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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ating of an Al-Cr layer on the surface of a Zircaloy-4 alloy was carried out through plasma

pretreatment coating and a laser surface melting process. Two different conditions for laser treatment, severe or minimal surface

melting of the Zr alloy substrate, were applied to form the final coating. When there was significant surface melting of the

Zr alloy, the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of the newly formed coating layer was mainly composed of needle-shaped Al3Zr,

Al(Cr) and Al7Cr phases. On the other hand, the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 of the coating layer was mainly composed of

Al(Cr) and Al7Cr phases when there was minimal surface melting of Zr base in the laser process. However, when the coating

was maintained at 1100 oC for 2 hours, significant inter-diffusion occurred between the phases in the coating. As a result, the

upper part of the coating layer was observed to mainly consist of Al3Zr and Al8Cr5 phases, regardless of the laser treatment

conditions.

Key words Al-Cr, Zr alloy, laser surface melting, microstructure.

1. 서  론

Zr합금은 원자로 가동조건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고 중

성자흡수 단면적이 작으며 기계적 성질도 양호하므로 원

자력산업을 중심으로 핵연료피복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고온의 수증

기 분위기에서는 급격히 산화되어 수소가스를 발생하기 때

문에 원전사고저항성이 낮다는 단점이 대두되고 있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Zr합금 자체를 다른 소

재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려는 등의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Zr합금의 고온 내산

화성을 높여 사고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1-5) 

최근 핵연료피복관용 재료인 Zircaloy-4 합금의 표면에

Cr을 레이저 코팅하면 고온에서의 내산화성이 현저히 향

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 그 원인은 Cr코팅층의 형성

으로 인해 산소가 외부로부터 Zr기지 내부로 혼입되는

것이 방해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CrAl 합

금 코팅층을 형성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고온 내산화성

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Cr과 Al

의 비율을 조절하여 Cr2O3와 Al2O3가 동시에 형성되는

조건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6) 

레이저 코팅공정을 적용하여 Zr합금기지 표면에 내산

화성 코팅을 하는 경우 Zr합금의 표면 일부가 공정 중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mk7475@hanbat.ac.kr (J.-M. Kim, Hanbat Nat'l Univ.)

©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64 김정민·이재철·김일현·김현길

용융되어 코팅층에 혼입되어 응고함으로써 다양한 상들

이 형성되며, 고온에서는 상들 상호간의 확산이 활발하

므로 미세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7)

이와 같이 Cr 코팅층 또는 Al이 일부 포함된 CrAl합금

코팅층의 산화거동과 미세조직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

행되었으나,2,7) Al에 Cr이 일부 포함된 코팅층에 대한 연

구결과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이 소량 포함된 Al코팅층을 Zircaloy-4 합금 위에 레

이저 표면 용융 공정으로 형성한 후 응고 미세조직을 관

찰하였으며 고온유지 전과 후의 미세조직 차이를 조사

하였다. 또한, 레이저 공정 중 Zr합금 표면의 용융 정

도에 따라 전혀 다른 코팅층이 형성되므로 기지합금의

혼입이 현저한 것과 미미한 것 2가지로 공정조건을 달

리하여 미세조직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기지소재로는 대표적인 상용 Zr합금 중의 하나인

Zircaloy-4 (Zr-1.38%Sn-0.2%Fe-0.1%Cr, wt%)를 사용하

였으며, 샌드 블라스팅 및 초음파 세척 후에 그 표면에

플라즈마 용사 전처리 코팅을 하였다. 용사 코팅의 경

우 대기 플라즈마 용사 장치를 사용하여 약 300 µm의

총 두께를 갖도록 Al과 Cr층을 차례로 적층하였다(Fig.

1). 아르곤과 수소를 혼합하여 플라즈마 가스로 사용하

였고 분말 캐리어 가스로는 아르곤을 사용하였다. 아르

곤의 가스 압력은 100MPa, 수소가스 압력은 6MPa, 용

사 거리는 100 mm로 하였다.8) 

플라즈마 용사가 완료된 코팅시편들은 Fig. 2에서 보

여주는 다이오드 레이저 장치(Pwp14Y04K 모델, Yesystem

Co.)를 사용하여 기지합금의 표면만을 용융하는 레이저

표면처리를 수행하였다.9) 레이저 파워, 시편 이동 속도

및 가스 유동 속도와 같은 레이저 코팅 공정 변수는 이

전의 연구 결과8-10)를 바탕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였다. 레

이저 표면용융 공정을 위해 인가한 전력은 160 W를 기

준으로 전처리 코팅두께에 따라 조정(최고 300 W이하)하

였으며, 스캔 속도는 14 mm/s였다. 또한 공정 중 시편

의 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을 시

편의 표면에 연속적으로 공급하였다. 전처리 코팅에서Cr

층을 Al층 위에 적층한 것은 레이저 표면용융 과정에서

증발이 용이한Al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Al에 혼

입되는 Cr함량은 Cr/Al층의 두께 비율과 증발 손실 량

에 따라 다르나 약 10 at%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조사

되었다.

레이저 표면처리가 완료된 코팅시편들 중 일부는 고온

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100 oC의 아

르곤 분위기에서 2시간 유지한 후 공냉하였다. 고온 유

지 전과 후의 Al-Cr코팅시편 미세조직은 Energy Dis-

persive X-Ray Spectrometer(EDS)가 장착 된 주사전자현

미경(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레이저 후처리 공정이 완료된 코팅층의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전처리 코팅층은 레이저 공정과

정에서 용융된 후 마찬가지로 용융된 기지합금인 Zr 표

면부분과 혼합된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형성된 코팅층

에는 Zr이 상당량 혼입되었으므로 내부에 Al3Zr으로 예

측되는 침상이 다수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

한, 응고 과정 중 Zr합금기지와 코팅층 사이에는 AlZr2

및 Al2Zr중간상이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레이저 표

면용융 과정 중 Zr기지가 전처리 코팅층과 함께 용해되

Fig. 1. SEM micrograph of Cr/Al dual coated Zircaloy-4 substrate

alloy by plasma thermal spray.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laser surface melting proces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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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액체 웅덩이(pool)를 형성한 후에는 레이저 빔의 이

동에 따라 비교적 빠른 냉각속도의 응고가 진행된다. 열

역학 계산 프로그램인 Pandat을 사용하여 Zr과 Cr이 소

량(각각 15 wt% 이하) 포함된 Al의 응고과정을 예측하

면 아래 반응식과 같이 Al3Zr상이 먼저 형성되고 액상

내 Cr의 농도에 따라 Al4Cr과 Al11Cr2, 그 다음 Al13Cr2

(Al7Cr) 그리고 마지막으로 Al상이 형성된다.11)

 

L→ Al3Zr

L→ Al3Zr + Al4Cr

L + Al4Cr→ Al3Zr + Al11Cr2

L→ Al3Zr + Al11Cr2

L + Al11Cr2→ Al3Zr + Al13Cr2

L→ Al3Zr + Al13Cr2

L + Al13Cr2→ Al3Zr + Al

L→ Al3Zr + Al

본 연구에서 적용한 레이저 표면용융 공정의 경우 분

말을 공급하면서 용융시켜 코팅층을 형성하는 레이저 클

래딩 공정과는 달리 전처리 공정을 통해 이미 형성된 코

팅층을 용융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상

당히 유사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응고 미세조직과 밀

접한 연관이 있는 온도기울기는 액체 웅덩이의 바닥부

분에서 상부에 비해 크고 Zr기지방향으로 열의 흐름이

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지와 가까운 부분에서 방향성

을 보이는 Al3Zr침상이 일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12)

반면, 기지와 거리가 있는 코팅층 상부의 경우에는 응

고속도에 비해 온도기울기가 낮은 조건하에서 응고가 진

행되었으므로 무방향성의 Al3Zr침상이 형성된 것으로 생

각되며, Fig. 4의 코팅 상부에 대한 고배율 미세조직사

진을 보면 침상형태의 Al3Zr상들 사이에 2가지의 상들

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가지 중 상대적으

로 더 어두운 상은 Cr이 고용된 Al상이며, 나머지는

Al13Cr2(Al7Cr) 상으로 판단된다.11,13) 

만약 레이저 표면용융 과정 중 Zr기지합금의 표면이 거

의 용융되지 않고 전처리 코팅층만 용융되도록 정밀하게

제어하면 새로 형성된 코팅층의 응고 미세조직은 훨씬 단

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미세조직을 Fig. 5에서 보

여주고 있다. 즉, 기지합금으로부터 Zr의 혼입이 없으므

로 코팅층은 Cr이 고용된 Al상과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Al13Cr2(Al7Cr)상, 2가지로만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3. SEM-EDS analyses of laser coated Zircaloy-4 substrate alloy: In the case of severe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Fig. 4. SEM-EDS analyses of AlCr laser coating layer on Zicaloy-

4 alloy: In the case of severe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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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Zr합금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의 내

산화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기초실험으로서 Al-Cr코

팅층을 형성한 것이며, 고온에서의 미세조직 변화를 조

사하기 위하여 코팅시편들을 1100 oC에서 2시간 유지한

후 공냉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은 Zr이 상당량

혼입된 조건에서의 코팅층의 미세조직변화를 보여주고 있

는데, 1100 oC는 Al 및 Al13Cr2(Al7Cr)상이 모두 용융될

수 있는 고온이므로 Al3Zr상을 제외하고는 용융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Zr기지와 코팅층 사이에

존재하던 AlZr2 및 Al2Zr중간상의 경우 융점이 1100 oC

이상이므로 용융되지 않은 상태로 Al2Zr3, Al3Zr2상 등으

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l2Zr은 활발한 상

호확산을 통한 Zr의 농도증가로 인해 Al3Zr2상으로 변태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코

팅층 전반에 걸쳐 침상형태로 존재하던 Al3Zr상은 사라

졌으나 Al3Zr조성과 유사한 기지를 형성하였고 그 중간

에 Al8Cr5상들이 분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14) 

한편, 레이저 공정 중 Zr기지의 혼입이 거의 없었던

Al-Cr코팅층을 1100 oC의 고온에서 유지한 후 관찰한 미

세조직은 Fig.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특

Fig. 6. SEM-EDS analyses of AlCr laser coated Zircaloy-4 substrate alloy after the isothermal heating at 1100 oC for 2 h in inert

atmosphere: In the case of severe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Fig. 5. SEM-EDS analyses of laser coated Zircaloy-4 substrate alloy: In the case of minimal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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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기지로부터 코팅층 방향으로의 Zr확산이 상당하였

다는 것으로서 코팅층의 상부에서도 Zr함량이 상당히 높

게 측정되었다. 고온노출 전에는 Zr합금기지와 Al-Cr코

팅층 사이에 중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노출 후

미세조직에서는 Al2Zr3 및 Al3Zr2상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9의 코팅층 상부의 경우 대부분 Al3Zr

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는 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중간에 Al8Cr5상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

은 코팅층 상부의 미세조직 경우 검은 점으로 보이는 Al

상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술한 Zr

기지가 상당량 혼입된 코팅층의 상부 미세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Zr기지합금의 혼입 정도와는

무관하게 Al3Zr기지와 Al8Cr5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ircaloy-4 합금 표면에 플라즈마 용사

전처리 코팅 및 레이저 표면용융 후공정을 적용해 Al-

Cr코팅층을 형성한 후 응고 미세조직을 조사하였으며,

Fig. 7. SEM-EDS analyses of AlCr laser coating layer on Zicaloy-

4 alloy after the isothermal heating at 1100
o
C for 2hrs in inert

atmosphere: In the case of severe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Fig. 8. SEM-EDS analyses of AlCr laser coated Zircaloy-4 substrate alloy after the isothermal heating at 1100
o
C for 2hrs in inert

atmosphere: In the case of minimal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Fig. 9. SEM-EDS analyses of AlCr laser coating layer on Zicaloy-

4 alloy after the isothermal heating at 1100 oC for 2hrs in inert

atmosphere: In the case of minimal surface melting of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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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oC의 고온에서 2시간 유지한 후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레이저 표면용융 공정 중 Zr기지의 혼입이 일어나

면 새로 형성된 코팅층의 미세조직은 주로 침상형태의

Al3Zr, Al(Cr) 및 Al7Cr(Al13Cr2)상 등으로 구성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2) 반면, 레이저 공정 중 Zr기지의 혼입이 없으면 코

팅층의 응고 미세조직은 주로 Al(Cr) 및 Al7Cr(Al13Cr2)

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 1100 oC에서 2시간 유지하는 경우 코팅층 내부의 상

들 사이에서 상호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결과적으

로 고온 노출 후 코팅층 상부는 Zr기지의 혼입 여부와

상관없이 Al3Zr기지에 Al8Cr5상이 형성된 미세조직 특징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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