이하 LOCA)조건에서의 피복관 성능입증은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LOCA시 피복관은 냉각재 상실에 의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 개방에 따
른 외부 압력 강하 및 봉 내압 증가에 의한 압력 변화로 인하여 반경방향으로 부
풀어 오르는 고온변형이 발생한다[9.7.1]. 이때 변형되거나 파열된 피복관은 비상
냉각수 주입시 냉각재의 유로를 막아 핵연료 집합체의 냉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9.7.2]. 또한 비상 냉각수 주입 전까지 피복관은 고온에서 일정 시간 수증기
산화반응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 비상 냉각수가 주입되어 고온 취화된 피복관
이 찬 냉각수와 접촉하게 되면 급랭 효과에 의하여 피복관은 길이 방향으로 수축
열응력을 받게 되며 산화반응으로 소실되지 않은 피복관 두께가 일정 이하로 상
기의 수축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때, 피복관은 취성 파단을 겪게 되어 핵연료봉
손상을 가져와 원자력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9.7.3].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적 운전을 위해 핵연료 교체 주기를 15개월에서 18
개월로 늘이는 장주기 운전으로 대변되는 고연소도 운전 등을 시도하고 있는 추
세이며 핵연료 피복관은 고연소도 환경에서 부식반응에 따른 산화막의 형성과 이
에 수반되는 수소화물의 형성에 의하여 그 연성이 장입 초기에 비하여 떨어지게
된다. 핵연료 피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르칼로이-4의 경우, 노심에 3주기 장입
후 표면에 약 100㎛의 산화막 및 600ppm 정도의 수소화물이 형성된다[9.7.4]. 이러
한 산화막 및 수소화물의 형성은 피복관의 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9.7.5] 이는 LOCA시 피복관의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로도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에 수행된 LOCA 관련 연구는 주로 고온 수증기 분위기에서 내압을 가한
피복관의 변형거동[9.7.6, 9.7.7]과 고온 수증기 분위기에서 일정 시간 산화 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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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냉각수를 모사하는 냉각수를 주입시 피복관이 열충격에 의하여 겪게 되는 거
동[9.7.8, 9.7.9]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입수상
태(as-received)의 피복관에 대한 LOCA 거동 평가에 치중하였으며 고연소도시
피복관에 형성되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LOCA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상용 지르코늄 피복관에 고연소도 환경을 모
사하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을 장입 후 LOCA시 피복관의 변형 거동을 모사하는 고
온 변형 시험과 비상 냉각수 주입시 피복관의 취성 파단거동을 모사하는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인자가 피복관의 LOCA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나. 실험방법

(1) 실험 시편
실험에 사용된 피복관은 상용급 지르칼로이-4 (Zr-1.3Sn-0.21Fe-0.1Cr)
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약 9.5mm의 외경과 0.57mm의 두께,
200mm의 길이를 갖는다. 그림 9.7.1은 실험에 사용된 피복관의 처리 상태를 나타
낸 그림이다. 수소화물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복관을 200mm의 길이로 절취
한 후, 기체 분압을 이용한 방법으로 피복관에 0, 300, 1000ppm의 목표량으로 수
소를 장입하였다. 피복관 길이방향에 따른 수소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험 시
편의 중앙 부분에 대하여 수소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소분석은 LECO사의
RH600C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를 용해하여 배출되는 기체를 적외선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소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9.7.2와 같이 목표 수소량과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길이방향에 대한 수소함량의 편차는 거의 일정함이
확인되었다. 산화막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복관을 500℃ 분위기로에 장시간
노출시켜서 공기 분위기에서 산화시켰다. 산화온도를 지르칼로이-4의 최종 열처리
온도인 470℃보다 높게 산화한 이유는 LOCA시 피복관의 변형 및 산화 온도가
900~1200℃[9.7.1, 9.7.3] 로서 최종 열처리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높
은 온도에서 산화시켜 산화막 성장을 가속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시편을 각각 4
주, 8주간 노출시켜 산화막 두께가 각각 20, 50㎛일 때, 인출하여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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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비
LOCA 모사 시험장비는 단일 봉 시험 장비로써 그림 3(a)와 같이 자체
제작[9.7.10] 하였다. 시험 시편인 피복관의 양 끝단에 멘드렐을 삽입하고 고전류
가 흐르는 전극을 시편의 양 끝단에 장착하여 전기저항을 이용한 직접가열 방식
으로 피복관을 가열하였으며 가열길이는 약 170mm이다. LOCA 발생시 형성될 원
자로 내의 수증기 분위기를 모사하기 위하여 시편에 석영관을 두르고 내부에 증
기를 주입하였다. 고온산화 중 의도하지 않은 피복관의 변형을 방지하고 축방향
비구속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부착된 전극과 절연체의 무게만큼 역하중을 가하
여 시편에 실제 가해지는 하중이 0이 되도록 하였다.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여 피
복관을 가압하였으며 피복관의 온도 측정은 파이로메타를 이용하였다. 모든 데이
터와 변수는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였다.

(3) 시험 방법
시험방법은 서론에 기술한 LOCA 과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
였다. 첫째, 초기 내압을 가한 피복관의 온도를 상승시켜 피복관이 파단에 이르기
까지 가열하는 방식(가열변형 시험)과 피복관에 일정시간 만큼 가열 후 냉각수를
주입하여 급랭하는 방식(열충격 시험)으로 수행하였다. 가열변형 시험의 경우, 10,
100℃/s의 두 가지 가열 속도와 10~60MPa의 초기 원주응력 하에서 시험을 수행
하였고 열충격 시험의 경우, 1000~1200℃의 온도에서 500~7000초의 시간동안 수증
기 분위기에서 산화 후, 급랭하였다. 시험이 끝난 피복관은 파열이 발생 할 때까
지의 파열온도와 파열이 일어난 부분의 변형량인 총 변형량(total elongation)을 측
정하였다. 변형량은 늘어난 원주 둘레의 길이 차를 초기 둘레로 나누어서 구하였
으며 시험 후 피복관의 미세조직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되었다. 취화된
피복관의 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9.7.3(b)와 같이 압축 시험을 수행하였다.
열충격 시험이 끝난 피복관을 15mm로 절취 후, 재료시험기를 이용하여 피복관을
분당 1mm의 속도로 압축하여 피복관이 파단할 때까지 시험하였다.
산화막이 있는 시편의 경우, 취성을 띤 산화층과 연성을 띤 금속층에 의하여 하
중-변위곡선은 산화막이 최대 하중을 버틴 후 1차 파단이 일어나며 금속층이 잔
여 하중을 유지하다가 파단 됨에 따라 톱니모양의 곡선을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
연성은 산화된 피복관이 처음으로 파단되는 점의 변위로 평가하였다. 표 9.7.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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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험 mode의 개요와 입, 출력 인자를 비교하였다.

나. 실험결과 및 고찰

(1) 지르칼로이-4 피복관에 대한 가열변형 시험 결과
그림 9.7.4는 가열변형 후 피복관의 파열온도에 대한 변형량을 나타낸 결
과이다. 열린(open) 기호는 가열속도가 10℃/sec인 경우이며, 닫힌(closed) 기호는
가열속도가 100℃/sec인 경우이다. 그림에서 온도에 따른 변형량의 변화가 일련의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에 따른 피복관의 변형량 그래프가 두
개의 최고점(peak)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peak는 지르코늄 피복관의 상
변태와 밀접한 관련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7.11]. 지르칼로이-4의 주
요 구성원소인 지르코늄은 825℃ 이하에서는 육방 조밀구조인 α상을 가지며 82
5℃ 이상부터 α상과 함께 체심 입방구조를 갖는 β상이 공존하는 영역을 갖다가
975℃ 이상에서 β상이 안정한 영역으로 천이하게 된다. 피복관의 온도가 600~70
0℃ 구간에서는 α상 결정립의 성장이 발생하고 큰 결정립이 α상 내부의 가동전위
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복관의 연성은 상승하게 된다[9.7.12]. 피복
관의 온도가 상승하여 β상이 α상 주위에 형성되면 등방성인 β상이 원주방향 변형
을 분산하게 되어 α상의 원주방향 연신을 방해하게 되고[9.7.13] 피복관의 변형은
감소하게 된다. 피복관의 미세구조가 β상인 고온 영역에서는 결정립계 미끄럼
(grain boundary sliding)의 기구에 의하여 피복관의 연성은 증가하게 된다[9.7.14].
파열온도가 높아질수록 β상 결정립계의 크기는 성장하게 되고 피복관 표면에 고
온 분위기에 의한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이것이 결정립계 미끄럼을 방해하여 피
복관의 연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림 9.7.6은 가열변형 시험이 끝난 피복관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사진이다. α상
이 안정한 영역인 700℃ 근처에서 피복관이 원주방향으로 길게 연신된 것을 알
수 있다. α상과 β상이 공존하는 영역인 850℃ 근처에서 α상 주위에 미량으로 형
성된 β상이 α상 연신을 방해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β상 영역인 1000℃ 이상
에서는 침상형의 β상이 방향성을 가지며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결정립계 이동과
그에 수반하는 새로운 β상 형성이 발생하여 이것이 고온에서 피복관 연성을 증가
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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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열변형에 미치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의 영향
그림 9.7.5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을 갖는 피복관에 대한 가열변형 시험
결과이다. 각 시편이 동일한 산화막 두께 및 수소화물 함량을 가지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약간의 산포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산화막과 수소화물
이 온도에 따른 변형 거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화막 시편의
경우, 피복관이 1000℃ 이하에서 조기 파단된 양상을 보이며, 파열 변형량도 입수
상태 피복관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이 피복관의
파열거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림 9.7.6은 산화막이 장입된 피복
관의 미세조직을 파열온도에 따라 나타낸 사진이다. α상 온도영역에서 파열한 시
편의 경우, 피복관의 α상 결정립이 산화막 아래부분에서 거의 연신되지 못한 반
면, 아래로 갈수록 α상이 변형되어 길쭉하게 연신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표면
에 형성된 산화막이 α상의 연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르코늄 산화막의
Pilling-Bedworth 비는 1.56으로 산화막의 형성으로 부피가 증가하면 산화막에는
원주방향으로 팽창응력이 작용하며, 산화막과 금속 계면은 힘의 평형에 의하여 원
주방향으로 수축응력이 작용하여 그것이 금속층 표면의 α상 원주방향 연신을 제
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표면에 산화막이 있는 경우 변형이 두께방향으
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부 불안정에 의한 네킹(necking)이 입수상태의 피복관
에 비하여 발생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피복관의 파단 연신율이 입
수상태의 피복관에 비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β상 온도 영역에서 파열한
시편의 경우, 표면 산화막이 변형에 의하여 파괴되고 파괴된 곳에 수증기와의 산
화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산화막이 집중적으로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렇게 국부 파손된 산화막이 고온 산화를 용이하게 하여 그 결과 피복관이 1000℃
이상 고온에 이르지 못하고 조기 파단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수소화물 장입 시편의 경우, 그림 9.7.5에서 온도에 따른 피복관의 변형이 입수
상태의 피복관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지만 수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온도에
따라 피복관의 연성이 회복하는 구간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수상태의
피복관의 경우, 875℃에서 변형량이 최소를 보이다가 점차 β상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계 미끄럼의 기구에 의하여 연성이 회복되어 1100℃에서 연성의 최대
값을 보인다. 수소화물을 1000ppm 장입한 피복관의 경우, 피복관의 연성이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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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에서 최소값을 보이며 약 950℃에서 연성이 회복함을 관찰하였다.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복관의 변형거동은 상변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
소화물을 장입한 피복관의 경우, 침투한 수소가 피복관의 상변태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온도에 따른 피복관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소는 β상 안정화 원
소로 수소의 첨가는 β상이 안정한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Zr-1.0Nb
피복관의 상변태에 대한 수소영향 연구에 따르면[9.7.4] 수소가 800ppm 첨가된 경
우, 입수상태의 피복관에 비하여 α→α+β 변태온도를 약 150℃ 낮춰주고, α+β→β
온도를 약 25℃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소의 첨가는 고온의
β상이 안정한 영역을 확장하여 β상이 나타나는 온도를 보다 저온으로 천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 수소의 첨가에 따라 연신율이 회복하는 온도가 보
다 저온으로 천이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β상
의 결정립계 미끄럼이 피복관의 고온 변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수소의 첨
가는 β상 형성온도를 저온으로 이동시키고, 결정립계 미끄럼 변형기구 작동에 따
른 연신율의 회복 온도도 저온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9.7.2는 초기 원주응력과 가열속도에 따른 각 피복관의 파열온도를 나타낸
표이다. 대체로 초기 원주응력이 높아질수록 파열온도는 감소하는데 이는 초기 원
주응력이 높을수록 파열 구동력이 높아져서 고온에 이르기 전에 파열하려는 경향
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입수상태 피복관의 경우, 동일한 원주 응력에서 가열속도
가 높아질수록 파열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가열속도가 급격할수록 상평형에 이
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자라는 시간을 상쇄하기 위하여 높은 온
도에서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막 피복관의 경우, 입수상태와 달
리 시험인자에 대한 뚜렷한 파열온도의 변화경향을 찾기 어려웠으며 50㎛ 도포한
피복관의 경우, 파단이 조기에 일어나서 파열온도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는 표면
의 산화막이 두꺼울수록 하중을 지지할 금속두께가 감소하고 흡수한 산소에 의한
금속의 취화에 의하여 피복관의 조기파단이 발생하여 입수상태의 피복관과 같은
거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소화물 장입 피복관의 경우, 수소화물 장입량이 높아질수록 파열온도가 감소
하는 거동을 보였다. 이는 그림 9.7.7과 같이 피복관 주위에 미세하게 형성된 수소
화물이 고온 변형시 전량 고용되어 이것이 수소취성을 야기하여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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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르칼로이-4 피복관에 대한 열충격 시험 결과
그림 9.7.8은 1000℃부터 1250℃까지 고온 산화 후에 급랭시 피복관의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취성거동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열린 (open) 기호는 급랭시
피복관이 수축응력을 버티고 그 건전성을 유지한 경우이며 닫힌 (closed) 기호는
고온산화로 취화된 피복관이 급랭시 수축응력을 버티지 못하고 파단된 시편을 의
미한다. 시험시편의 산화량은 초기 피복관의 두께에 대한 LOCA시 형성된 산화막
두께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열충격 시험이 끝난 피복관 시편의 단면을 그림 9.7.9
에 나타내었다. 피복관 시편의 미세구조는 산소의 확산에 의하여 피복관 외층에서
내층으로 갈수록 세 개의 특정한 층이 형성되고 있다. 수증기 분위기에서 수증기
와 직접 맞닿아 있는 바깥 표면에는 산소의 공급이 용이하여 화학 양론적 산화막
인 ZrO2층이 형성되고 아래층에는 산소 안정화 (oxygen stabilized) α층이 형성되
는데, 이 층은 산소의 농도가 확산에 의하여 제약받아 화학 양론적인 지르코늄 산
화막을 형성하기에 모자라서 형성된 준안정 상이다.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내층
에는 β상이 고온 LOCA 환경에서 형성되다 급랭에 의하여 침상형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갖게 되는 prior-β층이 형성된다[9.7.15]. 산화 시간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산화막과 산소 안정화 α층은 확장되는 반면에 prior-β층의 분율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산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산소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산
화 시간이 증가 할수록 산소의 침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4) 열충격에 미치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의 영향
그림 9.7.9는 열충격 시험이 끝난 산화막 및 수소화물 장입 피복관의 미
세구조를 나타낸 사진이다. 산화막 장입 시편의 경우, 전 절에서 기술한 미세조직
외에 표면에 시험 전 처리한 산화막 층이 관찰되었고 시험 후 산화막의 파손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험 전 처리한 산화막 밑에 LOCA시 형성된 산화막이 발달되
어 있었고 동일한 산화 온도와 산화 시간에서 LOCA시 형성된 산화막 두께는 입
수상태 시편과 시험 전 산화막 처리한 시편에 관계 없이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시험 전 형성시킨 산화막이 고온에서 산소확산을 지체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다른 연구자의 실험결과[9.7.16]와 일치하는 거동을 보인다. 수소화물 장
입시편의 미세구조는 입수상태의 피복관과 유사하였으며 미세구조에서 수소화물

- 270 -

형상을 찾지 못하였다. 이는 수소화물이 고온에서 전량 고용되었다 급랭시 미세하
게 석출되어 광학 현미경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7.10은 시험
전 산화막와 수소화물이 LOCA시 산화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한 그래프이
다. 시험온도 및 시간을 한 변수로 묶기 위해 x축을 지르코늄의 고온 산화 활성화
에너지인 45,500cal/mol[9.7.17]에 의거한 아레니우스 (Arrhenius) 관계식으로 도시
하였다. 산화 온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라 지르코늄 산화막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
으며 시험 전 처리한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고온 산화시 산화막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적었다.
표 9.7.3은 입수상태의 피복관 및 시험 전 산화막 처리 피복관 및 수소화물 장
입 피복관의 문턱 산화량을 나타낸 표이다. 문턱 산화량이란 최초로 파단이 일어
나게 되는 산화량으로서 그림 9.7.8에서 닫힌 기호가 최초로 나타난 값을 의미한
다. 입수상태 피복관의 문턱 산화량이 23.62%로서 이는 형성된 산화막이 전체 두
께의 23.62% 이상 잠식시 피복관은 잔여 금속 두께가 얇아지게 되어 급랭과 같은
외부 열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파단하게 됨을 의미한다. 시험 전 산화막 처리 피복
관 및 수소화물 장입 피복관의 경우, 문턱 산화량 값이 약 19에서 21%의 값을 보
이며 입수상태의 피복관과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험 전 처리한 산화막
및 수소화물이 온도 차이에 의한 열충격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음을 의
미한다.
열충격 시험 후 고온 산화에 의하여 취화된 피복관의 연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복관에 압축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그림 9.7.11에 도시하였다. 산화막 성장이 진
행될수록 파단에 이르는 연성은 점차 감소하는 거동을 보이며 이는 산화막 성장
이 진행할수록 하중을 담당할 금속층(prior-β층)의 두께가 얇아짐과 동시에[9.7.18]
금속층 내부에 흡수 수소량이 증가[9.7.18]하여 피복관의 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
다. 수소화물을 장입함에 따라 산화량에 따른 피복관의 연성 감소가 보다 급격함
을 알 수 있다. 입수상태의 피복관의 경우, 산화량이 20% 이상일 때, 피복관의 연
성이 거의 0으로 접근하는 반면, 1000ppm 장입한 수소화물의 경우 산화량에 관계
없이 피복관의 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소는 β상 안정화 원소로 시험 전 수소화물의 장입은 고온에서 β상 영역을 저온
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르칼로이-산소의 상태도에서 수소량이 많아질
수록 β상 내부의 산소 고용도 (oxygen solubility)가 높아지게 된다. 1200℃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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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소가 첨가되지 않은 지르칼로이-4의 β상 내부의 고용 산소량이 0.45%인 반
면, 수소가 600ppm 정도 첨가된 경우, 고용 산소량이 0.78%로 높아지게 된다
[9.7.19]. 높아진 β층 내 고용 산소량은 결국 잔여 금속층의 취성을 가속시켜 결국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7.12는 열충격 시험이 끝난 피복관에 대한 두께방향으로의 미세경도 시
험 결과이다. 깊이에 따라 미세경도 값이 급격히 감소하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
고 있는데 바깥층의 높은 경도값은 지르코늄 산화막 및 산소 안정화 α층에 기인
한다. 많은 양의 산소를 고용하고 있는 지르코늄 산화막 및 산소 안정화 α층에서
높은 경도값을 나타내며 비교적 산소량이 낮은 prior-β층에서 미세 경도값이 일정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소화물 함량이 높아질수록 prior-β층의 미세 경도값이
상승하며 그 영역도 확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시험 전 수소화물 함량이 높아질
수록 prior-β층 내부의 산소 고용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산소 함량이 상승함과
아울러 prior-β상을 안정화 시키는 수소에 의하여 그 영역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다. 결 론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지르칼로이-4 피복관의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막과 수소화물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상사고인 냉각재 상실사고시
피복관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시험 전 산화막과 수소화물 처리한
피복관에 대하여 고온 변형 시험과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
과 같다.
고온 변형에 미치는 표면 산화막의 영향은 800℃ 이하에서 지르칼로이-4의 α상
입내 변형을 구속함과 동시에 고온인 900℃ 이상에서 산화막의 파괴에 의한 가속
산화현상을 일으켜서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켰다.
고온변형에 미치는 수소화물의 영향은 지르칼로이-4 피복관의 β상을 안정화 시
켜서 β상에 의한 입계 미끄럼 기구를 저온으로 천이함과 동시에 고온 중 미세하
게 분포한 수소화물에 의하여 피복관의 연성을 감소시켰다.
표면 산화막은 고온 산화시 산화막 형성을 지체시키지 못하였으며 열충격 저항
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시험 전 장입한 수소화물은 지르칼로이-4의 산화막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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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열충격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으나 하중 지지를 담당하는 피복관 내
부 prior-β층의 산소 고용도를 증가시켜 열충격 시험 후 피복관의 기계적 연성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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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7.1 Test parameters of the LOCA test

High temperature ballooning test
Objectives
Time-

to simulate initial stages

parameter
Temp.

Input
parameter
Output
parameter

to simulate final stages
atmosphere

Pressure constant

profile

Quench test

increase until rupture

constant at desired time,
then water quench

Initial hoop stress : 10~60MPa

Temperature : 1000~1200℃

Heating rate

Time

: 10~100℃/sec

: 500~7000sec

Burst temperature

Threshold oxidation

Burst elongation

Du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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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7.2 Burst temperature of Zircaloy-4 claddings (selected data)

20MPa

Burst temperature
(℃)

pre-hydride

60MPa

10℃/sec 100℃/sec 10℃/sec 100℃/sec 10℃/sec 100℃/sec

As-received
pre-oxide

40MPa

874

1010

761

905

750

825

20㎛

829

936

820

800

*

*

50㎛

*

*

891

*

886

*

300ppm

*

800

749

784

800

809

1000ppm

815

859

719

*

723

695

* : early claddin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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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7.3 Threshold oxidation of Zircaloy-4 claddings

As-received
Threshold
oxidation (%)

23.62

pre-oxide

pre-hydride

20㎛

50㎛

300ppm

1000ppm

19.24

21.57

19.28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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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1 Schematic illustration of specimen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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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2 Local hydrogen distribution of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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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7.3 (a) Photograph of LOCA simulation facility
(b) Schematic illustration of ring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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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4 Burst temperature and burst elongation of as-received Zircaloy-4
cladding after high temperature balloo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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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5 Burst temperature and burst elongation of pre-oxided and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after high temperature balloo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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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6 Optical microstructures of as-received, pre-oxided and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after high temperature balloo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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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7 Fracture tip of 1000ppm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after high
temperature ballooning test. (Initial hoop stress : 30MPa, ramp rate : 1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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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8 Failure map of as-received Zircaloy-4 cladding after quench test. open
symbol denotes cladding survived during oxidation and subsequent water
quenching, closed symbol denotes cladding that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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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9 Optical microstructures of as-received, pre-oxided, and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after quench test. Specimen oxidized at 1100℃ and 3000sec
then qu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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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10 Oxide growth of as-received, pre-oxided, and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s during quen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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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11 Ring compression ductility of as-received and pre-hydrided
Zircaloy-4 cladding after quen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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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12 Effect of pre-hydride on the local microhardness profiles of
Zircaloy-4 cladding after quen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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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링인장 시험을 이용한 지르코늄 피복관의 반응도 사고(RIA)시 연성평가
반응도 사고 (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이하 RIA)란 핵연료인 우라늄의 반
응도를 제어하는 제어봉이 구동장치의 파손 등에 의하여 외부로 인출되어 핵연료
계통의 반응도가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RIA시 핵연료는 단열상태에서
높아진 반응도에 따른 급격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핵연료 피복관은 급격한 온도상
승 및 원주방향 팽창, 핵연료 파손에 따른 기계적 손상 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RIA는 특히 고연소도 환경에서 지르코늄 피복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연소도가 진행될수록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과 피복관 내부
에 형성된 수소화물이 피복관의 연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RIA와 같은 과도
상태에 특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9.8.1].
RIA시 반응도 변화에 의한 핵연료봉 출력 peak가 대략 0.1msec이고 온도의 변
화폭이 수 초간 1000℃정도 상승하는 그 특수성[9.8.2]으로 인하여 노외시험을 통
한 완전한 모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IA 사고해석이 핵연료
계통 안전 해석에 필요불가결 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RIA를 모사하는 여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RIA 노외 시험의 주요 특징은 피복관에 온도, 또는 하중속
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과도상태에서의 피복관의 연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프랑
스[9.8.3]에서는 유도 coil을 이용하여 급격한 온도변화를 통한 피복관의 기계적 성
질을 측정하였고 일본[9.8.4]에서는 고속 파열시험을 통하여 피복관의 원주방향 연
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 하였으며, 스웨덴[9.8.5] 및 러시아[9.8.6]에서는 고속 링
인장시험을 통하여 피복관의 기계적 물성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연소도의 피복관에 대한 물성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연소도 피복관의 주요 인자인 산화막 및 수소화물의 개별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신형 피복관의 고연소도 환경에서 RIA시 연성 거동을 평
가하는 사전 단계로 모사 고연소도 처리한 상용 지르코늄 피복관에 대한 링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고 수소화물과 산화막에 대한 영향을 기술하였으며 실제 RIA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가.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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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재료 및 고연소도 모사
실험에

사용된

피복관은

상용급

low

tin

지르칼로이-4

(Zr-1.3Sn-0.21Fe-0.1Cr)을 사용하였다. 고연소도에 의한 수소화물 영향을 연구하
기 위하여 65mm로 피복관을 절취한 후, gas 분압을 이용한 방법으로 피복관에 0,
300, 600, 1000ppm의 목표량으로 수소를 장입한 후 시편을 가공하였다. 동일한 조
건에 대해서도 시편에 장입된 수소량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 후 피복
관 시편에 대하여 수소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고연소도에 의한 산화막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피복관을 링 인장 시편으로 가공한 후 피복관의 최종열처리 온
도인 470℃ 분위기로에 장시간 노출시켜서 산화시켰다. 470℃에서 산화한 이유는
지르칼로이-4 피복관의 최종열처리 온도 부근에서 산화시켜 재결정 등 부가조직
의 변화 없이 산화막 성장을 가속화 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시편을 각각 6주, 12주, 22주간 노출시켜 산화막 두께가 각각 20, 50, 100㎛가
될 때 인출하여 시험하였으며, 산화막 영향 외에 다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
공된 시편을 진공 capsule에 가둔 후 동일한 시간만큼 열처리시킨 시편도 함께 시
험에 사용하였다. 수소화물 장입 연구의 경우, gas 분압에 의한 확산이 시편 모서
리에서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균일한 장입을 위하여 가공 전 피복관에 수소를
장입한 후 시편 가공하였으며 산화막 도포의 경우,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이 경하
여 시편가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미리 가공 후, 분위기로에 장입하였
다. 표 9.8.1 및 그림 9.8.1에 시험에 사용된 조건과 실험 과정을 나타내었다.

(2) 링 인장시험
고연소도를 모사하는 수소화물 및 산화막 처리한 피복관의 연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링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9.8.2에 링 인장시험에 대한 개략도
를 실었다. 시편을 가로방향으로 절취하여 폭 1.7mm, 표점거리 (gage length)
2.11mm인 링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원주방향으로 인장시험을 수행한 이유는
RIA시 피복관의 급격한 팽창 및 수반하는 변형이 원주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모사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RIA시 피복관의 온도와 변형량이 짧은 시간내
에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승온속도에 한계가 있는 상업로를 이용하여 온도를 변
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RIA 모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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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변형속도의 변화에 따라 피복관의 기계적 연성을
평가하였다. 제작한 링 인장시편을 재료시험기에 연결하여 0.01, 0.1, 1/sec의 변형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변형속도는 crosshead의 속도에 표점거리를 나
누어서 구하였다. 링 인장시험은 grip과 피복관 사이에 pin을 연결한 후 당겨서
시험하였으며 당기는 동안 피복관이 안쪽으로 굽혀져 형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I 형태의 맨드렐을 피복관에 삽입하여 시험도중 피복관의 형태가 일정
하게 유지되게 하였다[9.8.4]. 링 인장시험은 시편의 크기가 작은 특성상 시험결과
가 동일 조건이더라도 산포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조건에 대
하여 시험을 3번 실시한 후 각각의 값을 평균하여 나타내었다.
링 인장시편은 ASTM 표준 시편이 아니며 시편의 크기가 작아 표점거리가 피
복관 원주의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장 시험 도중 표점거리 외에 pin 지지부
분에서도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표점거리의 변화를 측정할 신율계를 장
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종래의 변형된 표점거리를 초기 표점거리로 나누어
서 연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연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없어 연성은 직관
적으로 피복관이 파단을 일으켰을 때의 crosshead 위치변화로 표시하였다. 시험이
끝난 후 파단된 피복관에 대한 광학 현미경 및 주사전자 현미경 (SEM) 관찰을
수행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수소화물의 영향
그림 9.8.3은 파단 후 링인장 시편에 대한 접사이다. 수소 미장입 시편의
경우에는 파단형태가 일반적 cup and cone 파단 외에 시편의 폭을 따라 45° 방향
으로 전단 파단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편이 표준규격 시편이 아니고 시편
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평면응력 상태가 시편의 폭을 가로질러 작용하기 때
문이다. 수소를 장입한 경우에는 취성파괴에 의하여 시편은 별다른 추가 연신 없
이 하중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파단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9.8.4는 변형속도에 따른 지르칼로이-4의 기계적 성질을 공칭 수소함량
(nominal hydrogen content) 에 따라 나타낸 결과이다. 공칭 수소함량이란 목표
장입 수소량을 의미하며, 장입 수소량에 따라 강도의 증가 및 연성의 감소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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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찰되고 있다. 최대 인장응력의 경우, 공칭 수소량이 600ppm에 이르렀을 때
까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이다가 1000ppm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높은 수소함량에서 피복관의 파괴 형태가 취성파괴를 보여서 피복관이 최대
인장응력에 이르기 전에 파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변형속도의 영향은 변형속도
가 0.01/sec에서 1/sec로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고 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대
체로 관찰되고 있다. 표 9.8.2는 변형속도와 공칭 수소함량에 따라서 링 인장 시편
의 취성파단 비율을 조사한 표이다. 수소 미장입 시편에서는 변형속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취성파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소함량이 높아질수록 전체시편 중 취
성파괴를 일으키는 시편의 분율이 많아졌으며 변형속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공
칭 수소함량에서도 취성파괴를 일으키는 시편의 분율이 높아져서 공칭 함량이
600ppm과 1000ppm의 수소를 장입한 경우, 1/sec의 변형속도에서는 모든 시편이
취성파괴를 일으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9.8.5는 수소 미장입 시편과 1000ppm 수소를 장입한 시편의 파단사진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수소 미장입인 경우에는 cup and cone 형상이 시
편두께를 통하여 관찰되었으며 1000ppm 수소를 장입하여 취성파단에 이른 시편
의 경우에는 하중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균열이 진행하였으며 균열이 수소화물
주위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직하게 진행한 균열은 일정 길이 전파 후 응
력상태가 평면변형에서 평면응력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잔여 ligament 부근에
서 45° 방향으로 파단된 양상을 보인다.
그림 9.8.6은 수소 미장입 시편과 1000ppm 수소장입한 시편의 파단된 표면을 주
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수소 미장입 시편인 경우 딤플(dimple)이 많
이 형성된 반면, 1000ppm 수소 장입한 시편의 경우, 딤플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관찰되었고 간간히 미세한 취성파단의 징후가 관찰되었으며 저배율 상에서
수소화물 주위와 기지조직간 계면간의 박리현상 (decohesion)이 관찰되었다. 표
9.8.2에서 높은 변형속도에서 취성파단의 분율이 높게 나온 결과가 이러한 박리현
상이 낮은 변형속도보다는 높은 변형속도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
며 이것이 그림 9.8.4(b)에서 높은 수소함량에서 1/sec일 때 연성을 크게 감소시킨
요인으로 생각된다.

(2) 산화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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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7은 산화막 두께에 따른 지르칼로이-4 피복관의 강도 및 연성
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산화막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대 인장강도 및 연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변형속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의 증가
및 연성의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 산화막 영향을 배제하고자 진공 capsule에 장입
하여 산화 시편과 동일한 온도 및 시간에서 열처리한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최대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반면, 연성이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 열처리 온도가 지르코늄 피복관의 응력이완 열처리 온도인 470℃
이며 이 온도에서는 조직의 재결정 보다는 내부 전위의 재배열 및 풀림현상이 나
타나게 된다[9.8.7]. 또한 열처리 시간이 각각 6주, 12주, 22주로 매우 긴 것을 감
안할 때, 이러한 강도 감소 및 연성증가는 내부 전위의 소멸과 아울러 긴 열처리
시간에 의한 재료의 시효현상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8.5(c)는
100㎛ 산화한 링 인장시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산화막의 형성에 의하여 단면
의 두께가 얇아졌으며 별도의 결정립 성장 없이 산화막 시편의 금속기지 내의 석
출물의 개수 및 크기가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산화시간의 증가에
따른 강도의 감소가 결정립 성장에 의한 강도 감소가 아닌 시효현상에 기인한 것
으로 생각된다. 산화막 모사 시편의 경우, 산화가 진행될수록 산화막 성장에 의한
하중지지 면적의 감소와 함께 전술한 전위의 성장과 함께 기지조직의 시효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산화막 모사시편에서 산화막 성장 외의 다른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진공열처리 한 시편의 단면적을 산화막 두께만큼 차감하여 정규화한 최
대 인장응력과 실제 산화막 모사 시편의 최대 인장응력을 비교하였다.
그림 9.8.8은 정규화한 최대 인장응력과 실제 산화막 모사 시편의 최대 인장응
력을 비교한 결과이며 진공 열처리한 시편의 연성과 실제 산화막 모사 시편의 연
성을 비교한 결과도 함께 실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강도의 경우, 실제 강도가 예
상 강도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연성의 경우에도 실제 연성이 예상 연성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산화막 성장이 진행될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산화가 진행될수록 침투한 산소가 지르코늄과 반응하여 산화피막을 생성함과 동
시에 침투된 산소가 지르코늄 기지내에 고용되어 이것이 산소취화를 야기하여
[9.8.8] 예상 강도 대비 실제 강도의 증가와 진공대비 실제 산화 피복관의 파단연
신율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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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링인장 시험을 이용한 RIA 거동 예측
표 9.8.3은 수소 장입량과 산화막 형성에 따른 지르칼로이-4 시편의 연
성과 인성을 비교한 표이다. 인성 (toughness)은 응력-변위 곡선의 면적에 해당하
는 부분으로 피복관이 파단에 이르기까지 흡수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를 의미한다.
표에서 연성과 인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소장입 시
편의 경우 300ppm에서 인성이 미장입 시편에 비하여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는데
이는 중간정도의 수소장입의 경우, 강도의 증가가 연성의 감소를 상쇄하였기 때문
에 전체 면적을 대변하는 인성의 값이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수소 장입량이
600ppm 이상 증가한 경우, 강도의 증가분 보다 연성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인
성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000ppm에서는 600ppm과 인성값이 별 차이
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산화막 도포 시편의 경우, 산화막 두께가 증가할수록 연성
의 증가가 강도의 하락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의 값이 단계적으로 하락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소 장입이 기체 확산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칭 수소
장입량과 실제 흡수된 수소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9.8.9는 수소 장입한 시
편에 대하여 링 인장 실험 후 인성값의 변화를 실제 흡수한 수소량과 비교, 도시
한 결과이다. 열린(open) 기호는 링 인장시험 도중 연성파단을 보인 시편이며 닫
힌(closed) 기호는 링 인장시험 도중 취성파단을 보인 시편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흡수량이 증가할수록 단계적인 인성의 하락이 관찰되었으며 수소흡수
량이 700ppm 이상인 경우, 모든 피복관이 취성 파단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RIA 사고시 피복관 및 핵연료 계통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핵연료
엔탈피(fuel enthalpy)가 쓰인다. 핵연료 엔탈피란 온도 변화 및 상태 변화에 따라
핵연료가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의미하며 핵연료의 주요 구성품
인 이산화우라늄이 용융에 이르는 엔탈피는 이론상 348cal/g이다[9.8.9]. 정상운전
일 때는 핵분열에 의하여 생성되는 에너지가 냉각재의 열전달에 의하여 제거되기
때문에 핵연료에 축적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 (엔탈피)가 70～80cal/g이다. 그러나
제어봉 인출사고 등과 같은 반응도 사고가 발생하면 높아진 반응도로 인하여 많
은 양의 핵분열 에너지가 짧은 시간에 발생하게 되는 반면, 냉각재의 냉각능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핵연료에 냉각되지 못한 잉여 에너지가 핵연료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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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게 된다. 곧 냉각재에서 빠져나가는 엔탈피를 제외한 순 엔탈피가 이론상 계
산값인 348cal/g을 넘어서게 되면 핵연료는 용융되거나, 파손되어 열에너지가 기
계적 에너지로 변환되어 피복관의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거동에 따르며 안전성을 중시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보수성을 감안하여 파단
에 이르는 임계 핵연료 엔탈피를 낮게 설정한다. 실제 프랑스 및 일본에서 수행한
모의 원자로 실험에 따르면[9.8.10, 9.8.11], 연소가 진행되지 않은 핵연료봉이 수용
할 수 있는 핵연료 엔탈피를 160cal/g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연소도 피복관의 경
우 임계 핵연료 엔탈피를 130cal/g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RIA에 의하여 핵연료
에 축적, 방출된 에너지가 모두 피복관의 원주응력 팽창에 전달된다고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주방향 인성과 핵연료 엔탈피간에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노내 실험을 통하여 얻은 핵연료 엔탈피와 피복관 변형간의 data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주방향 인성간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여기서 toughness는 응력-변위 곡선의 면적에 해당하며 단위는 MPa-mm이다.
본 식에 근거한 핵연료 엔탈피와 피복관 인성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림 9.8.10과 같다. 비록 모든 핵연료 엔탈피가 피복관의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 전환된 기계적 에너지가 전부 원주방향 팽창에 관여하지 않지만[9.8.5], 본
결과는 링 인장시험과 같은 노외시험 결과를 실제 data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수소화물을 장입한 시편과 산화막을 도포한 시편의
경우 수소량과 산화막 두께가 각각 증가할수록 인성의 감소와 그에 따른 임계 핵
연료 엔탈피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본 결과에서 수소화물을 1000ppm으로 장
입한 경우, 임계 핵연료 엔탈피가 126cal/g이며 산화막을 100㎛ 도포한 경우, 핵연
료 엔탈피가 116cal/g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어 앞서 언급한 핵연료 엔탈피
안전기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RIA와 관련하여 노내 결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다양한 노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식의 신뢰
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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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 론

고연소도를 모사한 수소장입 피복관과 산화막 도포 피복관에 대하여 RIA를
모사하는 링 인장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수소화물의 장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600ppm 이상에서 지르코늄 피복관은 수소
취성과 함께 수소화물과 기지조직간의 박리현상에 의하여 빠른 변형속도에서 피
복관의 취성 파단현상이 나타났다.
피복관의 연성에 미치는 산화막의 영향은 산화가 진행될수록 산화막의 형성에
따른 하중지지면적의 감소와 산소침투에 따른 취화현상, 시효현상이 얽혀 강도와
연성이 감소하였다.
RIA 파단을 평가할 수 있는 핵연료 엔탈피와 링 인장시험에서 도출한 피복관의
원주방향 인성 간에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수소화물 및 산화막의 형성
에 따라 임계 핵연료 엔탈피가 감소하는 것을 노외시험을 이용하여 정량화 할 수
있었다.

- 296 -

Table 9.8.1 Test matrix of this study

0

300

600

1000ppm

oxidized in air

○

○

○

○

same time in vacuum

○

○

○

○

oxidized in air

○

○

○

○

same time in vacuum

○

○

○

○

oxidized in air

○

○

○

○

same time in vacuum

○

○

○

○

20㎛

50㎛

100㎛

○ : 0.01, 0.1, and 1/sec performed in eac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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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8.2 Fraction of brittle fracture after test with the hydrogen content

(%)

0.01/sec

0.1/sec

1/sec

0ppm

0

0

0

300ppm

66

0

0

600ppm

0

33

100

1000ppm

0

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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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8.3 Change of mechanical properties with strain rate,
absorbed hydrogen and oxide thickness

condition
300ppm,
1/sec
600ppm,
1/sec
1000ppm,
1/sec
AS, 0.01/sec

ductility

Toughness

(mm)

(MPa-mm)

1.006

588.16

0.639

ductility

Toughness

(mm)

(MPa-mm)

20㎛, 1/sec

0.944

414.19

353.11

50㎛, 1/sec

0.731

291.63

0.647

362.62

100㎛, 1/sec

0.673

228.37

0.985

540.08

AS, 1/sec

1.041

600.61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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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8.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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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8.2 Schematic illustration of ring te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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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m

(a)

(b)

(c)

(d)

Fig. 9.8.3 Ring tension specimen (a) before test and (b) cup and cone
(c) 45° shear (d) brittle fracture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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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750

UTS (MPa)

740
730

0.01/sec
0.1/sec
1/sec

720
710
700
690
0

200

400

600

800

1000

Nominal hydrogen content (ppm)

(a)

Displacement at first failure (mm)

1.1

1.0

0.9

0.8

0.7

0.01/sec
0.1/sec
1/sec

0.6

0.5
0

200

400

600

800

1000

Nominal hydrogen content (ppm)

(b)
Fig. 9.8.4 Effect of hydrogen content on the mechanical property of ring
tension specimen (a) UTS (b) displacement a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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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8.5 Sectioning of ring specimen at 1/sec
(a) non-hydrided, (b) 1000ppm hydrided, (c) 100㎛ oxi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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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8.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fracture surface in Zircaloy-4 after
test at 1/sec; (a) non-hydrided, (b), (c) 1000ppm hydr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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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700

0.01/sec
0.1/sec
1/sec

UTS (MPa)

650

600

annealed in vacuum

550

500

450

oxidated in air
400
0

20

40

60

80

100

Nominal oxide thickness (μm)

(a)

Displacement at first failure (mm)

1.5

annealed in vacuum

1.4
1.3
1.2

0.01/sec
0.1/sec
1/sec

1.1
1.0
0.9

oxidated in air

0.8
0.7
0

20

40

60

80

100

Nominal oxide thickness (μm)

(b)
Fig. 9.8.7 Effect of oxide thickness on the mechanical property of ring tension
specimen; (a) UTS (b) displacement at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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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50

Actual UTS (MPa)

500

450

400

20μm
50μm
100μm

350

300

25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Theoretical UTS (MPa)

(a)

1.6

20μm
50μm
100μm

Actual ductility (mm)

1.4

1.2

1.0

0.8

0.6

0.6

0.8

1.0

1.2

1.4

1.6

Theoretical ductility (mm)

(b)
Fig. 9.8.8 Relationship of (a) strength and (b) ductility between oxidized
specimen and unoxidized one normalized by the actual load bear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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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700

Toughness (MPa-mm)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250
2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Absorbed hydrogen content (ppm)

Fig. 9.8.9 Effect of actual absorbed hydrogen content on the toughness of
Zircaloy-4 cladding. Open and closed symbol respectively represent the ductile
and brittle failure during ring tension test

- 308 -

140

300ppm

Fuel enthalpy (cal/g)

20μm
50μm
120

100μm

1000ppm
600ppm

100

100

200

300

400

500

600

Toughness (MPa-mm)

Fig. 9.8.10 Effect of material parameters related to burnup on the cladding
toughness of the fuel cl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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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르코늄 피복관의 I-SCC 특성 평가

1970년대 이후로 경수로핵연료 피복관의 파손은 주로 소결체/피복관 상호작용
(pellet

cladding

interaction,

이하

PCI)

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9.1-9.9.3]. PCI는 소결체와 피복관의 화학적 반응과 기계적 접촉이 동시에 일어
날 때 발생하는 것으로써 핵연료에서 핵분열 도중 생성되는 기체가 피복관 부식
을 유발하는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이하 SCC) 에 의한 파손으
로 발전 할 수 있다. SCC를 유발하는 화학반응 인자로는 주로 연료의 핵분열과정
에서 생성되는 기체상 요오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하 추종운전과 같이 운전
중 출력이 수시로 증감하는 과도상태가 유발되면 출력에 따라 핵분열생성 기체의
양이변하여 특히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핵연료의 연소주기를 높인 고연소도 운전을 채택하고 있다.
고연소도 조건이 되면 냉각재의 외압에 의해 피복관의 직경이 감소하고 봉 내
압의증가로 소결체의 직경이 증가하게 되어 연료와 피복관이 서로 접촉하게 되고,
또한 핵분열 및 방사화 분해에 요오드의 농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요
오드 응력부식균열(Iodine-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이하 ISCC) 발생 가
능성 또한 증가한다[9.9.1-9.9.7].
최근 고연소도 용 핵연료 피복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PWR용 ISCC특성
에 대한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9.9.8]. Lemaignan[9.9.9], Schuster[9.9.10]
등은 응력 이완된(Stress Relieved, SR) 상용 Zircaloy-4 피복관에 대한 ISCC 특
성실험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상용 Zircaloy-4 피복관에 대한 KISCC(threshold
stress intensity factor) 값을 구하였다. 그러므로 고연소도 PWR 피복관으로 개발
된 국산 신형 HANA 피복관의 ISCC 저항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참고 합금인 Zircaloy-4 및 A

피복관과 함께 HANA 피복관의 ISCC 저항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350oC 의 iodine 분위기에서 KISCC 평가실험 및 내부압력시험
을 수행하였다. 시편 내부에 형성시킨 pre-crack을 형성시킨 후 KISCC 평가실험을
수행하였고, pre-crack을 형성시키지 않은 시편을 이용하여 내부압력시험을 수행
하였다. 이들 KISCC 평가실험 및 내부압력 평가실험 결과로부터 HANA 피복관
의 ISCC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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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방법

(1) KISCC 평가시험
핵연료 피복관에 대한 균열전파 시험을 위해서는 먼저 피복관 내부
에 미세 균열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 초기 균열로써 기계적 노치를 만들거나 피로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 Lemaignan[9.9.11]는 피복관 내부에 피로균열을 발생시키
기 위한 지그를 고안하였는데, 피복관 외경에 맞는 홈이 파진 지그를 만들어 피복
관을 삽입하고 위에 판재를 얹은 다음 인장 시험기를 이용하여 압축응력을 가하
여 피로 균열을 제조하였다. 이 방법과 유사하게 Instron 8516에 시편을 고정할
수 있는 특별한 지그를 설치하고, 13㎝ 크기의 Zircaloy-4 시편을 설치한 후 변위
폭 0.12㎜, 진동수5Hz인 sine wave 형태의 주기적 하중을 가하여 피로 균열을 제
조 하였으며 5000 ～ 16000 회의 주기에 따른 초기 피로 균열의 깊이를 측정하였
다. 이렇게 제조된 초기 피로균열이 생긴 피복관을 가지고 ISCC 시험 장치에 설
치하여 균열 전파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9.9.1은 핵연료피복관의 ISCC 특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제작한 장
치의 P&I 도이고, 그림 9.9.2는 계측 및 제어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온도 및
압력 등의 계측신호를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9.9.3은 시험 셀을 나타낸 그림인데, autoclave 내에 4개의 시
편 배치도 및 설치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내경 8.36 mm 두께 0.57 mm인 상용 Zircaloy-4 피복관을 13 cm의 크기로 잘
라서 초기 피로 균열을 제작한 후 내부에 iodine을 삽입하고 ISCC 측정 장비에
설치한 후 350℃까지 가온하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균열이 전파하도록 하였다.
Aldrich사 제품 99.99% 고 순도 iodine을 사용하였고, 10-3 g/cm2의 양을 정량하여
시편내부에 삽입한 후 실험하였다. ISCC 시험 중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온
전에 시편내부의 공기를 진공 펌프로 제거 하였고 시편 외부는 아르곤 가스를 채
웠다. 100시간 동안 고온고압에서 유지시킨 후 파괴되지 않은 시편은 실험을 종료
하였다. 실험이 종료된 시편은 균열이 간 부분을 잘라서 균열 단면을 전자 현미경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초기 피로 및 ISCC 균열
의 깊이를 측정하여 ISCC에 의한 균열 전파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9.9.4에 균열 전파 속도 및 KISCC 측정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9.9.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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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C 평가시험 후 시편의 파단면을 광학현미경 및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인데, pre-crack, ISCC crack 및 인장파괴에 의한 파면을 잘 관찰 할
수 있었다.

(2) 최종 파열시간(time-to-rupture) 평가실험
2
내부압력시험을 위한 장치는 최대 설계 압력 및 온도는 2000kg/cm 및

600℃이고 한꺼번에 4개의 시편을 동시에 같은 온도에서 다양한 압력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실험 중 고온에서 피복관이 산화 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시편 내부는 진공을 뽑은 후 고 순도 He 가스로 가압하여 내부 압력을
조절 하도록 하였고 시편 외부의 autoclave는Ar 가스로 충전하여 시편 표면의 산
화를 방지하였다. 또한 실험온도, 압력 및 파괴시간 등 모든 실험 변수에 대한 정
보는 on-line으로 PC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제어 시스템은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하기 위한 UT 320과 UM 330 9대, 여기서 나오는 RS485 신호를 컴퓨
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 레벨로 변경시켜 주는 RS-converter, 장치의 상태
를 관찰 및 제어하기 위한 controller, 그리고 두 신호를 컴퓨터에서 읽어 들이기
위한 PCMClA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내의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
o
도록 고안된 상기의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편 내에 iodine을 장입한 후 350 C로

온도를 올린 후 내부의 hoop stress를 200 ~ 550 MPa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시
킨 후 ISCC에 의해서 시편이 파괴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시험 후 파단면, 외부
시편 표면 및 iodine과 접촉한 피복관 내면을 광학현미경 및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정밀관찰 하였다. 그림 9.9.6은 시험 후 찍은 시편 외부의 형상을 나타낸
다.

나. 시험결과

그림 9.9.4와 같은 KISCC 평가시험 절차에 의해 시험 한 후 시편 파단면을
촬영한 사진이 그림 9.9.5이다. 이들 사진에 (i)피로균열에 의한 예비 균열, (ii) 본
실험에 의하여 형성된 ISCC crack 및 (iii) 시험 후 시편을 쪼개어 형성된 ductile
fracture 등에 의한 파단면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이 crack의 전파특성은 응
력집중계수(KI)에 따라 결정되는 데, Kobayashi[9.9.12] 등은 두께가 얇은 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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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I 에 대한 이론적 계산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K I = α ( a , 2c ) ⋅ σ πa

(1)

여기서 a 는 균열 최대 깊이, a 는 균열 형상계수 그리고 s 는

hoop stress 이

다. Anderson[9.9.13] 등은 균열 형상계수를 보정하여 KI에 대한 이론식을 다음과
같이 발전시켰다.

KI =

a a R
pR πa
F( , , )
t
Q 2c t t

(2)

여기서 p = internal pressure on the tube ( in MPa)
R = mean radius of the tube (4.465 X 10-3 m)
t = tube wall thickness (0.57 X 10-3 m)
a = depth of surface crack
1.65

Q = shape factor for an elliptical crack = 1 + 1.464(a/c)
c = half-length of surface crack

(2)식에서 F는 boundary correction factor로써 피복관의 내부에 형성된 초기 균
열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며, 5 ≦ R/t ≦ 20, 2c/a ≦ 12, a/t ≦ 0.80인 조건에
서 가장 깊은 균열 선단에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 20 − ⎟
t⎠
F = 1.12 + 0.053ξ + 0.0055ξ 2 + (1 + 0.02ξ + 0.0191ξ 2 ) ⎝
1400

여기서 ξ = (a / t )(a / 2c) 이다.

2

(3)

본 실험에서 사용한 피복관은 R/t=7.37이므로 초기

균열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위의 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lane strain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실험 하였고 a 및 c 값을 (2) 및 (3) 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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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여 KI을 계산하였다.
그림 9.9.7은 상용 Zircaloy-4 피복관의 균열 전파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I2
가 존재하지 않는 inert한 He 분위기에서 얻은 균열 전파속도를 ISCC에 의한 균
1/2
열 전파속도와 비교한 것이다. Zircaloy-4 피복관에 대한 KISCC 값은 3.3 MPa m

를 얻었고, 이 결과는 Boulch[9.9.8] 및 Schuster[9.9.10]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I2가 없는 inert한 분위기의 결과는 문지방 응력집중계수가 2배 이상 증
가하였고 동일 KI에서 균열 전파속도는 1/10000정도로 감소하여 ISCC에서 iodine
에 의한 화학적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9.8은 동일한 iodine 분위
기에서 실험한 상용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균열 전파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
1/2
다. 상용 Zircaloy-4 및 A 피복관의 KISCC 값은 3.3 및 4.8 MPa m 이었으며 균

열

전파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영역

II에서

A

피복관의

전파속도는

Zircaloy-4에 비하여 약 1/10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A 피복관이
Zircaloy-4에 비하여 ISCC 저항성이 크게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9.9.9는 SR 조직을 갖는 상용 Zircaloy-4와 600oC에서 3시간 열처리하여
RX 조직을 형성한 후 KISCC 평가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그
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Zircaloy-4 라도 RX 조직을 갖도록 최종 열처리를 수행
1/2
하면 ISCC 저항성이 크게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즉 KISCC 값이 4.8 MPa.m 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역 II에서의 균열 전파속도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9.9.1에 각 피복관의 KISCC 값을 수록하였다.
그림 9.9.10은 SR 조직을 갖는 상용 Zircaloy-4의 KISCC 평가시험을 수행한 후
관찰한 파단면을 촬영한 고배율 SEM 사진이다. 그림 9.9.5의 저배율 OM 및
SEM에 (i)예비 균열, (ii) 본 실험에 의하여 형성된 ISCC crack 및 (iii) 시험 후
시편을 쪼개어 형성된 ductile fracture 등에 의한 파단면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
었으며, 특히 ISCC 균열 전파 두께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ISCC 파
단면에서는 축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SR 조직을 잘 관찰할 수 있었으며 ISCC 파
단면의 morphology 는 Boulch[9.9.8], Lemaignan[9.9.9] 및 Schuster[9.9.10] 등이
얻은 단면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파단면 전체에서 tearing 및 fluting 등
에 의한 입내파괴(transgranular cracking, TG)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림 9.9.11은 RX 조직을 갖는 Zircaloy-4의 KISCC 평가시험을 수행한 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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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단면을 촬영한 고배율 SEM 사진이다. 예비균열과 ISCC 균열의 경계부분을
500, 2000 및 5000 배의 고배율로 찍은 SEM 사진이다. ISCC 균열의 전파 표면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equiaxed grain을 보여주고 있어 충분히 재결정화된 RX 조
직임을 알 수 있으며, 두 가지 특이한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균열 전파가
입내 파괴 (TG) 및 입계 파괴(Intergranular cracking, IG)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이며, 둘째는 TG 표면에는 형성되지 않은 크고 작은 pitting 들이 IG 표면
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Zr 합금의 입계는 상대적으로 불순물의 농도가 크고
취성이 크기 때문에 iodine에 의한 부식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Zr 피복관 내에 큰
hoop stress 가 걸리면 슬립에 의한 입계 표면이 더욱 취약해 지기 때문에 iodine
에 의한 pitting이 입계 표면에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TG에 의해서 노
출되는 입내는 상대적으로 부식저항성이 큰 결정면이기 때문에 pitting 형성이 억
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R 조직을 갖는 Zircaloy-4 피복관의 파단면에는
그림 9.9.10에서와 같이 pitting 생성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림 9.9.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itting 들은 TG 표면에는 형성되지 않
고 IG 표면에 주로 형성되는데, SR 조직을 갖는 피복관의 ISCC 파단면에서는 주
로 tearing 및 fluting 등에 의한 TG 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균열이 전
파하는 영역인 region II에서 RX 조직의 균열 전파속도가 SR조직에 비해 1/10
(Fig.5.2.6.10 참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iodine 과 접촉하는 시간이 10배 정도
길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SR 조직의 ISCC 파단면에는 형성되지 않은 pitting
들이 RX 조직을 갖는 시편의 IG 표면에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ISCC 분위기에 Zircaoly-4 피복관이 처음 노출될 때에 입내 보다
는 입계가 빨리 공격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 그래서 예비균열이 없는 시편
을 가지고 최종 파열시간(time-to-rupture) 평가시험을 수행하여 파단면 및 피복
관 내면을 관찰하여 ISCC 균열의 핵생성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그림 9.9.12는 RX 조직을 갖는 A 합금의 ISCC 파단면을 2000, 5000 및 7500 배
의 고배율로 찍은 SEM 사진이다.

Zircaloy-4 에서처럼 많은 pitting 들이 형성되

지 않고 IG 및 TG 표면 구별 없이 아주 얕은 미세 pitting들 만이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A 합금에 첨가된 Nb가 iodine에 대한 부식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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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약

피복관의 ISCC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ISCC 특성 평가시험 및 최종 파
열시간(time-to-rupture) 측정시험이 수행되었다. KISCC 특성 평가시험은 피복관
o
두께의 20 ~ 40% 범위의 pre-crack을 피복관 내부에 형성시킨 후 350 C iodine

분위기에서 균열전파시험을 수행하였다. 최종 파열시간 측정시험은 피복관을
350oC iodine 분위기의 일정한 hoop stress에서 유지시킨 후 ISCC 균열에 의한 파
손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으로써, 500 MPa의 hoop stress 내에서 수행하였다. 피복
관의 미세조직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600o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한 RX 조
직과 as-received 시편인 SR 조직의 피복관을 사용하였다.
ISCC 균열의 핵은 Zircaloy-4의 경우 grain-boundary pitting에 의해 형성됨을
알았으며, 이들이 성장하여 균열선단에서 응력집중계수가 임계치에 이르게 되면
균열 전파속도는 급격히 증가하여 ISCC에 의한 파열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Zircaloy-4의 균열전파는 grain-boundary pitting coalescence (GBPC) 모델과
pitting-assisted slip cleavage (PASC) 모델로 잘 설명되었다. Nb이 첨가된 A 피
복관은 grain-boundary pitting 저항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균열 전파속도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피복관의 미세조직의 영향은 RX 조직이 SR 조직보다 ISCC 저항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GBPC 모델로 잘 설명되었다.
길게 늘어진 조직을 갖고 있는데,

즉 SR 조직은 축 방향으로

SR 조직을 갖는 피복관이 iodine 분위기에 노

출되면 축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입계에 pitting cluster 가 형성되어 micro-crack
의 핵 생성 site 로 작용하여 쉽게 균열이 전파하는 반면, RX 조직의 경우 등축조
직이기 때문에 축방향의 pitting cluster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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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9.1 KISCC values for the various claddings

Cladding

Microstructure

KISCC (MPa.m

1/2

)

Reference

Zircaloy-4

SR

3.4

Lemaignan (1987, IAEA)

Zircaloy-4

SR

3.2

Schuster (1993,SMiRT)

Zircaloy-4

SR

3.3

This work

Zircaloy-4

RX

4.8

This work

A

SR

4.8

This work

Table 5.2.6.29 KISCC values for the various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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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1 Schematic drawing of the ISCC Testing Facility; 1: Specimens,
f
L
2: Thermocouple, 3: SS Liner (100 X 300 ), 4: High Pressure Gauges &

Transducers, 5: High Pressure Regulators, 6: High Pressure Gauge, 7:
High Pressure Valves, 8: Automatic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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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2 Control and ind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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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3 Autoclave and test ce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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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4 Test procedure and surface crack in an internally pressurized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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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5 Fractured surface showing (i) the
pre-crack, (ii) ISCC crack and (iii) tensile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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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6 Photographs of Zircaloy-4 cladding
after tests and typical ruptured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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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Growth Rate, m/s

1E-5

(a) with I2

1E-6
1E-7

This study
[Ref.]
[Ref.]
This study (w/o I2)

1E-8
1E-9
1E-10
1E-11

(b) w/o I2
2

3

4

5

6

7

8

9

10

11

1/2

KI, MPa.m

Fig. 9.9.7 da/dt vs. KI plots of the SR Zircaloy-4 cladding (a) with and (b)
without I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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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Growth Rate, m/s

1E-5
1E-6
1E-7
1E-8
Zry-4, Ref.
Zry-4, This Work
A, This Work

1E-9
1E-10
1E-1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KI, MPa.m

Fig. 9.9.8 da/dt vs. KI plots of the SR Zircaloy-4 and A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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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ck Growth Rate, m/s

1E-5
1E-6
1E-7
1E-8
Zry-4(SR), This study
Zry-4(RX), This study
Zry-4(SR), PCI2004
Zry-4(SR), SMiR&-12

1E-9
1E-10
1E-11
1E-12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KI, MPa.m

Fig. 9.9.9 da/dt vs. KI plots of the SR and RX Zircaloy-4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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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10 Fracture Surface of Zircaloy-4 (SR)
o
pressurized in an iodine environment at 350 C;

1 : pre-crack, 2 :SCC crack, 3 : dimple by
tensile fracture; (a) 750X, (b) 150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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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11 Fracture Surface of
the Zircaloy-4(RX) pressurized
in an iodine environment at
o
350 C; (i) Fatigued pre-crack, (ii)

I-SCC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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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9.12 ISCC crack Surface of the A
(RX) cladding pressurized in an iodine
o
environment at 35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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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르코늄 피복관의 파열 및 인장 특성

가. 피복관의 파열특성 평가

피복관의 파열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HANA-1∼HANA-6 피복관과 외경
9.70mm, 내경 8.43mm인 Zircaloy-4 (Zr-1.26Sn-0.23Fe-0.12Cr) 피복관과 외경
9.50mm, 내경 8.36mm인 A(Zr-1.0Nb-0.99Sn-0.11Fe) 피복관에 대한 파열시험을
ASTM B811 규격에 따라 수행하였다. 동일 실험조건에서 150mm 길이의 시편을
2개씩 실험하고 실험데이터를 평균하였다. 실험시 피복관이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관 평균내경보다 0.25±0.05mm 적은 직경을 갖는 길이 148mm의
Metal plug을 제작하여 양단 10mm 까지 30˚구배를 갖게 가공하였다. 피복관 내부
에 Metal plug를 삽입한 후 파열시험을 수행하였다. 상온 파열시험 가압매체는 oil
을 사용하였고 400℃ 파열시험 가압매체는 Ar 가스를 사용였다. ASTM B811에
따라 oil매체를 사용할 경우 균일 가압속도는 13.8±1.4MPa/분으로 하였고, Ar을
가압매체로 사용할 경우 균일 가압속도는 5MPa/분로 하였다. 피복관 파열 내압과
원주방향 신장량으로부터 다음 관계식을 이용하여 파열 강도(ultimate hoop
stress) 및 연신율(total circumferential elongation)을 구하였다.

파열강도(UHS) = PD/2t (MPa)
D: 시험 피복관의 평균 외경(OD, mm) - 시험 피복관의 평균 두께(WT, mm)
t: 시험전 시험 피복관의 최소 두께 (WT, mm)
P: 최대 유압 (MPa)
파열연신율 (TCE) = (C2 - C1) / C1 X 100 (%)
C1: 시험전 피복관의 원주방향의 길이
C2: 시험후 피복관의 원주방향의 최대 길이(파열개구 포함)

(1) 1차 시제품 피복관(HANA-1, -2)의 파열특성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TREX A)를 590℃에서 3시간 1차 중간
열처리, 570℃에서 3시간 2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3시간 3차 중간열처리하고
최종열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470℃에서 3시간 최종 열처리 했을 경우와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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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시간 최종 열처리 했을 경우와 64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TREX B)
를 620℃에서 3시간 1차 중간열처리한 후 TREX A와 같이 2차 및 3차 중간열처
리와 최종 열처리한 HANA-1, -2피복관의 중간열처리 영향은 그림 9.10.1과 같다.
즉, HANA-1, -2피복관의 파열강도 변화는 중간열처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파열연신율도 중간 열처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520℃에서 최종 열처리
한 경우 TREX B로 생산한 HANA-1, -2피복관이 TREX A로 생산한 HANA-1,
-2피복관 보다 연신율이 약 3∼4% 높았다. 파열 연신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
열처리 영향보다는 시험 매체와 시험 심봉(Mandrel)의 시편내부 공간적 차이 때
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1차 HANA 피복관의 중간 열처리 영향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림 9.10.2는 1차 HANA 피복관의 파열특성에 대한 최종열처리 영향을 보여준
다. 중간 열처리가 서로 다른 TREX로부터 제조된 피복관 일지라도 최종 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파열강도는 감소하고 파열연신율은 증가한다.

(2) 2차 시제품 피복관(HANA-3, -4, -5, -6)의 파열특성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 (TREX C)를 570℃에서 2시간 1차 중
간열처리, 570℃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4, -5, -6(H3-A, H3-A, H5-A, H6-A) 피복관과 620℃에서 3시간 열
처리한 TREX (TREX D)를 62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와 620℃에서
각각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 510℃, 620℃에서 각각 2.5시간 최종 열처
리한 HANA-3, -4, -5, -6(H3-B, H3-B, H5-B, H6-B)에 대한 중간열처리는 그림
9.10.3과 같다. 1차 피복관과 같이 중간 열처리에 따라 파열 연신율은 약간씩 차이
가 있으나 파열강도는 거의 차이가 없다. 파열 연신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중간
열처리 영향보다는 시험 매체와 시험심봉(Mandrel)의 시편내부 공간적 차이 때문
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2차 HANA 피복관의 중간 열처리 영향도 1차 HANA피복
관에서와 같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림 9.10.4는 2차 HANA 피복관의 파열특성에 대한 최종열처리 영향을 보여준
다. 1차 HANA피복관과 같이 중간 열처리가 서로 다른 TREX로부터 제조된 피복
관 일지라도 최종 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파열강도는 감소하고 파열연신율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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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복관의 인장특성 평가

피복관을 ASTM B811-97 규격에 따라 길이 150mm의 시편을 2개씩
0.005mm/분의 변형속도로 상온 및 400℃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고 0.2% offset법
에 의해 항복강도(YS)를 구하였다.

(1) 1차 시제품 피복관(HANA-1, -2)의 인장특성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 (580℃ TREX)를 590℃에서 3시간 1
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3시간 2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3시간 3차 중간열처
리하고 470℃에서 3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1,-2(H1-A, H2-A)과 640℃에서 3
시간 열처리한 TREX(640℃ TREX)를 620℃에서 3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에
서 3시간 2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3시간 3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에서 3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1,-2(H1-B, H2-B)에 대한 중간열처리영향을 그림9.10.5에
나타내었다. 상온 인장강도(UTS) 및 항복강도(YS)의 8% 이내로 중간열처리 영향
이 크지 않고 연신율변화도 2.4% 이내로 중간열처리 형향이 크지 않았다. 또한,
470℃에서 520℃로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할 경우 가공시 도입된 전위가 소멸되
어 상온 인장강도는 그림 9.10.6과 같이 감소하고 연신율(EL)은 반대로 증가하였
다.
그림 9.10.7은 인장특성에 대한 시험온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최종열처리
상태(No Heat, 470℃, 520℃)에 따라 400℃에서 YS, UTS는 HANA-1피복관의 경
우 상온보다 37-59%감소하고 HANA-2피복관의 경우 상온보다 43-55%감소한다.
특히 470℃최종열처리 상태인 HANA-1, -2피복관의 경우 400℃에서 강도감소가
크고 EL값 상승차이가 6.1% 이내로 작다.

(2) 2차 시제품 피복관(HANA-3, -4, -5, -6)의 인장특성
58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580℃ Intermediate heat treatment)를
57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하고 470℃와
510℃에서 각각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4, -5, -6(H3-A, H3-A,
H5-A, H6-A)와 620℃에서 3시간 열처리한 TREX(580℃ Intermediate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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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를 620℃에서 2시간 1차 중간열처리, 570℃에서 2시간 2차 중간열처리
하고 470℃와 510℃에서 각각 에서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HANA-3, -4, -5,
-6(H3-B, H3-B, H5-B, H6-B)에 대한 중간열처리 영향을 그림 9.10.8에 나타내었
다. 470℃에서 각각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경우 상온 인장강도(UTS) 및 항복강
도(YS)에 대한 2차 HANA 피복관의 중간 열처리 영향은 7.4%, 5.4% 이내이었고
연신율변화도 1.8% 이내 이었다. 510℃에서 각각 2.5시간 최종 열처리한 경우에도
상온 인장강도(UTS) 및 항복강도(YS)에 대한 2차 HANA 피복관의 중간 열처리
영향은 8.8%, 8% 이내이었으며 연신율변화도 1.9% 이내 이었다. 따라서 2차
HANA 피복관에 대한 중간열처리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림 9.10.9는 2차 HANA 피복관의 인장강도에 대한 최종 열처리 영향을 나타
낸다. 580℃ TREX나 620℃ TREX로부터 제조한 HANA피복관 모두 470℃에서
570℃까지 로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상온 UTS, YS는 감소하고 EL은 반
대로 증가하였다.
580oC TREX 및 620oC TREX로부터 제조한 2차 HANA 피복관의 인장특성에
대한 시험온도의 영향을 그림 9.10.10 및 9.11.11에 나타내었다. 580oC TREX로부
터 제조한 2차 HANA 피복관의 경우 400℃에서 YS, UTS 감소는 피복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470℃, 510℃, 570℃에서 각각 최종 열처리 했을 때 상온에서 보다
각각 52-57%, 40-48%, 39-48% 감소한다. 그러나 400℃에서 연신율은 상온에서보
다 2.5-14.8% 증가한다. 특히 1차 HANA 피복관과 같이 470℃최종열처리한 피복
관의 경우 400℃에서 강도는 상온에서보다 50%이상 크게 감소하지만 연신율 상
o
승은 4.6% 이내이었다. 620 C TREX로부터 제조한 2차 HANA 피복관의 경우

400℃에서 YS, UTS 감소도 피복관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470℃, 510℃, 570℃에
서 각각 최종 열처리 했을 때 상온에서 보다 각각 54-56%, 38-50%, 36-47% 감
소한다. 그러나 400℃에서 연신율은 상온에서보다 1.2-12% 증가한다. 620℃
TREX로부터 제조한 HANA 피복관도 470℃최종열처리한 피복관의 경우 400℃에
서 강도는 상온에서보다 제일 크게 감소하지만 연신율 상승은 4.8% 이내로 작다.
400℃에서 2차 HANA 피복관 연신율과 상온에서 연신율차도 각 피복관의 최종열
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증가한다.

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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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피복관의 상온 파열강도 및 파열 연신율은 Zircaloy-4 및 A피복관의
제조시방서 값 이상이었다. 400℃에서 HAHA-2, -4피복관의 파열 연신율은
Zircaloy-4 및 A피복관보다 낮았지만 HANA피복관의 파열강도는 비슷하거나 높
았다. HAHA피복관의 파열특성에 대한 중간열처리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최종열
처리 영향은 현저하여 최종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파열강도는 감소하고 파열
연신율은 증가하였다.
HANA

피복관의

상온

및

400℃

인장강도(UTS)는

Zircaloy-4

(Zr-1.26Sn-0.23Fe-0.12Cr) 피복관의 제조시방서 상온 및 400℃ 요구값인 483
MPa 및 214 MPa이상이었고, 연신율도(EL)도 동 시방서 요구값인 18% 및 12%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HAHA피복관의 상온 및 400℃ 인장강도 및 연신율도
Zircaloy-4 피복관의 제조시방서 값 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파열특성에 대
한 중간 열처리영향처럼 HAHA피복관의 인장특성에 대한 중간열처리의 영향도
미미한 반면 최종열처리 영향은 현저하여 최종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인장강
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하였다. 400℃에서 시험할 경우 강도는 상온 시험 값
보다 37-59% 감소하고 연신율은 1.2-12% 상온시험 값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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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1 Effects of intermediate heat-treatment on burst strength of HANA-1,
-2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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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2 Effects of final heat-treatment on burst strength of HANA-1, -2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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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3 Effects of intermediate heat-treatment on burst strength of HANA-3,
-4, -5, -6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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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4 Effects of final heat-treatment on burst strength of HANA-3, -4, -5,
-6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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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5 Effects of intermediate heat-treatment on tensile strength of
HANA-1, -2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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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6 Effects of final heat-treatment on tensile strength of HANA-1, -2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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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7 Effects of intermediate heat-treatment on tensile strength of
HANA-3, -4, -5, -6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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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8 Effects of final heat-treatment on tensile strength of HANA-3, -4, -5,
-6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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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9 Effects of test temperature on tensile strength of HANA-1, -2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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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10.10 Effects of test temperature on tensile strength of HANA-3, -4, -5, -6
clad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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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최종목표
○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연소도(70,000 MWd/MTU)용 신합금 피복관 개발
• Zircaloy-4 보다 내식성이 30% 이상 향상
• Zircaloy-4 보다 creep 저항성이 20% 이상 향상

○ 피복관 설계/제조/노내시험 기술 개발
• 신형 피복관(HANA) 노내․외 성능 평가

제 2 절 당해단계 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1)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HANA 피복관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착수 및 3주기(536FPD) 성공적 연소.
신형피복관(HANA) ○Halden 연구로에서 연소시험 결과,
HANA 피복관 노내성능은 기존의 상용
연료봉 연구로
피복관보다 매우 우수하였음.
(Halden) 검증시험
-부식: Zircaloy-4대비 50% 이상 향상
-크립: Zircaloy-4대비 50% 이상 향상

30

100

○HANA 피복관의 노외 성능평가 결과,
-PWR모사 Loop 부식: A대비 70%향상
-Refreshing Loop, ASTM 및 LiOH 부
식: Zircaloy-4 및 A보다 매우 우수
-크립: A보다 우수한 성능
신형피복관(HANA) -파열, 인장, 크립파열: Zircaloy-4 및
A와 대등한 성능
장기 노외 성능
Zircaloy-4보다 우수하고
-PCI(I-SCC):
종합평가
A와 유사한 응력집중계수(K ISCC ) 및
최종 파열시간
-내압피로: O-L 설계기준을 만족하였
고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
-마멸: Zircaloy-4와 유사한 성능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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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연소시험
관련 설계
자료(100
종) 및 평
가서/보고
서(11건)
-중간검사
결과 보고
서(3건)
-당해단계
년차실적
보고서(4
건)
-논문
․게재:52
건
․
발
표:163건
-특허
․ 등 록2 0
건
․출원:8

○HANA 피복관 개발관련 논문/특허실적,
- 연구논문: 게제 52건, 발표 163건
- 지적제산권(특허): 등록 20건, 출원 8
건 확보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
증시험을 위한 기초물성 생산.
-열물성: 밀도, 비열, 열팽창계수, 열전도
도, 표면방사율
-기계적 물성: 탄성계수, 포아송비
-상변태 특성: 수소고용도, 상변태 온도,
-미세조직 특성: 집합조직, 결정립 크기,
석출물 크기 및 분포
○HANA 피복관 상용화를 위한 KHNP신형피복관(HANA)
KNFC-KAERI 공동 시범연료봉 상용원
시범연료봉(PF)
전 실증시험 계획수립.
-계획 수립(‘05.11)
연소시험을 위한
-연료봉 및 집합체 제작(‘07.03)
설계․시험
-상용원전 장전(‘07.10)
자료생산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상용원전 실
증시험 인허가용 자료의 일부를 제공.
-Halden 연구로 노내 시험결과(2건)
-노외성능 종합평가 결과(7건)
-LOCA특성 종합평가 결과(3건)
-기초물성 자료(13건)
○HANA 피복관 시범연료봉 제조에 필요
한 피복관(68개) 및 일부 품질특성 자
료(11건) 제공.
○LOCA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 피복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HANA 피복관은 우수한 LOCA 저항
성을 보임.
-HANA 피복관은 LOCA시 안전기준
신형피복관(HANA)
여유도를 충분히 상회하였음 (ECR>
o
35%,
PCT>1275 C).
LOCA 특성
-LOCA시 HANA 피복관의 변형특성은
종합평가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을 보임.
-LOCA시 산화속도는 설계기준(B-J)
보다 낮아 우수한 고온산화 특성보임.
○RIA사고 모사조건에서 HANA 피복관
특성은 Zircaloy-4와 대등한 성능보임.
○하나로에서 중성자 조사특성을 평가하였
HANA신합금
을 때, HANA 피복관은 강도와 경도, 미
세조직 관점에서 기존 상용 피복관
하나로 조사특성
(Zircaloy-4, A) 보다 조사취화에 우수
평가
하거나 대등한 특성을 보였음.
및
○HANA 합금에 대한 지지격자 적용가능
성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기초연구를
기타
완료하여 차기단계에 상용급 지지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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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0

20

10

100

-당해단계
년차실적
보고서(4
건)
-시범연료
봉 인허가
보고서

100

-당해단계
년차실적
보고서(4
건)

100

-당해단계
년차실적
보고서(4
건)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함.
○초고연소도 피복관용 신합금 개발에 대
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차세대 HANA
피복관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음.

총계

100

100

제 3 절 세부연구목표별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1. 신형피복관(HANA) 연료봉 연구로(Halden) 검증시험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검증시험 착수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1주기 조사시험(185 FPD) 및 중간검사 수행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2주기 조사시험(379 FPD) 및 중간검사 수행
신형피복관(HANA) 연구로 3주기 조사시험(536 FPD) 및 중간검사 수행

2. 신형피복관(HANA) 장기 노외 성능 종합평가
신형피복관(HANA) 부식(corrosion)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크립(creep)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파열(burst)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인장(tensil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크립파단(creep-ruptur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I-SCC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피로(fatigue)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마멸(wear)특성 평가시험 수행

3. 신형피복관(HANA) 시범연료봉(PF) 연소시험을 위한 설계․시험 자료생산
신형피복관(HANA) 기초물성 자료생산
신형피복관(HANA) 상용화를 위한 KHNP-KNFC-KAERI 공동 시범연
료봉(PF) 상용원전 연소시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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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형피복관(HANA) 사고(LOCA, RIA)특성 종합평가
신형피복관(HANA) LOC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수행
신형피복관(HANA) RIA모사 종합특성 평가시험 수행

5. HANA 신합금 하나로 조사특성 평가
HANA 신합금 하나로 이용 조사시험 수행
HANA 신합금 조사후 평가시험 수행

6. 기타 수행업무
HANA 합금 지지격자 예비 평가시험 수행
초고연소도 피복관용 신합금(차세대 HANA) 개발 기반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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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경제적 측면

HANA 피복관의 개발로 가져올 고연소도 운전은 원전의 이용률을 증대시
키고 관련 전력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며 전력관련 고용창출이 전망한다. 또한 기저
부하로서의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 전력수
급과 전력 매출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산 HANA
피복관의 상용화에 따라 건설 중인 피복관 생산 공장이 신설되고 관련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이다.
HANA 피복관이 상용 공급되어 국내 경수로 및 중수로 피복관을 대체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는 연간 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해외 수출시 수백억 원의 외
화획득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원자로
(SMART)의 피복관 소재에 독자 소유권을 지닌 HANA 피복관 소재를 적용할 경
우, 수출장벽의 해소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하며 수출에 따른 잠재 경제적 파급효
과는 막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 사회적 측면

전력 생산에 대한 원자력발전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약 45%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아진 원자력의 비중과 함
께 매년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장주기, 고연소도 운전은 필
연적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외국 피복관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안
전성이 향상된 고연소도 핵연료용 HANA 피복관의 활용가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국산 HANA 피복관 개발은 국산 고유 원천기술 확보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외국의 피복관 수급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한 수급선의 확보와 함께 향후 해외수
출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등, 독자적인 원자력 자립국로서 위상을 더
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연소도 HANA 피복관의 개발은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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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양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핵 비확산성 및 원전 대중 수용성을 증대
시킬 수 있어 그 사회적 활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기술적 측면

본 연구는 과거 연구의 완성단계의 성격을 지니며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
이 개발한 HANA 피복관을 상용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지니
고 있다. 국산 핵연료 피복관 소재 개발은 국내 최초의 원자력 소재 원천기술 확
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산 HANA 피복관 소재는 피복관 기술 자립
화뿐만 아니라 핵연료의 수출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주도형 핵연료 개발을 가능하
게 한다. 아울러 국산 고유 피복관 성능자료 확보로 핵연료 계통 설계기술의 완전
한 자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피복관 제조기술, 실증시험 기술 및 database 구축은
국내의 낙후된 원자력 신소재 개발 및 부품 제조기술과 노내 시험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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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HANA 피복관 연구로 연소시험과련 설계문서
Halden 연구로 연소시험 관련 보고서(예, IFA-series 보고서)
피복관관련 최신 연구개발 동향(IZNA 1-5 자료)
피복관관련 국제회의 자료(예, ASTM회의자료, ANS회의자료, ENS회의자
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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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Term Corrosion Behavior of PT-7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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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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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Nb-Sn 합금의 부식 특성에 미치는 합금 조성 대 한 금 속 재 료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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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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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선기
최병권
방제건
최병권
이종혁
최병옥
백종혁

구분

연
번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국 발 44
내 표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K 피복관의 공정변수가 미세조직 및 부식에 미치 대한금속재료학회
는 영향
2003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Zr-xNb 합금에서 미세 조직과 부식 특성의 관계
2004추계학술대회
LOCA 온도에서 산화 특성에 미치는 지르코늄 합 대한금속재료학회
금의 Nb 첨가 영향
2003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LOCA 모사 환경에서 핵연료 피복관의 변형 거동
2003추계학술대회
싱크로트론을 이용한 Zr 핵연료 피복관의 산화 특 대한금속재료학회
성 평가
2003추계학술대회
냉각제 상실사고 (LOCA)에서 지르칼로이-4 피복 원자력학회 2003
관의 열충격 취화 거동
추계학술발표회
Zr-0.8Sn-0.4Nb-0.35Fe계 신합금의 동적 변형 시효 원자력학회 2003
현상 고찰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3
K-피복관의 장기 크리프 거동 평가
추계학술발표회
싱크로트론 미소 영역 회절 시험을 이용한 지르코 원자력학회 2003
늄의 합금의 산화막 특성 분석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3
국산 K-피복관의 LOCA 온도에서 산화 거동
추계학술발표회
Zr-Nb-Sn계 합금의 부식 특성 및 기계적 특성에 원자력학회 2003
미치는 가공 변수 영향
추계학술발표회
Zr-xNb, Zr-xSn 이원계 합금의 LOCA 온도에서 원자력학회 2003
고온 산화 거동
추계학술발표회
K-피복관의 공정 변수가 미세 조직 및 부식에 미 원자력학회 2003
치는 영향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3
Nb 첨가 Zr 합금의 부식 및 산화막 특성
추계학술발표회
Quenching Embrittlement Behavior of Zirconium 대한금속재료학회
Fuel Cladding during of Coolant Accident
2004춘계학술대회
Long Term Corrosion Behavior of Zr-alloys in 대한금속재료학회
Ammonia Water Chemistry
2004춘계학술대회
Effect of Nb Contents on Corrosion of
Zirconium Alloy
Evaluation of Cu Effect on Corrosion of
Zirconium Alloy
A Study on Iodine-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Zircaloy-4 Cladding
Effects of Annealing Parameters on K-cladding
Creep Properties
Effects of Oxide Layer on High-temperature
Oxidation
of
Fuel
Cladding
at
LOCA
Temperatures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and Precipitates on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K-claddings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Zr-xSn in LOCA
Temperature Ranges
The Study on Deformation Mechanism of Zr
Cladding under LOCA Conditions
Irradiation Test of Advanced K-claddings for
High Burn-up Fuel using HANARO
Dynamic Strain Aging Behavior of K-cladding
Tube
Oxidation Behaviors of Zirconium Cladding
Tubes at LOCA Temperatures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4춘계학술대회
HANARO
Workshop 2004
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4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K-claddings
춘계학술발표회
Out-of-pile
Test
of
Zirconium
Cladding 원자력학회 2004
Simulating 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춘계학술발표회

- 362 -

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2003. 10
2003. 10
2003. 10
2003. 10
2003. 10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영화
김현길
박기범
이종혁
박정용

2003. 10

원자력학회

김준환

2003. 10

원자력학회

이명호

2003. 10

원자력학회

방제건

2003. 10

원자력학회

박정용

2003. 10

원자력학회

백종혁

2003. 10

원자력학회

김선기

2003. 10

원자력학회

박기범

2003. 10

원자력학회

김영화

2003. 10

원자력학회

김현길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2004. 4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준환
최병권
최병권
김현길
박상윤
방제건
백종혁
박정용
박기범
이종혁

2004. 4

KAERI

정용환

2004. 5

원자력학회

이명호

2004. 5

원자력학회

백종혁

2004. 5

원자력학회

박정용

2004. 5

원자력학회

김준환

구분

연
번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국 발

72

내 표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Effect of Final Heat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Zircaloy-4 Cladding

on

PCI 원자력학회 2004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4
Thermal Creep Behavior of K-claddings
춘계학술발표회
Deformation Behavior of Zircaloy-4 Cladding 원자력학회 2004
during Loss of Coolant Accident
춘계학술발표회
Evaluation of Alloying Element Effect on 원자력학회 2004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Zr Alloys
춘계학술발표회
Effects of Hydrides on Corrosion and Tensile 원자력학회 2004
Properties of K-cladding
춘계학술발표회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Advanced Nuclear 제 4회 원전 수화
Fuel Cladding (K-alloy) for High Burn-up
학/부식 워크샵
Corrosion Resistance and Oxide Characteristics 대한금속재료학회
of Zr Nuclaer Fuel Claddings
2004추계학술대회
Phase
Transformation
and
Corrosion
대한금속재료학회
Characteristics
of
Zirconium
Alloys
with
2004추계학술대회
Heat-treatment
Precipitate Characteristics on Corrosion of the 대한금속재료학회
Zirconium Alloys
2004추계학술대회
Embrittlement Behavior of Zirconium Alloy in 대한금속재료학회
Quenching Heat Treatment
2004추계학술대회
High-temperature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대한금속재료학회
Zr-cladding at LOCA Temperature
2004추계학술대회
Study on the Creep Property of Multi 대한금속재료학회
Component Zirconium Alloy
2004추계학술대회
Corrosion and Hydrogen Pick-up Properties of 대한금속재료학회
Welding Part of the Ti-alloy
2004추계학술대회
Corrosion
Properties
of
K-cladding
in 원자력학회 2004
PWR-simulating Loop
추계학술발표회
Out-of
Pile
Mechanical
Test
Simulating
원자력학회 2004
Reactivity Initiated Accident (RIA) of Zircaloy-4
추계학술발표회
Cladding Tube
Deformation and Thermal Quench Behavior of 원자력학회 2004
K-claddings in a Simulated LOCA Transient
추계학술발표회
Hydrogen Pick-up and Corrosion Behavior of 원자력학회 2004
Ti-alloy (PT-7M) in Ammonia Water Chemistry
추계학술발표회
Effect of Nb and Fe Content on Corrosion and 원자력학회 2004
Oxide Characteristics of Zr-Nb-Fe Alloys
추계학술발표회
Effects of Pre-oxide and Pre-hydride on
원자력학회 2004
High-temperature Oxidation of Advanced Fuel
추계학술발표회
Claddings at LOCA Temperatures
Determination of Thermal Solid Solubility of 원자력학회 2004
Hydrogen in Zirconium Alloys
추계학술발표회
Microstructure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대한금속재료학회
Corrosion-Resistant Zr Alloys
2005춘계학술대회
Effect of Microstructure on the lodine-Induced 대한금속재료학회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Zr-Cladding
2005춘계학술대회
Effect of Phase Transformation of Zirconium 대한금속재료학회
Alloys with Nb Addition
2005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고연소도 Zr 핵연료 피복관의 수소고용도 측정
2005춘계학술대회
Variation of TREX Manufacturing Process on 대한금속재료학회
Corrosion Behavior of K-cladding
2005춘계학술대회
Effect of Pre-Oxide Layer on High-temperature 대한금속재료학회
Oxidation of Advanced K-Claddings
2005춘계학술대회
Effect of Oxide and Hydride on the Mechanical 대한금속재료학회
Property of Zirconium Cladding
2005춘계학술대회
Out-of-pile Characteristics of Advanced Fuel 원자력학회 2005
Cladding (HANA alloys)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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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2004. 5

원자력학회

박상윤

2004. 5

원자력학회

김준환

2004. 5

원자력학회

김준환

2004. 5

원자력학회

김현길

2004. 5

원자력학회

방제건

2004. 5

KAERI

정용환

2004. 10

대한금속재
료학회

박정용

2004. 10

대한금속재
료학회

최병권

2004. 10
2004. 10
2004. 10
2004. 10
2004. 10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현길
김준환
백종혁
방제건
박상윤

2004. 10

원자력학회

박정용

2004. 10

원자력학회

이명호

2004. 10

원자력학회

김준환

2004. 10

원자력학회

박상윤

2004. 10

원자력학회

김현길

2004. 10

원자력학회

백종혁

2004. 10

원자력학회

방제건

2005. 4
2005. 4
2005. 4
2005. 4
2005. 4
2005. 4
2005. 4
2005. 5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박정용
박상윤
최병권
방제건
김현길
백종혁
김준환
박정용

구분

연
번

95

Effect of Pre-oxide and Pre-hydride on the
Zircaloy-4 Cladding in a Simulated LOCA
Transient
Effect of O and Fe Concentration on Phase
Boundary of Zr-Nb Alloy
Effect of Manufacturing Process on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HANA-alloy
Iodine-Induced Stress Corrosion Cracking of
HANA-4 Claddings
Hydride Effect on the Tensile Properties of
HANA-4 Alloy
In-plie Test Results of HANA Claddings in
Halden Research Reactor
Hydrogen Solubility of Nb-containing Zirconium
Alloys
암모니아 수화학 분위기에서 HANA 피복관의 부
식 거동 및 수소흡수 특성
지르칼로이-4 피복관의 LOCA시 거동에 미치는
산화막 및 수소화물의 영향

96

신합금 Zr 핵연료피복관의 산화막 특성분석

97

500℃ 초임계수 조건에서 Zr 합금의 부식거동

98

Zr 합금의 미세조직 및 부식거동에 미치는 β 열
처리 영향

99

원전연소 모사 피복관의 LOCA 고온산화 거동

87
88
89
90
91
92
93
94

100

국 발
내 표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나노인덴테이션 방법을 이용한 지르코늄 합금의
산화막 분석
HANA-피복관의 부식 및 미세조직에 미치는 제조
공정 영향
Zr Based 합금의 Creep 특성에 미치는 합금원소
의 영향
Effect of Oxide and Hydride on the Behavior of
the Zirconium Cladding During Loss of the
Coolant Accident (LOCA)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HANA
Alloys
Low Cycle Fatigue Behavior of the Zircaloy-4
Cladding Under the Cyclic Pressurization
High-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of the
Combined
Pre-hydrided/Pre-oxided
HANA-4
Claddings at LOCA Temperatures of 900 to
1200℃
Corrosion Behavior of HANA Alloy in
SMART-Simulating Water Chemistry
Hydride Effect on the Burst Properties of
HANA-4 and HAN-6 Cladding Tubes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HANA-alloy with Manufacturing Process
Microstructure Evaluation of Zr Oxide Layers
using HVEM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발표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추계학술대회

2005. 5
2005. 5
2005. 5
2005. 5
2005. 5
2005. 5
2005. 5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2005. 10
2005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5
추계학술발표회
전자현미경학회
2005추계발표회
대한금속재료학회
Zr 합금 고온산화시 Breakaway 거동
2006춘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Zr-0.4Nb 합금의 Creep 특성에 미치는 S의 영향
2006춘계학술대회
HANA 합금의 부식 거동에 미치는 산화막 특성 대한금속재료학회
의 영향
2006춘계학술대회
초임계수 조건에서 Zr 합금의 부식 및 산화막 특 대한금속재료학회
성
2006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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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0
2005. 11
2006. 4
2006. 4
2006. 4
2006. 4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전자현
미경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준환
최병권
김현길
박상윤
이명호
백종혁
방제건
박상윤
김준환
박정용
박정용
최병권
백종혁
김준환
김현길
김양훈
김준환
박정용
김준환

백종혁

박상윤
이명호
김현길
김현길
백종혁
김양훈
유승조
박정용

구분

연
번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115

내압 변화가 핵연료 피복관의 저주기 피로에 미치 대한금속재료학회
는 영향
2006춘계학술대회

2006. 4

대한금속재
료학회

최병권

116

냉각재 상실사고(LOCA) 후 핵연료 피복관의 기계 대한금속재료학회
적 거동
2006춘계학술대회

2006. 4

대한금속재
료학회

김준환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국 발 128
내 표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대한금속재료학회
2006춘계학술대회
Out-Pile Pellet-Cladding Interaction Resistance of 원자력학회 2006
HANA Claddings
춘계학술발표회
Failure Analysis of Zircaloy-4 Cladding after a 원자력학회 2006
LOCA Thermal Shock
춘계학술발표회
Effect on Final Heat Treatment and Hydrogen
원자력학회 2006
on the Burst Properties of Cladding Tubes at
춘계학술발표회
350℃
Oxide
Characterization
of
HANA
Alloys 원자력학회 2006
corroded in a PWR-simulating Condition
춘계학술발표회
In-reactor Performances of HANA Claddings in 원자력학회 2006
Halden
춘계학술발표회
Effects of Heat-treatment on the Tensile 원자력학회 2006
Properties of Ti-Al-Zr Alloy
춘계학술발표회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원자력학회 2006
HANA Alloys with a β-annealing
춘계학술발표회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the Creep 원자력학회 2006
Properties of Zr Based Alloys
춘계학술발표회
Effect of Oxide Structure on the Corrosion 원자력학회 2006
Behavior of HANA-6 Alloys
춘계학술발표회
Microstructure Analysis of Zirconium Oxide
전자현미경학회
using the HVEM
2006춘계발표회
360℃ water 조건에서 형성된 HANA 합금 산화 대한금속재료학회
막의 층상 조직 특성
2006추계학술대회
수소화물이 지르코늄 핵연료 피복관의 이축 파괴 대한금속재료학회
거동에 미치는 영향
2006추계학술대회
HANA-4 및 HANA-6 피복관의 원주방향 기계적 대한금속재료학회
특성에 대한 수소영향
2006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LOCA 온도에서 핵연료피복관의 장기산화 거동
2006추계학술대회
HVEM을 이용한 지르코늄 산화막의 미세구조 분 대한금속재료학회
석
2006추계학술대회
Iodine 농도가 Zr 핵연료피복관의 ISCC에 미치는 대한금속재료학회
영향
2006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Zircaloy-4 와 Zr-1Nb-1Sn-0.1Fe의 수소고용도
2006추계학술대회
The Effect of Hydrogen on the Heat Capacity of 대한금속재료학회
Zr-based Alloys
2006추계학술대회
대한금속재료학회
Zirconium 합금의 Creep 특성에 미치는 S 영향
2006추계학술대회
전자현미경학회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 및 산화막 특성
2006추계발표회
Microstructures, Corrosion and Tensile Properties 원자력학회 2006
of Ti-Al-Zr (PT-7M) Alloy
춘계학술발표회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osion Behavior 원자력학회 2006
and Oxide Property of HANA Alloys
춘계학술발표회
High-temperature Breakaway Oxidation of Fuel 원자력학회 2006
Claddings in LOCA Temperature Range
춘계학술발표회
Crack
Initiation
Mechanism
in
the
원자력학회 2006
Pellet-Cladding Interaction of a Nuclear Fuel
춘계학술발표회
Cladding
Corrosion Behavior and Microstructure of
원자력학회 2006
Zr-1.5Nb-0.4Sn-0.2Fe-0.1Cr
Alloy
with
an
춘계학술발표회
Annealing
HVEM을 이용한 지르코늄합금의 산화막 분석

- 365 -

2006. 4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5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0
2006. 11
2006. 11
2006. 11
2006. 11

대한금속재
료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전자현
미경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대한금속재
료학회
한국전자현
미경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김현길
박상윤
김준환
이명호
유승조
백종혁
백종혁
김현길
김양훈
박정용
김현길
유승조
최병권
김준환
백종혁
김현길
박상윤
김현숙
김현숙
김양훈
김현길
김태훈
유승조
백종혁

2006. 11

한국원자력
학회

박상윤

2006. 11

한국원자력
학회

김현길

구분

연
번
143
144

국 발
내 표 145
146
147
1
2
3
4
5

11

Embrittlement Behavior of Zircaloy-4 Cladding
during Oxidation and Water Quench

12

Out-of-Pile and In-pile Perfomance of Advanded
Zr Alloys (HANA) for High Burn-up Fuel

13

Effect
of
Annealing
Conditions
on
the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Zr-xNb Alloys

14

Corrosion Behavior and Oxide
Zr-1.1wt.％Nb-0.05wt.％Cu Alloy

8
9

15
16
17

국 발
외 표

Deformation of Zircaloy-4 Cladding during a
o
LOCA Transient up to 1200 C

10

7

외 재

Circumferential Mechanical Properties of HANA
Claddings
Hydrogen
Effect
on
the
Circumferential
Mechanical Properties of HANA-4 and HANA-6
Cladding Tubes
Effect of S and O on the Creep Properties of
Zirconium Alloys
The Effect of Hydrogen on the Heat Capacity of
Zr-based Alloys
Terminal Solid Solubility of Hydrogen in
Zircaloy-4 and Zr-1Nb-1Sn-0.1Fe
Effect
of
β-phase,
Precipitate
and
Nb-concentration in Matrix on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Zr-xNb Alloys
Influence of Nb Concentration in α-matrix on
the Corrosion Behavior of Zr-xNb Binary Alloys
Effect of Isothermal Annealing on the Corrosion
Behavior of Zr-xNb Alloys
Crystal Structure and Grain Size of Zr Oxide
Characterized
by
Synchrotron
Radiation
Micro-diffraction

Oxidation
Kinetics
of
Zircaloy-4
and
Zr-1Nb-1Sn-0.1Fe at Temperatures of 700-1200C
Ex-reactor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Zr-Nb-Fe Alloys with the Nb/Fe Ratio
Phase Boundary of the Zr-rich Region in
Commercial Grade Zr-Nb Alloys
Effect of Heat Treatment on Corrosion of
Zr-1.0Sn-0.1Fe
Corrosion Behavior of Zr alloys with High Nb
Content

6

국 게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1

Properties

of

Effect of the Oxide and the Hydrogen on
Behavior of the Zircaloy-4 Cladding during
Loss of the Coolant Accident (LOCA)
Effect of the Oxide and the Hydrogen on
Circumferential Mechanical Properties of
Zircaloy-4 Cladding

the
the
the
the

Effect of Alloying Elements (Cu, Fe, and Nb) on
the Creep Properties of Zr Alloys
Parameter Study
Development

on

Advanced

Zr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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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원자력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2006. 11

한국원자력
학회

김준환

원자력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2006. 11

한국원자력
학회

이명호

원자력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원자력학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2006. 11
2006. 11
2006. 11

J. of Nuclear
Materials

2003/
v.317

J. of Nuclear
Materials
J. of Nuclear
Materials

2003/
v.323
2004/
v.326

J. of Nuclear
Materials

2004/
v.335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한국원자력
학회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Journal of
Nuclear
Materials
Japan-Korea-Chin
a Joint Seminar

김현숙
김현숙

Elsevier

정용환

Elsevier

정용환

Elsevier

김현길

Elsevier

박정용

Nuclear
2004/
Elsevier
Engineering &
v.234
Design
J. of Nuclear
2004/
Elsevier
Materials
v.335
J. of Nuclear
2005/
Elsevier
Materials
v.345
J. of Nuclear
2005/
Elsevier
Materials
v.347
Materials Science
2005/
Trans. Tech.
Forum
v.475-479 Publication
J. of Nuclear
2005/
Elsevier
Materials
v.340
Nuclear
2005/
Engineering and
Elsevier
v.235
Design
Journal of
2006/
Elsevier
Nuclear Science
v.43(9)
and Technology
Solid State
Phenomena

김양훈

김준환
백종혁
김현길
김현길
백종혁
박정용
김준환

정용환

2006/
v.118

Elsevier

김현길

2006/
v.359

Elsevier

박정용

2006/
v.236

Elsevier

김준환

2006/
v.236

Elsevier

김준환

2006/
v.359

Elsevier

김현길

2003

정용환

구분

연
번
2
3
4
5
6
7
8

국 발 9
외 표

10
11
12
13
14
15
16

학술지
(회의)

논문제목
Effect of Nb-content, Annealing and Cold
Working on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Nb-containing Zr Alloys
Phase Boundary Study of the Zr-rich Region in
Zr-Nb Binary Alloys Using Spong-type Zr
Effect of Heat Treatment on Corrosion of
Zr-1.0Nb-1.0Sn-0.1Fe
Effect of the Nb/Fe Ratio on the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Zr-xNb-yFe Alloys
Nb Effects on Oxidation Behaviors of Zr-xNb in
LOCA Temperature Range
Development of High Corrosion Resistant
Zirconium Alloys (HANA)
Deformation and Thermal Quench Behavior of
HANA Claddings in LOCA Condition
Development of Advanced Zr Alloys (HANA)
for High Burn-up Fuel
Out-of-pile Corrosion Properties of HANA alloys

년도/권 주관기관 주연구(
/호
(단체) 발표)자

TOP Fuel

2003

ENS

정용환

TOP Fuel

2003

ENS

박정용

PRICM-5

2004. 11

CSM

백종혁

2004. 9

ANS

정용환

2004. 9

ANS

백종혁

2005. 10

IAEA

정용환

LWR Fuel
Performance
LWR Fuel
Performance
IAEA Technical
Meeting
2005WRFPM

2005. 10

2005WRFPM

2005. 10

2005WRFPM

2005. 10

Effect of Pre-oxide and Pre-hydride on
High-temperature Oxidation of Fuel Claddings
2005WRFPM
at LOCA Temperatures
Irradiation Test Program of HANA Claddings in 5th JAERI-KAERI
Halden Reactor
Joint Seminar
Effect of Annealing Condition on Microstructure
The 3rd Asian
and Corrosion Characteristics of Zr-xNb Alloys
conference HTM
Development Status of the Advanced Claddings
AESJ 2005
in Korea
Spring Meeting
Failure Behavior of Zirconium Cladding after
TOP Fuel 2006
the Loss of the Coolant Accident (LOCA)
Fuel Safety
Failure Analysis of Zirconium Cladding Under
Research
LOCA Situation
Meeting

AESJ/ENS/
ANS
AESJ/ENS/
ANS
AESJ/ENS/
ANS

김준환
정용환
박정용

2005. 10

AESJ/ENS/
ANS

백종혁

2005. 11

JAERI/KAE
RI

이명호

2005. 11

KSHT

김현길

2005. 3

AESJ

백종혁

2006. 4

ENS

김준환

2006. 10

JAEA

김준환

(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연
번

명칭

1

니오븀이 첨가된 핵연료피복관용 지르
코늄 합금의 조성물 II

일본

2

니오븀이 첨가된 핵연료피복관용 지르
코늄 합금의 조성물 II

중국

3

다중의 로드셀과 레버암을 장착한 크리
프 시험방법과 장치

한국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한국

특 등 5
허 록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미국

6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중국

7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일본

8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스웨덴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구분

발 출
명 원 4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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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4
2003.03.14
2000.03.14
2003.05.28
2000.05.18
2003.04.23
2001.01.19
2003.04.23
2001.05.10
2003.02.04
2001.05.31
2003.12.17
2001.04.27
2004.10.01
2001.05.09
2004.11.03

71204
340786
0102990.1
111820
24304
378423
3273
382997
09/852953
6514360
1115930.8
133393
131877
3602467
1201703.4
1225243

정용환외 7인
정용환외 7인
김경호외 7인
정용환외 7인
정용환외 7인
정용환외 7인
정용환외 7인
정용환외 7인

구분

연
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9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프랑스
지르코늄 합금의 제조방법

10

고연소도 핵연료 피복관용 니오븀 함유 기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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