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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손상완화를 위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간격판과 봉단접합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모손상을 완화함으로써 간격판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레이저 다

층 클레딩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마모손상거동 분석 및 제조공정 관련 문헌조사

  - 레이저 클레딩용 구형 6061 T-6 알루미늄 합금 분말개발 및 분석

  - 환봉 클레딩을 위한 회전 치구의 설계 및 제작

  - 클레딩 비드의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공정변수 향분석 및 클레딩 공정  

    최적화 (lateral-type powder feeding system)

  - Overlapping factor 변화에 따른 클레딩 층의 두께변화 분석

  -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 개발

  - 레이저 클레딩 층의 미세조직 및 상분석

  - 물성평가 (경도, 마모시험, 등)

  - Vision System개발(I) (용융풀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S/W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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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1)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마모손상거동 분석 및 제조공정 분석

  1) 핵연료 간격판의 손상은 충격을 동반한 마찰로 인한 fretting 마모에 의해 진행  

        된 것으로 판단됨.

  2) 핵연료 간격판의 재료특성은 Mg2Si가 석출강화된 Al 6061 합금으로써, 모재에  

        서 석출되는 Mg2Si 석출물의 크기가 조대하여 전기화학적 양극으로 작용하여  

        용해되거나 빠져나감.

    3) 결론적으로 구성부품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재질변경 없이 미세한   

       Mg2Si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미세한 조직을 갖는 Al     

       6061 합금을 제작하여, 표면경도 증가와 함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2) 레이저 클레딩용 구형 6061 Al 합금분말 개발 및 분석

     2 종의 분말개발 제작 및 평가: Al 6061 분말 및  Mg-rich 6061 분말

      (구형, 크기 분포 : 80-270μm, 평균 입도 : 100-120μm)

 

  (3) 환봉 클레딩을 위한 회전 치구의 설계 및 제작

   1) 회전 치구는 스텝 모터와 각종 부품으로 구성된 기구부와 NC 제어부  

      로 구성되어있음.

   2) 기구부의 경우, 기어비가 90 : 1이었고, 외관은 일반 선반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환봉의 장착과 탈착이 용이하게 하 음.

  (4) 클레딩 비드 기하학적 형상에 대한 공정변수 향분석 및 클레딩 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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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계획을 통해 120개의 조건을 선정하고, 1개의 조건당 3개의 시편  

      (모두 360개)을 제작하여 분석.

    - 클레딩 비드의 높이(single track height)는 specific energy density,   

      E (J/mm
2)에 따라 분말공급 도, G (powder density, g/dm2) - 혹은  

      시편의 이송속도 -에 무관하게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 (분말공급량  

      이 일정할 때, 클레딩 비드의 높이는 레이저 출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시편의 이송속도가 증가하면 (혹은 분말공급 도가 감소하  

      면) 클레딩 비드의 높이가 감소됨.)

    - 클레딩 비드의 너비는 E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희   

       석두께 (dilution depth)는 조건에 관계없이 대략 0.1mm 음.

    - Overlapping factor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딩 층의 높이가 증가하고,    

      표면의 균일도가 향상됨.

    - 상기의 조건으로 최적의 레이저 클레딩 조건을 선정

       (분말공급량: 4.2 g/min, 이송속도: 0.8 m/min, 레이저 출력: 1300 W)

  (5) 레이저 클레딩 층의 미세조직 및 상분석

     전형적인 cellular dendritic structure를 갖고 있으며, 미세한 Fe3SiAl12   

    상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  그러나 6061 T-6의 주요 강화기구인    

     Mg2Si 상이 Mg의 높은 평형증기압에 의해 관찰되지 않았음.  레이저  

    클레딩 시편을 160도에서 18시간 시효 경화 처리를 한 다음 시편의 경  

    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아, 열처리 후 Mg2Si 상이 다소 석출된 것으로   

    생각됨. 

  (6) 물성평가

    1) 미세경도

     - Load 25 gf / Loading time 15초

     - 간격판 및 클레딩 기판의 경우, Hv 값이 대략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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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클레딩 시편, Hv 값이 대략 79.4

     - 레이저 클레딩 후 열처리한 시편, Hv 값이 대략 89.3

     - 레이저 클레딩 과정에서 Mg 성분이 휘발되어 Mg2Si 상이 석출되지  

       않았고, 시효처리로 인해 일부 남아 있던 Mg 성분이 Mg2Si 로 석출  

       된 것으로 판단됨.

    2) 마모시험

    - 레이저 다층 클레딩으로 72x35 ㎟ 크기의 클레딩 시편을 3개 제작.    

       이 중 한 시편에 대해 시효열처리 수행하 음.

    - 기계가공을 통해 마모시편 제작 (모재시편 포함).

 

  (7) Vision System 개발 (I) (용융풀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S/W 수정  

     보완

    - 레이저 클레딩 과정에서 용융풀을 실시간에 관찰할 수 있는 머신 비  

      전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 음.

    - 비전 시스템은 크게 CCD 카메라부와 이미지 프로세싱부과 구성되어  

      있고, 1초당 50 프레임의 상을 획득하므로써, 실시간에 용융풀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8) 간격판 시작품 제작

     - 레이저 다층 클레딩으로 제작된 간격판의 시작품 제작

     - 외관에서 8 mm 깊이 부위 (실재 마모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를 레  

       이저 다층 클레딩으로 제작, 내부는 일반 6061 T-6 재질임.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 개발을 통해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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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하나로 가동률 향상 및 안전성  

    을 확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

  -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원전 신보수기술로  

    확대 발전시킴.

  -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기계부품의 수명향상에 활용할 수 있으  

    므로 산업계 부품산업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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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 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ology for damage 

mitigation of fuel spacers in Hanaro reactor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ology to reduce fretting wear damages of fuel spacers by 

flow induced vibration (HIV) in Hararo reactor, ultimately to extend the 

life-time of fuel spacers during plant oper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nalyses of fretting wear damages and fabrication process of Hanaro  

    fuel spacers

  - Development and analysis of spherical Al 6061 T-6 alloy powders for  

    laser cladding (size distribution : 80 - 270 ㎛, average particle size :  

    100 - 120 ㎛)

  - Analysis of parameter effects on the laser cladding process for clad   

     bids, and optimization of laser cladding process

  - Analysis on thickness changes of cladding layers due to overlapping  

    factor changes

  - Development of a 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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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nd phase analysis

  -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properties (hardness and wear tests,     

     etc.)

  - Manufacture of prototype fuel spacers

  - Development of a vision system and revision of its related softwares

IV. Results of the Project

(1) Analyses of fretting wear damages and fabrication process of Hanaro  

   fuel spacers

  1) The failures of fuel spacers were caused by fretting wear           

      accompanying impact.  The flow induced vibration (FIV) in Hanaro  

      reactor was the most detrimental factor to induce the fretting wear  

      damages of fuel spacers.

  2) The fuel spacers are made of aluminum alloy which is Mg2Si        

      precipitation hardened.  Since Mg2Si precipitates had been          

      coarsened during the fabrication process, they acted as the         

      electrochemical cathodes in the corrosive environments.

  3) Consequently, to extend the life-time of fuel spacers by increasing   

     surface hardness and wear resistance, it is desirable for Al alloy to  

     have a homogeneous microstructure with finely distributed Mg2Si    

     precipitates.

(2) Analysis of parameter effects on the laser cladding process for clad   

    bids, and optimization of laser cladding process

  1) The value of single track hight was a linear function of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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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density (or, laser power), irrespect of powder feeding        

      density.  The single track width was also linearly increased as     

      specific energy density increased.  The dilution depth was,         

      however, about 0.1 mm almost constant under any laser cladding   

      conditions.

  2) As the overlapping factor increased, the hight of cladding layers was  

     increased and the surface roughness was improved.

  3) From the above results, the optimized condition for a laser cladding  

     of Al alloy was established.  (powder feeding rate : 4.2 g/min.,      

     moving speed : 0.8 m/min., laser power : 1300 W)

(3) Microstructural observation and phase analysis

  1) The typical microstructure of laser cladded Al alloy was cellular-    

     dendritic with homogeneous distribution of fine Fe3SiAl12 precipitates.  

     However, Mg2Si phases, the major precipitation hardening material   

     of this alloy, were not found because of the high equilibrium vapor  

     pressure of Mg element.  Aging treatment (160℃ for 18 hours)      

     increased the hardness of laser cladded Al alloy,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Mg2Si were re-precipitated during this heat treatment.

(4) Characterization of materials properties

  1) Vickers micro-hardness test

   - Load of 25 g / loading time of 15 seconds

   - Hardness of fuel spacers and cladding substrates : ∼ 100 Hv

     Hardness of laser cladded Al alloy : ∼ 80 Hv

     Hardness of aging treated Al alloy after laser cladding : ∼ 100 Hv

  - It is believed that the low micro-hardness value of laser cladded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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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y was caused by vaporization of Mg elements during the laser    

    cladding process.

  2) wear test

   The wear test specimens of laser multi-layer cladded Al alloy were 

manufactured with the size of 72 x 35 ㎟.  The test results will be 

issued this year.

(5) Manufacture of prototype fuel spacers

  The prototype fuel spacers were manufactured by the 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ique.  Al alloy 6061 T-6 was used as a constituent 

material, and the most probable parts for fretting wear damages which is 

located 8 mm deep from the surface were laser multi-layer cladded. 

(6) Development of a vision system and revision of its related softwares

  1) The machine vision system was developed to monitor in real time   

     the melt pool behaviors.  From this, it is possible to control         

     accurately the laser cladding process.

  2) The vision system is divided into two portions, a CCD camera part  

     and an image processing part.  Fifty frame images per second can   

     be obtained, and the related control softwares were also developed.

V. Proposal for Application

  - From applying this 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ique, to increase   

    the fretting wear resistance in the flow induced vibration (FIV)       

    environments and eventually to increase the safety and integ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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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aro fuel spacers.

  - To extend/develop the established technique from the present project  

     into repair technology in nuclear power plants.

  - To be applied to industrial products and/or machines to improve their  

    quality and life-time by transferring this technology to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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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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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하나로에서 1995년 11월 출력 운전을 시작한 이래, 1996년 12월 인출한 핵연

료집합체에 대한 육안 검사과정에서, 다수의 핵연료집합체에서 기계적인 손

상을 입은 부품들이 발견되었고, 주된 손상원인은 유동관 내에서 발생되는 

유체유발진동(FIV, flow-induced vibration)으로 인한 간격판(spacer)과 봉단

접합판(endplate)의 마모현상으로 밝혀졌다 [1].  이러한 마모손상을 완화시

키기 위하여 핵연료집합체 구성부품에 대한 1차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고, 그 

결과 36봉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간격판의 마모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마모손

상까지의 기간이 60% 정도 연장되었다 [2].  하지만 핵연료 설계사양에서 제

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다시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의 구성부품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손상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성부품의 설계변경과 함께, 재료적인 접근방법을 통

해 간격판 자체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료적 접근방식에서 고려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간격판과 봉단접합판

의 재질변경 없이 구성부품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간

격판과 봉단접합판의 재료는 모두 6061 T-6 알루미늄 합금인데, 이보다 경

도가 높은 Ti이나 Zr 합금 등으로 재료를 대체하거나 혹은 경면코팅을 할 

경우 유동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알루미늄 계열 합금이지

만 6061 T-6보다 다소 경도가 높은 2024나 또는 7075 합금으로 대체하는 것

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순수 분위기에서 응력

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성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재질변경 없이 미세한 Mg2Si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미세한 조직을 갖는 6061 알루미늄 합금을 제작하

여, 표면경도 증가와 함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

에 적합한 기술이 레이저 클레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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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클레딩 기술 [3]은 “시편 표면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용융풀(melt 

pool)을 만들고, 동시에 외부로부터 분말형태의 클레딩 소재를 공급하여 시

편표면에 새로운 클레딩 층을 형성시키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술

은 자체 냉각효과로 인해 급속응고 되기 때문에 모재에 대한 열 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며, 미세한 셀룰러 수지상 조직을 갖는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

다.  그리고 합금 원소를 평형 고용도 (equilibrium solubility) 이상으로 고용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레이저 다층 클레딩 기술(laser multi-layer 

cladding technology)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데, 이 중 첫 번째 방법은 

환봉 형태를 갖는 6061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위에 동일한 합금조성의 분말

을 사용하여 레이저 클레딩하고, 다시 그 위에 클레딩 층을 반복적으로 형성

시킴으로써, 내부와 외부가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갖는 원통형태의 알루미늄 

시편을 제작하고, 이를 NC 가공하여 간격판을 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레이저 직접 금속 조형기술을 적용하여 간격판을 직접 육성조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간격판 전체를 마모 저항성이 큰 미세조직을 갖도록 하

는 것이다.  참고로 레이저 직접 금속 조형기술은 “3차원 CAD 데이터로부터 

바로 제품이 요구하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3차원 형태의 제품, 혹은 제

품 생산에 필요한 툴(tools)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쾌속 조형기술(rapid near-net shaping technology)"로 정의되며, 기

술상 ”direct metal tooling"으로 분류된다 [4].  이러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

술은 비단 간격판의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기술적 잠재력이 무한하여, 일

반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마모손상의 거동을 분석하고 제조공

정 및 미세구조/상분석을 통해 마모손상의 원인을 규명하 다.  그리고 간격

판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레이저 다층 클레딩 기술

을 개발하고, 제작된 부품의 미세구조, 상분석 및 경도시험과 마모시험 등 

물성평가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간격판의 수명연장을 위한 최적의 레

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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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하나로 간격판 손상현황

  1.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하나로 핵연료집합체에는 36봉과 18봉 핵연료집합체가 있으며 개략적인 

형상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다.  36봉 핵연료집합체는 노심의 육각형 유동

관 내부에 장전되고, 18봉 핵연료집합체는 원통형 유동관 내부와 외부 노심

의 원통형 유동관 내부에 장전된다.  핵연료집합체는 핵연료봉 (fuel rod), 상

부봉단접합판 (top endplate, TEP), 하부봉단접합판 (bottom endplate, BEP), 

중앙지지봉 (central rod), 3개의 간격판 (spacer plate), 4개의 간격관 (spacer 

tube), 상부유도체 (top guide), 하부유도체 (bottom guide), 스프링 (spring), 

걸쇠머리 (grapple head), 및 걸쇠머리 잠금쇠 (grapple head loc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봉 사이의 간격은 집합체 상․하부에 각각 위치한 봉단접합판 및 

3개의 간격판에 의해 유지되며, 이 봉단접합판에 의해 핵연료봉이 36봉 또는 

18봉 핵연료집합체 배열 형태를 이루고 있다.  36봉 핵연료집합체는 봉과 봉

사이의 간격이 12 mm인 삼각형 배열을 하고 있다.  18봉 핵연료집합체의 

경우에는 집합체가 원형 배열을 이루고 그 외 다른 기능은 36봉 핵연료집합

체와 거의 동일하다.  핵연료집합체 하단의 중앙지지봉 끝부분 (rod tip)은 

유동관 하부에 있는 잠금장치 (spider)와 결합된다.

  2. 핵연료집합체 손상현황 및 손상원인

36봉 및 18봉 핵연료집합체에서 발견된 주요 기계적인 손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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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봉 핵연료집합체 18봉 핵연료집합체

  - 간격체 마모 및 절단

  - 상하부 봉단접합판의 마모

  - 하부 봉단접합판의 guide arm slot

    마모 확장

  - guide arm tip 마모

  - grapple head lock과  top guide

    사이의 gap

  - top spring 절단

 - 하부봉단접합판 guide arm slot의

   확장 및 경계층 절단

 - 간격판 마모, 경사 및 핵연료봉 fin

   깍임

 - 상부봉단마개 봉단접합판 위로 돌출

 - 봉단마개 부분의 팽윤

 - 봉단접합판의 마모

 - grapple head lock과 top guide

   사이의 gap

 - top guide spring 휨

손상된 핵연료 중 대부분은 유체유발진동 (flow induced vibration, FIV)

에 의해 간격체 모서리가 마모로 절단된 경우로 전체 손상부위의 88 %를 차

지한다.  그 외에도 취급부주의, 핵연료 이동 중 원자로 구조물 등에 부딪침, 

핵연료 취급 기구에서 분리 등에 의한 손상도 가끔 일어난다.   표 1은 손상 

핵연료의 간격체 마모 상태가 심화되어 마모 면이 뚜렷한 각을 보이는 심한 

마모와 절단된 수를 검사 회수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36봉 핵연료집합체의 

경우, 육각의 간격체 모서리에서 마모가 진행되는 방향이 한 쪽 방향에 집중

되는 특성이 있다.  간격체 모서리를 보았을 때 손상 받은 쪽의 방향을 좌우

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손상이 많은 방향을 표 1에서 장전 채널 별로 표시

하 다.  그림 3은 각 채널 별 손상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CT와 IR 채널을 잇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부 채널은 간격체 모서리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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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이, 하부 채널은 왼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한 쪽으로 유입되는 노심 입구 유동이 입구 공동 (inlet 

plenum) 에서 상향 유동으로 바뀌면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vortex를 형성하고 이들이 각 핵연료집합체의 FIV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 2 절   레이저 클레딩

레이저 클레딩 기술은 레이저 빔의 조사로 인해 모재 표면에 형성된 용

융풀 (melt pool)에 외부로부터 클레딩 분말을 공급하여 급속 용융 및 응고 

과정을 거쳐 모재 표면에 전혀 새로운 조성과 미세조직을 갖는 표면 클레딩 

층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플라즈마 용사, 아크 용접 등의 기존 기

술에 비해 여러 가지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레이저 클레딩은 모

재와 클레딩 층 간의 완전한 용융접합 (fusion bonding)을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모재와 클레딩 층 사이의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접합이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모재의 용융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과 비

교할 때 모재에 적은 에너지가 흡수되므로 열 뒤틀림 (thermal distortion) 

현상이 적으며, 클레딩 층의 기공율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고, 클레딩 층을 

정 하게 원하는 위치에 입힐 수 있어 후가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기 중에서 한 번의 공정으로 0.3에서 3 mm 두께의 클레딩 층을 얻을 수 

있어 가공속도가 매우 빠르며, 레이저 클레딩에 의한 클레딩 층은 급속 응고

미세조직이 형성된다.  레이저 클레딩 기술은 비접촉식 공정으로 아크 용접

에서와 같이 전극의 소모에 의한 불순물 유입이 없다.  또한 비교적 매끈한 

표면 (대략 25 ㎛ RMS)을 얻을 수 있고, 자동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은 부품이나 구조체의 모재 특성에는 향을 주지 않고 실제 응

용에서 요구되는 표면 특성을 갖는 클레딩 층을 입히는 데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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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클레딩 기술이 최초로 산업에 응용된 것은 1981년 국의 Rolls 

Royce사가 RG211 엔진의 “turbine blade shroud interlocks"를 레이저 클레

딩 한 것이며 [5], 그 후, 자동차, 항공, 발전,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 표

면에 고강도, 내마모성, 내침식성 등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활발히 응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클레딩 기술을 이용하여 수일 정도의 단시일 내

에 복잡한 형태를 갖는 몰드 (mold)나 혹은 다이 (dies) 등의 3차원 형상을 

갖는 부품을 CAD 데이터로부터 바로 제작하는 소위 ”레이저 직접 조형기술

“이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4].  미국 NCMS 

(National Center for Manufacturing Science)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

을 이용하여 다이를 제작하는 데 통상 3 주에서 40 주 가량이 소모되는 데 

비해 이 기술은 제작기간을 40 % 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5].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핵연료집합체에 응용하 을 경우, 간격판의 내마모성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1차적인 목적 뿐 아니라, 기본의 방법에 의해 새로이 

간격판을 제작하는 데 따르는 시간 및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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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실험 방법

1. 핵연료 간격판 마모손상 미세조직 관찰

핵연료집합체에서 인출한 손상된 간격판의 육안검사를 통해 손상정도 

및 손상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한 후, 미세 시편을 제작하여 광학현미경 및 

WDX (wave dispersive X-ray spectroscopy)가 부착된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를 통해 정  관찰을 수행하 다.

2. 레이저 클레딩

   가. 레이저 시스템 및 빔 모드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표면개질 (laser surface modification)을 위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한 3.5 kW 고출력 CO2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 다.  

그림 4는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크게 레이

저 발진기 (laser generator), 빔 전송 및 집광장치, 이송계 (moving system), 

냉각 장치,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저 클레딩을 위하여 3년전에 개발

한 분말공급장치 (powder dispenser), 분말분리장치 (powder separator), 분

말공급용 노즐 (powder-feeding nozzle)등의 분말공급계통 시스템이 장착되

어 있다.  이 레이저 시스템의 특징은 기존 공작기계에서 흔히 이용되는 

CNC 방식 대신 한 대의 PC를 이용하여 레이저 발신기, 이송계, 분말공급 

시스템, 보조가스, 그리고 냉각장치 등을 제어하고 이상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 시스템에는 레이저 가공 시 가공재료의 표면온도를 실시간

에 모니터링하여 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레이저 출력을 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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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통합 설치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서 레이저 원 (laser source)으로 미국 PRC 레이저 사의 

PRC 3500 레이저 발진기를 사용하 다.  PRC 350 기종은 파장이 10.6 ㎛인 

고출력 CO2 발진기로, 2개의 터보 플로우 컴프레서 (turbo flow compressor)

를 갖고 있는 고속축류형 (fast axial flow type) 레이저 발진기이고, 연속파 

(continuous wave)와 펄스파 (pulse wave)의 레이저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연속파의 경우 오픈 루프 모드 (open loop mode)에서 최대 출력을 3800 W

까지 얻을 수 있으며, 클로즈 루프 모드 (close loop mode)에서는 0에서 

3500 W까지의 고출력 빔을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  펄스파인 경우에는 

게이트 펄스 (gate pulse), 슈퍼 펄스 (superpulse), 그리고 하이퍼펄스 

(hyperpulse)의 3가지 유형을 발진시킬 수 있다.  발진기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은 지름 (beam diameter, 1/e
2)이 18 mm이고 45o 선편광 (line 

polarization)되어 있는데, 이 빔은 전송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리타더 

(retarder)에 의해 원편광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빔의 TEM 모드 

(transverse electromagnetic mode)는 TEM00, TEM01, TEM02, 그리고 

TEM10이 합쳐진 Q모드로써, 레이저 표면개질 연구에 적합한 빔 모드를 갖

고 있다. 표 2는 PRC 3500 레이저 발진기의 사양 (specification)을 요약 정

리한 것이다. 

  레이저 클레딩 시 균일한 에너지 도를 갖는 레이저빔을 이용하기 

위하여, BIZ 렌즈와 초점렌즈를 조합하여 3×3 mm
2 
크기를 갖고, “top hat" 

형태의 에너지 분포를 갖는 레이저 빔을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 다.  BIZ 렌

즈는 미국 LPO (Laser Power Optics)사의 표준제품으로 재질은 ZnSe이며, 

지름이 1.5″인 렌즈 표면에 31개의 작은 정사각형 면 (6×6 mm
2)을 갖고 

있다.  BIZ 렌즈의 원리는 입사된 원형 단면의 레이저빔을 6×6 mm
2
의 크기

를 갖는 31개의 정사각형 빔으로 분리하고, 이들이 초점거리에서 모두 겹치

도록 하여 한 개의 정사각형 빔 (6×6 mm2)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BIZ 

렌즈 하단에 초점렌즈를 장착하여 빔 크기가 3×3 mm2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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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이저 클레딩 공정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빔의 조사로 인해 Al 6061 합금 기판 위에 생긴 

용융풀에 Valimet사에서 제조한 6061 합금 분말을 외부로부터 공급하여 클

레딩을 수행하는 in-situ 방식의 레이저 클레딩을 수행하 다.  이 합금은 크

기가 100 - 270 mesh 정도인 구형의 분말로 Mg의 조성은 1.2 wt%이었다.  

이 외에도 국내의 두레에어메탈에 Mg-rich Al 6061 합금의 분말제조를 의뢰

하 으나, spray forming 방법에 의해 제조된 이 분말은 Mg의 조성이 1.1 

wt%이고 분말형태는 구형이 아닌 침상으로 레이저 클레딩용으로는 부적합

하 다.  다음 표 3은 레이저 클레딩용 기판 및 분말의 화학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Chemical composition of Al 6061 alloys (wt%)

Mg Si Fe Mn Cr Cu Zn Al

Plate 1.20 0.48 0.32 0.19 0.15 0.25 0.13 bal.

Valimet 0.88 0.27 0.22 0.03 0.08 - - bal.

두레에어메탈 1.22 1.50 0.22 0.06 0.16 0.55 0.08 bal.

분말공급은 자체에서 개발한 분말공급장치, 분말분리기, 그리고 분말공

급용 노즐 등의 분말공급 시스템을 이용하 으며, 사용한 분말공급용 노즐은 

분말공급관의 내경이 2 mm인 lateral 방식을 실험에 사용하 다.  이 노즐은 

분말공급기능 외에도 기판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shielding 가스를 별도

의 통로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Ar을 분말이송가스로 이용하 고, shielding 가스로는 He을 

이용하 다.  그리고 레이저빔과 모재의 반응 부에서 발생하는 스퍼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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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보호하기 위하여 레이저빔 노즐로부터 z축 방향으로 Ar가스를 공급

하 다.

우선 Al 합금분말에 대한 최적의 클레딩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레이

저 클레딩의 공정변수가 클레딩 비드의 기하학적 형상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 다.  일반적으로 레이저 클레딩의 공정변수가 많고, 이들이 서로 직,간

접적으로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공정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specific 

energy density, E (J/mm
2
)와 분말공급 도 (powder-feeding density), G  

(g/dm
2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 다.  여기서 P는 레이저 출력 (W), Db는 레

이저 빔의 크기 (mm),

                              E =  
P
Db×V

                              P =  
F
Db×V

V는 시편의 이송속도 (mm/sec), 그리고 F는 분말공급량 (g/sec)이다.  그리

고 예비실험과 시험계획법을 통하여 120개의 실험조건을 선정하여 조건 당 

3개의 시편을 만들어 총 300 회의 레이저 클레딩 작업을 수행하 다.  제작

된 시편의 단면을 절단하고, 클레딩 비드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모재의 

dilution depth를 측정하 다.

상기의 실험으로부터 최적의 클레딩 조건을 선정하고, overlapping 

factor, X를 달리하며 레이저 클레딩 층을 코팅하 다. Overlapping factor, 

X는 아래 식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W (mm)는 클레딩 비드의 너비이고, 

x는 연속비드간의 간격이다.

                             X =  
(W- x)
W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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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조직 및 상분석

레이저 클레딩으로 제작된 시편을 비드의 방향에 대하여 수직 방향과 

길리방향으로 절단하고 이들을 미세 연마한 다음, 증류수 100 ml + CrO3 10 

g 용액 및 nital 용액에서 전해에칭을 하 다.  그리고 시편의 미세조직은 광

학현미경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 고, SEM에 부착되어 있는 WDX를 이

용하여 각 시편에서 관찰되는 phase의 화학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그리고 클레딩 층의 화학적인 균일성과 모재의 dilution에 의한 합금조성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표면으로부터 깊이 변화에 따른 클레딩 층의 화학

조성을 WDX를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수행하 다.

4. 물성평가

레이저 클레딩 층의 미세경도 (Vickers micro-hardness)를 측정하 으

며, 이 때 indentor에 500 g의 하중을 15 초간 부여하 다.  그리고 클레딩 

층 내부의 경도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시편의 단면을 연마한 다음 표면

으로부터 깊이 방향으로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경도를 측정하 다.  경도는 

같은 거리에서 3 번씩 측정한 후 평균값을 데이터로 사용하 다.  그리고 클

레딩 층의 마모특성은 pin-on-disk 방식의 마모시험기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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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결과 및 고찰

1. 핵연료 간격판 마모손상거동 거동 분석

핵연료 간격판 재료는 Al 합금의 일종인 6061로써 열처리에 의해 magnesium 

silicide (Mg2Si)가 석출되어 경화되는 석출경화 합금이다 [6].  이 합금은 Keller etchant

로 etching했을 때 전형적인 wrought Al 합금의 압연조직을 보인다.  그림 5는 핵연료

집합체에서 손상된 간격판의 광학사진으로써, 충격을 동반한 fretting에 의해 일부가 절

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마모손상에 대한 주 원인으로서는  freeting과 마모

가 결합된 충격마모로 생각되고 있다.  손상이 진행되는 절차로는 우선, FIV에 의해 간

격판에 충격을 가하게 되고 이 충격에 의하여 brittle한 Cr2O3 피막이 손상되는 기계적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림 6은 표면을 anodization으로 Cr2O3 산화피막을 형성한 간격판

의 SEM 단면 사진으로써, Cr2O3 피막은 단단하고 내부식성이 우수하나 모재 (Al 합금)

의 경도 (약 95)가 낮아 외부의 충격에 Cr2O3 피막이 쉽게 깨어져 모재가 주위 환경에 

노출된다.  표면의 Cr2O3 피막이 손상된 후, 냉각수에 존재하는 용존산소 (약 4 ppm 정

도)에 의해 다시 모재의 표면에 Al2O3의 피막이 형성되나 마찬가지로 충격에 의해 깨어

지게 된다.  이러한 반복적인 표면피막의 깨어짐에 의해 뒤따라서 wear induced 

corrosion (fretting)에 의한 모재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 간격판의 

표면에 Cr2O3를 coating한 것은 fretting 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모재

의 강도 (경도)가 낮아 표면에 형성된 피막이 쉽게 깨어져 모재가 빠른 속도로 마멸된

다.  이러한 마모손상을 좀 더 확실히 관찰하기 위하여 그림 7에 나타낸 간격판의 부위

에서 마모시편을 채취하여 SEM 관찰을 수행하 다.  그림 8은 핵연료집합체 간격판이 

fretting 마모에 의한 표면의 피막으로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그림 8(a)), 모재 내부로 

진행되다가 (그림 8(b)), 점차적으로 모재의 내부로 손상부위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나

타내고 있는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그림 9는 SEM을 통해 관찰한 간격판의 손상진행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마모손상의 진행과정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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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음에는 간격판 표면에서 Cr2O3 산화피막의 파손이 발생한 후 (그림 9(a)), 점차 

모재 내부로 파손 균열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9(b))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모손상을 모재의 화학조성과 관련하여 손상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SEM 및 이에 부착된 WDX를 이용하여 관찰하 다.  그림 10(a)는  

fretting 마모 파단부위에서의 마모된 표면 형태, 그림 10(b)는 파단부위 부근

에서의 Mg 조성분, 그리고 그림 10(c)는 그림 10(b) 위치에서의 표면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는 다량

의 Mg가 검출된다.  이 합금에 함유된 Mg의 양이 약 1.2 wt% 정도의 소량

인 것을 생각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림 10(c)를 보면 파단 표면은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는 데, 돌출부위는 조상분석과 관련지어 보면 Mg 화

합물 즉, Mg2Si 일 것으로 생각된다.  Mg2Si 석출물이 조대하게 되면 전기

화학적으로 음극으로 작용하게 되어 모재의 부식속도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7].  따라서 열처리 공정을 적절히 변화시켜 더 미세한 Mg2Si를 석출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화학적 coupling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따라서 모재의 부

식이 억제됨으로써 frreting 마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핵연료 간격판에서의 fretting 마모 현상을 

줄임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간격판의 강도 (경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격판 재료로 Ti나 Zr 합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간격판의 재질을 변경할 경우 유동관과의 경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유동관의 손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일단 모재를 Al 합금재료를 사용하되 Al 합금재료

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는 

미세한 Mg2Si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고, 모재가 미세한 조직을 갖

도록 Al 합금을 제작하여 표면경도 증가와 함께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레이저 클레딩은 일종의 급속응고 방법으

로써, 모재를 급속용융한 후 급속냉각시켜 미세조직을 균질화, 미세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냉각 중 형성되는 각종 석출물 등 2차상도 역시 미세

화시킬 수 있다.  또한 Al 합금의 강화기구는 대부분 시효처리를 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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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문제는 시효처리 시 Al 합금의 급냉응고 미세조직이 변하지 않도록 하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저 클레딩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레이저 클레딩 공정변수 특성

여기서는 클레드 비드의 높이와 폭, 그리고 모재의 dilution depth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공정변수가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그림 11(a)는 레

이저 클레딩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적인 클레드 비드의 미세조직 사진이며, 

클레드 비드의 기하학적인 형상은 그림 11(b)와 같이 정의하 다.  최적의 

레이저 클레딩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120개 조건에 조건 당 3개의 시편으

로 총 360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하 다.

그림 12(a)은 single track에서 레이저 출력에 따른 클레드 비드의 폭 

(width)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2(b)는 레이저 출력을 specific 

energy density로 환산한 그래프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분말공급 도 (혹은 시편의 이송속도)가 일정할 때 클레드 비드의 폭은 

레이저 출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a),(b)는 

레이저 출력 (혹은 specific energy density)에 따른 클레드 비드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클레드 비드의 폭과 마찬가지로 분말공급 도가 일정할 

경우 비드의 높이는 레이저 출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분말공급 도가 증가하면 (혹은 시편의 이송속도가 감소하면) 클

레딩 비드의 높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Dilution depth는 레이저 클

레딩 조건에 상관없이 대략 0.1 mm로 일정한 값을 나타냄을 미세조직 관찰

로부터 확인되었다. 또한 overlapping factor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딩 층의 

높이가 증가하고 표면의 균일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

로부터, 분말공급량이 4.2 g/min., 이송속도가 0.8 m/min., 레이저 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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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W 일 때 최적의 레이저 클레딩 조건으로 설정하 다.  그림 14는 본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레이저 클레딩할 때 형성되는 클레드 비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클레드는 완만한 구의 형태를 하고 있

었으며 비드의 중앙 부위에서 깊은 dilution 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3. 미세조직 및 상분석

레이저 클레딩 후, 온도 160 ℃에서 18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미세조직

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림 15(a)는 레이저 클레딩을 수행한 Al 합금의 클

레딩 길이 방향의 미세조직 사진으로써, 급속응고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관찰

되는 수지상 (cellular-dendrites)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b)는 레이저 클

레딩 후 열처리한 시편의 광학 미세조직 사진인 데, 그림 15(a)의 미세조직

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이 합금의 경우, 열처리 전후의 급속응고 

미세조직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림 15에서 보면 다수의 균

열이 발견되는 데, 이는 레이저 클레딩 과정에서 급속용융 및 응고에 따른 

thermal shrinkage strain에 의해 기인한다.  이러한 균열의 생성은 레이저 

클레딩 공정 과정에서 모재를 충분히 예열 (preheating) 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vibratory stress relief (VSR) 이라는 방법이 있는 데, 이

는 초음파를 이용함으로써 용접 과정에서 용접 부위 또는 모재에서의 균열, 

기공 등의 결함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8,9].  레이저 클레딩의 경우에도 

VSR 방법을 통하여 클레딩 층에 발생되는 균열을 억제하 다는 보고도 있

다 [10].

레이저 클레딩 층에서 관찰되는 미세조직 및 석출상을 확인하기 위해 

SEM에 장착되어 있는 WDX를 이용하여 상분석을 정량적으로 수행하 다.  

이 합금에는 전형적인 수지상 조직에 Fe2SiAl12 상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

었는 데, Al 합금의 주요 강화기구로 작용하는 Mg2Si 상이 레이저 클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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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표면부근에서는 발견하지 못하 다.  그림 16(a)는 클레드 비드의 단면

을 가로질러 측정한 각 성분 원소의 조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데, 특이한 사

실은 Mg의 조성이 클레드 비드 내에서는 약 0.5 wt% 이하로, 모재에 함유

된 1.2 wt%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더구나 클레드 비드의 표면 근처

에서는 Mg가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Mg의 평형증기압이 매

우 높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높은 온도에서 수행되는 레이저 클

레딩 공정 중 평형증기압이 높은 Mg는 휘발되어 날아가게 되며 따라서 비

드 내의 Mg 함량이 낮아지고 Mg2Si 상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

림 16(b)는 레이저 클레딩 후 160 ℃에서 18 시간 열처리 한 시편의 조성변

화를 나타내고 있는 데, 내부로 들어갈수록 Mg의 함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16(a) 의 경우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물성평가

레이저 클레딩에 의한 경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Vickers micro- 

hardness를 사용하 다.  측정은 25 g의 하중을 15 초간 부여하며 수행하

다.  실험 결과, 기존 간격판 및 레이저 클레딩 전 기판의 경도값은 약 100 

Hv이고 레이저 클레딩 후 경도값은 약 80 Hv로써, 오히려 레이저 클레딩 

후 경도값이 감소하 다.  이러한 원인은 상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레

이저 클레딩 공정 중 평형증기압이 높은 Mg가 휘발함으로써 Mg2Si 상이 석

출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클레딩 후 다시 열처리 

(160 ℃, 18 시간)한 시편의 경도값은 약 89 Hv로, 레이저 클레딩한 시편의 

80 Hv에 비해 약간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열처리에 의해 레이저 

클레딩 부위에서 Mg2Si 상의 석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은 

레이저 클레딩한 시편의 열처리 전 및 열처리 후, 표면으로부터 측정한 경도

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레이저 클레딩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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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도값은 모재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처리에 의해 클레

딩 층에서의 경도값이 증가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레이저 층과 모재

의 계면을 기준으로 하여 0으로 나타냈다.

마모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레이저 다층 클레딩한 시편을 72 x 35 ㎟ 

크기로 절단하여 3개를 준비하 으며, 이 중 한 시편은 열처리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 다.  모재 시편을 포함하여 기계가공으로 마모시편을 제작하

다.  마모시험은 pin-on-disk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마모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결과는 2차년도 최종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한다.

5. 간격판 시제품 제작

레이저 다층 클레딩으로 제작된 간격판의 시제품을 제작하 다.  실제로 

마모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인 외관으로부터 8 mm 깊이 부위를 레이저 다층 

클레딩으로 제작하 으며 간격판의 내부는 일반 Al 6061 합금을 사용하엿다.  

시제품 제작과정은 그림 18과 같다.  첫째, 간격판 위에 레이저 다층 클레딩

하기 위하여 모재를 기계가공한다 (그림 18(a)).  둘째, 기판 위에 레이저 클

레딩으로 층을 형성한다 (그림 18(b)).  마지막으로, 충분한 두께로 클레딩 

층을 적층한 후 아래의 모재 부분을 기계가공으로 제거한다 (그림 18(c)).

6.  Vision System  개발

레이저 클레딩 공정을 제대로 제어를 위해서는 클레딩 과정에서 용융풀 

(melt pool)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용융풀의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용융풀 모니터링 시스템 (vision system)을 1차 

개발하 으며, 이와 관련된 software를 수정/보완하 다.  비전 시스템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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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CCD 카메라부와 이미지 프로세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초당 50 프레임

의 상을 획득함으로써 실시간에 용융풀에서 발생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software의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다.  다음 그

림 19는 공정조건에 따라 변하는 용융풀의 실시간 상 사진으로써, 이를 통

하여 용융풀의 크기를 측정하여 클레딩 상태를 제어하고 클레드 비드의 높

이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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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간격판의 마모손상을 방지

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 개발에 있다.  이를 위

한 당해연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마모손상 거동분석 및 제조공정 관련 문헌조사

  - 구형의 Al 6061 합금 분말 개발 및 분석

  - 환봉 클레딩용 회전치구 설계 및 제작

  - 클레드 비드 형상에 대한 공정변수 향 및 공정 최적화 조건 도출

  - Overlapping factor 변화에 따른 클레딩 두께변화 분석

  -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 개발

  - 클레딩 층의 미세조직 및 상분석

  - 클레딩 층의 경도 및 마모시험 등 물성평가

  - Vision system 개발 (용융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관련 software의  

    수정 및 보완

이러한 당해연도의 연구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 으며, 악

간 미진한 물성평가 부분은 차기년도에 계속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당해연도에는 하나로 핵연료집합체 간격판의 손상원인을 규명함으

로써 재료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데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된다.  또한 레이저 다층 클레딩 방법을 이용하여 간격판 시제품을 

제작하 으며, 실시간으로 레이저 클레딩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vision 

system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비단 원자력 분야 뿐 아니라 일반 산업 분야

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내구성 향상에 응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산

업계 특히 복잡한 부품이 많이 소용되는 자동차 업계 등에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성능향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3 -

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레이저 클레딩기술은 기계 부품이나 구조체의 모재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실제 응용에서 요구되는 표면 특성을 갖도록 하는 클레딩 층을 

입히는 데 주로 이용되는 표면개질기술 (surface modification technique)의 

한 분야이다.  이 기술은 1981년 국의 Rolls Royce사가 RG211 엔진의 

"turbine blade shroud interlocks"를 레이저 클레딩 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

에서는 자동차, 항공, 발전 그리고 일반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기반연구 및 기초기술이 미약한 편이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응용 경험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

터 얻은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통해 하나로 핵연료 간격판의 수명을 연

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하나로 가동률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된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원전 신보수기술로 확대 발전시키고, 가혹

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산업기계부품의 수명향상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

계 부품산업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 추진할 예정이며, 본 연구가 종료되는 

차기년도에는 레이저 다층 클레딩기술을 실제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큰 성과

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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