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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I.

유럽의 핵융합로 제조기술 및 개발현황FW Blanket Mock-up

목적 및 필요성II.

의 은 플라즈마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ITER Blanket-Shield system

은 핵융합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발전에 필요한 열을 발생시키며Blanket

표면의 열유속을 냉각재로 제거하는 장치이다 은. ITER blanket module

와 구조재료 의 부분으로 나뉘어plasma facing part heat sinking part, part 3

지는데 은 베릴륨 텅스텐 탄소 복합재등이 사용되고plasma facing material , ,

는 구리합금 구조재료에는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heat sinking part , 316LN

고 있다 이러한 이종금속간의 접합기술이 큰 현안으로 작용하는 바 본 보. ,

고서는 접합기술과 관련한 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접합과EU . Be-Cu Cu-SS

접합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작 및 기계적 시험에 관하여 기술mock-up

하였다.

접합기술 동향III.

유럽연합은 주로 을 이용한 접합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베릴륨 구리HIP -

접합의 경우 대상 접합합금이 분산강화합금인 일 때는, Glidcop Al25 80

와 의 압력하에서 시간 접합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0 120MPa 2℃

대상합금이 인 경우 고온접합시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막기 위하CuCrZr

여 와 의 압력하에서 시간 접합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580 100MPa 2℃

다 접합시 발생하는 금속간화합물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층간물질은 각 공정 모두 층을 사용한다 구리와 스테인리스강간의 접Ti .

합의 경우 1040℃와 의 압력 하에서 시간 접합하는 조건을 제시하140MPa 2

고 있다 공정은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을 보완. Brazing HIP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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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방법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접합 후 접합물성 평.

가용 기계적 시험은 베릴륨 구리 경계의 경우 접합부 전단시험을 주로 수행- ,

하고 구리 스테인리스강 경계의 경우 접합부 인장 시험과 파괴인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였다 또한 비조사재의 기계적 물성 뿐 아니라 중성자 조사시 모.

재 및 접합부위의 기계적 물성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고열유속시험 는 시험시설에서. (HHF) Jülich 1 9MW/m～ 2의 열유속을 주

기적으로 인가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IV. Mock-up

제조는 프랑스의 를 중심으로 년에 소형 과Mock-up CEA 1996 mock-up

년에 대형 설계 및 제작을 이미 끝낸 상태이다 시험 후1997 mock-up . ,

분석결과로는 대체로 구리 스테인리스강의 접합은 양호하나 베릴륨 구리- -

합금의 접합이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을 중심. Framatome

으로 에 들어갈 시제품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ITER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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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State of the Art Report on the Fabrication of FW Blanket for the

Fusion Reactor and Mock-up Development in Europe

II. Overview and objective

Blanket-shield system in ITER is the component where it is directly

faced with high-heat plasma. Function of blanket is to sustain extremely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as well as to remove heat flux generated

its surface. It mainly consists of plasma facing part, heat sinking part

and structural part. Plasma facing part is made of armour materials such

as beryllium, tungsten and carbon fiber composite. Heat sinking part is

made of copper alloy to maximize heat transfer into flowing coolant

inside of blanket. Structural material is used in 316LN stainless steel. As

joining such dissimilar materials emerged as an issue,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spurred the deveopment of joint technology. This technical

report was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EU regarding joining beryllium,

copper and stainless steel. It also mentioned European effort on

manufacturing small, medium scale mock-up, not to mention of

manufacturing prototype.

III. Activities of joining technology

EU have adopted to Hot Isostatic Pressing (HIP) to join beryllium,

copper and stainless steel. HIP condition on joining beryllium to copper

is 800 , 120Mpa pressure maintaining at 2 hours when the target℃

material is Glidcop Al25. Also they suggested 580 , 120Mpa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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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at 2 hours when the target material is CuCrZr to prevent

mecanical degradation during high temperature bonding process. Both two

process adopted Ti as interlayer to prohibit intermetallics from generating

between the joints. In case of joining copper and stainless steel, EU has

suggested single HIP process in 1040 and 140MPa pressure, maintaining℃

at 2 hours. Although brazing process is not actively investigated

compared as HIP, it still investigated in some countries to support HIP.

Mechanical testing is usually carried out to assess joining ability of the

sample. In case of beryllium-copper specimen, shear testing is usually

performed. When testing of copper-stainless steel specimen, mechanical

testing such as tension and fracture toughness testing is performed.

Mechan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specimen as well as unirradiated one

is highly emphasized to simulate actual blanket environment. High Heat

Fux test (HHF test) is usually performed in Jülich facility applying

alternate heat flux as 1 9MW/m～ 2.

IV. Fabrication of Mock-up

Fabrication of mock-up is accomplished by CEA in France to finish small

scale mock-up in 1996, medium and large scale mock-up in 1997.

After manufacturing, microstructure analysis and mechanical testing

revealed that joint between copper and stainless showed sound,

whereas there still emerged as a problem in joining beryllium and

copper. In recent, FRAMATOME in EU has focused on manufacturing

prototype used for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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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1 론

의 은 플라즈마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ITER Blanket-Shield system

은 핵융합 중성자와의 반응을 통해 발전에 필요한 열을 발생시키며 표면의Blanket

열유속을 냉각재로 제거하는 장치이다 설계 기준에 의하면. ITER primary first

은wall 0.5MW/m2의 첨두 열유속을 버티고 평균 중성자속은 0.3MWy/m2 를, 3dpa

버텨야 한다 은 와[1]. ITER blanket module plasma facing part heat sinking part,

구조재료 의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은 베릴륨 텅스part 3 plasma facing material ,

텐 탄소 복합재등이 사용되고 는 구리합금 구조재료에는, heat sinking part , 316LN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다 에 쓰이는 구리합금 내의 냉각수 는. heat sink tube

베릴륨과 탄소 복합재 의 경우 구리합금이 쓰이며 텅스텐 의 경mock-up mock-up

우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튜브가 사용된다 이러한 이종금속간의 접합기술이0.5mm .

큰 현안으로 작용하는 바 본 보고서는 접합기술과 관련한 의 동향을 조사하였, EU

다 접합과 접합에 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작 및 기계적. Be-Cu Cu-SS mock-up

시험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 장 의 접합기술 동향2 EU Be-Cu

제 절 접합공정1 - HIP

온도 연구1. HIP

년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료를 접합할 공정에 관하여 연구를1997 Blanket HIP

수행하였다 에서는 다음의 가지 을 제조하기 위하여. CEREM 3 ITER Baffle module

다음과 같이 을 제안하였다solid HIP [2].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접합i) / HIP

시간시간시간시간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

구리 합금 스테인리스강 접합ii) / HIP

시간시간시간시간930 / 120MPa / 2930 / 120MPa / 2930 / 120MPa / 2930 / 120MPa / 2℃℃℃℃

베릴륨 텅스텐 구리합금 접합 또는 브레이징iii) , / HIP , CFC /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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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시간시간시간800 / 120MPa / 2800 / 120MPa / 2800 / 120MPa / 2800 / 120MPa / 2℃℃℃℃

각 재료의 조성은 베릴륨의 경우 텅스텐의 경우 의S65-C, 1% La2O3 탄소 복합,

재는 이며 구리합금은 이 사용되었다 이들 접합중NS-31, NB-31 Glidcop Al-25 IG0 .

재료의 접합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조재료의 접합은 현재의armour

기술로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에서는 이러한 재료의 접합방. CEREM

법을 고안 개발하고 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은, mock-up . Baffle

부품은 차폐 재료의 밑부분에 위치하는 부품이며blanket Blanket plasma boundary

입자를 로 몰고가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layer divertor chamber plasma

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적합한 재료는main plasma . armour

베릴륨 탄소복합재 텅스텐이며 허용가능한 최대온도는 각각, , 700 , 1500 , 2000℃ ℃ ℃

이다 재료로는 접합에 적합하다고 보고된 분산강화 구리복합재. heat sink HIP

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의 최대 허용가능한 온도는 이다 이들 재료(DS-Cu) 1000 .℃

를 접합하기 위하여 을 제안하였으며 접합 후 접합 품질은 초음파 시험으solid HIP

로 검사하였다.

2000년에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온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HIP

시험온도[3]. 를 부근인 고온 영역 부근인 중간온도 영역 부820 , 780 , 480℃ ℃ ℃

근인 저온영역과 이하인 초저온 영역으로 나누어서 실험하였다 고온200 .℃

은 스테인리스강과 베릴륨 의 동시접합을 고려하여 선정HIP Glidcop / / Glidcop

하였으며 중간온도 영역은 티타늄 층간물질이 삽입된 경우의 기준 이HIP cycle

다 저온 영역은 베릴륨 접합을 염두에 둔 것이며 초저온 영역은. -CuCrZr

시효영향을 배제하고자 설계한 것이다 각 온도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CuCrZr .

으로 살펴보면 고온영역의 경우 시간 유지 후시간 유지 후시간 유지 후시간 유지 후920 / 160, 50MPa / 2 350920 / 160, 50MPa / 2 350920 / 160, 50MPa / 2 350920 / 160, 50MPa / 2 350℃ ℃℃ ℃℃ ℃℃ ℃

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 2/ 2/ 2/ 2 하였으며 층간물질은 을 사용하였다 중간온도는50 Ta foil .㎛

시간 유지 후 시간으로 냉각시간 유지 후 시간으로 냉각시간 유지 후 시간으로 냉각시간 유지 후 시간으로 냉각820, 740 / 140MPa / 2 300 / 3820, 740 / 140MPa / 2 300 / 3820, 740 / 140MPa / 2 300 / 3820, 740 / 140MPa / 2 300 / 3℃ ℃℃ ℃℃ ℃℃ ℃ 하였으며 50

이 층Ti foil㎛ 간물질로 사용되었다 저온은. 480 / 160, 20MPa480 / 160, 20MPa480 / 160, 20MPa480 / 160, 20MPa℃℃℃℃ 시간시간시간시간/ 2/ 2/ 2/ 2

유지 후 냉유지 후 냉유지 후 냉유지 후 냉각각각각하였으며 별도의 층간물질 사용없이 접합하였으며 이의 접합원리는 베

릴륨 구리의 얇은 에 의하여 접합/ intermetallic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중 온. HIP

도 및 압력을 다르게 하며 시험했으며 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 접합이 이루4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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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n the low temperature HIP

cycle number Plateau Cooling

1 (container U) 480 /2hr/160MPa℃
Regular decrease of T and P

from 160MPa

2 (container V) 480 /2hr/20MPa℃
Regular decrease of T and P

after pressurization at 100MPa

3 (container W) 480 /2hr/160MPa℃
Complete release of P after

plateau and regular release of T

4 (container X) 480 /2hr/20MPa℃ Regular decrease of T

시험 결과 고온 의 경우 이상 접합시 개의 접합은 성공하였으HIP cycle , 860 1℃

며 개는 결합의 분리와 큰 공석상 형성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중간온도3 Be-Cu .

의 의 경우 모든 에 걸쳐 이 얻어졌으며 낮은 온도 의HIP cycle , sample bonding HIP

경우 시 층간물질 없이 건전한 접합 형성이 가능하였으며 얇은 금속간, 480 HIP℃

화합물 층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계면의 접착력을 높이는 구실을 담당하였다 초.

저온 의 경우 아직까지 접합이 달성되지 않았다HIP .

층간물질의 영향2.

층간물질 은 접합에 방해되는 금속간 화합물의 생성을 막아줘서 접(interlayer)

합을 용이하게 해주는 구실을 담당한다 년 에서는 부품. 1996 CEA ITER divertor

에 필요한 튜브형 재질접합을 목적으로 이에 구리 튜브와 베릴륨 튜브 접합

개발 및 접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리과 베mock-up HIP [4].

릴륨간의 층간물질을 모사하고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sputtering diffusion layer

를 형성 으로 연결하고 금속학적 연구와 층간물질의 적용가능성 및, HIP Mo-Al

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으로는 구리와 베릴륨의 직접 접합은. 500 HIP℃

불가능하며 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층간물질diffusion barrier 중

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Mo-Al interlayer .



- 4 -

Fig. 1 Effect of interlayer on the joining of the beryllium compounds

일반적으로 베릴륨 구리의 상태도에서 베릴륨과 구리가 직접 접합시 금속간화합-

물의 형성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베릴륨 구리 직접연결과 알. -

루미늄에 을 첨가한 층간물질 및 마그네슘 층간물질의 연구를 수행하였W, Mo, Cr

다 층간물질은 구리판에 방법으로 하였으며 증착 전에. PVD sputtering ionized

으로 세척하였다 전에 는 진공 처리하였으며 공정argon . HIP bonding canister HIP

은 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시간 분500 / 100MPa / 1 30500 / 100MPa / 1 30500 / 100MPa / 1 30500 / 100MPa / 1 30℃℃℃℃ 이었다 접합부 관찰결과 접합부인. J1 Cu / Mg

는 베릴륨쪽 근처 마그네슘 층간물질에서 작은 균열이 발생하였고 접합부인/ Be J2

는 알루미늄 베릴륨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접합부인Cu / Al /Be / . J3 Cu /

는 알루미늄 쪽에서 텅스텐 층간물질 쪽으로 얇은 균열이 발생하였으W / Al / Be

며 접합부인 에서는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부 확J4 Cu / Cr / Al/ Be

산속도의 차이로 시편 내부에 개재물 혼합상 이 발생하였다(Al-Cr-Be ) . J5

접합부인 는 비교적 균일한 접합이 얻어졌으며 균열이Cu / Mo / Al / Be

발생하지 않고 얇은 확산층이 형성되었다 층간물질을 삽입하지 않은 접. J6

합재에서는 주어진 동안 접합이 이뤄지지HIP cycle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접합성능이 좋은 몰리브덴 알루미늄 층간물질을 이- 용한 을 제작mock-up 하

였는데 구리튜브에 로 의 몰리브덴 의 알루미늄을 증착시켰다PVD 12 , 12 .㎛ ㎛

전단시험 결과 상온의 전단강도는 로 구리가 심하게 변형되었으나 접합부는5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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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되지 않았다.

년 은 에서도 사용 가능한 베릴륨 구리 접합기술을 개발하1996 Task 216 [5] 400 /℃

였다 접합재료는 과 베릴륨이며 층간물질은 두께의 순수한 로. Glidcop 50 Ti foil㎛

이하 산소와 이하 질소를 지니고 있다 는 베릴륨과 반응하여2000ppm 150ppm . Ti

를 형성하며 주로Titanium Beryllide TiBe12, Ti2Be17, TiBe3, TiBe2의 형태로 존재한

다 과 구리는. Ti TiCu4, TiCu2, Ti2Cu3, Ti3Cu4, TiCu, Ti2 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Cu

에 확산현상이 티타늄에 의하여 제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inserted with Ti interlayer

제 절 접합공정2 - Brazing

년 에2000 CEA 서는 브레이징에 의한 접합기술을 연구하였다 일반CuCrZr-Be .

적으로 합금은CuCrZr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에서 균질화 처980 / 1040℃ ℃

리 후 에서 오래 노출시 기계적 성질이 감소하게480℃ 된다 베릴륨 접합에[6].

사용되는 온도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온에서 접합가능한HIP

의 가능성에 대하여 연Brazing 구하였다 층간물. 질은 로서 이 합STEMET 1108

금은 구리 스테인리스강 베릴륨을 낮은 가열속도에서도 접합, , 이 가능하다.

과 은 각각STEMET 1108 STEMET 1120 Cu - 12Sn - 9In - 2Ni - 0.4Mn -

0.4Cr - 0.5P와 의 조Cu - (16-18)Sn - (3-5)In - 1Ni - (3-5)Mn 성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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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질의 결정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을 진공분위기에서. STEMET 1108 78

에서 분간 가열하여 분간 유지 후 자연 냉각하였다 시험결과 구리 베릴륨0 120 5 . -℃

접합부의 구조가 균질하고 가열 중 접합물질이 약간 녹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보.

고에서는 합금이 접합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일반적인 브레이징 온도영역이CuCrZr

임을 감안하여 유도로를 이용한 브레이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600 800 fa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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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의 접합기술 동향3 EU Cu-SS

제 절 접합공정1

구리합금의 종류에 따른 접합특성1.

가 합금. CuCrZr

년 스테인리스강과 및 에 대한 접합 시험 및2000 , Glidcop IG1 CuCrZr HHF

을 실시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은 으로testing [7]. 316LN (heat :

에서 납품받았으며 은 에서 납품 받았다T5091) Tecphy CuCrZr LeBronze Industriel .

는 에서 납품받은 시방을 지녔다 구리합금의 경우 진CuAl25 OMG ITER Grade 1 . ,

공에서 에서 시간 열처리하여 응력완화와 잔류산소를 제거하였다 이들 재1000 1 .℃

료를 화학적 세척 후 스테인리스강 판에 놓고 대기에서 용접과 잔류가스 제, 304L

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화학적 세척의 과정은 을 통한 탈지작. PROSOLV 510N

업 증류수를 이용한 세척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건조 아세톤 에테르, , , 1/3 , 1/3 ,

에탄올을 이용한 탈지 건조작업을 동반하였다 의 제조과정은 화1/3 , . mock-up

학적 세척 조립 탈지 헬륨기체 시험 봉인 이며 과정은 스테인리스, , , , , HIP HIP

강과 의 접합인 경우Glidcop , 시간 가열과 시간 유지시간 가열과 시간 유지시간 가열과 시간 유지시간 가열과 시간 유지1040 / 140MPa / 2 2 ,1040 / 140MPa / 2 2 ,1040 / 140MPa / 2 2 ,1040 / 140MPa / 2 2 ,℃℃℃℃

시간 냉각시간 냉각시간 냉각시간 냉각2222 이다 스테인리스강과 의 접합의 경우 과 동일하나. CuCrZr Glidcop

냉각속도를 빠르게 하며 빠른 냉각속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공냉 외에 스

테인리스강 을 이용하여 추가 냉각하였다 이는 분당 의 냉각속도를 의미하bell . 40℃

며 냉각 후 시험 결과 본 과정이 납득할 수준임을 보여준Vickers Hardeness H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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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rmocouple location of CuCrZr to evaluate the effect of coo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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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ooling rat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uCrZr alloy

나. Glidcop

과 스테인리스강 간의 접합물성 연구는 과Glidcop Glidcop Al-25 IG0, IG1

과의 접합연구가 년 에서 수행됐는데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316LN 1998 CEA [8] /

스강의 접합은 1090 , 120MPa, 2hr (PM130) 1100 , 100MPa, 2hr (T5091)1090 , 120MPa, 2hr (PM130) 1100 , 100MPa, 2hr (T5091)1090 , 120MPa, 2hr (PM130) 1100 , 100MPa, 2hr (T5091)1090 , 120MPa, 2hr (PM130) 1100 , 100MPa, 2hr (T5091)℃ ℃℃ ℃℃ ℃℃ ℃

을 따랐으며 스테인리스강 구리합금의 접합은/ 920 980 , 100～ ℃ 120MPa, 2 4hr～ ～

를 따랐다 여러. 조건에 따라 기계적 시험을 수행한 결과HIP 920 / 120MPa920 / 120MPa920 / 120MPa920 / 120MPa℃℃℃℃

시간시간시간시간/ 3/ 3/ 3/ 3 의 경우가 기계적 강도가 제일 높았으며 접합물성에 미치는 층간물질의

영향을 방법 을 사용하여ion coating (PVD), electrolytic , 30 foil㎛ 연구하였

다 의 경우 진공에서 가열하고 아르곤에서 을. PVD , 200 ion etching cleaning℃

수행하고 아르곤에서 을 수행하였250 280 ion plating coating～ ℃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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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재료를 까지 연마한 후 초음파 세척과 로 탈지 증류electrolytic 6 , NaOH ,㎛

수로 세척 후 를 전기화학적으로 증착시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Ni . , FN42

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316 stainless stee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ing part 316

Table 3 HIP parameters for Cu / SS joining



- 11 -

Table 4 Tensile test results of Cu / 316 LN specimen

Table 5 Effect of interlayer on the joining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and copper alloy

은 에서 가공경화와 함께 낮은 파괴인성을 보인다 이는Glidcop CuAl25-IG1 300 .℃

Al2O3의 낮은 입자밀도와 Al2O3의 불균일한 입자분포 의 존재, free copper cluster ,

Al2O3 입자의 높은 표면농도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의 고온에서는. 300℃

온도상승에 의한 전위상승이 우세하여 분산강화에 의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개선코자 미국의 에서는 분말을 진공 용해하여 아르곤 원자OMG Al-24

화로 미세한 분말 직경을 얻어낸 를 개발하였다 년 에서는 이러IG2 . 2000 CEA

한 개선된 IG2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9]. 1040 /1040 /1040 /1040 /℃℃℃℃

140MPa / 3140MPa / 3140MPa / 3140MPa / 3시간 가열 시간 유지 시간 냉각시간 가열 시간 유지 시간 냉각시간 가열 시간 유지 시간 냉각시간 가열 시간 유지 시간 냉각, 2 , 3, 2 , 3, 2 , 3, 2 , 3 의 과정을 거친 접합 시편에 대한

인장시험과 파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의 경우 미세한 입자분산 공정. IG2

후에도 여전히 큰 Al2O3 particl 이 발견되었으며 기계적 특성의e 개선이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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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brication of the specimen for testing

mechanical property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

Table 6 Fracture toughness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

접합공정 연구2.

년 에서 기술을 이용한 접합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997 CEREM Solid HIP

과 베릴륨 를 이용하여[10]. 316LN (PM130, T5091) Glidcop 25 IG0, IG1, S-65C

간 접합은PM130 시간시간시간시간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1090 / 120MPa / 2℃℃℃℃ 간 접합은, T5091 1100 /1100 /1100 /1100 /℃℃℃℃

시간시간시간시간100MPa / 2100MPa / 2100MPa / 2100MPa / 2 동안 수행하였으며 스테인리스강과 구리합금간 접합은 920920920920～～～～

시간시간시간시간980 / 100 120MPa / 2 4980 / 100 120MPa / 2 4980 / 100 120MPa / 2 4980 / 100 120MPa / 2 4℃℃℃℃ ～ ～～ ～～ ～～ ～ 동안 층간물질을 사용하여 접합하였으며Ni

베릴륨의 경우, 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800 / 120MPa / 2 400 3800 / 120MPa / 2 400 3800 / 120MPa / 2 400 3800 / 120MPa / 2 400 3℃ ℃℃ ℃℃ ℃℃ ℃ 한 방법으

로 접합하였다 접합 후 금속조직의 관찰과 인장 충격 피로 크리프 시험을 수. , , ,

행하였으며 스테인리스강과 구리합금간 접합의 경우, 300℃에서 파괴가 접합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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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며 층간물질이 강도와 연성을 낮추는 구실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Ni

있다 이 연구는 단일 조건이 아닌 다중 에서의 재료의 성질을 연구. HIP HIP cycle

하였다 시간과 시간 을 각각 회 진행하였을 때. 1100 / 3-2-3 930 / 3-2-3 cycle 2℃ ℃

이 진행할수록 조직의 결정립이 커지며 작은 결정립이 한곳으로HIP cycle 316LN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계적 성질이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 결과Heterogeneous

가 보고되었다 본 보고에서 재안한 로 개의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HIP cycle T8 (2

지닌 접합 과 개의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지닌DS-Cu / SS ) T216 (4 Be / DS-Cu /

접합 을 제조하여 의 경우SS ) T8 mock-up 9.7MW/m2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HHF

며 의 경우T216 mock-up 2.5MW/m2에서 1000cycle, 9MW/m2에서 을 수행250cycle

한 결과 각 층간의 손상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년 는 합금과 스테인리스강1997 ITER DPI T212 Glidcop Al-25 316LN (PM130,

을 이용하여 접합시험을 수행하고 을 제작하였다T5091) mock-up [11]. 930 /930 /930 /930 /℃℃℃℃

시간시간시간시간120MPa / 2120MPa / 2120MPa / 2120MPa / 2 접합 방법을 이용하여 을 만들었고 계면에 인위적인 결mock-up

함을 만들었을 때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탐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200 년에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을 접합할 단일 을0 / / CuCrZr HIP cycle CEA

에서 제안하였다 기존에제안한 접합온[1]. 316LN / CuCrZr 도인 는 과980 316LN 316LN℃

을 접합하기에는 낮으며 이에 고온 접합이 권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온. cycle

( 1～ 이 재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낮은 온도에서050 ) CuCrZr 316 /℃

접합을 시도하였다 사용 재료는 에서 납품받은316 . Le Bronz Industriel CuCrZr

(Cu-0.65C 과 에서r-0.08Zr) KM Europa Metal 납품받은 Elbrodur G

(Cu-0.7992 이다 조건은Cr-0.1462Zr) . HIP 1000, 1020, 가열 후분당 및1050 33 100℃ ℃ ℃

로 냉각하였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계적 성질이 좋아지며 에서 접합은. HIP 840 Be℃

나쁜 영향을 나타낸다 의 접합부를 분석한 결과. 316LN / 316LN 1000℃이하에서는 접합

재와 단일재가 비슷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었고 1000 에서는 접합부에서 낮은 연신률을℃

보였으며 또한 충격물성도 감소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에서. 1020℃ 는 인장시편의 파

단이 접합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접합재에. 316 / 316 / CuCrZr 서의 단일 HIP cycle은

시간시간시간시간1040 / 140MPa / 21040 / 140MPa / 21040 / 140MPa / 21040 / 140MPa / 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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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서는 스테인리스강과 스테인리스강 을 접합할 을2001 CEA , CuCrZr HIP cycle

제안하였다 과 과 을[12]. 316LN DS-15F (Glidcop Al25), 316 LN PH S6-F (CuCrZr)

로 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과 을 접합하는 온HIP vessel mock-up . 316LN CuCrZr HIP

도는 로서 이는 과 을 접합하기에는 낮은 온도이다 이에 에980 316LN 316LN . CEA℃

서는 고온 을 제안하고 기계적 성질을 하였으며 또한 연결부위에 영HIP cycle test

향을 미칠 열처리의 영향도 연구하였다 의 금속학적 연구를 위하여. CuCrZr 0.2l

와 물을 로 사용하여 사용하Sulphric acid 62g potassium dichromate, 525ml etchant

여 열처리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관찰하였다 에. ITER material assessment report

서는 최대 허용 를 로 규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의grain diameter 35 1040 HIP㎛ ℃

동안 결정립 크기가 에서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정립 크기의cycle 50 470 .㎛ ㎛

증가는 비교적 취약한 결정립이 상호 연결되어 구조재를 관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진공분위기에서 진공의 누설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큰 결정립의 경우. ,

에 쓰일 때 제한받지만 대규모의 부품에 사용되는 경우 이 요인은 결divertor baffle

정적이지 않다 와 에 대한 영향연구에서 항복응력 및 인장응력은. 980 1040 HIP℃ ℃

온도가 증가할수록 올라갔다 이는 열처리에 의하여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른HIP .

강도감소 효과 보다 석출물 용해에 따른 강도증가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함을 의미

한다 스테인리스강과 제조를 위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였는. 316LN CuCrZr block

데 제조에 사용된 은 재질로 급냉후 시효처리 하였으며CuCrZr CRM16TR

의 조성을 갖는다 참고로 은Cu-0.65Cr-0.08Zr ITER Grade CuCrZr Cu -

로 산소함량이 이하이다(0.6-0.9)Cr - (0.07-0.15)Zr 0.002 .

Table 7 Recommended tensile properties of CuCrZ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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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TER specification for CuCrZr-IG (wt%)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 에서 납품하였다 개의 을 제작하316LN Tecphy . 2 test block

였는데 을 접합한 과 를 제작하였다 각316 / 316 / CuCrZr T427 / 3-3 T427 / 3-4

공정은 공히 까지 시간동안 가열하였으며 에서 시간1040 3 1040±10 , 140±3MPa 2℃ ℃

유지하였으며 안에서 을 유지하였다 의 경우 베릴륨vessel fast cooling . T427 / 3-4

용접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서 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하여 에580 1 , 3 200℃ ℃

서 시간 동안 냉각하는 공정을 추가하였다 제조 후 각 접합부위의 미세구조를 관2 .

찰한 결과 쪽에서 의 층이 쪽에서 의 층이 형성되, CuCrZr 40 , 316LN 5 10㎛ ～ ㎛

었다 이 층은 농축과 고갈과 관련 있으며 간혹. Cr Ni zirconium riched

가 관찰되었다 접합 후 단일재료와 접합carbonitride . CuCrZr CuCrZr / 316LN

재에 대한 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시험온도가20 , 200 , 300 .℃ ℃ ℃

증가할수록 연성이 감소하였으며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증가

하였다 충격실험결과도 인장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효처리가 길어질수록 충.

격성질이 개선되었다 인장 및 충격시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시. 1040 HIPing℃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시효처리가 성질에 미. CuCrZr 치는 영향으로 84

이하에서 시효온도가 증가할수록 기계적 성질의 개선이 이뤄졌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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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agram of T427 3-3 and T427 3-4 mock-up

Fig. 7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y of T427 3-3 and T427 3-4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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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impact test on T427 3-3 and T427 3-4 mock-up

Table 10 Impact toughness of 316 / 316 joints in T427 3-3 block

아울러 재료와 구리합금에 대한 제작이 이뤄졌고 과316 LN mock-up 316LN

접합시 시간 동안 을 수행하였으며 과 접DS-15F 1040 / 2 HIP 316LN PH / S-6F℃

합 시 시간동안 수행 후 에서 으로 열처리를 수1040 / 2 HIP vessel fast cooling℃

행하였다 이렇게 스테인리스강과 을 단일 공정으로 제작 가능한지의. CuCrZr HIP

여부를 시험하였고 그 결과 에서 시 우수한 접합성능을 지님을 확인1030 HIP℃

하였다 아울러 분당 이상의 빠른 냉각시 의 기계적 성질이 좋아. 50 CuCrZr℃

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에서는 적절한 을. CEA HIP cycle 1040 / 140MPa /1040 / 140MPa /1040 / 140MPa /1040 / 140MPa /℃℃℃℃

시간 분당 로시간 분당 로시간 분당 로시간 분당 로2 - 50 HIP quench2 - 50 HIP quench2 - 50 HIP quench2 - 50 HIP quench℃℃℃℃ 로 제안하였다 접합에 미치는 시효처. Be

리의 영향은 에서는 기계적 성질이 크게 감소하였고 종래의840, 720 460 /℃ ℃

시간에 비하여 조건은 항복응력 인장응력의 감소와 연성2 580 ,℃ 의 증가가 관

찰되었다 특히 제시한 공정은 결정립이 조대해 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는데. HIP

이는 피로와 크리프 피로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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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계적 시험2

일반적으로 베릴륨 구리합금의 접합은 베릴륨 타일의 접합 건전성에 근거하여 접-

합부위의 전단응력 측정이 주를 이루며 구조재료간의 접합부 물성평가는 접합부위

간의 기계적 물성 인장 파괴인성 피로수명 크리프 을 측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 , , )

있다 년 후반의 시험은 주로 비조사 시편에 대한 물성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1990

에 년부터는 전자빔 조사에 대한 이종금속간의 물성변화와 접합부에서의 물성2000

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년 와 을 접합한 시편에 대한1997 , 316LN IG CuCrZr Explosion welding (EXW)

인장시험 저주기 피로시험을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 300 [13].℃

한 를 이용하여 을 제조하였다EXW first wall mock-up .

(a) (b)

Fig. 8 (a) Specimen used in mechanical testing for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and (b) shear tes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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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ypical fracture behavior of explosion welded

cross weld tensile test specimens

년에 수행한 구리합금에 대한 조사영향 연구에 의하면 비조사 시편의 경2000 [14],

우 부터 까지 상당한 가공경화 수용능력을 보이다가 조사시22 350 (1.5e℃ ℃ 24n/m2)

시간시간시간시간360 / 120MPa / 3360 / 120MPa / 3360 / 120MPa / 3360 / 120MPa / 3℃℃℃℃ 접합한 접합부에서 강도증가와 가공경화 수용능력HIP

의 감소를 겪는다 시험의 경우 는 가공경화의 회복 및 연신률. 350 , CuCrZr alloy℃

의 감소를 보인 반면 에서는 연성을 보이지 않았다 파괴시험 결과 단, CuAl25 IG0 . ,

일 조건에서 구리합금의 파손이 발견되었고 대체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접HIP

합부의 파괴인성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으로 성형한. HIP 316LN

과 을 접합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미조사와Glidcop, CuCrZr [15],

조사된 조건에서 조사시 접합부위가 모재보다 인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HIP

있다 인장시편의 경우 구리 합금에서 연성파괴를 보인 반면 파괴시편에서는. [13]

접합부에서 파단 가 바뀌는 거동을 겪는다CuCrZr mode .

시간시간시간시간1160 / 140MPa / 21160 / 140MPa / 21160 / 140MPa / 21160 / 140MPa / 2℃℃℃℃ 접합한 및316LN 시간시간시간시간850 / 140MPa / 2850 / 140MPa / 2850 / 140MPa / 2850 / 140MPa / 2℃℃℃℃ 접합한

재료에CuCrZr 대한 기계적 시험을 수행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부[1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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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로 조사된 시편에 대한 인장 및 저주기 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2.5dpa .

에서 로 시험시 증가를 겪으며 재료는 조사포화현상이290 0.7dpa YS, UTS HIP℃

적고 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리합금이 약한 지역인reference .

반면 조사시 파괴는 계면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290 , 0.7dpa .℃

조사시 재료가 짧은 피로수명을 보였다2.5dpa HIP .

Table 11 Test matrix for the irradiated specimen

for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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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0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during irradiation

이외에 열응력은 시편에 복합하중을 인가하며 가 파mixed-mode fracture mode I

괴보다 파괴인성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합금에 관한. 316LN-CuAl25 IG0, CuCrZr

파괴저항성 시험을 년에 에서 수행하였다 비대칭 점 굽Mixed mode 2001 VTT [17]. 4

힘시험을 이용하여 거동을 연구하였다 조건은mixed-mode fracture . HIP 960 /960 /960 /960 /℃℃℃℃

시간시간시간시간120MPa / 3120MPa / 3120MPa / 3120MPa / 3 이며 의 경우 시간 후열처리를 겪었다 시험결과CuCrZr 460 , 2 .℃

구리의 조성에 따라 파괴거동이 달라지며 접합의 경우 시험온도에 따CuAl25 IG0 ,

라 불안정한 파괴를 겪는 반면 접합의 경우 상온 고온을 통털어서, CuCrZr HIP /

연성파괴를 겪게 된다.

Fig. 11 Axisymetric four-point bending specimen for mixed mod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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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number of HIP stages on the mechanical property of irradiated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18]

Fig. 13 Profile in the shear strength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during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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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작4 Mock-up

제 절 개발1 small, large scale mock-up

년 에서 세부과제로서 제조와 시험에 주안을 두고 있으1996 ITER-T216 mock-up

며 주로 큰 베릴륨 판과 의 접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Glidcop [5]. part

로 적절한 조건 설정 및 접합방법에 대한 최대전단응력을 측정하는데 있으며HIP

두 번째 로 제조를 수행하였다 에서 냉각시 베릴륨part T216 mock-up . 800 S65C℃

판은 잔류응력이 베릴륨의 항복응력 이하에 있었으며 2 2.5MW/m～ 2에서 1000cycle

동안 시험을 수행하였다HHF .

의 제조과정 중 동안의 잔류응력을 예상하기 위하여 유T216 mock-up HIP cycle

한요소법으로 각 재료간의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에서 냉각시 베릴. 800℃

륨 t 쪽에서의 최대 전단응력이 로서 이는 베릴륨의 항복강도ile 181MPa S65C

인 보다 낮은 응력이다 제조는 과 스테인리스강을 접270MPa . mock-up Glidcop

합하는 첫 번째 과정과 베릴륨과 를 접합하는 두 번째 과정으로 나뉘어Glidcop

진다 첫 번째 과정은 각각의 판재에 홈을 가공한 후 스테인리스 튜브가. ,

판에 위치토록 한다 스테인리스강 와 스테인리스강 판을Glidcop . tube canning

후 에 의하여 이 접합토록 한다 공정은, HIP Glidcop . HIP 930 / 120MPa / 4930 / 120MPa / 4930 / 120MPa / 4930 / 120MPa / 4℃℃℃℃

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하고 시간동안 상온으로 냉각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하고 시간동안 상온으로 냉각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하고 시간동안 상온으로 냉각시간 가열 후 시간 유지하고 시간동안 상온으로 냉각, 930 / 120MPa / 2 4, 930 / 120MPa / 2 4, 930 / 120MPa / 2 4, 930 / 120MPa / 2 4℃℃℃℃

하였다 과 베릴륨판을 접합하는 두 번째 공정은 티타늄 이. Glidcop foil Glidcop

과 베릴륨 판에 위치토록 한 후에 전자빔으로 봉인 후 헬륨 누설시험을 수행,

하였다 공정은. HIP 시간 가열 후 시시간 가열 후 시시간 가열 후 시시간 가열 후 시850 / 120MPa / 3 , 850 / 120MPa / 2850 / 120MPa / 3 , 850 / 120MPa / 2850 / 120MPa / 3 , 850 / 120MPa / 2850 / 120MPa / 3 , 850 / 120MPa / 2℃ ℃℃ ℃℃ ℃℃ ℃

간 유지하고 시간으로 냉각하며 로 유지간 유지하고 시간으로 냉각하며 로 유지간 유지하고 시간으로 냉각하며 로 유지간 유지하고 시간으로 냉각하며 로 유지425 / 3MPa / 2 425 / 3MPa / 3hr425 / 3MPa / 2 425 / 3MPa / 3hr425 / 3MPa / 2 425 / 3MPa / 3hr425 / 3MPa / 2 425 / 3MPa / 3hr℃ ℃℃ ℃℃ ℃℃ ℃

후 상온후 상온후 상온후 상온, / 1bar, / 1bar, / 1bar, / 1bar 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시간으로 냉각/ 2/ 2/ 2/ 2 하였다 제작 후 에서. mock-up , Jülich facility

2 2.5MW/m～ 2에서 로 시험하였고 잔류 최대 전단응력은 이다 전1000cycle 10MPa .

단시험 결과 균열은 에서는 발견되지 않고beryllide Ti 에서 발-Copper intermetallic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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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sign of T-216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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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서 년 월에 소규모 설계가 결정되어져서1997 CEREM 1996 3 mock-up armour

재료의 재질에 따라 베릴륨 탄소 복합재 텅스텐의 종류 이 결정되었다, , 3 mock-up

재료는 두께에 개의 냉각 를 장착한 구리합금으로 결정[2]. heat sink 20mm 3 tube

하였으며 구조재는 의 두께에 개의 를 장착한 스테인리스강으로 결정하50mm 2 tube

였다 각각의 냉각 는 냉각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 이 안쪽에. tube swirl cooling tube

삽입되었다 스테인리스강은 잉곳에서 단조한 강이며 에서 납. 316LN T5091 Tecphy

품되었다 구리합금은 분산강화 구리합금으로 재질로 에서. Glidcop Al-25 IG0 SCM

납품되었다 베릴륨 합금은 재질로 사에서 납품하였다 각. BeS65C Brush-Wellman .

각의 재료를 접합할 다중 공정은 다음의 가지 공정으로 구분되어진다HIP 4 .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판재 튜브 접합i) / ( , )

구리합금 스테인리스강 판재 튜브 접합ii) / ( , )

구리 접합iii) armour material /

iv) decanning and castellation

여기서 탄소복합재를 제외한 스테인리스강 구리합금 베릴륨 텅스텐은 접합시, , ,

을 사용하였고 탄소복합재는 브레이징을 사용하였다solid HIP .

Fig. 15 Illustration of each mock-up

베릴륨 을 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mock-up 로 개의 스테인리스강 판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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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스테인리스강 튜브를 준비하여 밀링으로 홈을 각 판에 만든다 이후 를2 . tube

각 홈에 삽입하여 준비한다 재료와 표면 준비는 의 거칠기와 에탄올로 초음파. 1㎛

세척을 수행한다 공정동안 튜브가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을 싸는 방. HIP can

식을 적용하며 밀봉 전 하루동안 진공에서 기체를 빼내는 공정을 수행한다400 .℃

접합에 사용된 공정은 분분분분1090 / 120MPa / 1201090 / 120MPa / 1201090 / 120MPa / 1201090 / 120MPa / 120℃℃℃℃ 이며 접합공정 후 기계적으로

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구리와 스테인리스강을 접합하기 위하여 개의 구can . 2

리판과 개의 구리 튜브를 준비한다 구리튜브는 마찰용접을 사용하여 접합하며 바3 .

로 접합되지 않는 특성상 구리튜브 내에 튜브를 삽입하여 이 튜브가 에 용steel can

접하게 되는 방식을 택한다 용접 후 응력제거를 위하여 에서 분간 열처리를. 980 5℃

수행한다 에서 인장시험과 크리프 시험 결과 의 고온에서 접합부위가. 450 450℃ ℃

취성을 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도입되어 균열진전을 막는 구Glidcop sleeve

실을 담당한다 접합전 각 재료는 거칠기 로 가공하고 화학적 으로 표면. 1 etching㎛

의 산화물을 제거한 후에 접합공정을 수행하였다 봉인 전 기체를 빼는 공정을 단. 1

계와 같은 공정으로 수행함으로써 마찰용접 접합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하는 것을 방

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에 사용된 공정은. HIP 분분분분930 / 120MPa / 120930 / 120MPa / 120930 / 120MPa / 120930 / 120MPa / 120℃℃℃℃ 으로써

후 구리 튜브 내부의 튜브는 방전가공으로 제거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구HIP steel .

리합금에 베릴륨 를 접합하는 단계로 접합을 위하여 층간물질 이armour (interlayer)

베릴륨과 구리합금 사이에 놓여졌으며 베릴륨 타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Cg felt

사용되었다 공정 전에 은 전자빔 시설에 놓여지고 차 진공에서 기체. HIP mock-up 2

를 뺀 후 얇은 철판을 전자빔 용접에 의해 봉인한다 세 번째 에 사용된 공정은. HIP

분분분분800 / 120MPa / 120800 / 120MPa / 120800 / 120MPa / 120800 / 120MPa / 120℃℃℃℃ 으로서 베릴륨 타일과 구리판과의 어긋남을 방지하게 위

해 냉각공정 중 로 시간 유지하는 공정을 택하였다 네 번째 과정인400 , 3MPa 3 .℃

제거 작업은 전기방전 가공을 이용하였다can .

이와 같이 mock- 의 제조공정 중 재료의 접합방법이 가장 중요한 기up armour

술로 방법을 제외한 베릴륨 구리 접합방법이 과solid HIP - ITER Task T221

에서 논의되었다 베릴륨과 구리합금이 이상의 온도에서 강하게 반응T216 . 800℃

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게 잡던지 또는 적절한 층간물질을 사용하여 계면의HIP

반응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층간물질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층간물.

질을 사용하여 접합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내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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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을baffle mock-up 1MW/m2에서 로 노출시키는1300cycle High Heat Flux

를 수행하였다 시간과 자금의 제약으로 열유속을 배로 올릴 시 파단 수test . 2 cycle

가 배 줄어드는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높은 열유속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10 .

결과 구조재료의 접합에는 문제가 없으나 높은 열유속에서 의 접합 건전armour tile

성이 여전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Table 12 Conditions of HHF test and thei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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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후 금속학적 조사에서 스테인리스강 간의 계면에서 계면에 산화물로 추정되

는 작은 산화물이 발견되었으며 구리합금간 계면에서는 판 사이의 접합계면을 발견

하지 못할 정도로 접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리합금과 스테인리스강간.

의 계면에서 계면 근처에서 크롬 석출물의 이 발견되어졌으며 냉각시line Cr-Fe-O

석출물이 발견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중 응력 및 변형을 줄여줄 적절한. HIPing

의 설계와 계면넓이를 효과적으로 넓혀줄 설계와 적절한 층간물질의 선canister tile

정이 향후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Fig. 16 Design of T232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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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의 제작2 Prototype

년 가 완성된 것을 근거하여 은 소1998 ITER Final Design Report Framatome[19]

규모 중간규모의 을 제작 시험하는데 있었으며 최적의 성형 를 결정, mock-up , route

하고 개의 을 성형하였다 구리는 스테인리스강과 으로 접합하였고2 prototype . HIP

베릴륨은 구리와 또는 브레이징으로 접합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스테인HIP .

리스강의 경우 이며 구리의 경우RCC-MR RM AFNOR grade , Glidcop Al-25 IG0

로서 S 에서 생산하였다 냉각 는 스테인리스강CM Metal Product . tube ND

17.12 (NF 이며 베릴륨은 에서 공급한 을 사용하A 49117) Brush-Wellman S65-C

였다 단조된 스테인리스강과 분산강화된 구리간의 접합은 을 사용하였으며. HIP

구리합금간의 접합과 구리 베릴륨의 접합도 을 사용하였으며 층간물질로- HIP TiTiTiTi

layerlayerlayerlayer를 사용하였다 미세구조 관찰을 위하여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연마 탈지. , ,

Spontex + HF/HNO3 에칭을 사용하였으며 의 경우 연마 탈지Glidcop , , Spontex

를 사용하였다 은 베릴륨 의 경우 공정으로는. HIP cycle armour HIP 730 , 1hr730 , 1hr730 , 1hr730 , 1hr℃℃℃℃

을 사용하였으며 브레이징 공정으로는 을 중간층으로 사용하여STEMET 1108

브레이징을 사furnace 용하였다 부품 조립후 인장 부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

스테인리스강과 Glidcop 계면은 상온 인장응력이 에 다다르고380 390MPa～

과 계면은 인장응력이 스테인리스강 간의 계Glidcop Glidcop 360 390MPa,～

면은 가 얻어졌다 과 베릴륨 계면610MPa . Glidcop 간의 전단시험 결과 730 HIP℃

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며 최대 전단응력은 가 얻어졌다 은120 140MPa . Framatome～

차로 베릴륨 접1 합까지 수행한 을 완성panel 하였으며 차 을 년까지 제2 panel 2001

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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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5

상기와 같이 핵융합로 차벽 제작과 관련한 의 동향은 베릴륨 에 열흡1 EU armour

수원 으로 구리합금을 사용하고 구조재료로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는(Heat sink)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접합공정으로는 다음과 같다HIP

접합의 경우1) Be-Cu

시간 층간물질 사용800 - 120MPa - 2 , : Ti layer℃ (Glidcop Al25)

시간 층간물질 사용580 - 100MPa - 2 , : Ti layer℃ (CuCrZr)

접합의 경우2) Cu-SS

시간1040 - 140MPa - 2℃

사용시 후 분당 이상의 빠른 냉각 권장(CuCrZr HIP 50 )℃

공정Brazing 은 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을 보완할 방법으로HIP HIP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접합 후 접합물성 평가용 기계적 시.

험은 베릴륨 구리 경계의 경우 접합부 전단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구리 스테인- , -

리스강 경계의 경우 접합부 인장 시험과 파괴인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였다 고.

열유속시험 는 시험시설에서(HHF) Jülich 1 9MW/m～ 2의 열유속을 주기적으로

인가하는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후 분석결과로는 대체로 구리 스테인리스강의, -

접합은 양호하나 베릴륨 구리합금의 접합이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

비조사재의 기계적 물성 뿐 아니라 중성자 조사시 모재 및 접합부위의 기계적

물성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조는 소형 대. Mock-up ,

형 설계 및 제작을 이미 끝낸 상태이며 을 중심으로 에mock-up Framatome ITER

들어갈 시제품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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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cent activities of beryllium-copper joints in EU

joint

material

manufacture
비고 Ref.

Type parameter

DS Copper HIP
850 , 140MPa℃

50 Ti interlayer㎛

제작Prototype

(ITER divertor baffle)
[20]

CuCrZr

Brazing CuMnSnCe, 720℃
5.4MW/m

2
에서 동안1000cycle

건전성 유지
[21]

HIP
580 , 100MPa, 2hr℃

Ti / Cu interlayer

5MW/m
2
에서 동안1000cycle

건전성 유지
[21]

CuCrZr DB
500 , 35MPa,℃

10
-5
mbar, 2hr

2MW/m2에서 385cycle,

3MW/m
2
에서 59cycle

[22]

DSCopper HIP not specified Medium-scale mock-up [23]

DS Copper HIP
850 , 120MPa, 2hr℃

Ti interlayer
ITER [24]

CuCrZr HIP 560 580 , 2hr～ ℃ ITER - FEAT [24]

DS Copper Brazing CuInNiSn, 780℃ ITER - FEAT (plate) [24]

DS Copper

HIP 730℃ 3MW/m
2
에서 tile detaching [25]

Brazing STEMET 1108, 780℃
1.6MW/m2에서 유지1000cycle ,

3MW/m
2
에서 detaching

[25]

CuCrZr HIP 525 585 , 2hr～ ℃

이상부터 접합강도의 증가565 .℃

외에Ti interlayer Cu interlayer

추가 사용 제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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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 은 플라즈마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ITER Blanket-Shield system Blanket

은 표면의 열유속을 제거하고 핵융합 중성자와 재료와의 반응을 통해 열을blanket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은 와. ITER blanket module plasma facing part heat sinking

구조재료 의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은 베릴륨part, part 3 plasma facing material ,

텅스텐 탄소 복합재등이 사용되고 는 구리합금 구조재료에는, heat sinking part ,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종금속간의 접합기술이 큰 현안으로316LN .

작용하는 바 본 보고서는 접합기술과 관련한 의 동향을 조사하였다 유럽연합은, EU .

주로 을 이용한 접합기술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정은 만큼 활발히HIP Brazing HIP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을 보완할 방법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HIP

다 제조는 프랑스의 를 중심으로 년에 소형 과 년. Mock-up CEA 1996 mock-up 1997

에 대형 설계 및 제작을 이미 끝낸 상태이다 시험 후 분석결과로는 대체mock-up . ,

로 구리 스테인리스강의 접합은 양호하나 베릴륨 구리합금의 접합이 여전히 문제로- -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을 중심으로 에 들어갈 시제품 제작에 주력. Framatome ITER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제명키워드

핵융합로 블랭킷 베릴륨 접합, , , , Hot Isostatic Pressing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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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d in some countries to support HIP. Fabrication of mock-up is

accomplished by CEA in France to finish small scale mock-up in 1996, medium and

large scale mock-up in 1997. In recent, FRAMATOME in EU has focused on

manufacturing prototype used for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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