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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1.5Nb-0.4Sn-0.2Fe-0.1Cr 지르코늄 합금 압연 판재의 
동적 변형시효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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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havior of dynamic strain aging (DSA) in a Zr-1.5Nb-0.4Sn-0.2Fe-0.1Cr alloy strip was

investigated at temperature ranges of 25–600 °C via a tensile test. The tensile test was performed at two

different strain rates 8.33 × 10-5 and 1.67 × 10-2 s-1. The shear stress of the alloy strip revealed a linear

dependency on the test temperature when the specimens were tested under a higher strain rate (1.67 × 10-2 s-1).

However, the linear relationship was broken due to DSA when the samples were deformed under a lower

strain rate (8.33 × 10-5 s-1). The discrepancy was most significant at 400 °C. The trend in DSA behavior was

similar irrespective of the orientation of the samples, i.e., rolling direction (RD) or transverse direction (TD).

However, the effect of DSA was larger in the TD samples than the RD samples. The phenomena were

interpreted to the variation in work hardening exponents and strain rate sensitivity. The value of the

exponent decreased from 0.14 to 0.08 along a RD and from 0.1 to 0.07 along a TD, respectively. However, the

smallest value was observed at 400–500 °C irrespective of the specimen orient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DSA behavior. It is suggested that the DSA was caused by an interaction of moving dislocations with

solute atoms typically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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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르코늄 합금은 고온·고압에서 내식성이 우수하고 중성

자 흡수가 적어 핵연료 피복관, 지지격자 등의 원자력발전

소 노심부품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중에서 지지격자는 지

르코늄 합금의 압연을 통한 판재 스트립에서 스탬핑 가공

으로 제작하며, 지르코늄 소재에서 나타나는 집합조직을 고

려하여 내측과 외측의 방향성을 달리하여 지지격자의 골격

을 구성한다. 예컨대 압연방향(rolling direction, RD)에 평

행한 방향으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치수변화가 커서, 지

지격자의 외측 골격은 압연방향에 수직방향(transverse

direction, TD)으로 설계한다. 지르코늄 소재의 가장 대표

적인 특징은 가공에 따른 집합조직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

으나, 기계적 변형에 의한 동적 변형시효(dynamic strain

aging, DSA)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1-6]. 일반적인 금

속 소재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계적 강도의 감소가 나

타난다. 그러나 동적 변형시효는 특정 온도에서 소재 내부

의 합금원소 또는 불순물이 물리적 변형을 수반하는 전위

의 이동과 상호작용하여, 오히려 기계적 강도의 증가를 유

발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동적 변형시효를 관찰하기 위해

서는 전위이동 속도가 침입형 원소의 확산속도와 유사한

조건이 얻어져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Zr-1.5Nb-0.4Sn-0.2Fe-0.1Cr 합금 판재를

사용하여 DSA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진에 의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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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6]에서 축방향 인장시험에 의한 튜브형 시험편의

DSA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실험조건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튜브형 시험편과는 집합조직이

다르게 발달되는 판재형 압연 시험편을 시편방향(RD, TD)

에 따른 소재의 집합조직에 기반하여 DSA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에서는 인장시험의 속도를 8.33 × 10-5 s-1 및

1.67 × 10-2 s-1 로 달리하여, 시험온도를 상온에서 600 °C까지

변화시켜가며 동적 변형시효 현상을 관찰하였다. 인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전단응력, 변형속도 민감도 및 가공경화

지수를 얻는 데에 활용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는 열간 압연 2회, 냉간 압연 5회를 거쳐 냉

간 압하율 86% 및 평균 두께 0.47 mm로 제조된 사용된

Zr-1.5Nb-0.4Sn-0.2Fe-0.1Cr 합금 판재를 사용하였다 [7,8].

합금 판재는 불순물로서 1,540 ppm O와 98 ppm Si, 90

ppm C 및 21 ppm H를 함유하고 있었다. 최종 열처리는

580 oC에서 10분간 수행하여 부분재결정 조직을 형성시켰

다. 그림 1에는 최종 시험편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전

위가 없는 거대 결정립과 가공조직이 혼재된 부분재결정

조직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준비된 압연 판재로부터 표점거리 12.5 mm 인장 시편을

RD 및 TD 방향으로 제작하였다. 인장시험은 ASTM E8

요건에 따라 상온 및 200, 250, 300, 316, 340, 400,

500 및 600 oC에서 8.33× 10-5 및 1.67× 10-2 s-1 변형속도

로 수행하였다. 항복강도는 0.2% 오프셋 하중 값으로부터

구하였으며, 상부 항복점과 하부 항복점이 나타나는 경우

에는 하부 항복점을 항복강도로 정하였다.

RD 및 TD 방향의 인장특성 차이를 비교하고자 정량화

된 집합조직 지표인 Kearns 지수[9]를 얻었다. X-선 회절

분석법으로 분석한 판재 시편의 극점도를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극점도의 회절 강도값을 사용하여 식 (1)에 의해

Kearns 지수를 계산하였다.

(1)

여기에서, Iφ는 기준방향(ν)에 대한 지르코늄 육방격자의

기저면이 이루는 각도(φ)에서 기저면의 회절강도를 나타낸

다. 각 방향에 따른 Kearns 지수는 ƒND = 0.73, ƒTD =

0.20, ƒRD = 0.07이었다. 지르코늄 육방격자의 기저면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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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tructure of the Zr-1.5Nb-0.4Sn-0.2Fe-0.1Cr alloy
strip.

Fig. 2. Pole figures of the strip for tex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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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압연 수직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RD 방향 시편

보다는 TD 방향 시편에서 기저면의 분율이 보다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지르코늄 합금 판재의 압연방향 및 변형속도에 따른 인

장시험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시편 방향 및 변형속

도와 무관하게 시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감소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인장 연신율은 시험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험결과 연신율은

200–500 oC 사이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변형속도에 따라

인장거동을 비교하면, 변형속도가 빠른 경우(1.67 × 10-2 s-1)

에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8.33 × 10-5 s-1) 보다 항복강도가

높게 형성되었다. 압연방향에 따라 인장거동을 비교하면,

RD 시편은 TD 시편 대비 항복강도는 낮고 인장강도는 높

았다. 인장 연신율은 RD 시편이 TD 시편보다 컸다. 압연

방향에 따른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순위 역전현상은 지르

코늄 격자의 c/a 축비 및 임계전단응력에 연관되는 현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10].

인장시험의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항복점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TD 시편에서는 항복점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3(b)에 따르면, TD 시편에서 항복점 현상은 25–

340 oC 온도 범위에서 관찰되었다. 시험온도가 400 oC 이상

으로 높아진 경우에는 항복점 현상이 소멸하였다. 이는 온

도 증가에 따라 전위의 이동이 용이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그림 3(d))에는 항복

점 현상이 소멸되는 온도가 250 oC로 낮아졌다. 이는 변형

속도가 전위이동 또는 침입형 원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1].

온도에 따른 인장시험 결과의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이론 전단강도 관계식과 비교하였다 [12].

(2)

여기에서, τT 는 절대온도(T)에서 항복강도(σY)로부터 얻

어진 전단응력이며, α 및 β는 상수이다. 전단응력은

t = σY/s 관계식에서 Talyor 지수 s값을 4로 가정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구하였다 [13]. 인장강도에 대해서도 같

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4에는 식 (2)를 바탕으로 한 온도에 따른 전단응력

및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온도에 따른 인장 연신율의

τT α β T–=

Fig. 3. Stress-strain curves of the samples deformed at various temperatures under 1.67 × 10-2, (a) and (b), and 8.33 × 10-5 s-1, (c) and (d),
strain rates with respect to RD, (a) and (c), and TD, (b) and (d), orientation.



김일현 · 이명호 · 정양일 · 김현길 · 장재일 11

변화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실측값에 비교를 위하여 선형

추세선을 표시하였다. 변형속도가 빠른 경우(그림의 파란

색 지표)에는 시편방향에 관계없이 전단응력( )이 온도

( )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변

형속도가 느린 경우(그림의 빨간색 지표)에는 선형적인 비

례관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적 변

형시효의 크기는 이론 예측값에서 벗어난 정도를 수치화하

여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온도에서 동적변형시효의 효과(δ)

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에서, τL는 선형 추세선에서 예측되는 시효강화 효과

가 없는 경우의 전단응력이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변형속

도가 빠른 경우에는 δ 값이 작고,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에

는 δ 값이 크다. 동적 변형시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400 oC에서 RD 시편과 TD 시편의 시효 효과는 각각 21.6과

27.0%이었다.

RD 시편의 경우(그림 4(a)-(b))에는 온도가 증가하여도

강도의 감소가 예측값보다 적게 나타나며, TD 시편의 경

우(그림 4(d)-(e)) 오히려 강도가 증가하는 동적 변형시효

현상이 관찰된다. 동적 변형시효는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

에만 관찰되었고, 시편방향에 따른 비례관계의 차이는 크

지 않았다. 이는 동적 변형시효에 미치는 변형속도의 영향

이 집합조직에 의한 영향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온도에 따른 인장 연신율은 RD 시편과 TD 시편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으나, 절대값은 RD 시편에서 크게 얻어

졌다. 또한 변형속도에 따른 연신율 변화거동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변형속도가 빠른 경우가 느린 경우에 비해 연

신율 감소의 시작온도가 약 50 oC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연신율의 감소는 변형시 전위의 집적으로 인한 고착으

로 설명되나,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전위의 고착이 많

지 않으므로 침입형 원자와의 상호작용이 더 커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전위의 생성과 집적은 항복 이후의 가공경화 지수로 평

가할 수 있다. 인장 연신율의 거동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

기 위하여, 식 (4)에 나타낸 Hollomon 관계식에 의한 가

공경화 지수(n)를 얻었다.

(4)

여기에서, σ는 응력, A는 재료상수 그리고 ε는 연신율이

다. 변형속도에 대해서도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므로, 이를

통하여 변형속도 민감도(m)를 얻을 수 있다.

(5)

τT

T

δ τT τL–( ) τL⁄=

σ A ε
n

⋅=

m
∂ σln

∂ ε
·

ln

-------------
σ1 σ2ln–ln

ε1
·

ln ε2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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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emperature dependencies of shear stress, (a) and (d), ultimate tensile stress, (b) and (e), and elongation, (c) and (f), for the
specimens depending upon RD, (a) to (c), and TD, (d) to (f),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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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는 온도에 따른 가공경화 지수(n)와 변형속도

민감도(m)를 나타내었다. 가공경화 지수는 RD 시편과 TD

시편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RD 시편의 경우 약

200 oC까지 상온 값이 유지되다가 약 500 oC까지 지수가

감소하였고, 이후 600 oC에서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TD

시편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서서히 지수가 감소하다가

500 oC 이상에서는 지수가 증가하였다. 전체적인 가공경화

지수도 RD 시편에서 TD 시편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변형

속도 민감도는 시편의 방향에 관계없이 200–400 oC 구간

에서 감소하였다.

RD 시편에서 가공경화 지수가 높게 얻어지는 것은 지르

코늄의 변형시 육방정계 격자구조에서 프리즘면의 슬립이

주로 발생하므로 프리즈면의 분율이 높은 RD 방향에서 전

위 이동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0].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공경화 지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위

의 상쇄 및 소멸효과에 기인하며, 600 oC 이상에서 다시

지수가 증가하는 것은 β-Zr 석출물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합금원소로서 Nb가 첨가되는 지르

코늄 합금은 약 600 oC에서 편석(monotectoid) 반응이 나

타나며, 온도의 증가에 따라 β-Zr 이차상의 석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14,15]. β-Zr 석출물은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므로 가공경화 지수가 증가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600 oC 미만의 온도영역에서 가공경화 지수의 변화

는 용질원자의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250 oC 이하에서는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에 가공경화 지수가 높고, 이 온도 이

상에서는 변형속도가 빠른 경우에 가공경화 지수가 높았다.

산소 원자는 지르코늄 합금의 가공경화(strain hardening)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6]. 본 연

구에 사용한 합금은 1,540 ppm의 많은 산소를 포함하므로

산소 원자에 의한 영향으로 가공경화 지수의 변동이 나타

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는 산소 원자

의 확산속도가 느리므로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에 전위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산소 원자의 확산

속도가 증가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전위와의 상호작용이 더

욱 효과적이게 된다.

동적 변형시효는 특정 온도 영역에서 전단응력이 증가하

는 현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단응력의 증가는 변형속도

에 영향을 받으며, 소재의 초기 미세조직에도 영향을 받는

다. 일반적으로 전위의 이동과 용질원자와의 상호작용이 주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르코늄 합금에는 다양한 원

소가 첨가되는데, Sn은 고용강화형 원소이며[17], Fe는

450°C 부근에서 가공경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18,19]. 그 밖에 Nb 및 Cr 합금원소는 기계적특성의

변화보다는 부식저항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20]. 반면에 합

금화 과정에서 포함되는 산소는 전위와 상호작용이 커서

지르코늄의 강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이전 연구에 따르면, Kelly 등 [2]은 산소가

포함된 지르코늄에서 셀 구조를 이루는 전위의 형상이 동

적 변형시효와 관련됨을 파악하고, 전위 셀에 산소가 침착

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직접적인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Derep 등 [3]은 온도 범위에 따라 전위이동에 대한 산소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산소 원자는 전위를

쉽게 고착시키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빠르게 확산하

여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3,2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한 동적 변형시효는 첨가된 합금원소의 종류

Fig. 5. Variations in work hardening exponent, (a), and strain rate
sensitivity, (b), with respect to strain rates and specimen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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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유된 산소농도를 고려할 때, 주로 산소 원자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r-1.5Nb-0.4Sn-0.2Fe-0.1Cr 합금 판재를

사용하여 동적 변형시효 거동을 분석하였다. 변형속도가 빠

른 경우(1.67 × 10-2 s-1)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

력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

(8.33 × 10-5 s-1)에는 선형적인 비례관계에서 벗어나 강도가

증가되는 동적 변형시효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약

400°C에서 동적 변형시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집합조

직에 따라서는 RD 방향보다 TD 방향에서 더욱 두드러졌

다. 집합조직은 가공경화 지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RD 시편에서 TD 시편보다 가공경화의 효과가 더욱 현저

히 발생하였다. 동적 변형시효는 전위의 이동과 침입형 원

소인 산소 원자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전위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합조

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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