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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핵융합로의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의 구성 재료들은 운전 중 플

라즈마에 의해 고온에 접한 상태에서 큰 방사선 조사를 받는다. 핵융합 장치 제

작을 위해서는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그에 따

른 부품의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고온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취약하거나, 복잡한 

형상의 부품 제조가 어려우므로 tile 과 같은 형태로 냉각 계통 구조물에 부착 되

거나 cladding 되어 사용된다. 고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은 열전도성이 좋

은 재료와 접합하고 열을 방출시킴으로써 극한 운전조건에서도 좋은 특성을 유

지한다. 따라서 특성이 서로 다른 재료들에 대한 접합 기술은 고온 고방사선 조

건에서 운전되는 핵융합로나 고온 원자로의 설계 및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로 평가되고 있다.

  핵융합로의 first wall 은 표면온도가 거의 1000 
o
C 이상 올라가며 높은 방사선 

조사를 받는다. ITER 의 경우 플라즈마와 접하는 부속품의 armour 재료서 

beryllium 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밖에 W, Mo, SiC, B4C, C/C 그리고 

Si3N4 과 같은 재료들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vanadium 도 first wall 및 

blanket 의 후보 재료로 거론되고 있다. 

  Beryllium 은 낮은 질량수와 비교적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tritium 보유량 그리고 로 안의 분위기에서 작은 activation 특성을 가지므로 융

합로의 first wall 재료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beryllium 은 산소와 

반응성이 좋고 거의 모든 원소들과 inter-metallics 를 형성하므로 접합이 어렵고  

접합 강도 및 연성이 떨어지므로 접합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PFC‘s를 용접 제조하는 경우 핵융합 운전 조건에서 용접부위가 취약하게 되므로 

용접 공정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HIP 과 같은 고상 접합이나 브레이징과 같은 

접합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핵융합로 내벽 component 들에 대하여 세라믹 재료를 포함하

는 고온 내열 재료에 대한 선정 및 제조 방법, 그리고 이종 재료에 대한 접합 방

법에 대하여 기술적 자료를 서술 하 다. 이 접합 기술은 핵융합로뿐만 아니라, 

고온 및 높은 조사조건에서 운전되는 Generation-4 와 같은 미래형 원자로에 대

해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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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he materials for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in a fusion reactor are 

severly irradiated by fusion products in facing the high temperature plasma 

during the operation. For the fusion device, the optimal  

selection/development of materials and the fabrication technique by using 

them are important. Since refractory materials are generally brittle and hard to 

make complicated shapes, they can be used by attaching to a cooling 

structure in tile shapes or by cladding. The refractory materials can maintain 

their excellent properties in severe operating condition by lowering surface  

temperature by bonding to the high thermal conducting materials of heat 

sink. Hence, the joining and bonding techniques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case of the fusion reactor or nuclear reactor 

which is operated at high temperature.   

  The first wall in the fusion reactor is heated to approximately 1000 
o
C and  

irradiated severly by the plasma. In ITER, beryllium is expected as the 

primary armour candidate for the PFC's; other candidates including W, Mo, 

SiC, B4C, C/C and Si3N4.  In recently, vanadium are also suggested as 

another candidate for the first wall and blanket.

  The advantage of beryllium over the other candidates are the low atomic 

number, relatively high thermal conductivity, low tritium retention, and low 

activation characteristics in the reactor environment. The disadvantage of 

beryllium is highly reactive nature with oxygen and the ability to form 

inter-metallics with most of the elements, which makes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braze or diffusion bond and produce a high strength and ductile bond. 

Since the heat affected zones in the PFC's processed by conventional welding 

are reported to have embrittlement and degradation in the sever operation 

condition, both brazing and diffusion bonding are being considered as prime 

candidates for the joining technique.

  In this report, the materials including ceramics and the fabrication 

techniques including joining technique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for PFC's 

are described. The described joining technique between the refr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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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the dissimilar materials may be applicable for the fusion reactor 

and Generation-4 future nuclear reactor which is operat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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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  론

   ITER 의 PFC (plasma facing component) 와 같이 고온에 접하면서 큰 방 

사선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선택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재료는 일반적으로 취약하거나 가격이 비싸므로 일반재료에 부

착 하거나 cladding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 역시 높은 온도에서의 운전을 피하기 위해 열전도성이 좋은 재

료를 접합하여 열을 방출시킴으로써 운전 온도를 낮추는 설계 개념을 갖는다. 따

라서 극한 운전 조건에서운전 될 수 있는 특성이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한 접합 

기술은 핵융합 및 고온 원자로의 설계 및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

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이 고온 및 고 방사선 조사를 받는 융합로의 first wall 을 

포함하는  PFC 들에 대한 운전 조건 그리고 접합기술을 포함하는 제조 기술 들

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제조되는 핵융합 시험로나 혹은 고온에서 사용되는

Generation-4 원자로와 같은 장치의 component 제작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로는 핵융합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

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D-T (Deuterium-Tritium) 발전 로형의 경우 로 중심에 

고온의 플라즈마가 있으며, 플라즈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의 자

기장에 의해 포집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1].

  플라즈마와 근접 (facing) 하는 용기의 제일 안쪽 벽을 first wall 이라고 한다. 

운전 중 플라즈마 본체에서 확산되어 나온 고온의 입자들은 first wall 을 때리게 

되며, 이 입자들에 의해 first wall 은 손상을 받아 수명이 짧아지고, first wall 

의 손상으로 인해 플라즈마가 오염된다. 핵융합로의 계통에서 고온 및 플라즈마

의 향을 받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3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 first wall 과 구조재료

      - blanket 와 shield 층

      - 초전도 자석 코일

  로에서 D-T 반응으로 생성된 α-particle 은 이온화된 핵으로써 플라즈마 안에

서 충돌에 의해 에너지를 잃으면 플라즈마 밖으로 확산되어 나온다. 또한 다른 

생성물인 중성자는 높은 에너지에 의해 first wall을 통과한 후 blanket에 충돌 

포집 된다. 따라서 핵융합로의 first wall 은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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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위치에 있다. First wall은 연소되지 않는 연료 (D-T), 핵융합 발생물, α-입

자, 중성자 그리고 손상된 원자, 전자기파, χ-선, γ-선 등의 조사를 받는다. 

  First wall 의 가장 중요한 손상 기구는 sputtering 과 blistering 이다. 핵이 벽

에 부딪히고 벽 표면에서 핵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sputtering 이라고 한다. Nb 

로 구성된 first wall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손실 량을 환산하면 11.2 × 10
-12 

/m²s 의 속도로 두께가 감소하게 된다. First wall 의 두께가 6 mm 인 경우 20 

% 정도 두께가 감소할 때 교체해야 한다면 약 3.5 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 교

체기간은 전체 핵융합로의 운전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빠르므로 sputtering 

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 및 재료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1]. 

  First wall 뒤에 있는 blanket 재료는 고온에서 운전되므로, first wall 을 부식

시킬 수 있다. Blanket 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며, 로의 연료

로 사용되는 tritium을 증식시킨다. Blanket 밖은 차폐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것에 의해 중성자와 γ-선의 누출을 방지한다. Blanket 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냉각 계통이 설치된다. 따라서 표면에서의 반복되는 열응력을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Blanket 및 first wall 은 기계 적, 화학 적, 열 적, 그리고 핵 

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ITER 에서의 플라즈마와 관련된 세부 연구 목표는 제어된 1000 초 동안의 

flat-top  및 유도 pulse 동안의 장시간 운전과 제어된 점화를 증명할 수 있는, 

플라즈마의 포집 능력을 갖는 장치의 개발이다. 이와 같은 플라즈마에 대한 운전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blanket 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facing components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ritium breeding blanket 는 1 MW/m
2
 이상의 평균 

중성자 wall loading 이 이루어지므로 최소 1 MW/m
2 
에서 재료시험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component 들의 제작 및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1-1 는 플라즈마와 관련 된 ITER 의 주요 component 들을 보여 주고 

있다. ITER 의 경우 자기장에 의해 toroidal 진공용기 안에 플라즈마가 포집되고 

toroidal 및 poloidal 코일에 의해 플라즈마의 형상과 운전을 제어한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는 toroidal 코일 안에 포집되므로 toroidal 코일 내부에 있는 여러 

component 들은 고온 및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component 들로 생각할 수 있

다. 지지 구조물 안쪽에는 두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 진공용기가 20 개의 toroidal 

방향으로 구성된 sector 들로 제작된다. 진공 용기는 toroidal 코일을 지지하는 구

조물에 의해지지 되고 수평방향 지지물에 의해 공간을 유지하게 된다[2]. 

  진공용기 안에는 교체할 수 있는 component 로서 blanket module 들이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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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벽에 붙어 있는 이중벽의 back-plate 에 올려져 있으며,  divertor cassettes 

와 port plug 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용기 port, limiter, heat antennae, 

test blanket module, 및 진단 장치들을 포함한다. 

  ITER 의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는 duplex 구조로서 열 sink 재

료와 beryllium 이 접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Divertor 나 limiter 는 Be-Cu 가 접

합된 형태이고, first wall 은 Be-stainless steel 이 접합된 형태이다. 이 접합부

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좋은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하며, 주기적인 열 도 변

화에 대하여 열화 (degradation) 되지 말아야 한다.

   ITER 의 경우 플라즈마와 마주하는 부속품의 armour 재료서 beryllium 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밖에 tungsten, carbon-carbon 복합재가 거론되고 

있다. Beryllium 은 낮은 질량수와 비교적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tritium 보유량 그리고 로 안의 분위기에서 작은 activation 특성을 가지므

로 융합  로의 first wall 재료로 적합하다.  반면에 beryllium은 산소와 반응성이 

좋아 거의 모든 원소들과 inter-metallics 를 형성하여 브레이징이 어렵고 강도 

및 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합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접합 기술의 중요성 확대와 함께 first wall 부속물에 대한 접합 기술이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 Armour 재료로는 W, Mo, SiC, B4C, C/C 그리고 Si3N4가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vanadium 이 first wall 및 blanket 의 좋은 후보 재료로 

거론되고 있다[3].  

  First wall 의 경우 표면온도가 거의 1000 
o
C 이상 올라가며 높은 방사선 조사

를 받는다.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용접 공정은 재료를 취약하게 하므로 HIP 과 

같은 고상 접합이나 브레이징과 같은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고온 재료에 대한 선정 및 제조 방법 그리고 이종 재료에 

대한 접합 방법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기술 하 다. 이 접합 기술은 핵융합로뿐

만 아니라, 고온 및 높은 자기장에서 운전되는 Generation-4 원자로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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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PF components in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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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본 론

제 1 절 First wall 의 손상 이론

  핵융합 로는 핵융합반응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

는 장치로서 플라즈마 (plasma) 를 어떠한 형태로 포집 (confine) 하느냐에 따라 

핵융합 로의 형상과 특성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D-T (Deuterium-Tritium) 발

전 로형은  그림 2-1 과 같은 개념적인 구조를 갖는다. 로 중심에 50%의 D와 T

로 구성된 고온의 플라즈마가 있으며, 플라즈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의 자기장에서 포집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1].

  

              Fig. 2-1  Constitution of the fusion powe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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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로 운전 중 플라즈마 본체에서 확산되어 나온 고온의 입자들은 first wall 을 

때리게 되며, 이 입자들에 의해 first wall 은 손상을 받아 수명이 짧아지거나, 

first wall 의 손상으로 인해 플라즈마가 오염된다. 플라즈마 입자에 의한 first 

wall 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diverter 혹은 blanket를 설치한다.

  D-T 반응으로 생성된 α-particle 은 이온화된 핵으로써 플라즈마 안에서 충돌

에 의해 에너지를 잃으면 플라즈마 밖으로 확산되어 나온다. 또한 다른 생성물인 

중성자는 높은 에너지에 의해 first wall을 통과한 후 blanket에 충돌 포집 된다. 

Blanket 는 중성자의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며, 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tritium을 증식시킨다. Blanket 밖은 차폐 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에 의해 

중성자와 γ-선의 누출을 방지한다. 

   핵융합 로의 계통은 중심 plasma, first wall 과 구조재료, blanket 와 shield 

층, 초전도 자석 코일 같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Blanket 에서 발생하는 열에

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냉각 계통이 설치된다. Blanket 안에서 발생하는 tritium 

과 플라즈마에서 확산되어 나온 tritium 과 deuterium 은 연료 recycling 계통에

서 분리되고 또한 수집된다.  

   핵융합 로의 first wall 은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

다. First wall은 연소되지 않는 연료 (D-T), 핵융합 발생물, α-입자, 중성자 그

리고 손상된 원자, 전자기파, χ-선, γ-선 등의 조사를 받는다. First wall 뒤에 있

는 blanket 재료 (lithium metal 혹은 molten lithium salts) 는 고온에서 운전되

므로, first wall 을 부식시킬 수 있다. 또한 표면에서의 반복되는 열 응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 적, 화학 적, 열 적, 그리고 핵 적인 면을 모두 고

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First wall 의 가장 중요한 손상 기구는 sputtering 과 blistering 이다. 핵이 벽

에 부딪히고 벽 표면에서 핵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sputtering 이라고 한다. First 

wall 에 입사되는 D 원자 개수를 10
20 
/m²s 라고 할 때, Nb 로 구성된 first wall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sputtering 에 의해 4.2 × 10
17 
/ m²s 의 Nb 핵의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 량을 환산하면 11.2 × 10
-12 
/ m²s 의 속도로 두께가 감소하게 된

다. First wall 의 두께가 6 mm 인 경우 20 %정도 두께가 감소할 때 교체해야 

한다면 약 3.5 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 교체 기간은 전체 융합로의 전체 운전 

기간을 고려하는 경우 매우 빠르므로 sputtering 을 방지 할 수 있는 기술 및 재

료 개발이 필요하다[1].

   플라즈마 기체의 핵이 금속에 충돌 포집되는 경우 금속 표면에 bubble 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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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형성 기구는 그림 2-2 와 같이 발생한다. 이것을 blistering 현상이라고 

하며 이것은 입사 에너지의 크기, 핵의 종류, 입사 핵의 개수 핵의 온도 등에 

향을 받는다. Blistering 에 의해 금속으로부터 손실되는 핵의 개수는 sputtering 

에 의해 손실되는 핵 개수 보다 100 배정도 많다.

     

                 Fig. 2-2 The mechanism of bli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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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uttering 과 blistering 현상은 first wall 의 수명을 짧게 하는 것은 물론 플라

즈마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 First wall 에 부딪히는 여러 입자들의 향 및 

그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를 중심에 위치시켜 확산되어 나오

는 입자나 wave 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limiter 와 

diverter 이다. 그림 2-3 에 여러 형태의 limiter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limiter를 사용하여 플라즈마의 팽창을 막아 first wall 에 부딪치는 플라즈마 입

자의 발생을 억제 또는 방지한다. 또한 플라즈마의 불순물들이 그림 2-4 와 같은 

diverter 의 자장에 의해 붙잡히고 diverter plate 에 축적하게 되어 first wall 에 

플라즈마의 확산 입자 향을 감소시킨다.

        

                       Fig. 2-3  Various Limiters.

  

  플라즈마의 오염을 방지하고 first wall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low-Z 재료

를 코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First wall의 운전 조건은 표 2-1 과 같으며, 코팅 

재료로는 B4C, SiC, TiC 그리고 C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재료들은 sputtering 

yield (수득율) 정도가 고온의 용융 온도를 갖는 재료 보다 높은 단점을 갖는다. 

First wall 의 재료에 대한 적절한 선정을 위해 플라즈마의 (불순물 발생

/sputtering yield) 의 비를 나타내는 critical density 값을 사용하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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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4   The diverter.

 

Table 2-1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first wall.

    

Parameter Value

Temperature(℃)
300-1000 (in steady state)

△T=50-300 (thermal pulse)

Irradiation of neutrons (n cm-2y-1)
1021-1022(14.1 MeV)*

1022-1023 (total)*

Damage(dpa s-1) 10-6-10-1

Gas growth(ppm y-1)
75-500 (hydrogen)**

30-600 (helium)**

      * For wall loading of 10 MW m
-2

     ** For wall loading of 1 MW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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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ITER 의 Plasma Facing Components

   ITER 의 목표는 핵융합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 과학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명은 deuterium-tritium 플라즈마의 점

화와 운전을 제어하고, 핵융합에너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계통 설비의 주요 

기술을 증명하고 시험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플라즈마와 관련된 세부 목표는 제어된 플라즈마의 점화에 도달하고, 1000 초 

동안의 flat-top  및 유도 pulse 동안 장 시간 운전하며, 제어된 점화를 증명할 

수 있는 플라즈마의 포집 능력을 갖는 것이다. 또한 ITER 는 비 유도 전류에 의

한 정상 상태 운전에 대한 가능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양의 플라

즈마에 대한 운전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는 blanket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와 같은 tritium breeding blanket 는 1 MW/m
2
 이상의 평균 중성자 wall 

loading 이 이루어 져야 하며, 따라서 최소 1 MW/m
2 
에서 재료시험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component 들의 제조 및 설계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BPP (Basic performance Phase) 와 EPP 

(Enhanced Performance Phase) 2 단계의 운전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BPP 동안

은 제어된 점화, 장시간 운전, 정상 상태 운전, 그리고 blanket module 의 시험 

등을 수행하며, EPP 단계에서는 발전된 특성으로서 높은 fluence 장치 및 재료에 

대한 시험 등이 수행된다. 플라즈마 연료로서 tritium breeding 이 요구될 것이

다.

   2-1. ITER 설계 Parameters

   ITER 의 설계 parameter 는 앞에서 언급한 ITER 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약 1 MW/m
2
 의 중성자 wall loading 에서 

제어된 플라즈마의 점화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제작 설계된다. ITER 의 주요 

parameter 및 전체적인 크기는 표 2-2 와 같다.

   2-2 설계 개요

   그림 2-5 는 ITER 의 주요 component를 보여 주고 있다. ITER 의 경우 자

기장에 의해 toroidal 진공용기 안에 플라즈마가 포집되고 toroidal 및 poloidal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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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의해 플라즈마의 형상과 운전이 제어된다. 이와 같이 플라즈마는 toroidal 

코일 안에 포집되므로 toroidal 코일 내부에 있는 여러 component 들은 고온 및 

고 자기장 조사를 받을 수 있다. 20 개의 코일로 구성된 toroidal 코일들은 코일 

case 에 의해 지지된다. 이 지지 구조물은 central coil을 동시에 지지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이 지지 구조물 안쪽에는 두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 진공용기가 20 개

의 toroidal 방향으로 구성된 sector 들로 제작된다. 진공 용기는 toroidal 코일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의해지지 되고 수평방향 지지물에 의해 공간을 유지한다. 

  

Table 2-2. Main Parameters and dimensions of ITER

      

 Total Fusion Power                        1.5 GW

 Neutron Wall loading                      1 MW/m2

 Plasma inductive burn time                ≥ 1000 sec

 Plasma major radius                       8.1 m

 Plasma minor radius                       2.8 m

 Plasma current (Ip)                        21 MA

 Vertical elongation @ 95% flux surface     1.6

 Triangularity @ 95% flux surface          0.24

 Safety factor @ 95% flux surface          3

 Toroidal field @ 8.1 m radius              5.7 T

 Maximum toroidal field @ TF coil         12.5 T

 Toroida Field Ripple                      < 1 % st the separatrix

 Auxiliary Heating power                  100 MW

 진공용기 안에는 교체할 수 있는 blanket module 들이 진공용기 벽에 붙어 있

는 이중 벽의 back-plate 에 올려져 있으며,  divertor cassettes 와 port plug 들

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용기 port, limiter, heat antenna, test blanket 

module, 및 진단 장치들을 포함한다. Diverter 는 플라즈마에 있는 알파 입자들

을 흡수하고, 헬륨 ash를 제거하며, 플라즈마에 여러 불순물들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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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5 Three dimensional view of the main components in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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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ngineering features of the High temperature component in ITER 

systems.

 Superconducting toroidal coil (20coils)

   Superconductor

   Structure

Nb3Sn in circular Incoloy jacket in groved

radial plates

Pancake wound, in welded steel case wind,

 react and transfer technology

 Vacuum Vesel

   Structure

   Material

  

Double-wall welded ribbed shell, with 

internal shieled plates and ferro-magnetic 

inserts

Stainles stel 316LN structure, SS304 with 

2% boron shield, SS 430 inserts

 1st Wall/Blanket (BPP)

   Structure

   Material

armour faced modules mechanically 

attached to toroidal backplate

Be armour, Copper alloy heat sink

Stainless steel 316 LN structure

 Divertor

   Configuration

   Materials

single null

60 solid replaceable cassettes

W alloy and C plasma facing components

Copper alloy heat sink

Stainless steel 316 LN structure

 Heat transfer system (water cooled)

    Heat released in the Tokamak during  

    nominal pulsed operation 

2200 MW at ~ 4 MPa water pressure, 

150oC

  ITER 시험을 수행하면서 BPP 단계에서는 초기 shielding blanket를 사용하며, 

EPP 단계에서는 breeding blanket 로 대체하여 시험한다. 진공용기 안에 있는 여

러 component 들은 보수 및 유지를 위해 원격으로 토카막에서 안전하고 쉽게 제

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러한 component 들은 플라즈마와의 상호작용, 전자

기장에 의한 향, 냉각을 위한 열전달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작되어야 한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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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부에 축적된 열은 냉각수를 통해 토카막 외부로 방출된다. 이 냉각 시스템

은 침투된 tritium 과 활성화된 부식물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TF 코일 및 내부에 있는 진공 용기 그리고 내부 blanket 에 대한 구조는 그림 

2-6 과 같다. 그리고 각 component 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표 2-3 과 같다.

  2-3.  ITER 의 Plasma Facing Component (PFC)

  플라즈마를 둘러싸고 있는 진공 용기 시스템 안에 있는 부품 (component)  은 

그림 2-6 에서 보듯이 diverter, blanket 그리고 진공용기 등이 있다. 이 부품들은 

각각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중 자석계통을 중성자 조사로부터 보

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크며, 일차 냉각 회로에 의해 냉각된다. 진공용기 안에 들

어가는 부품들은 대부분 교환 설치 가능한 module 형태이다. 따라서 현장 작업

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게 되며, 운전 중 손상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림 2-7 은 일본에서 수행된 blanket module prototype 의 제조 과조 과정을 나

타내고 있다.

2-3-1. 진공용기

가장 큰 기능은 플라즈마를 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방사선 조사된 재료

를 안전하게 가두어 주는 역할은 한다. 이 용기는 blanket 와 diverter를 지지하

여 플라즈마에 의한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2-3-2. Shield/blanket

  차폐 기능을 하는 blanket 는 플라즈마로 부터 나오는 열을 제거하고, 중성자 

조사에 의한 bulk 발열을 제거하며, 진공용기 구조물이 재 용접 (re-weldability) 

되지 않도록 activity 를 감소시키며, 진공 용기 밖에 있는 자석 계통 및 구조물

을 차폐하여 자석계통 및 구조물의 발열을 감소시킨다. ITER 의 경우 운전 초기

에는 차폐 특성을 갖는 blanket 를 설치하지만 EPP (Enhanced Performance 

Phase)  단계 에서는 breeding blanket 로 교체하여 사용된다.

  740 개의 blanket module 이 이중 벽으로 제작된 back plate 에 기계적,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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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그리고 전기적으로 부착된다. Back plate는 진공용기에 부착되는데, 크기는 

약 1.5 - 2 m 길이에 폭은 0.8 - 1.1 m 정도이다. 각 module 은 구리합금을 사

용하여 열을 냉각수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armour 재료는 플라즈마와 접하

는 표면에, 그리고 stainless steel 은 구조 재료로 사용된다. Armor 재료는 위치

에 따라 beryllium 혹은 tungsten 등이 사용된다.

       

        Fig. 2-6 Segment of the vacuum vessel, port and inte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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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7 Fabrication of full scale prototype blanket module (JAHT).

2-3-3. Diverter

  주된 기능은 플라즈마의 불순물이나 He 혹은 alpha 입자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운전 중 플라즈마와 재료 표면의 경계 위치의 부품으로서 플라즈마

에 의한 큰 열 부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약 60 개 정도의 diverter module 

이 사용된다. 플라즈마를 facing 하는 부분들은 고속의 냉각수에 의해 냉각된다. 

구조 재료는 stainless steel 이 사용되고, armour 재료로는 CFC 혹은 tungsten 

이 사용되며, 열 확산을 위해 구리 합금이 사용된다.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는 극한적인 운전 조건을 견딜 수 있도

록 설계된다. Diverter 의 경우 플라즈마로 부터 300 MW 정도의 열 부하, 그리

고 중성자 조사에 의해 약 100 MW 의 열 부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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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대 20 MW/m
2
 정도의 열 도를 약 10 sec 동안 받게 되고 BPP 

(Basic Performance Phase) 동안 약 1000 번 정도의 이런 부하를 받게 된다. 높

은 열 부하를 받는 부분은 CFC를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tungsten을 사용

한다.  PFC 의 설계 및 재료의 선정 그리고 제작 및 접합 방법에 대하여 고온 

열 부하를 고려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2-3-4. Blanket back plate and assembly

   Back plate 는 stainless steel 316 LN-IG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며 형상은 

horse-shoe poloidal 형태이다. 두 개의 분리된 shell 구조를 가지며 전체 두께는 

160 mm 이다. 50 mm 내부 shell 과 70 mm 외부 shell, 그리고 부착된 module 

로 냉각수를 흘릴 수 있는 channel 의 40 mm 의 내부 공간이 있다. 공급되는 

냉각수는 약 150 
o
C 정도로 3.8 MPa 의 압력을 갖는다.

  Back plate 는 toroidal 방향으로 연속하여 조립 용접된다. 여러 가지 용접 방

법이 예상되나 Narrow gap (NG) TIG 용접이 각 분할요소를 접합하는 방법으로 

적합하다. 이 조립 방법은 진공용기의 경우와 유사하다. 용접은 양쪽에서 groove 

및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 용접부위는 플라즈마 쪽에서부터 

수행되도록 작업 순서를 결정한다. 

  2-3-5. 차폐 blanket 와 열 sink 재료

  Beryllium (S65C) 이 first wall, limiter, baffle 의 윗부분  플라즈마 facing 

armour 재료로 사용된다. 이 재료는 작은 원자번호를 가지며, 열 부하를 견딜 수 

있고, 또한 tritium 이 재료 표면으로 침투되는 양이 작으며, 플라즈마 spray 를 

통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W (tungsten) 은 diverter 근처의 아랫부분 

baffle 에 사용된다. 높은 입자 flux 로 인해 Be 이 부식되므로 부식성이 좋은 W 

이 사용된다. Be 의 두께는 5 - 10 mm 정도로 정상 운전에서의 최대 응력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에너지 축적에 (최대 60 MJ/m
2
) 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두

께여야 한다. Be 는 저온 조사 (<230 
o
C, ~ 2 dpa) 에서 연성을 잃어버리기 시작

한다.  온도를 높이는 경우 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600 
o
C 가 넘는 경우 

He 취화가 발생하여 강도 및 연성이 급격히 감소한다.  Be에 대한 조사 및 취화 

현상연구는 PFC‘s 에서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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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PFC 제작 기술

   3-1. 차폐 blanket module mock-up 의 제작 기술 

  플라즈마와 접하는 부분을 위해 first wall을 갖는 module shielding blanket 가 

제작되어야 한다. Shielding blanket / first wall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4].

① 재료의 온도를 유지하고 허용 강도 이내의 응력이 발생하도록 표면 열 도 

및 핵 가열을 방지한다.

② 초전도 자석과 진공 용기 구조물에 대한 핵 적인 반응을 방지한다.

③ 플라즈마의 수동적인 안정성에 기여한다.  

  ITER shielding blanket 설계에 의하면 first wall 에는 구리 layer 가 SS 316 

LN shielding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SS 316 LN cooling channel 

들이 끼워져 있다. Stainless steel  block 형태의 폐 구조물은 drill로 가공된 

cooling channel 을 가지고 있다. 폐 blanket 와 일차 벽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hot iso-static pressing (HIP) 이 사용된다. 심각한 중성자 조사가 되는 곳에는 

구조물의 접합 취성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용접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구

조물을 제작하기 전에 mock-up 제작 방법을 통해 적은 투자나 노력으로 실제 

first wall 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거나 문제점을 예상할 있다. 제작된 mock-up 은 

폐 block, cooling header 등으로 구성된다.

  플라즈마의 급격한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전자기적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shielding blanket module 은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구조는 그림 2-8 과 같다. 

First wall은 SS 316 LN cooling channel 이 설치된 DS Cu (dispersion 

strengthened copper)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shielding 구조물에 접합된다.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면서 middle-scaled shielding blanket 의 mock-up 을 제작

하는 이유는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full-scaled shielding blanket 제작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Mock-up 을 

제조하기 위해서 접합 방법으로 HIP을 사용하 다. 그림 2-8 에서 보듯이 first 

wall의 armour 재료로 beryllium을 사용하며. 열 방출 재료로 DS Cu 를 사용한

다. 여기서 예상 할 수 있는 접한 방법은 Cu - Cu, Cu-SS 그리고 SS - SS  재

료 사이의 접합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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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onfiguration of the ITER shielding blanke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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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wall 은 shielding block 에 조립된다. Module 의 전체 형상은 그림 2-9 와 

같다. First wall 은 poloidal 방향과 일치하는 곡률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800
H 

× (412 -521)
W
 × (329 - 361)

T 
이다. Poloidal 방향의 곡율은 ≥ 1300 mm 정도

이며, toroidal 방향으로는 직선이다. 각 모서리에서의 곡율은 50 mm 이다.

  First wall 냉각 channel 구조물에서 first wall 의 두께는 20 mm 이고, 외경이 

12 mm 인 원형 SS 튜브를 구리 안에 끼워 넣었다. Cooling channel 피치는 위

쪽이 23.3 mm 아랫쪽이 20.7 mm 다. Shieding block의 냉각 channel 구조를 

보면 poloidal 방향으로 냉각수가 흐르면서 shielding block 을 냉각시킨다. Block 

에는 5 개 열의 냉각 channel 이 배열되며, channel 의 크기는 24 mm 에서 40 

mm 까지 변하게 되는데 back wall 에 가까울수록 커지도록 제작한다. DS Cu 

재료는 Glidcop
Ⓡ 
AL-25 LOX 평판을 사용하 고, channel 튜브 재료는 SS 316L 

튜브를 사용하 다.   

               

       

    Fig. 2-9 Isometric view of a middle-scaled shielding blanket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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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wall 제조 과정은 그림 2-10 과 같다. 원형튜브와 DS Cu 평판을 3점 굽

힘 방법으로 상온에서 구부려 형상을 만들었다. 굽힌 후 튜브와 구리판을 연마하

고, 두 개의 SS, Cu 사이에 튜브를 샌드위치 형태로 조립한다. 표면의 거칠기가 

Hip 작업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거칠기는 Rz 2㎛ 이내로 한다.

   

               Fig. 2-10 Fabrication procedure of first wall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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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1 Fabrication procedure of shielding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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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elding block 의 제작과정은 그림 2-11 과 같다. Stainless steel block에 

drill을 사용하여 구멍을 가공하고 알루미늄 봉을 구멍에 끼워 넣고 3점 굽힘 방

법으로 block 을 굽힌다. 굽힘 load는 10,000 ton 정도이며, 알루미늄 봉을 끼워 

넣는 이유는 굽히는 도중 구멍의 형상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굽

힘 후 solution 열처리를 통해 구리의 변형에 의한 재료의 취성을 제거한다. 열처

리는 1010 - 1054 ℃에서 670 분 가열한 후 수냉 한다. 알루미늄 봉은 열처리 과

정 중  용융되어 제거된다[4].   

  First wall 조립 물과 block은 조립된 후 HIPing 접합된다. 조립과정 중 조립 

공차가 2 mm 이내가 되도록 가공 되어야한다. 조립 후 HIP 방법을 이용하여 

first wall과 block 을 접합시킨다. HIP 작업 중 대상물은 진공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SS 304 로 대상물을 canning 하여 HIPing 한다. Canning 후 

out-gasing 할 때 시편의 온도는 500 ℃ 정도로 하며 진공도는 10
-5  
torr 정도이

다. HIPing 은 1050 ℃ 정도에서 2 시간 정도 가열 가압한다. 그리고 argon gas 

에 의한 가압력은 150 MPa  정도이며, 내용물의 온도 편차는 ±10 ℃ 이내로 한

다.

 

    3-2 ITER multilayer plasma facing wall 의 제작 및 시험  

   ITER 의 경우 1000 초의 flat-top 시간동안 평균 1 MWm
-1
의 중성자 loading 

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현재 austenitic stainless steel 이 구조 재료에 가

장 접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320 ℃이하에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조

건의 경우 stainless steel 은 그 특성을 잘 특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ITER 의 경우 pulse mode 로 운전되고, stainless steel 이 플라즈마와 접하

게 되는 경우 stainless steel 은 열전달 계수가 적고, 열팽창 율이 크므로 큰 응

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2-12 와 같이 좋은 열전도

율을 갖는 구리를 heat sink 로 하여 층을 만들어 열적이 문제를 해결한다. 즉 

플라즈마와 낮은 Z metal interface 를 만들고 구리 뒤 층에 shield block 을 만

들어 back plate, manifold 그리고 진공용기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을 감소시킨다.

고온 재료의 접합에 대해서 ITER 의 경우 좀더 발전된 제작방법이 사용된다. 표 

2-4 는 각 부분별 필요한 접합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구리 heat sink 에 armour 

재료를 접합하는 경우 두 재료사이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Be 를 copper 

alloy 에 접합하는 경우 취약한 beryllides 가 형성되어 접합특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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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solid HIPing 방법, diffusion barrier 를 사용하는 explosive welding 등이 

연구되고 있다. Be mono-blocks 을 InCuSil filler 를 사용하여 OFHC-Cu 에 

brazing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고온 heat flux 브레이징이 

사용된다[5].

  

                  

Fig. 2-12 Typical ITER primary module configuration showing Be on the 
plasma side, copper heat sink with SS tubes, SS support structure, shield 
block, manifolds and the back plate (recent design uses flexibles and bolts 
for attachments). 

     

  CFC 에 Cu 를 metal casting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W armour 에 대

한 Ti brazing 혹은 EB welding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ungste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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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의 경우 큰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큰 응력이 발생함으로 중간층을 사

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20, 40, 60, 80 % 의 W 를 포함하는 copper matrix 

tape 가 제조되어 HIP 혹은 용융 상 소결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 Be+Cu, Cu+SS

에 대한 HIPing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Table 2-4  Fabrication methods

Procedure product forms Component

Conventional(base) Plate, sheet, bar, tube, Vacuum vessel, backplate, manifolds

Conventional(welds) EB, Laser, TIG, SMA , GTA
Vacuum vessel, backplate, tubes, transition

welds

Forging Large forgings Shied, divertor cassette body

Cast + HIP Large and complex shapes Divertor, wall, limiter, shield

Solid HIP diffusion SS/SS, Cu/Cu, SS/Cu, Cu/Be, /W, /CFC Primary wall, limiter, baffle, divertor

bonding bonds

Powder HIP Powder SS / solid Cu bonds Shield/first wall, divertor cassette

Explosive welding SS/Cu, Cu/Cu, tube to plate First wall, divertor parts 

Friction welding Tube to tube welds Divertor

Brazing Cold and hot brazing Be, CFC, W to heat sink

  3-3 ITER vessel 및 in-vessel 에 사용되는 재료 

  ITER vessel 및 in-vessel 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 stainless steel (vacuum, back plate, manifolds, shield, divertor for cassette, 

etc)

- copper (heat sink 재료 :  first wall, divertor, limiter , baffle)

- beryllium, tungsten, CFC (for plasma facing armour)

- Inconel 718 (for bolting)

- Inconel 625, titanium alloy (for flexibles)

 가장 많이 쓰이는 steel 및 구리에 대한 성분은 표 2-5 와 같다[5].

316LN-IG stainless steel 은 ITER 의 주된 구조재료이다. 이 재료는 1,100 ℃에 

30분간 유지한 후 수냉하는 solution annealing 단계를 거친다. 1 % 미만의 잔류 

ferrite를 갖는 완전 austenitic 미세 조직을 가지며, 입자 크기 번호는 약 4∼6 정

도이다. ITER grade 의 경우 미소 합금 성분을 조절하는데, 이것은 중성자 조사

에 의한 재료의 활성화나  re-weldability 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 34 -

  

Table 2-5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and copper alloys in ITER

        

 Wt.% 316LN- IG 16 - 8-2(TIG) 19-12- 2(SMA)

 

CuA125-IG0 CuCrZr-IG

C 0.015 - 0.030 0.030 - 0.045 0.035 - 0.045 -

Mn 1.6 - 2.0 1.8 - 2.5 2.0 - 2.60 -

Si < 0.05 <50 <50 - 0.011

P < 0.025 <0.025 <0.025 <0.0020 ≤0.04

S 0.005 - 0.01 <0.020 <0.020 <0.0025 0.0023

Cr 17.0 - 18.0 15.5 - 17 16.0 - 17.0 - 0.65 - 0.80

Ni 12.0 - 12.5 8.0 - 9.0 8.0 - 10.0 -

Mo 2.30 - 2.70 1.8 - 2.2 1.95 - 2.50 -

Al 0.25 ± 0.02

Fe Bal <0.0100 0.010

Nb + Ta + TI <0.15°

.

Cu <0.03 <0.01 <0.01 Bal Bal

Zr 0.07 - 0.15

O₂ 0.0020

B <0.0020 0.005 - 0.0035

Co <0.25° <0.25 0.06

N₂ 0.060 - 0.080

For CuAl25 values of Al and B are as Al₂O₂and B₂O₂Also the content of the 

element are given as 250 ppm max for class I elements (Pb, Cd, Zn, Se, Te, P, S 

and Fe) and 100ppm max for class II element (Bi, As, Sb, Sn, Mn).

a
0 in copper alloys indicates typical values.

b
Co in irradiated material indicates should be less than 0.05%; Ta < 0.01% and Nb < 

0.01%; unspecified elements as low as possible and nor exceeding trace element 

levels; composition of 16 - 8 - 2 and 19 - 12 - 2 coated electrodes are sligh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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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per는 산화물 분산 강화 합금(Cu Al25)과 석출경화합금(CuCrZr)이 주로 

사용된다. Cu-Al25 는 안전성 및 고온 특성이 좋고 CuCrZr은 연성 및 용접성이 

좋다. 이밖에 CuNiBe 와 다른 구리 합금 들이 사용된다.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

여 구리 및 구리 합금에 대한 인장 특성은 그림 2-13 과 같다.   

 이 밖에 예상되는 armor 재료는 Be, W, W-La2O₃그리고 CFC 등을 예상하고 

있다.

     

Fig. 2-13 Comparison of tension curves of Cu-Al25 (S.A.), CuCrZr in 
three different states, and pure copper (Prime age=950°C/30 min+3h 
450°C). 

 3-4 고온 재료의 특성

   ITER 에서 고온 구조 재료로 선정한 내열금속, beryllium, 그리고 구리 합금

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 다. First wall 과 limiter 에 사용되는 재료를 접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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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고온 브레이징 , hot iso-static pressing (HIP), 마찰 용접, 폭발 용접 그리

고 다른 여러 가지 접합 방법을 이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ITER 에서 사용하기로 한 Be/Cu, Cu/SS 접합부를 포함하는 고온 재료는 재

료 제작 후 재료의 열화 (degradation) 가 발생하며, Be, Cu 의 경우 helium  취

성이 발생하고, Be, W, 그리고 Cu 합금의 경우 중성자 조사에 의한 파괴 인성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높은 열 도 조건에서 사용되는 재료로 열 sink 재료 혹은 플라즈마 facing 

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는 높은 열전도율을 가져야 한다. 높은 열 도가 작용하는 

부분은 first wall, divertor, 그리고 limiter 부분이다. Tungsten, beryllium 그리고 

C-C 복합재가 플라즈마 facing 재료로, 그리고 고 강도 구리 합금이 구조 및 열 

sink 재료로 사용된다. 러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1990 년 중반부터 

약 6 년 동안 러시아의 SM-2 그리고 BOR-60 원자로를 사용하여 재료의 조사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구리 합금과 Cu/SS 접합에 대한 조사 특성을 그림 2-14 와 같은 조건에서 

확인하 다. 구리 기지 재료인 GlidCop Al25 의 초기 재료는 저온 중성자 취성을 

나타내었으나, GlidCop Al25 IG 의 경우 0.2 dpa, 150 - 300 ℃ 까지 만족할 만

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접합의 경우 미국, 러시아, 유럽의 경우 HIP 를 사용

하여 copper/steel을 접합하 다. 그림 2-15 와 같이 HIPing 후 강도가 좋을 뿐

만 아니라, GlidCop Al25 IG 의 경우 HIPing 이후 좋은 조사 후 특성을 보이고 

있다[6].

  Cu-Be, Cu-Ni-Be 그리고 Cu-Cr-Ni-Si 합금의 경우 헬륨 취성 현상과 입계 

파괴가 발생하 다.  ITER 의 경우 운전 중 helium이 발생하므로 이 재료들의 

경우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Cu-Cr-Zr 합금은 HIP 을 수행하

고, 조사 후 300 ℃ 까지 운전하여도 취성 파괴를 일으키지 않은 재료이다. HIP 

작업된 Cu-Cr-Zr(IG)/316SS 접합의 경우 조사 후 좋은 연성을 보이며 다른 접

합부에 비해 큰 강도를 갖는다. ITER 와 관련되어 수행된 Cu 합금에 대한 물성

연구 현황은 표 2-6 과 같다.



- 37 -

      

Fig. 2-14 Summary of irradiation experiments on copper alloys, Cu/SS joints, 
and PFC materials in the SM-2 reactor during the period 1994–1998. 

     

Fig. 2-15 Comparison of the data before and after solid HIP, showing 
excellent behaviour of the 316LN/316LN and 316LN/Cu-Al25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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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Available database on copper alloys before the beginning of ITER 

activity(1993), 
a
 Ttest = 20 . . . 350℃.

Material Physical propertiesa Tensile propertiesa Fracture toughnessa LCFa Creepa
Ir ra d i a t i on 

effects 0.1-9 

d p a 

T i r r=100-35

0℃

E α C λ ρ σij σy σunif σtotal Unirradiated Irradiated Unirradiated Irradiated Unirradiated Irradiated

G l i d c o p 

Al25
+ + + + + + + + + Very limited NO NO NO Very limited NO Very limited

G l i d c o p 

Al25
+ + + + + + + + + Very limited NO NO NO NO NO Very limited

MAGT 0.2 + + + + + + + + + Very limited NO NO NO NO NO Very limited

Glipcop IG + + + + +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C u - C r - 

Zr-Mg
+ + + + + + + + + NO NO Very limited NO Very limited NO Limites

(SA+c.w.+

aged)
+ + + + + + + + + NO NO Very limited NO NO NO Very limited

C u - C r - 

ZrIG
+ + + + +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Armour 재료와 Cu 계 열 sink 재료의 접합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Be 와 W 

를 융합 로의 플라즈마 facing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1994-1998 연도에 

걸쳐  표 2-7 과 같이 수행되었다[6].

   Be 의 경우 대부분의 grade 에 대하여 우수한 열강도와 열피로 특성이 좋으

며 플라즈마에 의한 열 충격에 대하여 좋은 강성을 갖는다. 이 결과는 미국과  

러시아의 다른 grade 재료에 대해서도 비슷하며, 따라서 Be의 경우 소재 선택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Tungsten 의 경우 re-crystallize 된 조건에서 좋

은 열응력 저항성을 갖는다. Tungsten tile 은 플라즈마에 의한 열 충격과 열 피

로에 대하여 기계적 강도 및 열전달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급 

tungsten 의 경우 좋은 활성화 특성을 가지게 되어 플라즈마에 불순물을 발생시

키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중성자 조사 후 다소 취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계속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과 W 을 Cu 

based heat sink 와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브레이징, 확산접합, 폭발용접, 접합 

rolling, Cu-casting, HIP 등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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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The features of experiments with armor materials in fusion 

relevant conditions.

Type of testing 

candidate materials

      Comparative 

  thermal fatigue testing  

     (jointly with        

  SNLA,US)[10]

 Thermal shock testing at    

  disruption simulation       

 (jointly with FZJ 

Germany)[11,12]

   Thermocycling   

  after disruption   

   [13]

Neutron irradiation 

influence phys. 

mech. properties[14]

    Integrated in-pile  

          testing[15]

Be- grades

RF: DShG-200,

TShG-56,TR-30,

PVD-Be, others

τ∼ 50 ms

US:S65,others

W-grades

RF:W-1Mo(cast),

single crystal,pure

sint. W,W-Re

(cast), others

EU: W-La₂O₃,

W-CeO₂,others

US:W-La₂O₃,

others

Surface thermal

loading(e-beam)

∼250 M W/m²

τ∼ 5ms

N=2500cycles

Surface thermal

loading(e-beam)

∼250M W/m²

τ=50ms

N=1.4×10⁴cycles

e-Beam loading

∼5M J/m²

τ=10/10 s pulse/

pause

plasma gun load-

ing ∼ 10 MJ/m²

τ=0.1-0.4ms

Surface thermal

loading (e-beam)

∼5MW/m²

N=1000cycles

Suface loading

∼15MW/m²

τ=15/15s

N=1000cycles

Fast mixed neutron

spectrum Tirr=150-

800℃C,D=2-5dpa,

properties:UTS,

YS,TE,UE, sweell-

ing, microstructure

Completed experi-

ment:Surface heat

load=3MW/m²

N=100cycles

D∼0.2dpa

Under preparation:

Surface load 5-8

MW/m²N=1000

cycles D∼0.2dpa

Under preparation:

Surface load ∼10

MW/m²N=1000

cycles D∼0.2 dpa

  융합로 진공용기 내에서 접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의 재료와, 이 에 적합

한 접합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고 있다.

. Be-Cu 합금접합 : Cu-In-Sn-Ni 합금 에 의한 금속 brazing ( brazing온도∼

750℃ )

. W-Cu 합금 접합 :  Cu를 W에 대하여 활성금속 casting

. Cu-Cu 합금접합 : Cu-In-Sn-Ni 합금을 이용한 금속 brazing( ∼750℃)

. W-Cu 합금 접합 : Cu,Mn 금속에 의한 금속 brazing(∼900℃)

  금속 brazing 은 취성이 있는 inter-metallic compound (Be2Cu) 의 성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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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Cu-Cr-Zr 의 over-aging 을 제한한다. 접합부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mock-up을 만들고 실제와 같이 고온에서 cooling 을 하면서 기계적 시험과 

구조 해석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Be-Cu와 W-Cu 접합을 수행한 small scale 

mock-up 에 대한 열 피로 시험 결과는 그림 2-16 과 같다[6].

    

      

Fig. 2-16 Main results of high heat flux tests with small-scale mo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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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First wall  적용을 위한 내열금속 접합 

    

    4-1 융합로에서 플라즈마와 마주하는 부품들에 대한 접합 기술 

   ITER 의 경우 플라즈마와 마주하는 부속품의 armour 재료서 beryllium 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밖에 tungsten, carbon-carbon 복합재가 거론되고 

있다. Beryllium 은 낮은 질량수와 비교적 높은 열전달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적은 tritium 보유량, 그리고 로 안의 분위기에서 작은 activation 특성을 가지므

로 융합로의 first wall 재료로 적합하다. 재료의 작은 원자량은 토카막 내에서 

플라즈마의 특성을 좋게 한다. 반면에 beryllium은 산소와 반응성이 좋아 거의 

모든 원소들과 inter-metallics 를 형성하여 브레이징이 어렵고 강도 및 연성이 

떨어진다. 이 재료와 잘 어울리는 재료는 Ge,  Si, Ag, Al 등이 있으며 온도와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경우 inter-metallics 가 거의 없는 접합부를 얻을 수 있다.

   ITER 의 PFC's (plasma facing component) 는 duplex 구조로서 열 sink 재

료와 beryllium 이 접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Divertor 나 limiter 는 Be-Cu 가 접

합된 형태이고, first wall 은 Be-stainless steel 이 접합된 형태이다. 이 접합부

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좋은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하며, 주기적인 열 도 변

화에 대하여 열화 (degradation) 되지 말아야 한다. 

  현재 고려되는 접합방법은 브레이징과 확산접합이다. 브레이징은 이종 금속 접

합에 사용되는 접합 방법으로 열 도 변화에 강하고 좋은 열전달 특성을 갖는

다. 브레이징 filler 재료로는 은이 함유된 재료가 사용되었으나, 최근 연구를 통

해 은이 운전 중 진공 용기 내로 기화되어 브레이징 특성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브레이징 공정 중 재료 표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표면은 오염물이 없도록 

깨끗이 해야 한다. Filler 를 사용하는 경우 표면에서 산화층을 제거하면 wetting 

이 잘 이루어진다. 표면 처리는 기계적, 화학적인 방법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표

면에 plating 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접합부의 형상은 사용 중 하중을 충분히 견

딜 수 있는 크기 및 형상을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iller 와 브레이징 재료 

사이에서 inter-metallics 를 형성하는 경우 접합부의 물성을 취약하게 하므로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산 (diffusion) 보호막을 사용하기도 한다. 확산 barrier 로 

사용되는 재료는 대상재료와 inter-metallics 을 만들지 않는 적합 재료여야 하며 

접합 중에 광범위한 합금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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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이상에서는 구리와 beryllium 사이에 inter-metallics 급격히 발생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inertia 용접이나 폭발 용접이 사용함으로써 

inter-metallics 의 발생을 방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 다. 미국의 SurMat 

Corporation , Northwest Technical Industries 에서는 확산 barrier 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구리와 beryllium을 브레이징 접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열팽

창계수에 의해 큰 잔류 응력이 발생한다. 큰 잔류 응력 방생을 줄이기 위해 두 

접합 층 사이에 유연한 (compliant) 층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Sandia National Lab. 에서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ITER 의 이중 구조의 PFC 

는 inter-metallics 발생 방지를 위해 barrier 사용하는 브레이징과 확산접합기술

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7].

 

     4-1-1 브레이징

 

    브레이징은 접합 대상물을 용융시키지 않고 대상물 사이의 filler 재료를 45

0℃ 이상에서 용융시켜 대상물을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좋은 브레이징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7].

   - Filler 재료가 용융되어 대상물에 잘 wetting 되어야 한다.

   - Filler 재료는 사용분위기에서 대상물과 적합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재료는 inter-metallics를 형성하지 말아야 한다.

   - 표면의 오염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 접합될 대상 재료가 충분히 근접하도록 접합부가 설계되어야 한다.

        4-1-1-1  Wettability

  

       Filler 재료는 브레이징 하는 동안 모세관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 접합하

는 재료와 wetting 되어야 한다. Wetting 은 filler 재료가 용융상태에서 접합 대

상 재료 표면과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접합 재료와 강한 접합 상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Wetting 상태가 좋으면 void 가 없는 브레이징 접합부를 

얻을 수 있다. Wetting에 향을 주는 인자는 표면의 산화 정도, 거칠기, filler 

와 대상물 사이의 합금 생성, 그리고 분위기(진공 혹은 기체상태) 등이다. 새로운 

filler 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급격한 고상화 amorphous foil 과 titanium 첨가 

filler metal 등이 그것이다. Flux 는 브레이징 되는 동안 산화 막을 깨뜨리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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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 wettability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gas가 발생하고 slag가 가 남게 되

어 접합 결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Beryllium 의 wetting은 브레이징 온도가 증가 할수록 좋아진다. Beryllium 에 

Ag 와 Ge 를 wetting 시키는 경우 알곤 분위기에서 1000 ℃ 에서는 wetting 좋

지 않으나, 1150 ℃ 정도에서는 wetting 이 잘 발생한다. 알루미늄을 beryllium 

에 wetting 시키는 경우 진공 중 710 ℃ ∼ 760 ℃에서는 wetting 이 잘 되지 

않으나, 알곤 분위기에서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wetting 이 발생된다. 

Cu 의 경우 진공 중 1108 ∼ 1133 ℃ 에서는 wetting이 발생하지 않으나 알곤 

분위기에서는 wetting 이 발생한다. Beryllium 과 관련된 filler 의 경우 3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7].

    - Ag, Cu 와 Au를 포함하는 filler

    - Pd-2.1% Be 과 Ge

    - Zr-5% Be, Ti-6% Be 과 Al

     4-1-1-2 Filler metal 

     Wetting 정도와 함께 접합 부분에서의 filler 재료의 흐름이 중요하다. 온도

가 높을수록 점도가 떨어지는데, 이 밖의 filler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표면

조건, filler 재료의 용융 온도 범위, 대상물과 filler 재료의 반응 성 등에 향을 

받는다. Filler 는 브레이징 중 대상물과 합금을 만들거나 재료 내로 확산하거나, 

입계의 용융, 그리고 imter-metallics 가 발생하게 된다. 적당한 filler를 선택하고 

온도, 시간, 그리고 냉각 속도들을 조절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현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핵융합로의 부품 중에서 브레이징 filler 를 선택하는 경우 로 안의 플라즈마 

분위기와 적합한지를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 ITER 의 경우 Ag, Au 그리고 

몇 개의 다른 재료는 운전 중 로 분위기에서 오염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

용이 제한된다. 두 번째 선정조건은 운전 온도에 대한 재료의 온도 적합성이다. 

세 번째는 filler 재료와 대상재료가 inter-metallics 를 형성하여 취약한 접합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4-1-2 확산접합 (diffusion bonding)

  확산접합은 두 개의 금속이 접촉면에서 원자의 이동과 기계적인 변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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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접합방법이다. 확산 접합이 되기 위해서는 두 재료가 결정 격자 상수 만큼 

가깝게 위치되어야 한다. 이때 충분히 온도가 높고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filler 

재료 없이 접합이 가능하다.

 Beryllium과 aluminum을 접합시키는 경우 접합 부위의 산화 막을 제거시켜야만 

확산접합을 할 수 있다. 확산접합에서 압력이 필요한 이유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shear displacement 에 인해 산화 막이 깨뜨려지기 때문이다. 재료의 표면의 조

건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거친 표면에서 shear displacement 가 크게 발생하므로 

산화 막을 제거하기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표면 거칠기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를 올리는 것은 열에너지가 재료의 확산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확산접합 

방법으로 friction welding 과 explosive bonding 이 고려되고 있다. 확산접합은 

보통 동종의 재료에 대하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종재료의 경우에는 

접합부에 중간 (intermediate) 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간층은 접합 대상

재료 사이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barrier 역할뿐만 아니라 산화 막을 

제거하는 효과도 갖는다. Aluminum 은 titanium 과 tantalum 을 중간층으로 하

여 copper 와 접합될 수 있으며, beryllium 은 aluminum 을 중간층으로 하여 

beryllium 과 접합될 수 있다.

   4-2. Beryllium을 armor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접합 연구 현황

   Beryllium 을 armour 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접합 연구는 ITER 참여 국가들

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접합 방법으로는 브레이

징과 확산 접합 방법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의 경우 표면의 산화 

막을 없애기 위해 galvanic (or electroplated) coating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음은 각 국가별로 수행된 beryllium 접합에 대한 연구 현황이다[7].

   4-2-1 러시아에서의 연구 현황

   Beryllium - beryllium 브레이징에 aluminum filler 을 사용하는 방법이 성공

적으로 수행되었다. 표면의 산화층을 없애기 위해 5 ∼ 7 micron 의 galvanic 구

리 coating 을 대상 재료에 수행하여 접합 특성을 향상 시켰다. 브레이징은 680 

∼ 700 ℃ 의 진공 중에서 수행되었다. Beryllium 과 구리 사이의 브레이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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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Sn-In amorphous filler 재료를 사용하 다. 브레이징 조건은 800 ℃ 에

서 120 초 동안 진공가열을 유지하 다. Amorphous 합금 Zr-Ti-Fe-Be 그리고 

micro crystalline 합금, Al-Si 그리고 Cu-Ni-Sn-In 과 같은 filler 재료들이 연구

되었다.

 

  4-2-2. 일본에서의 연구 현황

  Beryllium 과 구리를 접합하는 경우 inter-metallics 의 형성 방지를 위한 15 

micron 두께의 니켈 혹은 크롬 중간층을 사용하여 브레이징 하 다. Filler 로는 

Cu sil 을 사용하고 800 ℃에서 7 분간 진공 가열 유지하 다. Cr 혹은 Ni 은 구

리 쪽으로 확산 하 으며 은은 브레이징 부분에 남아있고, 아무런 inter-metallics 

가 형성되지 않았다. 

  CFC 를 구리 heat sink 에 접합시키는 연구가 JAERI 에서 수행되었다. CFC

는 Ti Cu sil 브레이징 합금을 이용하여 구리에 접합시켰으며 진공 중 850 ℃ 로 

가열하 다.

  4-2-3. 국에서의 연구 현황

  JET (Joint European Totus) 연구와 관련하여 beryllium (SR-200E, S-200F) 

을 구리 합금(CuCrZr)에 확산접합 혹은 브레이징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HIP 

을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좋은 방법으로 beryllium sheet 에 은 filler 

metal 을 사용하여 HIP 로 650 ℃ 가열하고 15 분 동안 103.4 MPa로 가압하

다. Beryllium-silver 와 copper-silver 사이에 최소한의 반응 역이 발생하 다.

  JET 연구와 관련하여 CuCrZr 합금을 beryllium 과 브레이징 접합하 다. 몇 

개의 filler 재료가 개발되었으며 유도 가열 코일을 사용하여 진공 중 브레이징 

하 다. 조립압력은 0.3 MPa 정도 으며 450 ℃에서 300 초 브레이징 하 다.

 

   4-2-4. 미국에서의 연구 현황

   Beryllium 과 알루미늄을 진공 로 에서 브레이징 하기 위한 연구가 Sandia 

National Lab 에서 수행되었다. 표면의 산화층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aluminum을 filler 로 하여 beryllium 과 beryllium을 확산 접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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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llium 에 aluminum 을 vapor deposition 한 후 beryllium 과 확산 접합하

다. 온도는 670 ℃ 정도이며 35 ∼ 350 MPa 로 가압하여 진공 중에서 접합하

다.

  4-3. Tungsten 내열 합금 및 열 sink 재료의 접합  

  핵융합로에서 플라즈마와 접하는 first wall 의 armour 재료로 tungsten, 

carbon 혹은 beryllium 을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First wall 구조물에

서는 900 ℃ - 1000 ℃ 의 He 이 냉각재로 사용되므로, 이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구리합금을 이용하여 열 sink 을 만들고, 이 구리 sink 표면에 내열 재료

를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핵융합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좋은 고온 특

성을 갖는 열 sink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내열 재료는 고온에서 안전하고 열전

도율이 좋아야하며, 사용하는 heat sink 재료와 열팽창 율이 비슷하면 접합부의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접합방법으로 용접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 응

력과 외부 응력이 합쳐져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확산접합이나 

브레이징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접합부의 결함을 줄이

고 응력의 발생을 줄이므로 운전 중 유리하다.

  두 종류의 tungsten 합금과 molybdenum 합금을 열 sink 재료로 선정하 다. 

Tungsten은 Cu 와 Ni  을 함유하고 있으며, TZM molybdenum 은 높은 온도 

안정성 때문에 선택되었다. 이 재료는 재결정 온도가 1450 ℃ 정도로 순수한 

molybdenum 보다 약 250 ℃ 정도 높다. TZM molybdenum 의 브레이징 filler 

재료는 paladium 계를 사용하 다. Brazing 온도는 1100 - 1200 ℃ 정도로서 

TZM molybdenum 과 tungsten을 접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열 sink와 armour 

재료 그리고 brazing 재료 및 온도는 표 2-8 과 같다[8].

  모든 filler 두께는 50 - 75 ㎛의 foil 을 사용하 다. Tungsten armor coupon 

은 1.5cm × 1.5cm × 1.5 mm 로 절단한 후 polishing 하고 아세톤으로 세척하

다. 열 sink 재료는 2 cm × 2 cm × 3 mm 로 절단하여 armor coupon 의 경우

와 같이 시편을 준비하 다. Brazing 은 2 개의 armor 시편과 sink 시편 사이에 

filler를 놓고 약 200 g 정도와 무게를 올려놓은 후 1.0 ×10
-5 
torr 진공도에서 가

열하 다. 온도는 20 ℃/min 속도로 노의 온도를 올리고 300 초 유지한 후 노 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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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Materials and bonding temperatures used in brazing 

experiments.

Heat sink 

material

Armor 

material
Braze alloy

Braze 

temperature(℃)

90% W W      Pd - Co 1275

90% W W      Zr - Ni 1000

90% W W      Ni - Cr - B - Ti 1200

95% W W      Pd - Co 1275

95% W W      Pd - Ni 1275

95% W W      Zr - Ni 1000

95% W W      Ni - Cr - B -Ti 1200

95% W       W - La      Pd - Co 1275

Mo TZM W      Pd - Co 1275

Mo TZM W      Pd - Ni 1275

Mo TZM       W - La      Pd - Co 1275

사용된 재료의 조성은 표 2-9 와 같다.

Table 2-9 Composition of test materials (wt%)

  90W-6Ni-4Cu

  95W-3.5Ni-1.5Cu

  99.4Mo-0.5Ti-0.08Zr

  Pd-40Ni (Ts = Tl = 1238 oC)

  Pd-35Co (Ts = Tl = 1219 
o
C)

  Zr-17Ni (Ts = 982 
o
C, Tl = 986 

o
C)

  Ni-15Cr-3.5B-0.5Ti (Ts = Tl = 1055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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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armour 재료인 tungsten 을 열 sink 재료인 tungsten 계 및 

molybdenum 계 재료에 bonding 하는 방법이 조사되었다. Palladium-nickel, 

palladium-cobalt binary 계 filler를 사용하여 1100 ℃ - 1200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brazing 하 다. Zr-17Ni, Ni-15Cr-3.5B-0.5Ti filler 가 좋은 결과를 보

으나, 연성이 감소하고 2 상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 다. 연성의 감소로 인해 

그림 2-17 과 같이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Armor 재료로는 

lanthanum oxide를 포함하는 tungsten이 순수 tungsten에 비해 인성이 좋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8].

         

Fig. 2-17 Cross-section of 90% tungsten (top) brazed to pure tungsten 

1000°C using Zr–17Ni. Arrows indicate crack formed in fillet which 

propagated into tungsten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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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Stainless steel/Cu 합금의 새로운 접합 방법

 

  ITER 에 사용되는 shielding blanket 에서는 열 sink 의 Cu 합금과 stainless 

steel 이 접합된다. 접합 방법 중 HIP (Hot Iso-static Pressing) 이 제일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asting fast 브레이징, 그리고 explosion 접합 방법이 새

롭게 제시되고 있다. Casting 방법에 의한 SS/CuCrZr 접합의 경우 인장시험에서 

균열이 CuCrZr 의 모재에서 발생했으며 SS/CuCrZr 접합경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접합 방법에 대한 접합 특성에 관한 내용이

다. 

    - Cast

   Stainless steel 위에 CuCrZr 을 1150 ℃ 로 10 분간 유지하여 casting 한다. 

이후 Cu 합금의 강도를 크게 하기 위해 980 ℃에서 1 시간 solution annealing 

한 후 수냉하고 480 ℃에서 4 시간 aging 한다. 그림 2-18 에서 보듯이 casting 

한 후 열처리 한 시편이 큰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9].

   - Fast 브레이징 (brazing)

   러시아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25 % Mo 을 함유하는 amorphous 

Cu-Sn-In-Ni (50㎛ 두께) 리본을 filler 로 하여 800 ℃에서 약 10 초 유지하여 

브레이징 한다.

   -  Explosion bonding

   상온에서 20mm 두께의 CuCrZr 평판위로서 5 mm 두께의 stainless steel 을 

폭발 접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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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Tensile curve of the cast SS/CuCrZr joint after casting (1) and 

after casting followed by heat treatment (2). 

   4-5 접합 평가

   ITER 에서의 열 피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냉 계통 파이프 및 지지 판과 

비슷하도록 그림 2-19 와 같은 SS/CuCrZr mock-up 을 설계 제작하 다. 열 

cycling 시험은 TSEFEY-M 전자빔 장치를 사용하 다. 이 방법을 통해 ITER 

운전 중 SS/CuCrZr 이 접합부에 대한 열 적 기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열 loading 은 15 MW/m² 으로 하 다. 1000 cycling 후 접합부에는 아무런 결

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leak 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ast SS/CuCrZr 접

합부의 경우 충분한 열 적/기계적 강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ITER 에 사용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폭발접합의 경우도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브

레이징의 경우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실험에 사용하지 못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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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9 Thermal fatigue test of cast SS/CuCrZr joint. 

  4-6 Vanadium 합금과 stainless steel  의 브레이징 접합부 인성  

  First wall 부속물에 대한 브레이징 기술이 최근 급격히 발전되고 있다. 

Armour 재료로는 W, Mo, SiC, B4C, C/C 그리고 Si3N4가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 

vanadium 이 first wall 및 blanket 의 좋은 후보 재료로 거론되고 있다.  

Vanadium 합금은 고온에서 좋은 열전도 성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기계적 강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lithium, sodium, Li-Pb 합금과 같은 액체 금속에 대하여 

화학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낮은 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융합로 내

벽에 사용하는 경우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갖는다.

  Vanadium 합금의 접합 방법으로는 초기 GTA용접을 수행하 으나 방사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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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의해 열 향부가 취성을 가지게 되므로 first wall 에 사용하기 어려운 접

합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브레이징은 이종재료에 사용하는 경우 좋은 wettability, 

작은 열 향부, 작은 잔류 응력, 작은 변형 특성을 가진다. 

   브레이징 작업에서 대상물 및 filler를 원하는 온도로 가열하기 위해 여러 가

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induction brazing, 

torch brazing 그리고 furnace brazing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Induction 브레이징

   Induction 브레이징은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Inductive 가열

의 특징은 여러 부속물 중에서 선택적으로 대상물을 가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 Torch 브레이징 

    Torch 브레이징은 연료가스 불꽃으로 filler 를 가열한다. 이 방법은 튜브나 

shel l과 같이 형상이 복잡한 경우 사용하기 수월하다. 또한 현장에서 운반 및 작

업성이 좋으므로 산업현장에서 냉동기, 열 교환기, 압축기, 그리고 배관작업에 유

리하다.

   - Furnace 브레이징

    특정한 분위기에서 가열하여 브레이징한다. 미리 대상물과 filler 를 장입하고 

진공이나 비 활성기체 분위기에서 가열하여 브레이징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 가

스를 소량 첨가함으로써 브레이징 특성을 좋게할 수 있다. 

   4-6-1 V-5Ti-5Cr/SS 304 브레이징 접합부의 응력 변형율 관계

   Vanadium 과 stainless steel을 접합하기 위해 BCu-1 계열의 filler 를 사용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BCu-7의 경우 매우 취성이 큰 접합부를 얻었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 계열과는 다른 브레이징 filler 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Vanadium 합금 (V-5Ti-5Cr) 과 SS 304 재료를 브레이징하기 위해 Au-18Ni 

filler 를 사용하 다. 진공 가열로에서 10
-4
 ∼ 10

-5
 Pa 정도로 진공상태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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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970 ℃에서 브레이징 하 다. 가열 방법은 10 ℃/min 으로 가열 냉각하 으며 

970 ℃에서 5 분 유지시켰다. Butt 접합부를 만든 후 그림 2-20 과 같은 시편을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하 다. 노치가 없는 시편은 접합부의 인장특성을, 그리고 

노치가 있는 시편은 파괴 인성 값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노치를 가진, 그리고 노치를 가지지 않은 접합시편의 응력 변형율 곡선은 그림 

2-21 과 같다. 응력은 시험 전 측정된 브레이징 접합 면적을 사용하여 계산되었

다. 노치가 없는 시편의 경우 인장강도가 245 MPa, 최대 변형율이 1.3 % 는

데, 이 값은 인장강도의 경우 V-5Ti-Cr 모재의 반 정도, 그리고 SS 304 의 경우

의 약 1/3 정도의 값이었다.

  노치가 있는 시편은 그림 2-21 과 같이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며 인장 강

도 및 변형율 값이 노치가 없는 시편에 비해 매우 작다. 인장강도는 약 82 MPa, 

최대 변형율은 0.25 % 정도이다. 표 2-10 에 모재의 인장강도 및 최대 변형율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 filler 에 대한 접합시편의 강도변화 및 최대 변형율 값을 

나타내고 있다[3].

       

Fig. 2-20 The geometries of tensile specimens from the V–5Ti–5Cr/Au–

Ni/SS 304 brazed joint: (a) unnotched specimen; (b) notch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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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Stress–stain relationship of both notched and unnotched specimens 

from the V–5Ti–5Cr/Au–Ni/SS 304 brazed joint. 

Table 2-10 Tensile property of base materials and brazed joints.

Materials and joints Base materials Brazed joints with filler alloys

V5Ti5Cr SS 304 AuNi MBF80 AuNiPd Cu

Processing conditions as-processed as-processed Brazed at Brazed at Brazed at Brazed at

970℃ 1100℃ 1140℃ 1100℃

Tensile strength(MPa) 550 720 245 83 42 85

Strain to failure 13 32 1.3 0.15 0.1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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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파괴 인성

 

    인장을 받는 노치 시편의 파괴 인성치를 측정하기 위해 Irwin 이 정의한 

stress intensity factor (KI)를 사용하 다[3].

                      KI = Fσ∞√πa          (1)

여기서 σ∞는 remote 응력, F는 형상 무 차원 상수, a는 균열이 W는 시편 폭을 

나타낸다. Critical loading 값에서의 KI 값을 KIC라고 정의한다.

                   KIC= F(a/w) σ∞√πa     (2)

또한 노치시편과 같은 경우 형상, 무 차원 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F(a/w)=1.12 - 0.23a/w + 10.6a
2
/w
2 
- 21.7a

3
/w
3 
- 30.4a

4
/w
4    

(3)

   노치를 갖는 시편의 경우 계산된 KIC 는 20 MPa√m 이다. 표 2-11 에 

V-5Ti-5Cr 모재 및 각각의 filler에 따라 KIC 값을 나타내었다. AuNi filler 의 경

우 얻어진 KIC값은 모재  V-5Ti-5Cr 의 110 MPa√m 에 비해 매우 낮은 값임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레이징된 접합부분의 강도 및 인성은 모재의 비해 

매우 낮으며 따라서 접합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2-11 Fracture toughness of V-5Ti-5Cr alloy and the brazed joints.

   

Base materials and V-5Ti-5Cr Brazed joints with filler alloys

BRAZED JOINTS as-processed AuNi MBF80 AuNiPd Cu

Fracture toughness

    

     110 20

  

  1.7

   

  2.1

 

11

KIC(M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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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파괴 및 손상기구

  접합 시편의 파면을 보이는 그림 2-22 (a),(b)는 각각 vanadium 합금과 

stainless steel 방향의 파단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filler 와 모재 사이의 접합부에서 기공의 부분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기공이 많

은 부분은 모재와의 wetting 정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에

서 보듯이 304 stainless steel 과 AuNi 의 경우 흰 부분이 적게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AuNi와 stainless steel 이 vanadium 합금보다 wettability 가 좋고 따라

서 접합 특성이 좋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anadium 합금과 

stainless steel 의 브레이징 filler 로서 AuNi가 매우 적절한 재료임을 알 수 있

다.

                

Fig. 2-22 Fracture surfaces of brazed V–5Ti–5Cr/304 stainless steel joint 

with Au–Ni filler: (a) V–5Ti–5Cr side; (b) stainless stee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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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핵융합 응용을 위한 세라막 재료의 접합

  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고온의 플라즈마 facing 재료로서 ceramics 기지 

복합재가 유용하다. 예상되는 재료로는 carbon fiber reinforced carbon 

composites (CFC), carbon fiber reinforced silicon carbide composite (Cf/SiC) 

그리고 Silicon carbide fiber reinforced silicon carbide composite (SiCf/SiC) 등

을 생각할 수 있다[10].

  세라믹 재료에 볼트나 리벳과 같은 기계적인 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재료

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지게 되므로 새로운 접합 방법이 필

요하다. 세라믹과 세라믹 혹은 세라믹과 금속재료를 접합하기 위해 현재 고려되

고 있는 접합 재료로는 순수 금속, rheo-cast alloy, 그리고 glasses 등이 있다. 

또한 이 재료들은 열적/기계적 성질 및 저 활성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재료는 취약한 세라믹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

서 브레이징이나 고상 반응으로 접합시킨다. 

  세라믹 기지 복합재는 적은 중성자 활성화 특성을 가지며, 작은 원자량과 높은 

용융 온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플라즈마 facing 재료로 적합하다. 그러나 여러 가

지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접합 방법 및 재료의 선정이 필요하다. 접합재료는 

접합 대상 재료와 마찬가지로 적은 중성자 활성화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세

라믹 재료의 경우 기계적으로 취약하므로 높은 압력으로 가압하는 공정을 가져

서는 안 된다.

    4-7-1 SiCf / SiC 복합재

   브레이징 filler 를 사용하여 SiCf/SiC 복합재료들을 성공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다. 1425  ℃ 에서 SiC fiber 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45 분에서 1 분 동

안 유지시간을 변화시킨 후 천천히 냉각시켰다. SiCf/SiC-Al-SiCf/SiC sandwich 

형태의 접합을 1000 ℃ 에서 수행하 다. 복합재료와 Al 사이의 접촉부에서 보이

는 aluminum carbide 는 접합 특성에 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zirconium 을 사용하여 압력을 주지 않고 접합재의 활성에 의해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고상 접합시킨다. 이때 zirconium carbide 와 silicide 가 형성되

는데, 이 접합의 경우 dense 하고 연속적인 접합면을 얻을 수 있으나 기계적인 

강성은 좋지 못하다. Glass 재료로는 zinc borate glass (ZBM) 가 매우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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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ZBM glass 는  SiC 와 반응하면서 복합재료에 침투되어 

porosity 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4-7-2 CFC 복합재

    CFC 는 Si filler 그리고 Al filler를 사용하여 브레이징 접합을 할 수 있다. 

접합부에서의 carbide 형성에도 불구하고 접합 전단 강도는 Si 의 경우 22 MPa 

정도, Al 의 경우 10 MPa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Si 접합의 경우 silicon 접합

부에서 파단이 발생하며, Al 접합의 경우 Al4C₃와 복합재 사이에서 파단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 다.

  Ti 를 사용하는 경우 치 한 접합부를 얻을 수 있으나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없다. 이 경우 titanium carbide 가 형성되어 매우 작은 강도만을 얻을 수 있다.  

CFC 의 경우  glass 는 wettability 가 적어 접합재로 사용할 수 없다. CFC의 

경우 접합하기 위해 최근 Cu-Pb rheocast 합금 (RCA) 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

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CFC 가 Cu 로 제작되는 first wall 의 열 sink 와 접합

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접합재는 연성이 좋은 Cu/Pb (1:1 weight) 

rheocast 합금을 사용하 다. Sandwich 형태의 CFC/RCA/CFC, Cu/RCA/Cu 그

리고 CFC/RCA/Cu 접합부를 제조할 수 있으며, 전단 강도는 1.5 MPa ∼ 3 

MPa 정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다.

    4-7-3 Cf/SiC 복합재 

    Cf/SiC 복합재에 대한 접합재로는 silicon 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silicon 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가 접합 대상 재료로 침투되는 현상이 보인다. 

Silicon  carbide 가 silicon 과 C fiber 접합부에 형성된다. 이것은 인장 강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SiC-Si-Cf/SiC  접합부의 경우 전단 

강도가 7 MPa 정도이며 주로 peeling 에 의해 재료가 파손된다.

   SiCf/SiC , CFC 그리고 Cf/SiC 에 대해서는 금속과 glasses 를 이용하여 접합

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 경우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거나, 혹은 그렇

지 않더라도 치 한 접합부를 얻을 수 있다. 고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떨어지더라도 Zr, Ti 재료의 filler 가 적합하여, 기계적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접

합재료 Si 가 사용된다. 산화 방지 접합재로는 ZBM glass 가 사용되며 g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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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 합금) 등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든 재료는 

LAM 재료 즉 저 활성화재료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재료에 대한 접합방법 및 

filler의 선택,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강도 및 접합 상태등 을 표 2-12 에 정리하

다[10].

Table 2-12 Joining materials, process temperature and time, morphology of 

the joints, interfacial reaction products, shear stress and failure behaviour of 

the sandwiches.

Joining material
Thermal

 treatmeat ℃

Time 

(min)

 morphology 

of the joints

 Interfacial 

reaction 

products

σ(MPa)
Average adhesive 

shear stress τ (MPa)
Failure mode

SiCf/SiC  - as received  - - -   367。           - -

 - 1425  45 - -               233。           - -

 - 1425  1 - - 348.5。           - -

totally infiltred by Si 1425  1 - - 334.5。           - -

 Si 1420  ≤45 joining infiltration - -          15。 composite

 Al 1000   45 joining Al₄C₃ -          - -

 Zr 1200 45 joining ZrC -          - -

 SB 1310 45 joining - -          - -

 SAB 1310 45 joining - -          - -

 ZBM 1200 45 joining infiltration - -          15。 composite

CFC  - as received  - - - 55           - -

 Si 1420 ≤45 joining SiC -          22 joint

 Ti 1420 45 joining TiC -          - -

 Al 1000 45 joining Al₄C₃ -         10 interface

 Cu/Pb RCA 710 30 joining - -         1.5 interface

 SB 1000 45 no joining - -          - -

 ZBM 1200 45 poor joining - -          - -

Cf/SiC  - as received - - - 381          - -

 - 1425 1 - - 336          - -

totally infiltred by Si 1425 1 - - 361          - -

Si 1410 0 joining infiltration SiC -          7 composite

The 
o
 stand for SiCf/SiC produced by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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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Silicon nitride 와 금속재료와의 브레이징 

   유럽의 AGATA (Advanced Gas Turbine for Automobiles) 프로그램 혹은 

EUREKA 프로그램으로, 고온에서 사용되는 silicon nitride 를 자동차의 금속 축

에 접합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Si3N₄는 고온에서 충

분한 강도와, 열 충격, 열 피로, 그리고 부식 및 마모에 대하여 우수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이 같은 ceramic 재료와 금속재료를 접합하는 경우 두 재료사이의 기

계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활성화 filler 금속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재료를 선택한 후 조합하여 사

용함으로써 적절한 filler 를 선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11].

 

- Matrix Pd 50 - Cu 50 at % 의 내열재료

- 활성재료로 Ti, Nb, W

- 금속재료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활성 element

                              

     

         Fig. 2-23  Principle of the Si3N4 braz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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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filler 재료는 내열 특성을 가지며 활성 element를 포함하고 대상재료와 구조

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접합되는 형태는 그림 2-23 과 같다.

    4-7-4-1 PdCu+Ti system 

   반응성을 조절하기 어려우며 모든 titanium 이 PdCu 에 용해 흡수된다. 

CuTi, Pd-Ti, Ti-N 그리고 Ti-Si 와 같은 inter-metallic compound 가 형성된

다. 접합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solder 에 의해 ceramic 이 깊게 침입을 받는다. 

반응 역은 약 80 ㎛ 두께이다.

    4-7-4-2  PdCu+Nb system

    Nb5Si₃compound 가 형성된다. 접합부는 Cu와 Pd-Nb 상으로 구성된다. 접

합부에서의 반응 두께는 15㎛ 정도이다.

     4-7-4-3 PdCu+W

     1210。C 까지 아무런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PdCu 기지로 하고 Nb를 활성화 compound 로 하는 filler가 Si3N₄

의 접합재로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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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이종 재료의 접합 기술

  ITER 의 PFC 나 혹은 Generation-4 원자로와 같이 고온에 접하면서 큰 방사

선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선택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재료는 일반적으로 취약하거나 가격이 비싸므로 일반재료에 부착 

하거나 cladding 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 역시 높은 온도에서의 운전을 피하기 위해 열전도성이 좋은 재료를 

접합하여 열을 방출시킴으로써 운전 온도를 낮추는 설계 개념을 갖는다. 따라서  

특성이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한 접합 기술은 극한 운전 조건에서 운전되는 핵융

합로와 미래형 고온 원자로의 설계 및 제작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

다.

  이종 재료 (dissimilar metal) 를 접합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재료 중에서 작

은 강도를 갖는 재료의 강도와 같은 접합 강도나 혹은 연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합부에서 파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종 재료를 접합하는 경

우 금속과 inter-metallic compound 사이의 천이 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

다. 

  용융 접합의 경우 이종 금속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phase 

diagram 이다. 두 개의 재료사이에 solubility 가 있는 경우 성공적인 용접이 가

능하다. 두 금속 사이에서 inter-metallic compound 가 형성되는 경우 균열의 발

생, 연성 그리고 부식성에 많은 향을 준다. 금속 간 화합물의 미세 구조가 매

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제 3 의 재료를 사용하여 두 재료 모두를 용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하고 내구성 있는 접합부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은 열팰창 계수이다. 또한 용융 온도의 차이에 의한 향도 고려해야 한다.

  구리를 steel 에 용접하는 경우 두 금속은 서로 soluble 하지 않다. Nickel 은 

두 재료 모두에 대하여 soluble 하므로 filler 로 사용하여 구리와 steel 을 접합 

시킬 수 있다. 이종 금속을 접합하는 경우 composite insert 를 끼워 넣은 후 접

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로 용융시키지 않는 solid phase welding 을 수행

한다.

   5-1 고상 접합 (solid state welding)

  고상 접합은 용융 접합 방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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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융 점 이하의 온도에서 접합을 수행한다.

2) 용융되지 않으므로 접합면에서의 전기적 물성이 우수하다.

3) 이종 금속 간의 용융 용접에 비해 이종 금속간의 고상 접합은 일반적으로     

  그 특성이 우수하다. 

4) 깊이가 큰 접합면이나 큰 접합부에 사용될 수 있다.

 

 고상 접합은 일반적으로 filler 없이 접합 대상물의 용융 온도 이하로 온도를 상

승 시켜 접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압력은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을 수도 있

다. 이종 금속의 접합은 고온에서의 냉각이나 혹은 교류 손실을 고려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구리와 CuNi 그리고 구리와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특성이 다른 재

료에 많이 사용되는 접합 기술이다. 고상 접합 방법으로는 cold welding, 

diffusion welding, explosion welding, roll welding, ultrasonic welding 등이 있

다. 이 공정 들은 주로 시간, 온도 및 압력 변수를 이용하여 모재 (base metal) 

의 용융 없이 접합하는 기술이다.

   Solid state welding 은 매우 오래 된 방법이면서도, 또한 가장 최신의 방법이

기도 하다. 장점은 모재나 filler 의 용융이 없어 용융부 (nugget) 를 만들지 않으

므로 모재의 물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열 열향부 (heat affected zone) 을 만들지 

않는다. 이종 금속 (dissimilar metal)을 접합하는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팽

창율 및 열전도율의 향을 용접에 비해 적게 받으므로 용접에 비해 물성 유지

에 유리하다. 유지 시간은 몇 micro-second 에서 몇 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

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경우 유지 시간이 짧아진다[12].

  

     5-1-1 Cold welding 

    온도의 상승 없이 상온에서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소성 변형을 일으켜 재료

를 접합한다. 재료의 표면을 깨끗이 하고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해 접합시키다. 얇

은 재료의 경우 간단한 tool을 이용하여 높은 압력은 얻을 수 있으나 두꺼운 재

료의 경우 매우 큰 장치를 요구한다. 주로 연성이 좋은 재질에 사용되며 알루미

늄과 구리의 경우 많이 쓰인다. Copper 와 알루미늄 이종 금속의 경우 cold 

welding 으로 접합될 수 있다.

  표면의 grease 를 없애고, 표면을 연마 혹은 scratch brushing 하여 서로 가압

시켜 접합한다. 일반적으로 50 - 95 % 의 소성 변형으로 연성이 큰 재료의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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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사용된다. 접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산화막 두께와 다른 하나는 가스

나 혹은 수분과 같은 외부 게재물이다. Scratch brushing 으로 산화 막을 제거하

고, work hardening 된 부분이 산화 막 사이에 놓이게 되면 가압에 의해 산화막

이 깨지게 되어 깨끗한 표면이 생기게 된다. 

 이 방법은 spot indentation 을 설치하는 sheet metal 접합에 사용된다.  또한 

aluminum 케이블의 butt 접합이나 구리 도체의 butt 접합에도 사용된다. 얇은 판

재의 경우 indentation 방법이 불리한 경우 초음파 welding 을 이용한다. 

  Heat source 는 없으며 방법은 표면을 깨끗이 하고 scratch brush 작업을 한 

후 큰 압력을 가해 액 50 - 95 %  정도의 변형을 주어 접합시킨다. 대상은 

sheet metal 의 spot pressure welding, 알루미늄 케이블 피복재의 길이 방향 접

합, 구리 선재나 rod 의 butt 접합, 금속 foil 접합 등에 사용된다.

   5-1-2 Diffusion welding 

   Diffusion welding 은 브레이징과 고상 용접의 중간 형태 용접이다. 접합면의 

중간에 금속을 위치시킨 후 서로 접촉 시키면 이종 또는 동종 금속에서 양쪽 대

상물과 함께 서로 diffusion 되면서 접합된다. 중간물은 금속판이나 혹은 plating 

을 해서 사용하며, 혹은 interlayer 없이 서로 친화력이 있는 경우 그대로 접합할 

수 있다. 진공 분위기 혹은 수소 분위기에서 온도를 상승 시키고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킨다. 이 방법은 molybdenium 이나 tungsten 과 같은 고  용융 금속의 접

합에 많이 사용된다.

  Diffusion welding 은 microscopic deformation 이나 part 들의 상대적인 이동 

(relative motion) 은 발생하지 않는다. Filler metal 은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방법은 refractory metal (고온 금속 : 내화물) 이 재

료적으로 향을 받지 않는 온도 이하에서 접합을 수행 한다. 

  Heat source 는 주로 furnace 이며 방법은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서 접촉면에

서 inter-diffusion 이 생길 수 있는 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대상물은 고 용융 

금속 및 특별한 합금 종류이며, 분위기는 진공 혹은 비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수

행되고, deformation 은 거의 없다. 가열 방법은 induction, resistance, 혹은 가열

로를 사용한다. 분위기는 대기 분위기, 진공 상태, 혹은 refractory metal 의 경우 

inert gas 분위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접합 온도는 용융 온도의 약 1/2 정도의 

온도에서 수행되며, 진공 분위기 혹은 inert gas 분위기에서 매우 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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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를 갖도록 가공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이종 재료를 붙이는데 매우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붙이고자 하는 재료 면에 filler를 넣는 경우 diffusion 

brazing 이라고도 하며, 비행기나 우주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Fig. 2-24 Interface of explosion weld.

    5-1-3 Explosion welding 

   제어된 폭발에 의해 접합하고자 하는 재료에 상대적인 높은 속도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이다.  접합부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으나 그림 2-24 에서 보듯이 

공정 중 용융이 발생한다. 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충격에 의한 에너지와 riffle 혹

은 jetting 과 같은 소성 변형에 의한 에너지로 예상된다. 표면에 jetting 이 발생

하는 경우 매우 품질 좋은 접합면을 얻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재료에 대하여 접

합이 가능하고 arc welding 이 어려운 이종 금속의 접합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

다. 재료의 큰 변형은 없으며 대상은 탄소강 혹은 합금강 sheet 에 내 부식 재료

를 cladding 하거나, tube 를 tube  sheet 에 붙이거나 혹은 두꺼운 재질에 얇은 

재료를 붙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 또한 heat exchanger 의 tube-to-tub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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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ipe 와 socket 사이의 접합  등에 사용할 수 있

는 미래의 용접 방법으로 예상된다.

   폭발 용접은 판재를 접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Roll bonding 의 경우 두꺼운 

판재 용접에는 불리하며 이 경우 폭발 용접을 수행한다. 고압의 열교환기의 tube 

및 tube sheet를 용접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폭발 용접은 ferrous 재료의 

cladding 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취성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5-1-4 Forging welding

   가열하고 큰 압력을 가하여 접합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hammer 

welding 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최근

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다. 

    5-1-5 Friction welding

    표면을 마찰하여 생기는 열로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25 와 같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고 한쪽을 고정시킨 후 다른 쪽을 회전 시켜 마

찰열을 발생시킨다. 충분히 열이 발생하는 경우 압력을 크게 하면서 접합을 하며 

회전 부분이 정지하면서 접합이 완료하게 된다. 이 공정 동안 회전속도, 압력 그

리고 유지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용접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알루미늄과 carbon steel 과 같은 경우 그리고 동종 이종 금속사이

의 접합에 사용된다. 변형은 약 50 % 정도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주 대상물은 원

형단면을 갖는 bar, tube, pipe 들이며 재료로는 탄소강, 스틸합금, non-ferrous 

metal, 이종 금속들이다.

    5-1-6 Hot pressure welding 

   대상물을 가열하고 압력을 가해 접합부에 비교적 큰 변형을 일으키며 접합시

킨다. 접합면을 가열하고 큰 힘을 가하는 경우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고, 산화막

이 깨지며 깨끗한 면이 발생하며, 재료 사이의 diffusion 이 생기고 접촉면이 서

로 접합하게 된다. 주로 진공 분위기 혹은 차폐 매질 분위기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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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25 Friction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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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l 의 경우 1200 - 1250 
o
C 로 가열한 후 축 방향으로 압축을 한다. 접합면

이 소성 변형을 하게 되며 반경 방향으로 소성 변형되면서 표면 막이 깨지고 접

합이 된다. 압력과 유지 시간을 변수로 할 수 있으며,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 시

킨 후 용접 끝 부분에서 증가 시킨다. Steel 을 forge welding 하는 경우 1200 - 

1400 
o
C 로 가열하고 high carbon steel 의 경우 flux 로 borax 를 사용하며, 

medium carbon steel 의 경우 sand 를 사용하고, low carbon steel 의 경우 flux

를 사용하지 않는다.

  Plate 를 press 하는 방법으로 roll bonding 이 있다. 두 개의 slap을 접촉시키

고 가장자리를 접합하며, 공기를 배출시킨다. 이 후 가열시키면서 원하는 두께까

지 압연하여 붙인다. Carbon steel 은 austenitic chromium-nickel steel 로 

cladding을 할 수 있다. 고강도 알루미늄의 경우 대기 분위기에서 부식되기 쉽다. 

이 경우 얇은 순수 알루미늄이나 혹은 1 % zinc alloy 층을 roll bonding 하여 

층을 만든다.

  고온에서의 고상 접합은 용융 용접에 비해 금속의 특성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

는다. 냉각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수소와 같은 취화 요소가 없고, 따라서 고 

카아본 스틸 혹은 ally steel 을 균열 없이 접합 시킬 수 있다. 큰 단면을 한번에 

접합할 수 있으므로 균열 발생이 적으며, 잔류 응력 면에서도 유리 하다.

    5-1-7 Ultrasonic welding

   대상물을 가압하면서 ultrasonic tip 혹은 electrode 의 고 진동 에너지를 이용

하여 대상물에 높은 동적 응력 (dynamic stress) 을 가한다. 대상물의 변형은 매

우 미소하여 거의 열 발생이 없으며 초음파 에너지에 의한 대상물의 변형으로 

산화 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표면을 생성시켜 접합한다. Resistance welding 과 

비슷하나 온도의 상승이 없어 용융 pool 이 없다. 접합 강도는 거의 모재와 같다. 

대 부분 연성이 큰 재료 혹은 이종 금속사이의 접합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

은 매우 얇은 박판 접합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로 전자, 우주 산업, 측정 장치 산

업 등에 사용된다. 이 방법은 금속 이외에도 플라스틱을 접합하는 곳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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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고상 접합의 기본 개념

   금속학적인 면에서 보면 welding 은 fusion welding 과 solid phase welding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Fusion welding 은 접합하고자 하는 양 모서리 혹은 

면에 충분한 열을 가하여 용융 시키거나 혹은 용융된 filler metal 을 가하여 접

합부의 gap 을 채운다. 용접 후 재료학적인 면에서 용융부, 열 향부, 그리고 모

재의 3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하여 Solid phase weld 는 접합면을 깨끗이 

하고 면과 면을 충분히 가깝게 하여 금속 접합 (metallic bond) 가 생기도록 한

다.

   대상물을 고상 접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기본 적인 개념은 열

을 가하거나 혹은 열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면을 충분히 변형시켜 표면에 

산화막과 같은 막이 없는 새로운 표면이 생성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이다.  중요

한 요소는 표면의 변형, 표면 막의 제거, diffusion 그리고 re-crystallization 이

다.

    5-2-1 금속의 강도 및 결합력

    결정을 가지는 고체의 결합력은 원자(atom) 사이의 인력의 결과이다. 외력이 

없는 경우 각 원자들은 제 자리를 점유하게 되며 외부 힘이 작용하는 경우 원자

들이 제 자리에서부터 외력과 평형을 이루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 외력을 견디

게 된다. 취약한 재료의 경우 원자 간의 인력은 초기 단계에서 최대가 되며 곧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성 재료는  결함이 없는 경우 원자사이의 가

장 약한 부분의 cleavage 에 의해 재료 손상이 발생한다.

  연성이 큰 다 결정재로의 경우 각 결정립 내에서 dislocation 의 움직임으로 인

해 재료의 slip 혹은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연성재료의 경우 이와 같은 소

성의 불 안정성 (plastic instability) 에 의해 재료 파괴가 일어난다. 즉 work 

hardening 에 의한 강도의 증가율이 인장 시 재료의 단면의 감소율 보다 큰 경

우 파괴가 발생한다. 실제 재료의 경우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자 간의 

결합력 보다는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연성재료의 경우 상온에서의 파괴는 trans-crystalline (결정 내부) 에

서 발생하며, 고온의 경우 inter-crystalline 즉 결정 입계에서 발생한다. 접합면의 

결정들이 misfit 되는 경우 온도가 낮은 경우 취약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 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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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old welding 에서 발생하는 결정면의 mismatch 와 관련하여 재료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 될 수 있다.

  Metallic force 이외에 재료가 갖는 힘으로써 Van der Waals force 가 발생하

기도 한다. 이 경우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 힘에 의해 재료 간

의 결합력을 가지게 한다. 이 힘은 몇 micron 역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된다[13].

                   σ=
1

y
4 ×10

- 3
[N/m

2
]       (4)

   고상 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 사이를 가능한 한 가깝게 접근 시키

는 것이다. 수막 그리고 오일 혹은 grease 는 매우 좋지 않은 barrier 이다. 그것

들은 강도를 가지지 못하므로 접합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산화막은 일반적으로 

취약하므로 접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강도를 가지게 된다. 액체 막은 가열하

여 없앨 수 있으며, 산화 막은 grinding 작업으로 제거할 수 있다. 

  좋은 접촉부를 얻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들에 대

하여 큰 힘을 부여하기 어렵다. 접촉면에 평행한 소성 흐름은 면의 돌출부 

(asperities) 에 전단력을 가하여 새로운 표면이 생성되기 쉽도록 한다. 여러 가지 

고상 접합 방법 중 모재 보다 표면에서의 변형만을 이용하는 공정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5-2-1-1 표면의 변형

     Pressure welding 에서 접합 강도와 변형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2-26 에 

의하면 접합되는 임계 변형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접촉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7 에서 보듯이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임계

\변형 및 접합 변형 량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온도의 효과는 재료의 용융 온도

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5-2-1-2 표면 막

   일반적으로 금속은 산화막, sulphide 혹은 carbonate 와 같이 10
-3
에서 10

-1
 

micro-m  정도의 막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gas 그리고 oil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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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등을 가지고 있다. Oil 막은 고상 접합을 불가능하게 한다. 산화 막은 접합을 

방해한다. 이 산화 막은 접합면이 소성 변형되는 경우 쉽게 파괴되어 새로운 표

면을 얻을 수 있다.

  고온에서 산화 막들은 기계적으로 혹은 용해되어 부분적으로 뭉쳐 분포하게 

된다. 이 경우 큰 산화 게재물 형태가 되어 강도에 큰 향을 준다. Carbon steel 

의 경우 1000 
o
C 정도의 온도에서 산화물의 의한 contamination 으로 접합이 매

우 어렵다.

  

Fig. 2-26 Typical relationship between deformation and strength in pressure 

welds made at room temperature for a face-centered cubic metal such as 

alum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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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Relationship between deformation required for welding and 

temperature.

     5-2-1-3 재결정 (re-crystallization)

    온도를 상승 시키면서 접합하는 경우 이 온도가 재결정 온도 이상인 경우 

용접 중 재 결정이 일어난다. 재결정은 결정이 자라고 서로 합쳐지는 현상이다. 

Steel을 pressure welding 하는 경우 접합면에서 결정 간의 연속성을 얻을 지라

도 잔존하는 산화막 개재물에 의해 연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경우 온도를 올

리는 경우 재결정이 일어나서 결함들이 제거 된다. 즉 용접 온도가 재결정 온도 

이상인 경우 모재와 비슷한 연성을 얻을 수 있다.

     5-2-1-4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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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면에서의 diffusion 은 접합부의 void 의 크기 및 형상에 큰 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에서 pressure welding 하는 경우 void 의 크기가 

커지고 개수는 작아진다. Pressure weld 접합부는 고온에서 접합하는 경우 연성

이 증가한다. Diffusion 은 접합부에서 산화물과 같은 오염물을 제거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Post-welding solution treatment를 수행하는 경우 연성이 증가

한다.

  5-3 브레이징 (Brazing)

  브레이징은 용접 대상물 모재의 용융 없이 접합 대상물의 기계적인 접합력을 

얻는 solid phase welding 과 유사 하다. 고상 접합의 경우 두 개의 면을 직접 

합시키는데 대하여 브레이징은 두 표면사이에  filler 를 넣은 후 용융시켜 접합

면을 채워 넣은 후 응고 시킨다. 용융 되는 filler 는 모재에 비해 낮은 고상선 온

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구리, nickel, silver 및 알루미늄/zink 합금의 합성물을 

사용한다. 

   

    5-3-1 Bonding

   물리적인 면에서 용융부와 고상 금속사이의 접합력은 고상 접합의 것과 기본

적으로 같다. 용융된 액체가 고상의 표면에 친 하게 접촉하면 접합이 생긴다. 

그러나 브레이징의 경우 고상 접합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브레이징 혹은 

soldering 의 경우 어느 정도의 filler 와 모재사이에 inter-solubility 가 생긴다.  

즉 filler 가 모재 속으로 inter-diffusion 된다. 이와 같은 solubility 가 없는 경우 

용융된 재료와 모재사이의 거리를 결정 격자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접합력이 발

생한다. Inter-diffusion 이 발생하는 경우 inter-diffusion layer 가 접촉면에 넓게 

형성되고 또한 산화막이 아래로 침투가 되므로 매우 좋은 접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5-3-1-1 Surface energy and contact angle

   고체 상태에서 표면에너지 γs 는 cleavage 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면을 만



- 74 -

들기 위한 에너지로 정의 된다. 이 개념으로부터 접합 일 Wcoh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Wcoh = 2 γs      (5)

용융된 액상의 경우도 표면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액상과 고상사이의 

접착력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Wadh = γs + γl/v - γs/l       (6)

    

     Fig. 2-28 Contact between liquid drop and solid surface.

  γl/v 는 고상. 액상사이의 표면 자유에너지,γs/l  는 증기와 평형상태를 이루는 

액체의 표면 자유 에너지이다. 표면의 에너지는 joule/m
2
 단위이며, 이것은  

newtons/m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 표면장력에 해당된다. 즉  그림 2-28 과 같은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평형 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다음 식은 고상에 액상을 

wetting 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13].

                γs =   γs/l + γl/v cos 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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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이 완전히 고상 표면에 wet 하는 경우 θ 는 0 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γs ≥   γs/l + γl/v         (8)

Table 2-13 금속재료의 표면 자유 에너지. 

   

   metal 
  surface free energy

   : liquid (J/m
2
)

  Surface free energy

   : solid (J/m
2
)

 Lead

 Mercury

 Tin

 Indium

 Zinc

 Aluminium

 Copper

 Iron

 Nickel

 Tungsten

 

 0.463

 0.465

 0.566

 0.599

 0.824

 0.915

 1.3

 1.835

 1.924

 

 0.5 -1.46 (1.8, 1.1,1.37)

 1.45-2.83

 2.68-5.35

  고상의 표면에너지가 액상과 고상/액상 사이의 에너지 합보다 클수록 wetting 

이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γl/v 값은 측정하여 얻을 수 있으며,  γs 값은 재료를 

두 조각으로 나누는 cleavage 를 일으키는 일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다. 표 

2-13 에 몇 개의 재료에 대한 액상의 표면 자유에너지와 고상의 에너지를 나타

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액상과 고상사이의 표면 자유 에너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자료는 대강의 wettability를 비교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액상이 높은 표면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재료의 경우 wetting 이 어렵다. 

예를 들어 회주철에 대한 브레이징 혹은 soldering 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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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에 흑연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 매우 작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금속 재료의 경우 오염되지 않는 경우 표면은 높은 자유 에너지

를 가지고 있으므로 쉽게 유기물과 wetting 된다. 그 속이 용융되어 액상인 경우 

표면 활성 agent 에 의해 오염되기 쉬우므로 실제 상용화되는 재료의 경우 표 

2-13 의 값보다는 매우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5-3-1-2 모세관 현상 (Capillary action)

   모세관을 채우는 액상의 접착력은 브레이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두 개의 

평행한 판재사이로 액체가 모세관 현상으로 상승하는 높이 H 는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H=
2γ L/vcosθ

ρdg             (9)

    또한 2 개의 판재사이에서 높이가 h 인 경우 액상의 흐름 속도 v 는 다음과 

같은 Poiseuille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v=
γ L/Vdcosθ

4ηh               (10)

    h = 액상이 올라간 높이

    η = viscosity

  브레이징을 하면서 filler 의 합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3-2 Soldering 과 브레이징

   브레이징과 soldering 은 매우 유사한 접합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접합을 

얻기 위해서는 모재에 젖음성이 좋고, 표면에 넓게 퍼질 수 있으며, 모세관 현상

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한다. Soldering 및 brazing 의 경우 filler 의 용융 온

도를 500 
o
C 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fluxing 재료 및 기술의 구분에 따르

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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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1 Wetting 과 spreading

     Steel 과 solder/tin filler 는 접촉각이 약 25
o
 에서 70

o
 사이로 서로 wetting 

되지 않는다. 그러나 tin 이 철과 합금을 형성하여 tin 막이 철 표면에 놓여지는 

경우 tin/lead 와 젖음성을 갖게 된다. 합금 현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퍼짐 

현상도 합금 현상에 매우 큰 향을 받는다. 금속 액상이 고체 위에 용해되는 경

우 산화 막의 부분으로 침투되어 산화 막을 벗겨낸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접촉

면 전체로 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solder 가 젖음성을 갖는 경우 solder 와 고

상이 금속간 화합물을 만들거나 혹은 모재가 solder 를 용해하여 포함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저 용융 금속을 모재에 떨어뜨리고 온도를 높이는 경우 온도에 따

른 평형 값에 이를 때까지 접촉각을 가지고 wetting 하며, 퍼짐 현상은 모재 안

으로 solder 가 diffusion 되어 들어 간 후 모재와 solder 의 중간 합금이 된다.

  퍼짐 특성은 금속 사이의 특성, 온도, flux 의 사용, 그리고 모재의 roughness 

그리고 산화 막의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일차 퍼짐 및 2 차 퍼짐이 있다. 일

차 퍼짐은 초기의 평형조건에서의 퍼짐을 말하며, 2 차 퍼짐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퍼지는 현상을 말한다. 2 차 퍼짐 현상은 diffusion bond 와 관계가 깊

다. Lead-tin 합금의 경우 eutectic 성분에서 가장 큰 퍼짐 현상을 얻을 수 있다.

산화 막은 젖음성 및 퍼짐성을 방해하므로 flux를 사용하여 산화막을 제거하여 

젖음성 및 퍼짐성을 향상 시킨다. 표면의 texture 도 퍼짐에 좋은 향을 준다. 

균일한 표면 위 형상에 의해 모세관 혹은 diffusion bond 를 만들어 표면 전체로

의 퍼짐성을 좋게 한다. 

     5-3-2-2 접합부의 형상

 

    접합부의 특성은 solder 와  모재 사이의 접촉각, 접합 틈 (Clearance) 가열 

속도, 가열의 균일성, 온도 및 flux 의 사용에 따른다.  Aluminium, magnesium 

(0.125 - 0.625 mm)과 같은 가벼운 금속은 구리 (0.05-0.40 mm) 와 같은 금속에 

비해 큰 틈새를 갖는다. 매우 작은 틈새인 경우 모재와 solder 사이의 상호 용해

에 의해 과도하게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빠르게 가열하여 상호  

용해 정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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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3 Solidification range

   일반적인 solder 의 경우 eutectic composition 을 가지므로 매우 좁은 

melting range 를 갖는다, 즉 순식간에 용융되거나 고상화 된다. 특별한 경우 

solder 가 용융되어 어느 정도 부착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큰 melting 역

을 가져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흐름성을 줄이는 경우 저 용융 성분이 

먼저 빠져버리는 결함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재료가 취약해지는 경우 가 발생한

다. 

  5-4 구리 및 구리합금재료의 접합 특성

   구리는 열전도성이 좋아 고온의 armour 재료와 접합하여 열을 방출시킴으로

써 운전 온도를 낮춘다. 따라서 고온 구조물의 기본이 되는 재료인 구리에 대한 

접합 특성과 다른 금속들과의 접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 용접으로 순수 구리 용접이 가능하며, 인 탈산 금속의 경우 충분한 강도

를 얻을 수 있다. 아르곤이나 헬륨, 질소와 같은 비활성 기체를 사용하는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 의 경우 구리 합금의 용접에 사용되고 있다. 

Tin-bronze 나 혹은 aluminum bronze 를 사용하는 이종 접합에서 overlay 용접

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coated electrode 용접은 순수 구리, 

brass 그리고 cupro-nickel 과 같은 재료에 대하여 용접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3]. 

  순수 구리의 경우 전기 전도도가 크므로 spot 용접이나 seam 용접은 잘 수행

되지 않는다. 다만 high capacity 장비를 이용하여 선재 혹 bar 에 대하여 저항

용접은 수행되고 있다. 

   순수 구리의 경우 열전도성이 크므로 용융이 잘되지 않는다. 이 경우 GTA 

용접 혹은 GMA 용접에서 질소 가스를 차폐가스로 사용하여 아크 효율을 높인

다. 3 mm 두께의 구리의 경우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가능하며, 5 mm 정도의 

경우는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 질소의 경우 차폐 능력이 아르곤보

다 좋지 않으므로 30 % 질소 및 아르곤의 혼합 가스를 사용한다. 구리의 경우 

전열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열전달 량을 줄일 수 있다. 두꺼운 재료의 경우 보통 

열처리 온도는 600 
o
C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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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는 산소와 친화력인 크지 않으며, 질소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500 
o
C 이상

의 온도에서 산화 구리는 수소와 반응하여 수증기를 만든다. 이 반응에 의해 용

융 pool 에 기공을 만들며, 용융부는 물론 용융부와 접해 있는 부분으로 균열을 

발생시켜 재료는 취성을 가지게 된다.

                Cu2O + H2 = 2 Cu + H2O           (11)

  Oxy acetylene 용접의 경우 불꽃에 의해 수소가 형성되며, 이 수소는 Cu2O 와 

식   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HAZ 부분에 크랙이 발생시키기 쉽다. 이 경우 

0.02 - 0.10 정도의 인 (phosphorus) 를 사용하는 경우 용융부에 산화막을 형성

시키지 않고, 구리 생성물도 구리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다.

  Inert gas welding 의 경우 phosphorus 를 사용하든 안하든 모재에 가스를 발

생시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경우 탈산 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기

공을 발생시킨다. 주로 사용되는 탈산 재는 silicon 과 manganese 혹은 titanium 

과 알루미늄을 첨가한 filler wire 를 사용 한다. 이와 같은 탈산 재를 사용해도 

GTA 의 경우 아크를 restart 하는 경우 기공이 많이 발생한다. GMA 용접의 경

우 350 A 이상 그리고 GTA 용접의 경우 450 A 이상의 대 전류 용접의 경우 용

융 pool 의 난류로 tunnelling (기공)을 발생시킨다.

  Aluminum bronze, tin bronze 혹은 silicon 구리와 같이 탈산 요소를 갖는 합

금의 경우 기공 없이 용접이 잘 된다. Copper-nickel 의 경우 순수 구리와 같이 

기공이 잘 발생하므로 탈산 filler 를 사용한다. Brasses (70/30 그리고 60/40) 경

우 zinc 가 휘발하므로 기공이 발생하는 등 용접이 매우 어렵다. 구리를 용접하

는 경우 탈산재의 사용은 기공 발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리를 용접하는 

경우 산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리 및 구리 합금은 bismuth 

나 lead 와 같이 저 용융 금속을 포함하는 경우용접 취성 혹은 crack 이 발생하

기 쉽다. 

  Inert gas welding 경우 모재 보다 낮은 강도를 가지나, 산소 아세틸렌 용접보

다는 강도 감소율이 적다. Work hardened 혹은 age-hardened 구리의 경우 heat 

affected zone 에서의 강도도 감소한다. 용융부에서의 강도는 work hardened 구

리의 경우 annealing 한 재료의 값과 거의 비슷하다.

   Oxygen free high conductivity 구리의 경우 용접 후 많은 결함을 가지거나 

혹은 탈산재 사용으로 인해 높은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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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pressure welding 이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인 구리 접합 방법으로 알루미

늄과 산화구리의 발열반응을 이용하는 thermit welding 이 많이 사용된다. 이 경

우 용융된 용융물을 접합부에 부어 넣음으로써 좋은 접합부를 얻을 수 있다.

  인 탈산 구리의 경우 용접용 판재로 사용되고 있다. 1 - 1/2 % zink 합금의 

경우 물 탱크 제작에 필요한 판재로 사용되며, 이 경우 filler 없이 GTA 용접이 

가능하다. Silicon bronze 역시 inert gas 용접이 된다. Brass 의 경우 resistance 

welding 이 많이 사용된다. Aluminum bronze 는 hot cracking 때문에 용접이 매

우 어렵다. 93Cu7Al 판재의 경우 filler를 잘 선택하여 용접했다 해도 용접 중 용

융부 경계에서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13]. 

  Cupro-nickel 은 대체로 판재로 많이 사용되며 GTA 용접이 적당하다. 탈산 

filler 를 사용하는 경우 기공이나 균열 발생이 적다. Cupro-nickel의 경우 

titanium 탈산 재를 사용한다. 

  Silicon bronze 은 용접 시 큰 문제점은 없다. 낮은 열전도율 (54.4 W/mK) 을 

가지고 있고, 기공 및 균열 발생도 적다. 전 열처리도 필요 없으며 용접 속도도 

매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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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결  론 

  핵융합로의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의 구성 재료들은 운전 중 고

온 플라즈마에 접하면서 큰 방사선 조사를 받으므로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있

는 재료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의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 고온에

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은 열전도성이 좋은 재료와 접합하고 열을 방출시킴으

로써 극한 운전조건에서 좋은 특성을 유지해야하므로 특성이 서로 다른 재료들

에 대한 접합 기술은 고온 고방사선 조건에서 운전되는 핵융합로나 고온 원자로

의 설계 및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핵융합로의 first wall 은 표면온도가 거의 1000 
o
C 이상 올라가며 높은 방사선 

조사를 받는다. ITER 의 경우 플라즈마와 마주하는 부속품의 armour 재료서 

beryllium 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밖에 W, Mo, vanadium, SiC, B4C, 

C/C, 그리고 Si3N4 과 같은 재료들도 제시되고 있다. 

  Beryllium 은 융합로의 first wall 재료로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beryllium 

은 산소와 반응성이 좋고 거의 모든 원소들과 inter-metallics 를 형성하므로 접

합이 어렵다.  핵융합 운전 조건에서 용접부가 취약하게 되므로 용접 공정은 사

용하지 않고 대신 HIP 과 같은 고상 접합이나 브레이징과 같은 방법에 대한 연

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 

  핵융합로 내벽 component 들에 대하여 고온 내열 재료에 대한 선정 및 제조 

방법 그리고 이종 재료에 대한 접합 방법에 대하여 기술적 자료를 서술하 다. 

이 접합 기술은 핵융합로뿐만 아니라, 고온 및 높은 조사조건에서 운전되는 

Generation-4 와 같은 미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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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materials for PFC's (Plasma Facing Components) in a fusion reactor are 

severly irradiated by fusion products in facing the high temperature plasma during the 

operation. The refractory materials can maintain their excellent properties in severe operating 

condition by lowering surface  temperature by bonding to the high thermal conducting 

materials of heat sink. Hence, the joining and bonding techniques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case of the fusion reactor or nuclear reactor which is 

operated at high temperature.   

  The first wall in the fusion reactor is heated to approximately 1000 
o
C and  irradiated 

severly by the plasma. In ITER, beryllium is expected as the primary armour candidate for 

the PFC's; other candidates including W, Mo, SiC, B4C, C/C and Si3N4.  

  Since the heat affected zones in the PFC's processed by conventional welding are reported 

to have embrittlement and degradation in the sever operation condition, both brazing and 

diffusion bonding are being considered as prime candidates for the joining technique. In this 

report, the materials including ceramics and the fabrication techniques including joining 

technique between dissimilar materials for PFC's are described. The described joining 

technique between the refractory materials and the dissimilar materials may be applicable for 

the fusion reactor and Generation-4 future nuclear reactor which is operat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irradiation.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fusion, ITER, PFC's, First wall, dissimilar bonding,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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