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5.25.8.376
Korean J. Mater. Res.
Vol. 25, No. 8 (2015)

376

Nb 및 Cr 첨가에 따른 지르코늄 합금의 부식거동

김윤호
1,3
·목용균

1
·김현길

2
·이종현

3†

1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한국원자력연구원, 

3충남대학교

Corrosion Behavior of Zirconium Alloys with Nb and Cr Addition

Yoon-Ho Kim1,3, Yong-Kyoon Mok1, Hyun-Gil Kim2 and Jong-Hyeon Lee3†

1KEPCO Nuclear Fuel, Daejeon 305-353, Korea
2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ejeon 305-353, Korea

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Received June 29, 2015 : Revised July 16, 2015 : Accepted July 16, 2015)

Abstract The effects of Nb and Cr addition on the microstructure, corrosion and oxide characteristics of Zr based alloys were

investigated. The corrosion tests were performed in a pressurized water reactor simulated-loop system at 360 oC. The

microstructures were examined using OM and TEM, and the oxide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by low-angle X-ray diffraction

and TEM. The corrosion test results up to 360 days revealed that the corrosion rates were considerably affected by Cr content

but not Nb content.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Zr-xNb-0.1Sn-yCr quaternary alloys was improved by an increasing Nb/

Cr ratio.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precipitates was affected by a variation of the Nb/Cr ratio. The Zr-Nb beta-enriched

precipitates were mainly formed in the high Nb/Cr ratio alloy while Zr(NbCr)2 precipitates were frequently observed in the low

Nb/Cr ratio alloy. The studies of oxide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the corrosion resistance was related to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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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늄 합금은 우수한 내부식성, 기계적 강도 그리

고 중성자 조사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

압경수로 집합체의 핵연료 피복관 재료 및 구성 부품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르코늄 합금이 상용 가압경

수로에 적용된 소재는 1960년대 초에 개발된 Zircaloy-

4(Zr-1.5Sn-0.2Fe-0.1Cr) 합금으로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내부식성을 바탕으로 핵연료 피복관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압경수로의 가동조건이 자원의 효

율적 이용과 경제적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고연소도

운전, 장주기 운전 및 고 pH 운전 등으로 운전조건이

가혹해짐에 따라 Zircaloy-4 합금은 더 이상 핵연료 피

복관 재료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

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원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Zircaloy-

4 합금을 대체할 내부식성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합

금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4) 미국은 기

존의 Zircaloy-4 합금에 내부식성 향상을 위해 Nb을 첨

가한 ZIRLO(Zr-1Nb-1Sn-0.1Fe) 합금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다.1) 프랑스에서는 러시아의 2원계 합금인 E110(Zr-

1Nb) 합금을 기본으로 하여 열처리 및 소량의 원소를 제

어한 M5(Zr-1Nb-0.125O)를 개발하여 상용운전에 적용

하였다.2) 러시아에서는 Zr-1Nb합금을 핵연료 피복관 재

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Fe와 Sn이 혼합된 E635

(Zr-1Sn-1Nb-0.4Fe) 합금을 개발하여 현재 러시아의 상

용로에서 연소 중에 있다.3) 한국에서는 HANA 합금 상

용화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4) 이와 같이 가압

경수로 핵연료 피복관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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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첨가원소의 중성자효과, 가격, 내부식성 등을 고려

하여 Sn, Fe, Cr, Nb 등의 합금원소를 제어하는데 중점

이 되어있다. Nb은 핵연료 피복관에 첨가되는 주요 합

금 원소로서 고용량과 생성되는 석출상의 특성에 의해

내부식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Sn은 첨

가량이 증가될수록 기계적 강도는 증가하지만 내부식성

이 감소되어 대부분의 핵연료 피복관용 지르코늄 합금

에서 첨가량을 배제하거나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Fe와

Cr은 Zircaloy-4에서 두 합금의 첨가량이 0.3 % 까지는

내부식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 이

상 첨가될 경우에는 내부식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6) 합금원소로 Fe와 Nb가 동시에 첨가될

경우 그 첨가비에 의한 내부식성 및 산화막 특성 변화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합금

원소가 복합적으로 첨가되면 석출물의 특성을 변화시켜

내부식성이 달라지는 것도 알려져 있다.7) 그러나 다른 중

요 합금원소인 Nb와 Cr의 첨가량에 따른 부식거동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핵연료 피복관 소재로 개발 중인

합금에 주요 원소로 첨가되고 있는 Nb 및 Cr의 첨가량

과 비율에 따른 부식 및 산화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합금 조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Nb

의 첨가량은 석출물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0

wt.% 이상으로 선정하였고, Cr의 첨가량은 0.2~0.5 wt.%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조된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과 부

식특성을 평가하고 산화막 특성을 분석하여 Nb와 Cr의

첨가량과 비율에 의한 지르코늄 합금의 미세조직과 산

화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원계의

Zr-xNb-0.1Sn-yCr 합금을 제조하여 평가하였는데, Nb의

첨가량은 각각 1.1, 1.3 그리고 1.5 wt.%이고 Cr의 첨가

량은 각각 0.2, 0.35 및 0.5 wt.%로 설계하였다. 이때

Sn은 고용한도 보다 매우 낮은 0.1 wt.%로 첨가되어 석

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이 설계된 9종의 합금은 Nb/Cr 비가 Table 1에 계산된

바와 같이 2.2에서 7.5의 범위에서 각각 다르게 변화되

도록 하였다. 합금의 제조는 조성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번의 진공 아크용해를 수행하였고, 용해된 합금

잉곳은 1020 oC의 온도로 가열 후 급냉하는 베타 열처

리를 적용하였다. 베타 열처리된 시편은 650 oC로 가열

후 20분 유지한 다음 60 %의 압하율로 열간압연을 수

행한 후, 2번의 냉간가공을 적용하여 판상의 시편으로 제

조하였다. 냉간가공시 압하율은 각각 50 %이고, 압연 후

중간열처리는 570 oC에서 3시간 수행하여 가공 중에 도

입된 응력을 제거하였고, 최종열처리는 450, 475 및 500
oC의 3가지 온도변수를 적용하여 7시간 동안 수행하였

다. 핵연료 피복관용 지르코늄 합금의 최종열처리 온도

는 부식특성, 수소화물의 배열거동 및 기계적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대부분의 상용 핵연료 피복관

은 응력이완, 부분재결정 및 재결정 열처리 중 합금에

따른 최적의 조건을 선택하여 열처리를 실시한다. 재결

정의 경우에는 응력이완이나 부분재결정에 비하여 원자

로 운전조건에서 크립저항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갖지만

인장강도가 낮고 수소화물 배열거동 관점에서는 단점을

갖고 있다. 지르코늄 합금에 첨가된 Nb이 내부식성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beta-Nb 또는 beta-enriched상이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종열처리 시간을 7시간

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합금의 최종열처리는 부식특성과 기계적 특성을 고

려하여 최적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합금의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관찰하였는데, 광학관찰용 시편은 SiC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 후 물(40 vol.%), 질산(30 vol.%), 황산

(20 vol.%) 불산(10 vol.%)의 혼합용액으로 에칭하였다. 합

금 내에 형성된 석출물의 분석은 EDS가 부착된 투과전

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결정구조와 조성을 분석하였는데, 석

출물 분석을 위한 투과전자현미경 시편은 열처리된 판재

시편을 70 μm까지 기계적 연마 후 에탄올(90 vol.%)과 과

염소산(10 vol.%)의 혼합액을 −40 oC로 유지하면서 twin-

jet polisher를 이용한 화학적 연마로 제작하였다. 

부식특성 평가용 시편은 최종 열처리한 판재시편을

15 × 25 × 1 mm의 크기로 절단하고 SiC 연마지를 사용하

여 #220부터 #1200까지 연마한 후 아세톤과 알콜 세척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식시편의 표면조건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산(5 vol.%) +질산(45 vol.%)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final annealing conditions of

Zr-xNb-0.1Sn-yCr alloys.

ID

Nominal composition

(wt%) Nb/Cr 

ratio
Final annealing

Nb Sn Cr Zr

M1 1.1 0.1 0.2

Bal.

5.5

a) 450oC for 7h

b) 475oC for 7h

c) 500oC for 7h

M2 1.1 0.1 0.35 3.1

M3 1.1 0.1 0.5 2.2

M4 1.3 0.1 0.2 6.5

M5 1.3 0.1 0.35 3.7

M6 1.3 0.1 0.5 2.6

M7 1.5 0.1 0.2 7.5

M8 1.5 0.1 0.35 4.3

M9 1.5 0.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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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50 vol.%)의 혼합용액에서 15초간 산세하여 준비하였

으며, 동일 시편에 대해 각각 4개의 시편을 준비하였다.

부식실험은 ASTM-G2-818)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였

는데, 실험 분위기는 2750 psi의 압력과 360 oC의 온도

에서 물이 순환되는 분위기로 유지되는 가압경수로 모

사 loop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부식 거동은

30일 간격으로 시편을 꺼내어 세척 후 무게증가량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산화막 분석은 부식시험 중 240과 360일 부식시험 된

시편에 대해 실시하였다. 산화막 분석방법은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X-선 분석과 미세조직 분석을 위한 투과

전자현미경 분석을 병행하였다. X-선 회절시험은 1.54056Å

의 파장을 갖는 Cu-Kα 선을 이용하였으며, low-angle

diffraction 방법으로 입사각을 2o로 하고 스캔 속도를

0.5o/min의 조건으로 2θ를 20o ~ 40o까지 변화시켰다. X-

선 회절 시험후 산화막 내의 결정구조중 내부식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tetragonal-ZrO2 상의 분율

(fT)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I는 XRD 분석상의 peak intensity, T(101)은

(101)면의 tetragonal phase, M(111)은 (111)면의 mono-

clinic phase, 그리고 M(-111)은 (-111)면의 monoclinic

phase 이다.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산화막 분석용 시편은 FIB

(Focused Ion Beam)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EDS

가 부착된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산화막

의 미세조직 특성을 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Zr 합금의 미세조직과 석출물 특성에 미치는 Nb,

Cr의 영향

가압경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로 내에서 약 300 oC의 높은 온도와 158

bar 압력의 냉각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핵연료 피

복관은 부식에 의한 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미

세조직과 석출물 특성이 부식거동에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Nb 및 Cr의 함량에 따른 미세

조직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광학현미경 관찰과 투과전자현

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Fig. 1은 Nb 함량이 1.1에서

1.5 wt.%로 변화되고 Sn 및 Cr의 함량이 각각 0.1 wt.%

와 0.35 wt.%로 첨가된 M2, M5 그리고 M8 합금을 판

재형으로 가공한 다음 최종열처리를 450, 475 그리고

500 oC에서 7시간 열처리된 시편의 미세조직을 광학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의 미세조직은 냉간가공에 의해 변형된 가공조직으로 확

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합금의 미세조직은 열처

리 온도의 상승에 의해 치밀한 가공조직이 부분재결정

f
T

I
T 101( )

I
M 111( ) I

T 101( ) I
M 111–( )+ +

-------------------------------------------------------------=

Fig. 1. Optical micrographs of Zr-xNb-0.1Sn-yCr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450
o
C, 475

o
C, 500

o
C for 7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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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결정조직으로 변화되는데, 광학관찰 결과로는 정확

한 판단이 불가능하였다. Fig. 2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로서 광학 관찰결과에서

는 분간하기 어려웠던 부분재결정 현상이 확인되었다. 열

처리 온도가 450 oC로 수행된 경우에는 전위가 집적된

가공조직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열처리 온도가 475 oC

로 수행되면 수 μm 크기의 미세한 결정립이 형성되었

다. 열처리 온도를 500 oC로 증가시키면 재결정된 결정

립의 크기가 커짐과 동시에 분율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동일 열처리 온도에서 Nb의 첨가량이 증가되면

재결정된 미세조직의 분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Nb

첨가량의 증가에 의한 석출물 밀도의 증가로 pinning 현

상에 의해 재결정이 억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Cr이 증

가된 경우에도 재결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

찰되었다. 

본 연구의 Zr-Nb-Sn-Cr 4원계 합금에서 생성되는 석

출물은 Zr과의 고용도를 고려할 때 Nb과 Cr에 의한 석

출물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Nb 및 Cr 첨

가 영향으로 형성된 석출물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로서

크게 2종의 석출상이 관찰되었다. M4 합금에서 주로 관

찰되는 것은 Zr과 Nb으로 구성된 2원계로 Nb의 농도가

40~60 wt.%의 함량을 갖는 BCC 구조의 석출상이다. 이

는 합금 제조시 수행된 중간열처리 및 최종열처리를 공

석온도인 610 oC9) 이하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beta-Nb

상이 안정화 되어야 되지만, beta-Nb 상이 안정화 되려

면 시효시간이 더욱 필요10)하게 된다. 따라서 관찰된 석

출상은 공석온도 이상에서 안정화된 beta-Zr 상이 공석

Fig. 2. TEM micrographs of Zr-xNb-0.1Sn-yCr alloys after final annealing at 450
o
C, 475

o
C, 500

o
C for 7 hr.

Fig. 3. Precipitate analysis using TEM of M4b and M6b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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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이하에서 안정한 beta-Nb 상으로 변태되는 중간과

정의 beta-enriched 상으로 분석되었다. M6 합금에서 주

로 관찰되는 석출상은 Zr-Nb-Cr의 3원계로 구성된 HCP

구조의 Zr(NbCr)2 상으로 분석되었다. Cr이 첨가된 Zr 합

금에서 형성되는 기본 석출상은 HCP 구조의 C14 Laves

ZrCr2 이다.11) 고온에서 형성되는 ZrCr2 상의 Cr 자리에

beta 안정화 원소인 Nb이 치환되어 Zr(NbCr)2 상이 형

성된 것이다. 이러한 석출상들은 가공조직과 재결정 조

직 내부에 모두 분포되어 있었으며, 각 시편당 여러 개

의 석출물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Nb

과 Cr의 첨가에 의해 크게 3종의 석출상이 형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Nb과 Cr의 비가 증가하면 주로

관찰되는 석출상은 BCC 구조의 beta-enriched 상이 주

를 이루고 일부 HCP 구조의 Zr(NbCr)2 상이 관찰되었

다. 첨가원소에서 Cr의 비가 증가하게 되면 HCP 구조의

Zr(NbCr)2 상의 분율이 증가되었으며 Cr 량이 0.5 wt.%로

증가되면 추가적으로 Zr-Cr 2원계의 ZrCr2 상도 관찰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은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을 동일하게 수행하더라도 Nb과 Cr의 첨

가비에 따라 기지조직 내에 형성된 석출물의 특성이 변

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르코늄 합금에 첨가되는 Sn

의 경우에는 α 안정화 원소로 Zircaloy-4에서 고용한도

가 상온에서 1.7 wt.%로,6) 본 합금에서 첨가된 0.1 %의

Sn은 모두 고용되어 석출상의 특성변화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able 2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석출물의 조성분석결과에서 Sn은 관찰되지 않

았다. 또한 450~500 oC의 최종열처리 조건은 미세조직 상

의 부분재결정량을 변화시키지만 석출물 특성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부식특성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고온, 고압의 물 분위기에서 내부식성은 경수로용 지

르코늄 합금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능인자이다. 제

조된 판재형 합금은 경수로를 모사하는 loop 장치를 이

용하여 부식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4는 Nb과 Cr

의 첨가량을 조절한 합금에 대한 내부식성을 평가한 결

과로서 30일 간격으로 360일까지 수행되었다. 참조합금

으로 상용 핵연료피복관 소재 조성의 참조합금(RZ: Zr-

1Nb-1Sn-0.1Fe)을 준비하여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4의 (a)는 최종열처리를 450 oC에서 수행한 다음

시간에 따른 부식거동을 평가한 것으로 모든 합금이 부

식시험 초기인 30일에 가장 높은 무게증가량을 약 180

일 까지 선형적으로 무게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러나 180일 이후에는 참조합금(RZ)이 다른 합금

에 비해 무게 증가량이 크게 증가되는 부식가속 현상이

나타났다. 나머지 합금들은 약 270일 까지 선형적인 무

게증가량을 보였지만 그 이후 일부 합금에서 부식속도

가 증가되는 부식속도의 천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Fig.

4의 (b)와 (c)는 각각 최종열처리를 475 oC와 500 oC로

수행한 시편의 부식거동을 나타낸 것으로 최종열처리를

Table 2. Summary of precipitate characteristics of Zr-xNb-0.1Sn-yCr alloys.

ID Alloy

Precipitate characteristics
Relative fraction

in alloyPhase types Structure
Average composition 

(at.%)

M4b
Zr-1.3Nb-0.1Sn-0.2Cr

(Nb/Cr ratio: 6.5)

Beta-enriched

Zr(NbCr)2

BCC

HCP

Zr(45), Nb(55)

Zr(40), Nb(40), Cr(20)

Major

Minor

M5b
Zr-1.3Nb-0.1Sn-0.35Cr

(Nb/Cr ratio: 3.7)

Beta-enriched

Zr(NbCr)2

BCC

HCP

Zr(45), Nb(55)

Zr(40), Nb(40), Cr(20)

Similar fraction 

between two phases

M6b
Zr-1.3Nb-0.1Sn-0.5Cr

(Nb/Cr ratio: 2.6)

Beta-enriched

Zr(NbCr)2
ZrCr2

BCC

HCP

HCP

Zr(45), Nb(55)

Zr(40), Nb(40), Cr(20)

Zr(35), Cr(65)

Minor

Major

Minor

Fig. 4. Corrosion behaviors of Zr-xNb-0.1Sn-yCr alloys tested in PWR simulated conditions at 360
o
C in water; (a) final annealing at

450 oC, (b) final annealing at 475 oC, (c) final annealing at 5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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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oC에서 수행한 시편에 비하여 부식속도의 천이 시점

이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시편의 내부식성은 참조합금인 RZ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량

의 거동에서 천이 전까지는 합금 조성에 관계없이 유사

한 부식 특성을 보이다가 240일의 부식시험 이후 합금

조성에 따라 무게증가량의 차이가 발생되는 거동은 석

출물 특성에 의한 부식속도의 천이와 연관성이 있다.7) 만

일 석출물을 배제한 기지조직에서 합금원소의 고용량에

의한 차이는 부식시험 초기부터 각 합금에 따라 부식속

도가 크게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Fig. 5의 (a)와 (b)는 각각 Nb 첨가량과 최종열처리 영

향 및 Cr 첨가량과 최종열처리 영향을 분석하고자 Fig.

4의 시간에 따른 무게증가량의 그래프를 변환한 것이다.

Fig. 5의 (a)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부식속도의 천이 전

인 150일 까지 무게증가량은 Nb 첨가량(1.1~1.5 wt.%)과

최종열처리(450~500 oC)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한 360일

의 부식시험 결과에서는 Nb의 첨가량이 1.1에서 1.5 wt.%

로 증가됨에 따라 내부식성이 증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최종열처리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b)의 Cr 첨가 영향은 (a)의 Nb 첨가 영

향과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부식속도의 천이 전

에 해당되는 150일의 부식시험 결과까지는 Cr 첨가 영

향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천이가 발생한 360일 시험 후

에는 Cr 첨가량이 0.2 wt.%에서 0.5 wt.%로 증가될수록

무게증가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r 첨

가량이 변화된 합금은 최종열처리 온도가 증가됨에 따

라 무게증가량의 변화가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Fig. 6은 Nb과 Cr의 첨가량 조합에 의한 내부식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나타낸 것으로 최종열처리는 475
oC에서 수행한 것이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게

증가량의 변화는 Nb과 Cr 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Nb 첨가량 보다는 Cr 첨가량에 의한 영향이 더욱 커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b 첨가량과 Cr 첨가량의 변화

를 보면 Cr이 0.2 wt.% 첨가된 경우에는 Nb 첨가량이

1.1에서 1.5 wt.%까지 변화하여도 무게증가량의 차이가 크

지 않은 반면, Cr이 0.5 wt.%로 첨가되면 Nb 첨가량이

1.1 wt.%에서 1.5 wt.%로 증가될수록 무게증가량이 점진

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일 Nb 함

량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Cr이 증가됨에 따라 무게증가

량이 증가되었고 증가량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로부터 Nb과 Cr이 첨가된 지르코늄 합금에서는 Cr의

첨가에 의한 부식거동의 민감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7은 부식시험된 모든 합금의 360일 부식시험 결

Fig. 5. Corrosion weight gain of Zr-xNb-0.1Sn-yCr alloys as a

function of alloy composition and final annealing; (a) Nb and final

annealing, (b) Cr and final annealing.

Fig. 6. Variation of corrosion weight gain of Zr-xNb-0.1Sn-yCr

alloys with the Nb and Cr contents after corrosion test for 3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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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Table 1에서 표기된 바와 같이 Nb/Cr의 비로 나타

낸 것이다.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된 합금에서 Nb/Cr

의 비는 무게증가량의 변화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Nb/Cr의 비가 증가될수록 무게

증가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약 3.1 이내

에서는 무게증가량의 편차도 크고 내부식성이 감소되었

고 4.3까지는 점진적으로 무게증가량이 감소되다가 4.3

이상에서는 무게증가량의 차이가 크지 않고 우수한 내

부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Nb과 Cr이 고용한도 이상으로 첨가된 Zr-Nb-Sn-Cr 계

합금에서 Nb/Cr의 첨가비는 부식속도의 천이후 내부식

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인자로 확인되었고, Nb/Cr의 첨

가비는 4.3 이상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석출

물 분석결과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의 석출상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면, Nb/Cr 첨

가비에 따라 내부식성이 우수한 합금에서는 BCC 구조

의 beta-enriched 상 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내부식성이

감소된 합금에서는 HCP 구조의 Zr(NbCr)2 상 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석출상의 제어는 가공 및

열처리에 의해서도 일부 제어될 수 있지만 합금 설계시

에 비율을 맞추는 것이 내부식성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고려된다.

3.3 부식거동에 미치는 산화막 특성분석

지르코늄 합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산화과정 동안에 산

화막이 상변태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부식속도의 천이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

다. 즉, 초기부식에서 금속과 산화막의 계면에서는 높은

압축응력이 형성되어 다량의 tetragonal-ZrO2가 생성된다.

이 tetragonal-ZrO2 상은 부식에 있어서 매우 보호적인 성

질을 가진 준 안정상이기 때문에 부식저항성을 높여주

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산화막

외부에 압축응력이 점차적으로 인장응력으로 바뀌게 된

다. 이 때 tetragonal-ZrO2 상은 비보호적인 성질을 갖는

monoclinic-ZrO2로 상변화가 일어나 부식가속의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X-

선 회절 시험을 통해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산화막 결

정구조를 분석하였다. 산화막의 분석은 부식속도의 천이

가 발생되기 바로 이전인 240일 부식시험된 모든 시편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Fig. 8은 최종열처리를 450 oC에서 수

행한 9 종의 합금의 산화막 결정구조 분석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결정구조 분석결과 산화막에서 관찰되는 주

요 결정상은 (111), (-111), (002) 그리고 (200) 결정면의

monoclinic-ZrO2 상과 (101) 결정면의 tetragonal-ZrO2 상

이었다. 전반적으로 관찰된 모든 합금에서 결정면에 대

한 peak의 intensity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9

는 240일 및 360일 부식시험 후 결정구조가 분석된 모

든 합금에 대해 tetragonal-ZrO2 상의 분율을 계산한 결

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zirconium oxide formed on Zr-xNb-0.1Sn-yCr alloys after corrosion test for 240 days.

Fig. 7. Corrosion weight gain of Zr-xNb-0.1Sn-yCr alloys as a

function of Nb/Cr ratio after corrosion test for 3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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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되기 전인 240일 부식시

험된 시편에서 측정된 tetragonal-ZrO2 상의 분율은 5.2~

6.2 %의 범위로 약 1 %의 측정 오차 범위 내에서 모두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지조직 내에 존재하

는 합금 원소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산화막의 X-선 회

절시험에서 결정구조로 분석되는 대부분의 영역은 지르

코늄 합금 기지조직이 산화된 영역으로써 기지조직의 합

금성분이 유사한 동일한 부식시험 환경에서 부식이 진

행되게 된다. 따라서 시험에 사용된 합금의 산화막은 거

의 동일한 상태로 형성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산화막의 결

정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360일 부식시험

된 시편에서 측정된 tetragonal-ZrO2 상의 분율은 4.1~4.8

%의 범위로 240일 부식시험 이후에 측정된 tetragonal-

ZrO2 상의 분율 대비 약 1 %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전

반적으로 tetragonal-ZrO2 상의 분율이 감소된 것은 산화

막 두께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부식속도의 천

이에 의한 무게증가량과 tetragonal-ZrO2 상 분율의 차이

가 크지 않는 것은 금속 산화막 계면에서 새로운 산화

막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된 후에 계면에서 새로운 산화막이 형성되

는 과정에서 기지와 산화막의 부피팽창율의 차이로 인

해 산화막에 압축응력이 작용하여 새로 생성되는 산화막

이 tetragonal-ZrO2 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0과 11은 부식속도의 천이가 발생되기 이전인

240일 부식시험된 시편의 산화막의 미세조직을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로, 천이 후 무게증가량에 차이

가 발생된 M4b 합금과 M6b 합금을 비교한 것이다. Fig.

10은 전체적인 산화막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두

시편에서 관찰된 산화막의 두께는 약 2.5 μm로 균질하

Fig. 10. Cross-sectional TEM observation of zirconium oxide

formed on Zr-xNb-0.1Sn-yCr alloys after corrosion test for 240

days. 

Fig. 11. TEM observation of the incorporated precipitates in

zirconium oxide formed on Zr-xNb-0.1Sn-yCr alloys after corrosion

test for 240 days. 

Fig. 9. Volume fraction of tetragonal-ZrO2 phase of zirconium

oxide formed on Zr-xNb-0.1Sn-yCr alloys after corrosion test for

240 (a) and 360 (b)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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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종의 산화막에서는 공

통적으로 산화막의 성장방향에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관

찰되었는데, 이러한 균열은 FIB를 이용하여 산화막 분

석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과 이미 부식과

정에서 산화막 내부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FIB

로 시편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

러한 균열은 부식과정에서 일부 형성되었고 얇은 두께

의 시편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균열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균열의 갯수나 크기를 보면 천이 후

내부식성이 감소된 M6b 합금에서 형성된 산화막에서 상

대적으로 수와 크기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M6b 합금에서는 부식속도의 천이 이전에 균열

의 증가로 인해 부식 반응시 산소의 확산이 빠르게 진

행되어 M4b 합금에 비하여 천이가 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화막의 미세조직은 두 합금 모두 주상정과 등

축정이 혼합된 구조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Fig. 11은 석출상이 부식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산화막 내부에 존재하는 석출상을 관찰한 결

과이다. 미량의 미세한 석출상은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합

금 기지조직이 산화되면서 산화막 내에 유입(incorporate)

되어 있다가 산화가 더욱 진행되면 2차 적으로 산화가

되면서 주변 산화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7) 이러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본 시

험에서는 M4b와 M6b 합금의 산화막 내부에서 외부쪽

과 내부쪽에서 관찰된 석출상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M4b

합금 산화막 내부쪽에서 관찰된 석출상은 Zr-Nb-O 조성

이 25-30-45 wt.%의 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쪽에

서 관찰된 석출상의 조성은 20-24-56 wt.%의 분율로 분

석되었고, 모두 비정질의 결정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이들 석출상은 합금 제조시 기지 내에서 형성되었던

beta-enriched 상이 산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세

조직 상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들 석출물은 산화막 내에

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주변의 산화막의 미세조직을 바꾸

는 균열과 같은 현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M6b 합

금 산화막 내부쪽에서 관찰된 석출상은 Zr-Nb-Cr-O의 조

성으로 20-22-7-51 wt.%의 분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는 합금 제조시 기지 내에 형성되었던 Zr(NbCr)2 상이

산화된 것으로 이러한 석출상의 관찰 빈도수가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산화막 내의 석출물 주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균열이 형성으로 인하여 산

화막의 부식에 대한 보호성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일부 산화막의 외부쪽에서 관찰된 석출상은 Zr-Nb-

O 조성의 비정질 형태로 M4b 합금 산화막에서 관찰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Nb/Cr 비율이 낮은 합금이 부식시험시 일정시간이 경과

되면 부식속도의 천이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과 연

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Nb/Cr 비율이 낮은 합금

은 기지 내에 Zr(NbCr)2 상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Zr(NbCr)2 상이 산화막 내부에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beta-

enriched 상에 비하여 주변 산화막에 균열을 형성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균열은 산화 반응에서 산

소 확산을 원활하게 해주게 되어 부식이 가속되는 결과

로 나타난 것이다. 석출물이 산화막에서 산화되면서 주

변 산화막에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연성이 없는 산화

막이 석출물의 2차 산화에 의한 부피팽창으로 볼 수 있

다. 이때 석출물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부피팽창이 적을

수록 균열발생은 감소되며 beta-enriched 상은 산화 과정

이 비정질 형태로 진행되면서 부피팽창이 억제되어 주

변 산화막에 균열을 억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지르코늄 합금에 고용한도 이상의 Nb와 Cr의 첨가량

이 제어된 Zr-xNb-0.1Sn-yCr 합금을 제조하여 미세조직

및 부식특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동일한 제조공정을 적용하여 합금을 제조한 결과 기지

내에 형성되는 석출물의 특성은 Nb/Cr 비율에 의해 변

화되었다. Nb/Cr의 첨가비가 높은 합금에서는 Zr-Nb 2

원계의 beta-enriched 상이 주로 형성되었고, Nb/Cr의 첨

가비가 낮은 합금에서는 Zr-Nb-Cr 3원계의 Zr(NbCr)2 상

의 형성 분율이 증가하였다.

360 oC 물 분위기하에서 360일 동안 부식시험 결과

Nb/Cr의 첨가비가 높은 합금에서는 내부식성이 우수하였

지만 Nb/Cr의 첨가비가 낮은 합금에서는 부식속도의 천

이 현상과 함께 내부식성이 감소하였다.

산화막 특성을 평가한 결과 Nb/Cr 첨가비에 의한 내부

식성의 차이는 기지 내에 주로 형성되었던 beta-enriched

상 또는 Zr(NbCr)2 상이 산화막의 미세조직 특성을 변

화시킴으로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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