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AR-708/2004

일본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및 mock-up 

개발 현황

The state of the art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of fusion reactor FW blanket 

and mock-up in Japan 

한국원자력연구소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일본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및 mock-up 개발 

현황”의 기술현황분석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8. 27

                    과제명: 지르코늄신합금핵연료피복관개발

                               과제책임자: 정용환      

      

                                            주저자: 박정용

                                            공저자: 정용환

백종혁

김준환

                                                              김현길

                                                          



- i -

요  약  문

Ⅰ. 제  목

일본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및 mock-up 개발 현황

Ⅱ. 연구내용

일본은 JAERI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Kawasaki 중공업, Isuzu Motors 및 

University of Tsukuba 등이 참여하여 First wall blanket 접합기술을 개발하

다. 일본은 HIP, Brazing, Casting 및 Friction welding 등 다양한 접합기술을 적

용하여 SS/SS와 SS/Cu의 접합기술을 개발하 고, Be/Cu의 접합기술에서는 SS

의 예민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HIP 조건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Shielding blanket의 제작과정에서 Be armor를 Cu에 접합하는 것은 Cu를 SS에 

접합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HIP 과정중에 SS가 예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50℃이하에서 접합하는 조건을 설정하 다. 일본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

안된 Be/Cu의 HIP 조건은 Cu 중간층을 사용하고 620℃/150MPa/2시간 이었다. 

일본은 1995년까지 sample test를 완료하고 그 후 2000년 말까지 small scale 

mock-up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마쳤으며, 2001년 이후에는 large scale 

mock-up 에 대한 제작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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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 state of the art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technology of fusion reactor FW blanket and mock-up in Japan 

Ⅱ. Scope and Contents of Report

The joining technology of first wall blanket has been developed by 

JAERI in collaboration with Kawasaki Heavy Industry, Isuau Motors and 

University of Tsukuba in Japan. A variety of joining technologies including 

HIP, brazing, casing and friction welding was applied to the manufacturing of 

SS/SS and Cu/SS joint. In Be/Cu joining, it was emphasized to find the 

optimal HIP temperature lower than 650℃ in order to avoid excessive SS 

sensitization because the joining of Be tile to Cu heat sink is a final 

processing step in the manufacturing of FW blanket. The selected HIP 

condition were 620℃, 150MPa and 2hr with Cu interlayer. Sample tests for 

joints was completed by 1995. The small scale mockup was manufactured and 

its performance was qualified by end of 2000. From 2001, the manufacturing 

and the characteriz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larger scale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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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일본은 JAERI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Kawasaki 중공업, Isuzu Motors 및 

University of Tsukuba 등이 참여하여 FW (First wall) blanket 접합기술을 개

발하 다. 일본은 HIP, Brazing, Casting 및 Friction welding 등 다양한 접합기

술을 적용하여 SS/SS와 SS/Cu의 접합기술을 개발하 고, Be/Cu의 접합기술에

서는 SS의 예민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HIP 조건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Shielding blanket의 제작과정에서 Be armor를 Cu에 접합하는 것은 Cu를 SS에 

접합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HIP 과정중에 SS가 예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50℃이하에서 접합하는 조건을 설정하 다. 일본에 의해 최종적으로 제

안된 Be/Cu의 HIP 조건은 Cu 중간층을 사용하고 620℃/150MPa/2시간 이었다. 

일본은 1995년까지 sample test를 완료하고 그 후 2000년 말까지 small scale 

mock-up을 제작하여 성능평가를 마쳤으며, 2001년 이후에는 large scale 

mock-up 에 대한 제작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FW blanket 제조기술 개발 현황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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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ample test를 통한 접합특성 평가

제 1 절 Casting, Brazing 및 Friction welding [1]

1. 배경 및 목적

일본은 FW blanket의 접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부품을 구성하는 

합금들에 대한 접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Cu합금과 SS의 접합 및 SS와 SS의 

접합은 ITER의 cooling tube, primary wall module, limiter 및 divertor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접합부이다. Cu합금과 SS의 접합 및 SS와 SS의 접합에 대한 연

구에서는 최적의 접합방법을 찾기 위하여 Casting, Brazing 및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다른 접합방법을 시도하 다. 이러한 접합방법으로 시편들을 제조하

여 조사시험과 PIE를 통하여 접합부의 기계적 성능에 미치는 조사효과를 평가하

다.  

2. 접합시편 제조

Cu와 SS 및 SS와 SS의 접합방법으로 Casting, Brazing 및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접합방법이 적용되었다. 이중 Casing 접합의 경우 접합시편

은 러시아(RF HT)에서 만들어 졌으며, 접합부에 대한 평가는 일본에서 수행되

었다. Casting 접합에서 Cu 합금으로는 CuCrZr이 사용되었고 SS 합금으로는 

SS316LN-IG 가 사용되었다. 그림 1은 Casting 접합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Casting 접합은 1100℃의 진공상태에서 SS위에 CuCrZr 합금용탕을 부어 

응고시킨 후 980℃에 1시간동안 열처리를 수행한 후 수냉하고 마지막으로 500℃

에서 3.5시간 동안 시효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합부의 건전성은 

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pore와 crack과 같은 결함들이 발

견되지 않았다. 

그림 2는 Brazing 접합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razing 접합은 

10
-4
 torr의 진공상태에서 수행되었다. Brazing 온도까지의 승온속도는 500℃/h이

고 Brazing 온도는 980℃이며 soaking time은 5분으로 수행된 후 300℃까지 냉

각하 다. Brazing과정의 filler material과 선정이유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접합에 

사용된 Cu 합금은 CuAl-25 고 SS는 SS316LN-IG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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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Friction welding 접합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u합금

으로는 CuAl-25가 사용되었고 SS는 SS316LN-IG가 사용되었다. Base material

의 조성을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접합부 및 기준합금의 인장시험을 그

림 4에 나타내었다. 

3. 조사시험 (Neutron irradiation test)

상기의 세 가지 접합방법으로 제조된 시편에 대한 조사시험이 JMTR에

서 2주기 동안 수행되었다. 한주기의 조사기간은 약 25일이었으며, 총 조사량은 

약 2x10
20
n/cm

2 
(>1Mev) 고, 조사온도는 약 150℃ 다. 그림 5는 중성자 조사

시험에 사용된 캡슐을 나타낸 것으로서 2개의 조사캡슐이 사용되었고 동일한 조

사조건이 되도록 배치되었다. 그림 6은 JMTR에서 접합부의 조사시험을 위한 캡

슐이 배치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4. 조사후 시험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상기의 세 가지 종류의 접합방법으로 제조된 접합부 시편에 대한 조사후

시험으로서 인장시험, 경도시험 및 미세조직 관찰이 수행되었다. 

가.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상온 및 조사온도인 150℃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crosshead speed는 항복점 이전까지는 0.1mm/min이었고, 항복점 이후에서는 

1mm/mim 이었다.  Casting 과 Friction welding으로 제조된 접합부시편은 접합

부위의 Cu 합금에서 파괴되었으나, Brazing 접합부 시편은 접합부에서 파괴되었

다. Brazing 시편에서는 filler material의 강도가 CuAl-25와 SS316LN-IG보다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접합부의 강도는 Friction welding, Casting, Brazing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접합부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조사효과는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Casting

그림 7은 Casting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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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dure of castin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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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razing filler metal (wt.%)

Fig. 2 Fabrication procedure of brazin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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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abrication procedure of friction welding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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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copper alloys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S316LN-IG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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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mension of tensil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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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figuration of neutron irradiation capsule

Fig. 6 Neutron irradiation hole of neutron irradiation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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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 시편의 파괴는 조사전후 모두 CuCrZr 합금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Casting

으로 접합한 부분의 강도가 CuCrZr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후 인장시

험결과 접합부의 강도와 CuCrZr의 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후 접합부의 강도가 CuCrZr 합금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Brazing

그림 8은 Brazing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

시험 후 시편의 파괴는 조사전후 모두 접합부위에서 발생되었으며, 항복강도와 

연성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Filler material의 강도가 CuAl-25이나 

SS316LN-IG 보다 낮기 때문에 변형이 접합부위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 Friction welding

그림 9는 Friction welding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인장시험 후 시편의 파괴는 조사전후 모두 CuAl-25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Friction welding으로 접합한 부위의 강도가 CuAl-25 기준합금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riction welding으로 접합한 시편의 계면 근처에서 fiber 

structure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연신율과 파괴인성은 Friction 

welding에 의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alumina와 같은 

nonmetallic inclusion의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경도시험

그림 10은 접합부에 대한 경도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asting 접합

에서는  SS의 경도가 모든 위치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CuCrZr 합금은 

접합부 부근에서 경도가 감소하 다. 따라서 Casting 접합은 접합부 부근의 

CuCrZr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Brazing 

접합에서는 CuAl-25 및 SS316LN-IG의 경도가 모든 위치에서 유사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따라서 Brazing 접합은 base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Friction welding 접합에서는 SS 316LN-IG의 경도값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CuAl-25의 경도값은 접

합부에서 기준 합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Friction welding 

접합은 접합부의 CuAl-25의 기계적 특성에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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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경도측정으로부터, casting 과 friction welding의 경우 joint position 근

처의 Cu 합금의 경도가 다른 측정지점이나 기준 Cu 합금 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casting과 friction welding은 접합부 근처의 Cu 합금의 기계적 특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zing의 다른 접합방법에 비하여 매우 작았으

며, 이것을 water cooling connection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 Cu 합금 중에는 CuAl-25가 CuCrZr에 비하여 조사의 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uAl-25의 인장강도가 조사전후에 관계없이 

CuCrZ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Al-25는 alumina의 분산효과에 의하여 높

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Casting을 하면 이러한 효과가 소멸하므로 CuAl-25을 

사용할 경우 Casting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모든 접합방법에서 인장강도는 기

준 Cu 합금과 비교할 때 모두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

로, CuAl-25을 사용한 Fricition welding 방법이 높은 강도와 낮은 연신율을 요

구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 CuCrZr을 사용한 Casting 방법이 높은 

연신율과 낮은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 절 HIP [2]

1. 배경 및 목적

Cu 합금은 고온강도와 고온에서 열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FW banket의 

유망한 heat sink 재료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 후보 합금으로는 CuCrZr과 

CuAl-25 등이 있다. 한편, SS316LN-IG는 냉각수라인을 위한 구조재료의 후보재

료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Cu합금과 SS의 접합은 냉각수라인의 접합을 위한 방법

으로 제안되고 있고, 그 접합방법으로 HIP 방법이 유망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Cu합금과 SS의 HIP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CuCrZr/SS316LN-IG 

및 CuAl-25/SS316LN-IG 접합에 대한 조사전후의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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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s of tensile test on casting joint and base materials (CuCr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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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tensile tsst on Brazing joints and base materials (CuA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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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s of tensile test on Friction welding joints and base materials 

(CuAl-25)



- 15 -

Fig. 10 Hardness distribution across Cu alloy/SS316LN-I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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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합시편 제조

그림 11은 HIP 접합시편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접합온도는 105

0℃, 압력은 150MPa, 유지시간은 2시간, 접합표면의 거칠기(Rmax)는 1㎛이하가 

되도록 하 다. Cu 합금으로는 CuCrZr과 CuAl-25가 사용되었고 SS는 

SS316LN-IG가 사용되었다. HIP방법으로 접합한 시편을 이용하여 그림 12에 나

타낸 것과 같이 기계적 특성시험을 위한 시편을 제조하 다.  

3. 조사시험 (Neutron irradiation test)

2 종류의 Cu 합금을 사용한 접합부와 기준합금에 대한 조사시험이 

JMTR에서 4 주기 동안 수행되었다. 한 주기당 조사시간은 약 25일이었으며, 총 

조사량은 약 2x10
21
n/cm

2 
(>1MeV) 고, 조사온도는 약 250℃ 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조사시험에 사용된 캡슐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조사용 캡슐이 이

용되었고 조사조건은 두 개의 캡슐에서 일정하도록 설정하 다. 한 캡슐은 인장

시편의 조사시험에 이용되었고 또 다른 캡슐은 충격시편 및 파괴인성시편의 조

사시험에 이용되었다.   

4. 조사후 시험 (Post Irradiation Examination)

조사후 시험으로서 인장시험, 충격시험, 파괴인성 시험 및 미세조직 관찰

이 수행되었다. 인장시험은 상온과 조사온도인 250℃에서 수행되었다. 충격시험

은 조사시편과 비조사시편에 대하여 수행되었고 시험온도는 상온과 250℃ 다. 

한편, 조사시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100℃와 400℃에서도 수

행되었다. 파괴인성 시험은 상온과 250℃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시편에 대하여

는 추가적으로 100℃와 300℃에서도 수행되었다. 

가. 인장시험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 결과, CuAl-25/SS의 접합은 CuAl-25에서 파괴

되었으며, 접합부의 인장특성은 CuAl-25와 거의 유사하 다. 250℃ 시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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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brication procedure of solid HIP joi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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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mens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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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rradiation capsule of tensile specimens

Fig. 14 Irradiation capsule of impact specimens and fracture toughnes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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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편은 항복이 일어나지 않고 접합계면에서 파괴되었다. 이로부터 중성자 조

사는 CuAl-25의 기계적 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SS/SS의 접합시편은 SS 부분에서 파괴되었고 접합시편의 인장특성이 SS의 인

장특성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HIP 접합은 

CuAl-25와 SS316LN-IG의 접합에 큰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충격시험

CuAl-25/SS 접합시편은 충격시험 결과 CuAl-25 부분에서 파괴되었고, 

SS/SS 접합시편은 접합계면에서는 파괴되지 않았으나, 계면 부근에서 파괴되었

다. 따라서 HIP 과정은 접합시편의 충격인성을 낮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접합부의 충격인성은 중성자 조사에 의해 낮아졌고 상온에서 400℃까지의 범

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사 CuAl-25/SS316LN-IG 접합

시편의 충격인성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 으나, 조사후에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

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 파괴인성 시험

파괴인성 시험에서 CuAl-25/SS316LN-IG는 상온에서 파괴되었으나 25

0℃에서는 파괴되지 않았다. 즉 Cu/SS 접합시편은 상온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25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된 SS/SS 접합시편의 파괴인성은 온

도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 다. 

5. 요약

HIP 방법으로 제조한 접합시편의 기계적 성능은 base 재료의 기계적 성

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접합시편의 성능이 base 재료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합온도 1050℃, 압력 150MPa, 유지시간 2시간의 

HIP 조건은 Cu합금과 SS316LN-IG의 건전한 접합부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HIP에 의한 접합방법은 재료를 충격과 파괴에 민감

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충격과 파괴인성이 요구되는 곳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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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mall mock-up 제조 및 특성평가 [3]

제 1 절 연구개요

Be과 Cu 합금의 접합기술은 최종적으로 Be tile이 부착된 FW blanket을 

제작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다른 접합부보다 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일

본은 Be과 Cu 합금의 접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HIP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접합조건을 조사하 다. shielding blanket과 FW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

에 대한 우수한 접합특성을 얻어야 하므로 HIP 방법이 선택되었다. HIP 온도는 

650-700℃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SS의 예민화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설정되었다. 최적의 HIP 조건이 선택된 후 mock-up을 제작하여 high 

heat flux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FW blanket의 제조성을 조사하 다. 

일본의 Be/Cu 접합에 관한 연구는 접합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SS 

예민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 설정에 중점을 두고 HIP을 이용한 접합기술

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최적의 접합조건을 얻기 위하여 HIP 방법으

로 서로 다른 interlayer를 갖는 Be/DSCu 접합시편을 제작하 고, 접합부에 대한 

성능을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평가하 다. 또한, 선정된 조건으

로 small-scale mockup을 제조하고 heat flux testing을 수행하여 제조성을 평가

하 다.

Be/Cu 접합기술 개발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과 같다.

▪ Be: S-65C grade

▪ Cu: DSCu (Al2O3 dispersion strengthened copper, GlidCop Al-25)

▪ SS: SS316L(N)

접합기술은 HIP 방법이 선정되었다. 가공을 쉽게 하기위하여 interlayer

는 Be 쪽에만 적용되었다. Be은 가공의 마지막 단계에서 shielding blanket에 부

착되므로 실제 공정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interlayer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

나 Cu 합금에 interlayer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조된 큰 부피의 구조물을 

다루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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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u 접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 서로 다른 interlayer 와 HIP condition을 가지고 있는 Be/Cu 접합시편 제조 

▪ 미세조직 관찰과 기계적 특성 시험

▪ 최적의 Interlayer와 HIP 조건 결정

▪ Small size mock-up 제작

▪ 제작된 small scale mockup에 대한 thermo mechanical test

1. HIP을 이용한 Be/Cu 접합시편 제조

가. HIP을 이용한 Be/Cu 접합시편 제조조건

▪ Inter layermaterials: Ti/Ni, Ti/Ni/Cu, Cr/Cu, Ti/Cu, Al/Ti/Cu

▪ HIP temperature : 550-850℃

▪ HIP pressure: 140-150MPa

▪ HIP holding time: basically 2 hours

▪ Specimens size : 8mm-dia x 20mm-long for bending test or 

     4mm x 4mm x 20mm long for bending test

▪ Number of specimens: approximately 10 in total (TBD)

나. 미세조직 관찰 및 기계적 특성 시험 

▪ 미세조직 관찰 : OM, EPMA

▪ 전단시험 및 굽힘시험: 상온, 200℃, 400℃ 온도에서 수행

2. Small scale mock-up 제작

Type 1

▪ Mock-up size:  15 mm wide x 30 mm high x 23 mm long (TBD)

▪ Be armour size : 15 mm x 22 mm x 10 mm thick (TBD)

▪ Number of Be armour: one/mock-up (TBD)

▪ DsCu heat sink thickness :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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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support plate thickness: 5mm (TBD)

▪ HIP condition :1050C/150MPa/2hrs for DSCu/SS plate, TBD for Be/DSCu

▪ Number of mock-ups: 2

Type 2

▪ Mock-up size: 22 mm wide x 45 mm high x 200 mm long (TBD)

▪ Be armour size : 22 mm x 22 mm x 10 mm thick (TBD)

▪ Number of Be armour: four/mock-up (TBD)

▪ DsCu heat sink thickness : 20mm

▪ SS support plate thickness: 15mm (TBD)

▪ Number/size of ss tube: one/10mm-inner-dia x 1mm thick

     (embedded in DSCu)

▪ HIP condition :1050C/150MPa/2hrs for DSCu/SS tube/SS plate (single 

step), TBD for Be/DSCu

▪ Number of mock-ups: 1-2

3. Heat flux testing 

▪ Type 1 small-scale  mockup에 대하여 수행

▪ Testing facility for HIP mockup: E-beam heating facility, OHBIS

▪ Heat flux: 0.5 MW/m
2
 이상

▪ thermal cycle 수 : 1000cycle 이상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interlayer 후보재료를 가지고 있는 

Be/Cu 접합부 특성분석을 수행하고 small mockup에 대한 thermo-mechanical 

성능을 평가하여 ITER의 primary FW을 만들기 위한 Be/Cu 접합의 interlayer

와 HIP 조건을 최적화 하 다. 

제 2 절 Interlayer 재료 선정

1. HI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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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ing blanket/FW의 제작과정에서 Be를 Cu 합금에 접합하는 것은 

Cu 합금을 SS에 접합하는 다음단계로서 전체 공정 중 최종 접합단계이다. 따라

서 SS 구조물이 Be/Cu와 같은 열처리를 받게 되므로 HIP과정 중 SS가 민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50℃ 이하의 온도에서 HIP 접합이 수행되었고 이 때 

압력은 150MPa과 유지시간은 2시간으로 하 다. 

2.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SS316LN-IG 대신에 SS316이 사용되었고, AL-25IG 대신에 

GlidCop AL-25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mockup의 제조성과 성능에 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l과 Cu가 compliant material로 사용되었

는데 이는 interlayer의 용융과 취약한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Al과 Cu는 Ti, Cr, Mo Nb와 반응하고, Al은 Be 및 Cu와 metallic 

compound를 형성하지 않는다. 또한, Foil을 삽입하는 것보다 PVD coating에 의

한 방법이 더 우수한 접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layer 재료들과 

HIP온도에 대하여 표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 Be/DSCu HIP joint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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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nterlayer 재료들은 Be과 DSCu heat sink의 표면에 PVD나 VPS

의 방법으로 증착되었다. DSCu에 interlayer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DSCu가 큰 부피과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SS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oft Cu를 포함하는 coating을 진공 중에서 

DSCu에 대하여 하면 접합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관찰

HIP 방법으로 제작된 Be/DSCu 접합시편의 접합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4점 굽힘시험이 JIS R1624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림 15는 시험대 및 시

편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굽힘시험의 온도는 RT, 200℃ 및 400℃에서 수행되었고 고온시험은 상온

에서 높은 강도를 보인 접합시편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시험온도로 설정된 200℃ 

ITER의 운전조건에서 Be/DSCu 계면의 온도이다. 

굽힘시험 결과, PVD 방법으로 코팅된 Cu interlayer를 가지고 있고 62

0℃에서 접합된 시편이 가장 큰 굽힘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접합시

편에 대하여 고온에서 굽힘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굽힘강도가 

130-140MPa으로 떨어지고 Be2Cu/BeCu 및 Be/Be2Cu 계면에서 파괴가 일어났다. 

또한, Al(VPS, 0.7mm) + Al foil(0.12mm) + Al(PVD, 10micron) / 

Ti(PVD,10micron) / Cu(PVD,10micron) / Cu(PVD,10micron) interlayer를 가지

고 있고 555℃에서 HIP 접합한 시편이 상대적으로 높은 굽힘강도를 나타내었다. 

4점굽힘 시험을 이용한 기계적 특성평가와 미세조직 관찰 결과를 바탕으

로 다음단계인 mockup 제작을 위하여 2개의 후보조건이 선정 되었다. 그 중 하

나는 Cu(PVD, 10㎛) interlayer를 가지고 620℃에서 접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

나는 Al(VPS, 0.7㎛) + Al foil (0.12㎛) + Al(PVD, 10㎛) / Ti(PVD, 10㎛) / 

Cu(PVD, 10㎛) interlayer를 가지고 550℃에서 접합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ITER-FEAT 운전조건 하에서 FW의 파괴는 200℃에서 4점 굽힘시험의 

경우과 같을 것이다. 굽힘시험의 파괴위치는 EPMA 결과로부터 HIP과정에서 형

성된 Ti layer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l/Si/Mg foil의 화학조성이 최적화 된다면, 

Be/DSCu HIP 접합의 thermo-mechanical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었으

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Al/Si/Mg foil의 최적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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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osal for optimization of Al/Si/Mg foil

Fig. 15 Four-point bending test of HIPed Be/DSCu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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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mall mockup

1. small mockup 제조

그림 16은 small scale mockup을 나타낸 것이다. 22x22x10mm 크기의 

Be amour tile이 3개, 20mm 두께의 DSCu heat sink, 15mm 두께의 SS backing 

plate 그리고 두께 1mm의 SS 냉각수관이 heat sink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mockup의 제조과정에서 DSCu, SS coolant tube, SS backing 

plate가 동시에 1050℃, 150MPa, 2시간의 조건에서 HIP 방법으로 접합되고 후 

Be armour tile이 DSCu 위에 역시 HIP 방법으로 접합되었다. 이러한 설계와 제

조방법은  ITER primary FW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Be과 DSCu의 HIP 접합에서는 Al + Al foil + Al/Ti/Cu interlayer을 사용하고 

550℃, 150 MPa, 2시간의 조건이 적용되었다. HIP을 수행한 후 castellation 공정

이 Be armour에 대하여 EDM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 공정은 현재 비용이 

높은 관계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 중에 있고 향후 다른 방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Fig. 16 Small scale HIPed first wall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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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 heat flux testing 시편 제조

Be/Cu 접합시편이 접합부 계면에서 heat removal 성능과 

thermo-mechanical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각각 2개의 HIP 조건을 

적용하여  3개의 Be/DSCu 접합시편이 제작되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시편의 

치수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17 Dimension of Be/DSCu HIPed specimens for OHBI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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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High heat flux test

1. 예비 thermal analysis

High heat flux 시험이 수행되기 전 FEM 방법으로 예비 열분석이 수행

되었는데, 이는 high flux test에서 thermal load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것이다. 이 시험은 ITER-FEAT 정상운전 조건에서 Be/DSCu 접합계면의 온도

를 모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surface heat flux 가 0.5MW/m
2
이고 냉각수 온

도가 100-150℃일 때 접합계면의 온도는 약 180-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는 Be/Cu 접합의 최대 계면온도를 peak heat flux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

다. 이 결과로부터 얻은 heat flux test 조건은 표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6 Heat load conditions in heat removal and thermal fafigue test

Fig. 18 Be/DSCu HIPed specimens for OHBI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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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h heat flux test

High heat flux test는 JAERI의 Oarai Hot Cell Beam Irradiated Stand 

(OHBIS)에서 수행되었다. 진공챔버에 장착된 VTR와 IR camera로 Be/DSCu 시

편을 in-situ 로 관찰하 다.

첫 번째 시험에서  5MW/m
2
까지 heat removal test를 수행하 고, 

Al/Ti/Cu interlayer 또는 Cu interlayer 사용에 관계없이 표면에서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0은 Be 표면에서 5mm 깊이로 묻

은 thermocouple로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heat flux에서 

최대 온도의 변화는 서로 잘 일치하고 계산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부터 약 5MW/m
2
의 heat removal capacity 까지는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9 Temperature at heating time of 15S by FEM analysis in the 

specimens with Cu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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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ax. Tresca stress evaluated by FEM

Fig. 20 Thermal response measured by 

thermocouple embedded at 5mm deep from 

the B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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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o-plastic thermal stress 분석이 5MW/m
2
의 heat load 조건에서 온도 분포

를 갖는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표 7은 서로 다른 interlayer을 갖는 시편의 

Be/DsCu 접합계면에서 관찰된 최대 Tresca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제 5 절 요약

Be와 DSCu의 접합에 대한 최적조건이 조사되었고, mockup이 제조되고 

평가되었으며, 이는 ITER R&D task T508, "Qualification of Be and Be/Cu 

joins and mock-ups testing" 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수행된 것이다. 사용된 재

료와 관련하여 SS316LN-IG 대신에 SS316이 사용되었고, Al-25IG 대신에 

GlidCorp Al-25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재료의 차이는 mockup의 제작과 성능에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HIP 접합 시 Be와 DSCu 사이의 interlayer 재료는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4점 굽힙시험과 미세조직관찰을 통

하여 최적의 HIP 조건과 interlayer 재료들이 선정되었다. 한편, Al과 Cu가 

compliant layer로서 선정되었으며, 이는 낮은 HIP 온도에서 interlayer 재료가 

용융되거나 취약한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또한 Mg

를 포함하는 Al foil이 HIP 과정동안 Al 표면에서 생성되는 산화물을 없애기 위

하여 도입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가지 HIP 조건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Table 8 Be/DSCu HIP condition selected

Be/DSCu HIP joint의 제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mall scale mockup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SS backing plate, SS cooling tube, DSCu heat sink, Be 

armor tile로 구성되도록 하 다. HIP 조건은 첫 번째로 DSCu/DSCu와 

DSCu/SS에 대하여 동시에 1050℃, 150MPa, 2시간을 적용하 고, 두 번째로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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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을 DSCu에 부착할 때는 550℃, 150MPa, 2시간을 적용하 고 interlayer로서 

Al/Ti/Cu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mockup이 만족스러운 치수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제조된 mockup에 대한 thermo-mechanical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heating 시험이 JAERI-Oarai의 OHBIS에서 수행되었다. Heating 시험을 위하여 

Be/DSCu 시편이 상기의 HIP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Heat loading 조건은 

5MW/m
2
의 heat flux, 1000cycle 이었으며, 이는 ITER-feat 운전조건에서 계면온

도가 200℃인 조건과 thermal fatigue 성능을 모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결과 

열전대로 측정한 temperature response는 FEM analysis와 잘 일치하 으며 heat 

removal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Cu interlayer를 가진 시편은 시험도중 Be surface의 모서리에서 

hot spot이 생겼고, 시험 후에 HIP 접합 계면에서 균열이 관찰되었다. 한편,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hot spot 과 crack 이 관찰되지 않는 

건전한 접합성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할 경우 우

수한 thermo-mechanical performa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과정

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Cu 

interlayer를 사용하여 비교적 저비용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예

정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큰 크기의 FW mockup에 대한 제작성과 

thermo-mechanical 성능이 조사될 예정이며, 더욱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mockup을 제작하여 높은 heat flux 시험 장치에서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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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일본은 FW blanket의 접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부품을 구성하는 

합금들에 대한 접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Cu합금과 SS의 접합 및 SS와 SS의 

접합은 ITER의 cooling tube, primary wall module, limiter 및 divertor의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접합부이다. Cu합금과 SS의 접합 및 SS와 SS의 접합에 대한 연

구에서는 최적의 접합방법을 찾기 위하여 HIP, Casting, Brazing 및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다른 접합방법을 시도하 다. 이러한 접합방법으로 시편들을 

제조하여 조사시험과 PIE를 통하여 접합부의 기계적 성능에 미치는 조사효과를 

평가하 다.  

Be/Cu 접합은 FW blanket 제조를 위한 핵심기술이며 일본에서는 Be과 

Cu 합금의 접합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Interlayer를 이용하고 접합조건

을 변경하여 접합성을 평가하 으며, 최적의 접합조건을 선정한 후 mockup을 제

조하여 FW blanket의 제조성을 평가하 다. 접합방법은 HIP 조건이 선택되었고 

이는 shielding blanket과 FW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 걸쳐서 우수한 

접합특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적용한 HIP 방법의 특징은 650-70

0℃의 온도범위에서 나타나는 SS의 예민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Be와 DSCu의 열팽창 차이에 의한 잔류응력에 의해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nterlayer materials가 균열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한편, Al 및 Cu 가 compliant layer로서 사용되었다. HIP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interlayer의 용융현상이라든가 Cu와 Be 사이에 형성

된 취약한 화합물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HIP 조건이 선택되었다. 

1) Be/Al + Al foil + Al/Ti/Cu/DSCu : 555℃x2hrs, 150MPa

2) Be + Cu/DSCu: 620℃ x 2hrs, 150MPa

'/'는 코팅계면을 나타내고, ‘+’는 HIP에 의해 결합된 계면을 나타낸다. 위의 두 

가지 HIP 조건에 의해 Be과 DSCu 합금이 성공적으로 접합되었다. 

HIP으로 제조한 Be/CsCu 접합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점 

굽힘시험이 수행되었다. 620℃에서 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가 최대 굽힘강도

를 나타내었고,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굽힘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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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미세조직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전술한 두 가지 조건이 mockup 제조

와 기계적 특성시험에 사용되었다. 

FW의 제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small-scale FW mock up이 제조되었

으며, 그 구성은 SS backing plate, SS cooling tube, DSCu heat sink, Be armor 

tile 로 되어 있다. 이 mockup에 대한 heat loading test가 JAERI-Oarai에 있는 

OHBIS 설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heat flux 5MW/m
2
, puls length 15s, 

1000cycles의 시험조건에서 우수한 열제거(heat removal)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시험 조건은 Be과 DSCu의 계면온도가 ITER-FEAT 운전조건에서의 

interface 온도인 약 200℃와 유사하도록 설정되었다. Al/Ti/Cu interlayer를 사용

하여 접합한 경우의 thermomechnical performance가 Cu interlayer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ITER의 정상운전조건에서 더 유리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다음단계의 middle size FW mockup

이나 실제 ITER FW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Cu interlayer을 

사용한 경우도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Cu interlayer를 사용

하여 HIP 접합을 하면 ITER의 정상 heat load (0.5MW/m
2
의 표면열유속) 보다 

많은 heat load를 견딜 수 있고 비록 다소의 균열이 발생하지만 제조비용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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