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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원자력 산업에서는 발 뿐만 아니라 공정열을 이용하기 한 안 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차세  에 지 시스템 개발이 각 을 받고 있다. 한 이산화탄

소의 지구 온실효과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청정에 지 시스템에 한 요

성이 크게 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GEN-IV 로그램과 같은 핵분열 에 지 

시스템의 공동연구 추진과 단기 으론 ITE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장기 으로 

DEMO reactor나 발 로를 고려한 핵융합 개발 로그램이 원자력 선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원자력 에 지 시스템들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성자 fluence나 운 온도가 높아져 시스템의 운 조건에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

이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 견딜 정 재료개발이 필수 이며, 재료의 물성 

 성능 평가를 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정 소재의 선정  신소재 개발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핵융합 분야는 고에 지를 지닌 성자에 의한 

향, 라즈마에 의한 향 등 핵분열 에 지 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운 환경에 

Fig. 1. Materials research needs according to the operation 

conditions of the various types of the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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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재료문제가 훨씬 크게 부각된다. 핵융합로와 련된 기술  분야는 Table 1

에 나타내었듯이 몇 개의 분야로 나 어 생각할 수 있지만, 각 분야마다 다양한 

재료기술들이 핵심기술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핵융합로 기술 수 은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은 국내의 원자력 산업이 2세  원자로인 경 수로 주

에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한 환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미래형 원자

력 시스템의 하나인 핵융합로 에 지 시스템과 련 하여 ITER 건설 착수를 

한 선진국의 기술 개방화 틈새가 공존하므로 면 한 계획을 통한 핵융합로 에

지 시스템 개발에 참여는 매우 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선진 각국이 그 듯이 핵융합로 재료문제는 ITER 이후의 핵융합로 시스템 실

을 한 핵심 기술로 고려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 여건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략 인 요소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핵융합 에 지 시스템의 기술 인 실 , 성능, 안 성, 경제성 향상을 한 

신재료  제조 기술의 개발

2) 핵융합 실험(TBM 포함)  실증로를 한 단기 으로 활용 가능한  재

료응용 기술 개발/ 용 

3) 재료 특성  성능 평가 기술 확보와 DB 구축  설계를 한 자료제공 

4) 고에 지 성자 환경에서 재료 상에 한 기  과학  이해

Table 1. Underlying materials science knowledge base within the virtual 

laboratory of technology provided by the Materials sci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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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EA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agreement와 'Fusion 

Materials' agreement 에서 수행하는 재료연구 그룹군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핵융합재료 기술 주도국 진입

6) GEN-IV 로그램 등과 Cross Cutting 요소기술 목을 통한 재료기술 향

상 효율성 극 화

핵융합로에서는 각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소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라즈

마를 심으로 블랭킷까지에 치하는 구조용 소재는 매우 혹독한 운  여건에

서 특성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정 소재의 개발  소재에 한 신뢰성 높은 물

성/성능자료가 운 효율이 높은 핵융합로 실 을 한 선행요소가 된다. 따라서 

핵융합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에서도 핵융합로 

재료 개발 연구는 구조재와 라즈마 면재에 많은 연구를 집 하고 있다. 한 

IEA의 fusion material 련 공동연구 로그램과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련 공동연구 로그램에서도 FM 강, ODS 강, V 합 , SiC/SiC 복합

체, Be, Insulator, 세라믹 증식재, 라즈마 면재와 련된 공동연구가 미국, 일

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재를 심

으로 한 재료연구가 시작되어 단기 으론 ITER TBM 제작  생산 data 이용 

방안이 마련되고, 장기 으론 발 로를 비한 재료기술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

다.

본 기술 황 분석 보고서에서는 토카막형 핵융합로의 각 구성요소별 재료 개

발 황을 분석하여 향후 핵융합로 개발  원자력 산업용 재료 기술 개발을 

한 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본론에서는 구조재인 FM 강, ODS 

강, SiC/SiC 복합체  바나듐 합 에 한 국내외 연구 동향, 세라믹 증식재의 

개발 황, 디버터 면  소재와 고온 도체 개발 황  조사시험 모사와 

재료의 양립성 연구와 련된 기술 황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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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핵융합로 재료를 구성요소별로 정리하여 보면 Fig. 2와 같다. 

고에 지 (14 MeV) 성자와 고온 라즈마를 해야 하는 심부에는 내열/

내침식성이 우수한 재료가 일차벽  디버터의 라즈마 면재로 고려되고 있

다. 표 인 소재로는 원자번호가 낮은 Be이나 원자번호가 큰 텅스텐이나 텅스

텐 합 을 고려하고 있으며, heat flux가 높은 부분은 탄소/탄소 복합체를 고려하

고 있다. 원자번호가 큰 소재는 정상 가동 상태에서 라즈마에 의한 침식이  

원자번호 물질보다 히 작다. 그러나 고 원자번호 물질은 면재로부터 나오

는 불순물이 라즈마에 미치는 향 커서 라즈마 내에 허용되는 농도가 작다. 

탄소/탄소 복합체는 화학침식에 의해 발생된 C가 hydrogenate carbon 피막의 주

된 원인이므로 디버터 부품에 CFC 사용을 이고 W으로 체하는 경향이 있다. 

블랭킷은 DT 반응의 원료물질인 삼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열을 회수하는 역할, 성자로부터 바깥 쪽 구조물을 차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다. 블랭킷은 구조물과 증식재로 구성된다. 구조물은 소재의 선택에 따

라 핵융합로의 운 조건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융합 발 로 실

을 해서는 구조재의 개발이 달성되어야만 하는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핵융합

로 재료연구는 구조재의 개발이 건이며, 각 국에서도 집 인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ITER의 Test Blanket Module 이용연구를 한 단기 인 구조재로는 

Fig. 2. Candidate materials in the Fusion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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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 Ferritic Martensitic (FM) 강이 고려되고 있다. 개발된 표 인 FM 

강은 일본의 F82H, JLF-1, JLS-1 미국의 ORNL 3971  유럽연합의 EUROFER 

등이 있다. FM 강은 고온구조용 속재로 액체 속로나 화력 발 로에서 용

되고 있으나 핵융합로 소재로는  방사화 특성을 고려하여 Ni 이나 N 의 함량

을 최소화한 7-12 Cr 합 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FM 강은 최  사용온도가  

550
o

C 이하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운 효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W 함량을 조 하거나 산화물을 분산 강화시킨 Oxide dispersed 

strengthened (ODS) 강이 개발되고 있다. 분산 강화 산화물로 Y2O3가 최  물질

로 알려져 있으며, 사용온도를 650
o

C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ODS 강도 임계

수 원자로뿐만 아니라 임계 화력 발 로에 소재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앞의 FM 강과 마찬가지로 핵융합로 소재로는  방사화 특성이 고려된 

미량원소의 정 제어가 필요하다. 원자로의 효율을 높이려면 FM 강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Vanadium (V) 합

과 탄화규소/탄화규소 (SiC/SiC) 복합체가 표 이 후보소재이다. V-4Cr-4Ti로 

표되는 V 합 은 방사화와  반응열을 나타내는 물질이며 내열성과 액체 

리튬과 양립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운 온도를 700
o

C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온 조사 취화, 고온 크립  He 취화, Magneto-hydrodynamic 

(MHD) 압력강하, 산화 등 문제가 있으며, 가공이 어렵고, MHD 압력강하를 방

지하기 한 연체 AlN, CaO 코 에 어려움이 있다. 탄화규소/탄화규소 복합체

는 내열성, 열충격 항, 내 크립 특성, 화학  안정성이 우수하여 운 온도를 

1000
o

C 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나, 열 도도가 속에 비하여 낮고, 조사 팽윤, 조

사 크립, 기 성, 제조공정, 결합기술 등 장기 으로 해결하여야 문제를 갖고 있

다. FM강, ODS FM 강, V 합   SiC/SiC 복합체와 련된 연구는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Fusion Material Agreement 하에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독자

인 연구와 더불어 2국 혹은 3~4국이 연합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Ta, Mo  W의 합 들이 구조재 후보소재로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본 인 물성/성능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Fig. 3에 후보 구조재의 사용 가능

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합 들은 하한 온도는 조사 경화와 취화를 고려하

여 정하 고, 상한온도는 150 MPa 크립 강도와 화학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하

다.  W과 Mo는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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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재는 리튬의 산화물인 고체 세라믹 증식재, 액체 속 리튬 증식재, 리튬

과 베릴륨(Be)의 불화물인 용융염 증식재로 구분된다. 세라믹 증식재는 Li2O, 

LiAlO2, Li2ZrO3, Li4SiO4, Li2TiO3가 있으며, 산화물 분말을 구형의 pebble로 성형

하여 소결하거나 산화물을 용융-분무(melt-spray) 시켜 pebble 형태로 만든다. 

세라믹 증식재가 지녀야 할 요구조건은 Li의 함량이 많아야 하고, 열 도도가 높

고 열팽창이 어야 하며, 사용온도 폭이 넓어야 하고, 삼 수소 방출 거동이 좋

아야 한다. 이를 해서 소결 pebble은 입자 평균크기가 1 μm이고 약 15~20%의 

기공율을 지녀야 한다. 세라믹 증식재의 최근 연구 issues는 삼 수소 거동 평가, 

열물리  열화학  특성 평가, 구형 충진 기술 개발, 증배재(multiplier)  구조

재와 양립성 평가, 제조 공정  recycling 기술 개발이며, IEA /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Implementation Agreement / Solid Breeder 

Blanket Subtask Group에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가 공동 연구 과제를 

도출하여 연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Li2O, Li4SiO4, Li2TiO3가 유망한 후보

소재로 고려되고 있다.  

액체 증식재는 액체 리튬이나 액체 리튬-납이 표 인 후보재이다. 리튬과 

납의 공융액상인 Pb-17Li의 장 은 삼 수소 증식 능력이 우수하고, 열 도도가 

비교  높으며, 조사손상이 없고, 증배재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삼 수소 추출이 

Fig. 3. Operating temperature windows for structural alloys in fusion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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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증식재로 수명이 무한하다. 그러나 구조재가 FM 강이고, 증식재이며 자기 

냉각재로 쓰일 때, HD 압력 강하효과가 문제가 되고, 공기나 물과 화학 인 안

정성도 고려하여야만 하며, 삼 수소 확산제어도 요한 해결 들 에 하나이

다. MHD 압력강하 효과는 Pb-17Li와 구조재 사이에 SiC 연재를 삽입하거나 

구조재로 SiC/SiC 복합체를 사용하여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 용융염 증

식재인 FLiBe는 LiF와 BeF2가 섞인 염이다. FLiBe는 물이나 공기와 화학  안

정성을 유지하며, 자기 냉각재로 사용되어도 MHD 압력강하 효과를 고려할 필요

가 없으며, 삼 수소 용해도가 은 장 이 있다. 반면, 부식성, 사용온도의 제한, 

불소제거, 열 달과 삼 수소 permeation이 나쁜 단 을 갖고 있다. 

증식재로 세라믹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삼 수소의 증배재로 Beryllium (Be)

이 rotating electrode method를 이용하여 구형 pebble로 사용된다.  한 Be은 

라즈마 오염에 은 향을 미치며, radiative power 손실이 작고, 좋은 산소 

getter 역할을 하며, 화학  sputtering 거의 없으며, 손상부 를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일차벽 armor로 고려되고 있으

며, ITER에서는 블랭킷의 라즈마 면 타일로 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Be은 

융 이 낮고, 성자 조사를 받는 동안 기계  열화거동을 나타내며, 독성이 강

한 물질이고, 삼 수소 방출 속도가 늦으며, 특히, 물이나 증기와 반응하여 열과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시키기 하

여 Be12T와 같은 합 이 개발되었으며, 이 합 은 융 이 상 으로 높고, 물 

 증기와 반응성이 낮고, 팽윤 상이 은 장 을 갖고 있다.

블랭킷의 유형은 핵융합로의 특징을 결정짓는 매우 요한 인자이며, 특히, 

블랭킷 구조재의 개발은 핵융합로의 설계범 를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기술에 

해당된다. 냉각재를 고려한 구조재와 증식재의 조합에 따른 블랭킷의 유형은 크

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Ceramic breeder + ferritic/martensitic steel structure concepts

1.1. Water-cooled concepts

1.2. Helium-cooled concepts

2. Pb-17Li + ferritic/martensitic steel structure concepts

2.1. Dual-coolant blanket concept

2.2. Water-cooled Pb-17Li blanket

3. Self-cooled lithium + vanadium alloy structure concepts

4. SiCf /SiC + liquid or ceramic breeders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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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iCf /SiC + Pb.17Li concepts

4.2. SiCf /SiC + ceramic breeder concepts

5. Other concepts

5.1. Blanket concept with tungsten alloy as structural material and heat 

extraction by lithium evaporation

5.2. FLiBe concepts with ferritic or other structural materials

지난 수 십년 동안 핵융합 연구를 수행한 국가들은 Demo 핵융합로를 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여 왔으며, 각 구성요소의 운  조건에 따른 후보소재 선정을 

추진하 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요약하 다.

이러한 Demo 개념들을 토 로 ITER에 시험 블랭킷 모듈(TBM)을 설치하고 

블랭킷의 성능을 평가하려는 연구가 계획되고 있다. 6개국이 Test Blanket 

Working Group (TBWG)를 형성하여 각국의 심사를 심으로 공동연구를 계

획하고 있다. TBM 연구에서는 블랭킷 유형에 따른 electro-magnetics, 

neutronics, tritium production, thermo-mechanics와 plant integration에 한 특

성평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Demo  발 로의 설계와 

건설을 한 핵융합로 기술 발 은 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 하고 있다. ITER

를 설계할 때 산업 으로 검증된 재료를 심으로 설계  건설을 추진하여 구

조물의 주된 재료가 Stainless 강 이었듯이(Table 3 참고) TBM 연구를 한 블

랭킷 설계에서도 부분의 국가들이 FM 강을 기  구조재로 고려하고 있으며, 

Table 2. Materials for different breeding blanket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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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재로는 Li4SiO4나 Li2TiO3와 같은 세라믹스와 Li 혹은 Pb-17Li 액체 속  

용융염에 심을 갖고 있다 

(Table 4 참고).

라즈마 면과 블랭킷 구

조물 사이에는 라즈마 면 

쪽의 높은 열부하로 인하여 

heat sink가 필요하게 된다. 

Heat sink 소재는 열 도도와 

고온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Cu의 합 인 CuCrZr이나 

Al2O3 미세입자가 분산된 산화

물 분산 강화 (ODS) Cu가 고

려되고 있다. ODS Cu를 사용

하면 CuCrZr 보다 더 높은 온

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제

조단가, 가공성  합성에 

개선이 요구된다.

Table 3. Main component materials of ITER. 

Table 4. TBM components materials by each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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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킷 바깥 쪽으로 차폐층이 존재한다. 이 층은 성자나 감마선의 외부방출

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C나 SiC 등이 고려되고 있다. 차폐층 바깥 쪽에는 

라즈마 폐를 한 자석이 치하며, 큰 출력을 생산하기 해서는 출력 도를 

높여야 하므로 더욱 강한 자장이 필요하게 된다. 한 동작에 소요되는 력을 

한 수 으로 낮추기 해서는 도 자석이 필수 이다. 도 재료로는 

Nb계 합 인 Nb3Sn이나 NbTi가 용되고 있으며, 액체질소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고온 세라믹 도체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이외에도 라즈마 부가가열을 한 고주  가열방식에서 window 재료로 

BeO 와 Al2O3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기 연체로 Al2O3, BeO, MgO, 

MgAl2O4 등이 고려되고 있다.

각 국의 연구 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미국의 핵융합로 연구는 1999년을 기 으로 소재 개발에서 재료과학에 한 

기반연구 수행으로 연구방향의 환을 시도하 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 재료에 

한 선도 연구소 심의 연구에서 핵심 원천기술의 한 집합  연구 수행으로 

연구 수행 방법도 변화를 주었다. DOE를 심으로 핵융합로 재료과학 연구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연구소로는 ORNL , PNNL, ANL, LLNL이 참

여하고 있고, 학으로는 UCSB, UCLA, RPI, WSU, Princeton, Merrimack 

College가 참가하고 있다. 한 외국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여, 일본과는 

HFIR를 이용한 조사시험을 JAERI와 수행하고, 노내외 시험 공동연구를 

DOE/MEXT Jupiter-II 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BOR-60, 

SM-2에서 조사시험 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 PSI, RISO와는 HFR-Petten 조사

시설을 이용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IEA에서 주도하는 다국간 

핵융합 재료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구조재 합 과 세라믹 복합체, 라즈마 면재, heat 

sink를 심으로 세라믹 연재와 재료가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를 추진하는 

소재와 각 소재의 주된 연구 issues를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2001년의 핵융합로 재료 로그램의 연구비는 7460 k$로 fusion energy 연구 

산의 3%에 해당하며, 연구기 에 따른 산 배정 비율과 연구 분야에 따른 

산 배정비율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ORNL이 가장 많은 연구비를 쓰고 있

으며, 이는 HFIR를 이용한 조사시설의 확보와 다년간 재료연구에 한 기술 확

보  때문이라 생각된다. 분야별로는 재료의 괴 거동이나 기계 , 부식 성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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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에 많은 산이 배정되었다. 이는 90년말 바  재료 개발 연구방향의 

환과 한 련이 있는데 소재 개발보다는 핵심 원천 재료기술 연구에 치 한 

결과라 생각된다.

Fig. 4. Fusion material science institutional budgets and R&D portfolio in 

USA on 2001.

Table 4. Fusion materials science programs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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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일 본 은 

JAERI를 심으

로 각 학들이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핵융합 

연구를 한 체

계 인 Infra가 

잘 갖추어져 있

다. 핵융합 재료 

련 연구는 구

조재료, 증식재와 

증배재  라

즈마 면재에 

한 연구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조재료 연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ITER용 TBM을 한 FM 강과 

ODS FM 강을 단기  연구 상소재로 노내외 성능 평가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TBM 용  장기 으로 Demo 핵융합로나 발 로를 고려한 V 합 이나 

SiC/SiC 복합체에 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의 블랭킷  구조재 련 

연구 추진 계획은 Fig. 6과 같다.

증식재와 증배재 연구는 JAERI를 심으로 pebble 제조를 완료하 고, 증식

재 pebble의 thermomechanical 특성  노내 거동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pebble의 양산화 공정이나 recycle 공정 개발이 진행 이다. 한편 학에서는 

Osaka 학과 Kyushu 학 등에서 삼 수소 거동 평가 등 기 인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라즈마 면재 연구는 IEA 공동연구 로그램에 나고야 학, 후쿠오카 

학, 교토 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High Z 면재와 라즈마 상호반응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토야마 학과 나고야 학에서 라즈마 면재

의 삼 수소 거동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토호쿠 학, 큐수 학  가고시마 

학에서는 LHD joint 로젝트에 참여하여 high-Z 면재의 개발  평가 연구

를 수행하고 있고, 큐수 학에서는 미국과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W 코 물질의 

H과 He의 조사시험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홋카이도 학에서는 TRIAM-1M 

and LHD의 1차벽 분석연구, 오사카 학에서는 pebble bed 디버터 개념 개발 

Fig. 5. Reactor Design activities in NIFS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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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연구 infra를 활용한 연구 못지않게 많은 산을 투자하여 미국 

 유럽 연합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IEA의 국제공동연구 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다. 유럽 연합

유럽연합도 일본과 비슷한 일정으로 핵융합 재료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

며, 각 국간에 긴 한 infra가 잘 구축되어 있다. 블랭킷을 한 구조재나 증식재

는 앞에서 언 한 국가들 비슷한 심사를 유지하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연합도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간 분담연구 뿐만 아니라 IEA 공동연구 로그램을 

선도하고 있다.

세라믹 증식재 연구의 경우 독일의 FZK에서 Li4SiO4 제조공정을 개발하고, 

pebble thermomechanical 특성 평가하며, Be pebble을 개발하고, 랑스의 CEA

에서 LT pebble을 개발하며, 이태리의 ENEA에서는 LT pebble 개발과 더불어 

He  Li과 양립성을 평가하고, 네덜란드의 NRG에서는 HFR-Petten 조사시설을 

이용한 조사거동 평가를 수행하는 등 각국이 역할 분담이 히 배분된 체계

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ig. 6. Material/blanket R & D strateg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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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일 력연구

JUPITER (Japan-USA Program for Irradiation/Integration TEst for fusion 

Research) II 로젝트는 일미과학기술 력사업/핵융합분야 공동 로젝트이다. 

1995-2000년도의 JUPITER에 이은 계속 로젝트로 2001년에 6년 계획으로 시

작되었다. JUPITER 로젝트에서는 변동  복합조사 조건에서 주요한 방사

화 구조재료  기능재료에 한 동  특성 평가를 하 다. JUPITER-II 로젝

트에서는 JUPITER 결과를 토 로 선진 블랭킷의 조사 특성과 시스템 

integration 에 한 조사거동  요소기술 연구를 수행하고자 계획되었다. 

Task의 제목과 참여기 은 아래와 같다. 

1. Self-cooled Liquid blanket

1-1. FLiBe Cooled

   1-1 A.FLiBe and Handling/Tritium/Chemistry : 

       Tokyo , Sizuoka  Kyusu  / INEEL

   1-1 B.FLiBe Thermo fluid Flow Simulation : Kyoto  / UCLA

1-2. Lithium Cooled with V Alloy Structure : NIFS / PNNL 

   1-2 A.Coatings for MHD Reduction : NIFS / ORNL

   1-2 B.V Alloy Capsule Irradiation : Tohoku  / UCSB

2. High-Temperature Gas-Cooled Blanket : Tohoku  / PNNL

   2-1. SiC Fundamental Issues, Fabrication, and Materials Supply

      Kyoto  / ORNL

   2-2. SiC System Thermomechanics : Kyusu  / UCLA

   2-3. SiC Capsule Irradiation : Tohoku  / ORNL

3. Blanket System Modeling : NIFS / UCLA 

   3-1. Design-based Integration Modeling : Tohoku  / ANL

   3-2. Materials System Modeling : Tokyo  / ORNL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는 MHD 효과 감을 한 코 재로는 Er2O3, Y2O3, 

CaZrO3와 같은 새로운 소재를 제시하 고, 코 법으로는 라즈마 코 법과 RF 

스퍼터링법을 개발하 다. Li의 내부식성은 Er2O3가 우수하 다. V-Cr-4Ti 합

은 가공성과 용 성을 확인하 고, HFIR 조사에 의한 Li 분 기에서 조사 크립

거동과 용 부 거동  불순물 효과 규명을 계획하고 있다. SiC 복합체 연구에서

는 개량 제조공정, 용 법, 고기 성  고열 도도 복합체를 개발하 고, 미소시

험편 기술을 확립하 다. 한 페블형 고체 증식재 시스템에서 열 도 특성 평

가, 고온 응력부하 하에서 페불 변형과 구조재와 반응시험 장치 개발, 페블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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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냉각거동의 계산법을 개발하 다. SiC 조사시험은 고온 rabbit 시험, 가

속기 이용 치수 안정성  핵변환 효과를 분석하 다, 향후 조사시험용 형부품 

제조와 헬륨 분 기에서 내산화  내식성과 크립 특성을 평가하고, 1100
o

C까지 

고온 응력부하 환경에서 변형과 열 도도 특성을 평가하려 하며, rabbit의 조사

후 시험, 고온 조사 환경에서 캡슐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분자 동력학을 한 

potential 정비  개량, MD법에 의한 crowd ions와 격자결함의 상호작용 규명 

 조사손상 코드(NPRIM)을 개발하 으며, 향후 PKA의 상세 계산에 필요한 합

 평가 고도화를 수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마. IEA 재료연구 황

재 진행되고 있는 핵융합로 재료 련 연구는 Fusion Materials agreement 

와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agreement 하에서 다음과 같다.

- Fusion Materials

1. 제목 : Experimentation on Radiation Damage in Fusion Materials

   내용 : Develop a common technological base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fusion materials through joint radiation 

experiments    

  참가국 : China | Japan | Russian Federation | Switzerland | United 

States

2. 제목 : Fast Flux Neutron Irradiation of Candidate Fusion Breeder 

Blanket Materials

    내용 : Develop a technological base to measure and evaluate the 

neutron irradiation effects, tritium release and thermal properties 

of candidate blanket materials

    참가국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

-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1. 제목 : Tritium Breeding Blanket, Radiation Shielding & Tritium 

Processing Systems of Fusion Reactors

   내용 : Develop a technology base for blanket, shield and tritium 

processing systems of fusion reactors

   참가국 : Canada | EU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s

2. 제목 : Plasma-Facing Components for Fusion Reactors

   내용 : R&D demonstrations of PCF for next generation fusio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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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 Canada | EU | Japan | Russian Federation | United States

바. 국내 연구개발 동향 

앞의 국외 기술 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핵융합로 재료 련 연구는 라즈마 

면재와 블랭킷 재료 분야에 연구가 집 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 반면, 국내

에서는 핵융합로 재료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가 체계 으로 진행된 보고는 없으

며, 핵융합로용 재료 연구 infra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핵융합로를 

한 많은 후보재료는 일반 산업용 소재를 목표로 더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며, 이에 따른 제조공정  특성평가 경험은 핵융합로 재료 개발에 많은 도움

을 주리라 단된다. 그러나 핵융합로 재료가 치하는 고유한 운 조건에서 발

생되는 재료 거동 이해와 이에 따른 소재 개량 기술 개발 등은 많은 시간과 

산을 필요로 하리라 생각된다. 한 이 분야에서 외국과의 기술 인 격차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리라 상되며,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선진국과의 연구교

류 실 은 부족한 연구 infra를 극복하고, 연구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핵심요

소가 되리라 단된다.

각 소재별로 국내의 핵융합로 재료 연구 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M 강 개발은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액체 속로나 수소생산용 고온 가

스로에 용하고자 개발하고 있으며, 화력 발 용으로는 두산 공업을 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고온(약 550
o

C)에서 재료의 기계 구조  성

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융합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사화 특성을 고

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재 제조공정 기술개발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지만 

Table 6. Interactions with international fusion material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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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로에서 요구되는 고에 지 성자 조사 성능, 냉각재와 양립 성능, 삼 수

소 거동 등에 한 성능평가 연구경험은 무하다. ODS 강은 아직은 기계  합

화 공정과 같은 실험실 규모의 합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수 이다. 임계 원

자로나 임계 혹은 임계 화력발 용 재료로 FM 강보다 약 50~100
o

C 높은 

온도에서 용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FM 강보다도 제조공정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핵융합로 운 조건의 성능평가 경험은 무하다. 

SiC/SiC 복합체 개발은 제조공정 연구에 치우쳐서 진행되어 CVI법, PIP법, 

RS법과 같은 제조공정 개발이 원자력연구소와 몇몇 학에서 수행되고 있다. 

SiC 복합체는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융합로 구조재 뿐만 아니라 GFR의 노심소재

로도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과 방 산업용 소재로도 그 응용이 기 되고 

있다. 제조공정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독자 인 공정개발이 실험실 규모

로 완성되어 노외 특성평가를 수행 이며, 큰 부품을 한 실형상 소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용 소재 용을 한 노내 성능 거동 평가에 

한 경험은 없다. 단지, 국외의 선도연구 그룹인 IEA SiC/SiC subtask나 미국의 

ORLN과 PNNL, 일본 Kyoto  등과 지속 인 교류를 통하여 공동연구 추진을 

한 기반이 확보된 수 이다.

C/C 복합체는 항공기 이크 소재로 (주)DACC에서 상용품이 생산되고 있

기 때문에 큰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융합

로 면재 외에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에 제어  sheath나 고온 내열재로 활

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용으로는 고온 구조재로부터 가 제품 방열  

등까지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다. 일반 산업용 소재는 핵융합로용 소재에 비하여 

불순물에 한 재료 시방 사양이 상 으로 느슨하므로 의 복합체로도 활

용할 수 있다. 반면, 핵융합로 소재로 용되려면 흑연화가 잘 되어 있고, 고순도 

C/C 복합체가 요구되며, 이에 한 해결은 기술 인 문제보다는 경제성이 더 큰 

제약조건이라 생각된다. 

세라믹 증식재 개발은 원자력연구소에서 LiAlO2, Li2ZrO3, Li2TiO3의 nano 입

자크기 분말 제조 공정연구를 완료하여 외 으로 경쟁력 있는 Li 세라믹스 제

조 공정을 개발하 다. 아울러, 목포 와 함께 nano 분말을 이용한 pebble 제조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라믹 볼을 생산하는 (주)세노텍과 양산화 공정

에 한 의가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공정 최 화  pilot plant 

규모의 pebble 생산이 가능하리라 단된다. 향후에는 IEA의 세라믹 증식재 

sub-working 그룹에 참여하여 노내외 성능평가 공동연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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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Heat sink로 고려되고 있는 Cu 합 의 경우 한국기계 속연구소를 심을 

CuCrZr이 개발되고 일부 상용화되어 있으며, Al2O3 분산 Cu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분말제조 공정을 응용하여 상제조 공정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소재도 자

동차 용  극 등 일반산업용 소재로 고려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핵융

합로 소재로의 성능평가 경험은 없다.

도체 개발은 한국 기연구소를 심으로 도체 개발 론티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로 자석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KSTAR에 장착

될 온 도체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인발한 것이다. 고온 도체

는 세계 으로 아직 장선재를 만드는 기술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

기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일부 학에서 고온 도체 장선재를 만드는 연

구가 진행 이다.

다양한 합기술과 코 기술이 핵융합로 부품을 만들기 하여 필요하다. 

합 공정이나 코 기술은 일반 산업에서도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국내에도 

많은 경험과 기술이 축 되어 있으리라 단된다. 

재료별로 상세한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 .  RAF S  구조 재 개발

TBM 구조재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FM(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강은 Cr을 

8~12wt% 함유하고, 그 외에 석출강화  고용강화를 하여 V, Ta, W 등을 포

함하고 있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 스강이다. 스테인 스강은 조직에 따라 마

르텐사이트계(13Cr계), 페라이트계(17Cr계), 오스테나이트계(18Cr-8Ni계)로 나  

수 있다. 재 스테인 스강은 60여종이 있으나 경수로와 고속증식로 등의 원자

로에 사용되는 것은 일부이다. 일반 으로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계 강은 오스테

나이트계에 비해 내식성, 고온 강도, 인성, 용 성, 가공성이 나쁘나, 열팽창계수

가 작고, 열 도도는 크며, 응력부식균열특성이 우수하다. 특히 조사 팽윤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가. FM강의 개발 동향

FM강의 개발은 1912년 독일의 Krupp and Mannesmann사에서[1-1] steam 

turbine blade용으로 12Cr-2.5Mo강을 처음 제조하면서 시작된 이후 지난 5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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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발  산업의 보일러와 터빈 소재 등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화력발 에서

는 많은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에 개발된 강은 12Cr과 9~12Cr-Mo강이

었으나, 가동온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열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에 따라 크리  단강도가 향상된 많은 FM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로 보일러 가동 온도를 450
o

C 이하에서 620
o

C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으며, 

10
5

시간 크리  단 강도도 40 MPa에서 140 MPa로 증가하 다. FM강은 1960

년  원자력 발 소의 증기발생기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 고, V, Nb, W 등을 첨

가한 FM강은 sodium-cooled fast breeder reactor의 핵연료 피복 과 duct재료

로 선택/평가되었다. 70년  후반부터는 핵융합로 1차벽과 blanket 구조재의 후

보 재료로 각 을 받기 시작하 다 [1-2,1-3]. 

FM강의 사용상 가장 큰 한계 인 고온에서의 크리  단강도 감소를 해결

하기 한 연구들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FM강 개발은 

크게 9Cr강과 12Cr강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에 고용강화용 합 원소인 

Mo과 석출경화용 합 원소인 V과 Nb을 첨가하여 강도를 향상시켰으며, 일부 합

에서는 W을 첨가하 다. 이후 V과 Nb을 최 화함으로서 100 MPa 의 T91을 

개발하 다. 최근에는 140 MPa  FM강으로 Mo 신에 W을 첨가한 강(T92)과 

Cu를 첨가한 강(T122)를 개발하 다. 그리고 실험실 으로는 Co를 첨가하여 

단강도를 180 MPa 까지 향상시킨 NF 12와 SAVE 12 등이 일본에서 개발되었

다. 

나. FM강의 제반 특성

(1) 상온 기계  특성

FM강은 열처리에 의해 특성이 크게 변화하는데 인장강도는 템퍼링 했을 때 

590 MPa 정도이고, 속 냉각을 하 을 때 1470 MPa까지 증가한다 페라이트 

스테인 스강도 경화처리하면 인장강도가 500~600 MPa 정도로 된다. 마르텐사이

트와 페라이트 스테인 스강의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상온 부근이므로 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은 연성과 인성이 우수하나 내력은 

마르텐사이트강과 페라이트강에 비해 낮다. 그러나 가공경화능이 크고, 인장강도

는 590 MPa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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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h Creep Rupture Strength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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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E T122]

   [SAVE12]

Fig. 7.  Development of 9~12% Cr ferritic/martensitic steels.

(2) 고온 기계  특성

Figure 8에 스테인 스강의 고온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1-4]. 400-500
o

C까지

는 FM강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에 비해 높은 인장강도를 보이나, 이 이상

의 온도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의 인장강도가 높고, Mo를 함유한 316

강이 인장강도가 가장 높다.

Figure 9에 표기한 10,000 시간 크리  단강도를 보면 [1-5], FM강에 비해 

오스테나이트강이 강도가 높다. 이 경향은 고온부에서 더 뚜렷하다. 이것은 오스

테나이트 스테인 스강의 합 원소 확산속도가 FM강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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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Tensile strength of FM steels.

Fig. 9. 10
4

 hour creep rupture strength of 

F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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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특성은 침입형 원소, 탄화물 형성원소의 함유량이나 가공과 열처리 등에 민

감하므로 재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크리  특성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내조사성

(a) 조사경화, 연성감소

일반 으로 FM강을 성자 조사시키면 항복, 인장응력  경도가 증가하고, 

연성은 감소한다. FM강에서 조사 경화는 500
o

C 이하에서 일어나고, 이 경화의 

원인은 조사에 의해 형성된 Ni, Si를 함유한 G상(면심입방체, T6Ni16Si7, T는 Ti, 

Mn, Cr, V, Ta, Nb 등)과 α‘상  고용 C, N, Cr, 치환형 용질원자 등 조사에 의

해 생성된 공공 격자 과의 복합결함에 의한 것이다 [1-6].

(b) 조사취화

일반 으로 체심 입방구조의 FM강은 온에서 취화되고, 취성-연성 천이온도

(DBTT)는 조사에 의해 높아지고, 상부 shelf 에 지가 낮아진다. Fig. 10에 성

자 조사한 FM강의 충격흡수에 지 변화를 나타내었다 [1-7]. 조사에 의해 

DBTT는 약 108~113
o

C 고온 측으로 이동하 고, 상부 shelf 에 지는 낮아지고 

  Fig. 10. Charpy impact absorbed energy of HT9 after irradiation 

at EBR-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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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 경향은 성자 조사량이 2 x 10
23 

n/cm
2 

(15 dpa)정도에서 포화

되어 이 이상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1-6]. DBTT의 조사온도 의존성은 인장강

도  경도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500~550
o

C에서 DBTT가 회복된다. 속을 고온

에서 조사하면 핵변환에 의해 He 원자를 생성하고 이것이 모여서 기포(bubble)

를 형성하고, 결정립계 등으로 이동하여 취화의 원인이 된다. 

(c) Void swelling

FM강이 핵융합로 재료로 주목받는 특징  하나는 void swelling이 다는 

것이다. 성자 조사량  Cr 함량과 swelling과의 계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1-8]. 그림에서 보면 어느 경우에도 420
o

C 부근에서 swelling peak가 있고, 순철

에서는 510
o

C 부근에서 제2의 peak가 있다. Cr 함량이 5% 이하일 때는 swelling

이 감소하고 있는데, void 직경은 변화하지 않고 void 도만 감소한다. 5% 이상

에서는 void 직경이 증가하여 swelling이 증가한다. 10% 이상에서는 조사에 의해 

200Å 이하의 α‘ 석출물이 10
15 

~
 

10
16 

개/cm
3

 생성되어 기지 의 고용 Cr 함량을 

감소시키므로 swelling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FM강에서 void 형성 이유에 

해서는 다음의 이론이 있다.

① 페라이트는 체심 입방체이므로 C, N등 침입형 용질원자가 고온 조사 에 

쉽게 이동하여 조사 시 형성된 결함과 결합한다.  Cr도 고온에서는 이

Fig. 11. Irradiation swelling of FM steel with the 

irradiation fluences and the amounts of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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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쉽고 더욱이 첨가원소인 Mo, V, Mn 등의 치환형 용질원자도 이동하

여 공 격자 을 trap하여 void 형성을 억제한다.

② void swelling이 일어난 경우에는 격자간 원자가  등에 흡수되고, 체 

공 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페라이트 강은 침입형 용질원자

와 Cr, Mo, V, Mn등의 치환형 용질원자가 단독 는 복합 으로 에 

모여서 격자간 원자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 때문에 공 격자 이 증가하지 

않아 void가 형성되기 어렵다 [1-9].

③ 의 bias 효과가 면심입방체인 오스테나이트 강에 비해 페라이트 강이 

본질 으로 낮다 [1-10].

④ 체심 입방체에서는 조사 기에 고 도의 작은 void가 속히 생성되나 이 

void가 swelling을 일으킬 정도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⑤ 페라이트강과 같은 체심 입방체 속에서는 에 지 에서 형성 확률이 

낮은 a<100> burgers vector와 형성 확률이 높은 a/2<111>의 격자간 완

  loop이 형성된다. a<100> burgers vector는 bias 효과가 크고, 조

사에 의해 생성된 격자간 원자를 흡수하지만, a/2<111> burgers vector의 

loop는 sink로 작용하여 과포화 공 격자 를 흡수하여 void 형성을 억제한

다 [1-11].

(d) 조사 크리

조사 크리 는 void swelling과 함께 핵융합로 재료개발에서 매우 요한 특

성이다. 물리 으로는 swelling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void swelling이 작은 재료는 조사 크리  속도도 작을 것으로 상되나 FM강의 

조사 크리 는 그 지 않다. Fig. 12에 EBR-II에서 560~565
o

C, 4 x 10
22 

n/cm
2

 

고속 성자를 조사시킨 FM강  오스테나이트 강에서 hoop stress에 따른  조

사 크리  변형량을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면 FM강이 오스테나이트 강에 비

해 변형량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2]. 

(4) 용 성

스테인 스강은 아크용 , TIG용 , MIG용 , submerge용  등 모든 용 방

법이 사용가능하다. 마르텐사이트계는 용 열 향부가 경화되어 온 균열의 가

능성이 있으므로 열과 후열처리가 필요하다. 페라이트계는 열 향부가 없으나 

결정립이 조 화 되어 연성, 인성이 감소하므로 열과 용  후 서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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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스테나이트계는 앞의  두 가지에 비해 용 성이 우수하여 열이 필요 없

다. 그러나 용착 속의 고온균열, 열팽창부에서 탄화물에 의한 민화 그리고 용

 잔류응력의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고온에서의 미세조직 안정성

페라이트계 같은 FM강은 고온 시효 시 취화가 일어난다. 이것에는 600~700
o

C

에서 석출하기 쉬운 σ상에 의한 것과 spinodal 분해와 련된 475
o

C 취화가 있

다.  Cr, Mo, Si, V, Al, W, Ti, Nb 등 (주로 페라이트 형성원소)은 σ상의 석출

을 진하고, Ni은 σ상의 석출을 억제한다. 

다. 핵융합로용 FM강 개발 방향

(1) 핵융합로 스테인 스강의 최근 개발 황

FM강은 이미 화력발  등에서 사용 경험이 풍부하며 조사 팽윤과 He 취성

에 한 항성이 크고, 물, 가스 등의 냉각제와의 양립성이 우수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사용 온도가 크리  강도의 감소로 인해 550
o

C 정도로 제한된다는 

과 400
o

C 이하의 온도에서 야기되는 조사 취화, 그리고 자성을 가짐으로 인한 

설계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Fig. 12. Irradiation creep deformation of FM and 

austenite steel with hoop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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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로에서와 같이 핵융합로에서는 높은 방사능 물질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에 지 성자가 핵분열성이 없는 노심 부품이나 구조재료에 의해 흡

수되면 흡수된 원자의 변환이 일어나 방사능 동 원소가 생성된다. 이 방사화 원

소는 안정한 동 원소로 붕괴하는데 이때 β나 γ 방사물의 방출을 동반한다. 원소

에 따라 다르긴 하나 어떤 경우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방사물

의 방출이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사화는 안 과 일상 인 작업, 발 소의 

분해, 방사선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 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핵융합로 재

료 개발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두 가지 사항은 첫째 방사화 에서 바람직하

지 못한 Mo, Nb, Ni 등의 첨가를 억제하고 신 비슷한 효과를 지닌 W, V, Mn, 

Ta, Ti 등을 첨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량 첨가되어도 유도 방사화와 dose 

rate에 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최 한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융합로에 

용되는 재료는 높은 에 지의 성자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조사 손상에 한 

항성 뿐 아니라 고온에서 사용 에 충분한 인성과 고온 강도를 유지해야 한

다.  

외국에서 연구된 방사화 FM강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FM강은 안정한 

미세조직과 정한 강도, 인성, 조사손상에 한 항성을 보유하고 있어 핵융합

로 재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Table 7. Basic compositions of reduced-activation FM steels.

USA EU Japan

2-9Cr-V

2-9Cr-W

2-12Cr-W-V

9Cr-W-Mn

9Cr-V-Mn

12Cr-W-Mn

12Cr-V-Mn

9Cr-W-V-Ta-N

12Cr-W-V-Ta-N

9-10Cr-W-V-Ta-Ti-Ce

9Cr-W-V-Mn-Ti

2-15Cr-W

2-3Cr-W-V-Ta

7-9Cr-W-V-Ta

11Cr-W-V-Ta

블랭킷 구조재에 FM강을 용하기 해서는 액체 속, 물, 헬륨 냉각제, 삼

수소 증식재, 수소 라즈마 등 가동 분 기와의 양립성 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유해야 한다. 블랭킷 구조재의 사용 환경을 보면 neutron fluxes가 >3 

MW/m2, high heat fluxes가 1~20 MW/m2, 그리고 사용 말기까지의 조사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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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Wa/m
2 

(150 dpa)이다. 한 14 MeV 성자 조사와 수소  헬륨 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구조 재료의 물리  성질과 기계  성질이 변화한다. 조사 손상에 

의한 구조재의 변화로는 조사 경화와 취화 (<0.4 Tm), 조사 크리  (<0.45 Tm), 

공공 형성에 의한 팽윤 (0.3~0.6 Tm), 고온 He 취성 (>0.5 Tm)이 있으며, 특히 

핵분열로에 비해 구조재의 조사량이 많고 He 발생속도가 높아 입계의 He 취성

과 팽윤이 가속된다.

FM강은 온에서 조사 경화, 조사 유기 괴인성천이온도 증가, He과 수소에 

의한 괴 특성 변화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크리  강도의 

감소, He-induced swelling, grain boundary embrittlement 등의 문제 을 가지

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블랭킷 후보 구조재료

재 블랭킷 구조재료로 연구되고 있는 재료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유럽에

서는 EUROFER 97을 후보 재료로 선정하고 물리 , 기계  특성  조사특성에 

한 연구를 거의 완료한 상태이고, TBMs mock-up과 prototype에 용할 새로

운 EUROFER를 제조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F82H강을 제조하여 IEA 

program을 통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9Cr강에 텅스텐

과 탄탈륨을 첨가한 재료에 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Table 8. Typical/nominal compositions (wt%) of RAFM steels with favorable 

combination of properties. 

FMS C Si Mn Cr W V Ta N B

EU EUROFER
0.01-

0.12

0.05

max.

0.4-

0.6

8.0-

9.0

1.0-

1.2

0.20-

0.30

0.06-

-0.10

0.02-

0.04

0.004-

0.006

Japan F82H 0.10 0.20 0.50 8.0 2.0 0.20 0.04 <0.01 0.003

USA 9Cr-2WVTa 0.10 0.30 0.40 9.0 2.0 0.25 0.07

이러한 FM강 에서 표 인 블랭킷 구조재료로 거론되고 있는 F82H강의 

제조공정, 미세조직, 그리고 조사 후 특성에 해 아래에 기술하 다. F82H강은 

12Cr강과 9Cr강에서 발 한 강으로 크롬 함량을 8%로 감소시킴으로서 미세한 α

‘에 의한 취성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Ta 등을 첨가하여 크리  단 강도를 향상

시켰으며, 입자 크기를 조 하 다. F82H강은 1200~1050
o

C에서 열간압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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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o

C에서 normalizing하여 완 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만든 후 공냉하여 마르

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태시킨다. 이후 740
o

C (Ac 온도 이하)에서 템퍼링하여 템퍼

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얻는다. 이러한 제조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F82H강은  

prior austenite 입자크기가 ~ 100 μm 정도이고,  일부가 회복되고, M23C6가 

주 석출물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을 가진다. 한  도가 ~ 5 x 10
14

/m
-2 

정

도이고, M23C6 석출물의 number density가 ~ 1 x 10
20 

m
-3 

정도이다. 이 재료는 

550
o

C에서 5000시간 시효처리 하여도 tempered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상 으로 

안정하 으며, Laves phase는 600
o

C 이상에서 1만 시간 유지한 이후에 생성되었

다. 한 500
o

C까지의 온도에서 성자 조사 시 래스,  그리고 석출물의 구

조가 상 으로 안정하 으며, Ni와 B를 doping하 을 때 58Ni, 10B 그리고 열

성자 사이의 (n,α) 반응에 의해 생성된 He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HFIR에서 조사시킨 후 인장 특성의 변화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조사  

인장시험 온도가 400
o

C가 되면 조사에 의한 항복강도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400
o

C 이상에서는 조사에 의한 경화가 완 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1-13]. 개량 9Cr-1Mo강에서는 400
o

C에서도 경화가 회복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14] 개량 9Cr-1Mo강에 비해 F82H강에서 조사에 

의한 경화의 회복이 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자 조사

에 의한 총 연신율의 감소도 400
o

C에서는 완 히 회복되고 있다.

Figure 14에 HFR에서 0.2, 0.8, 2.4 dpa 성자 조사 후 연성-취성 천이온도

(DBTT)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2.4 dpa 조사시킨 후에는 450
o

C에서의 연성-취성 

Fig. 13.  Change of (a) Yield stress and (b) total elongation after 

irradiation at H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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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온도가 350oC와 400oC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상은 F82H와 같이 Ta을 포

함하고 있는 FM강에서 나타나고 있다[1-15]. 2.4 dpa 조사시킨 경우 400oC에서 

가장 낮은 DBTT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DBTT가 격

히 증가하여 250oC에서는 약 80oC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460oC에서 

조사시킨 경우에는 조사 후 연화가 일어나며, 이 때 DBTT는 약 15oC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6]. 

FFTF에서 36 dpa  60 dpa 조사시킨 방사화 재료의 조사 크리  특성이 

Fig. 15에 나타나있다[1-17]. Fig. 15(a)는 460oC에서 조사시킨 경우이고, Fig. 

15(b)는 520oC에서 조사시킨 결과이다. Fig. 15(a)에서 보면 2.25Cr강인 JLF-4가 

Fig. 14.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emperature.

Fig. 15.  Diametral strain as a function of hoop stress for irradiated FM 

steels at (a) 460oC and (b) 5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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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수한 조사 크리  항성을 보이고 있으며, Cr 함량이 7%까지는 항성

이 감소하나, 다시 C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리  항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5(b)에서 보면 F82H강의 조사 크리  항성이 9Cr-2WVTaN강인 

JLF-1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성자 조사에 의해 재료의 괴인성이 변화한다. Fig. 16에 조사 온도에 따

른 괴인성의 변화를 나타내었다[1-18]. 이 온도 범 에서의 낮은 균일 연신율

에도 불구하고 인성시험에 의한 단이 연성 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낮은 

균일 연신율이 괴인성 시험에서 취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

는 것이다. F82H강의 경우 조사 에는 약 200~330 MPa√m이었던 괴인성 값

이 250
o

C에서 조사시킨 경우 약 150 MPa√m 정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HT9강에 비하면 조사에 의한 괴인성의 감소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재 진행되고 있는 국외의 연구 황

미국의 national program에는 ORNL, PNNL, ANL, LLNL, UCSB, UCLA, 

RPI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DOE/JAERT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IR), DOE/MEXT Jupiter-II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IR and 

complementary nonirradiation tests using unique US facilities), RF (irradiation 

experiments in BOR-60, SM-2), EU (PSI, Riso, irradiation experiments in 

HFR-Petten), IEA (USA, RF, EU, PRC, Canada, switzerland) 등의 joint R&D

Fig. 16.  Fracture toughness data for unirradiated and 

irradiated F8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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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

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연구에서 issues가 되고 있는 것은 방사화 (안

, 폐기물 처리), 제조/ 합, 기계  거동  열물리 특성, 조사 손상  He 

향, 화학  양립성  부식 등이다.

미국의 ORNL에서는 구조재의 조사 /후 기계  특성, 미세조직-특성, 물리

 특성 평가, MHD insulator와 Li의 양립성, 합, He accumulation, 

displacement damage modeling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support 

service로 조사 캡슐 설계, assembly, surveillance, disassembly, specimen 

sorting, shipping host laboratory 등을 수행하고 있다.

PNNL에서는 조사 후 변형 기구, novel experimental technique 인 조사시킨 

TEM 시편을 이용하여 기계  특성, microchemistry, 미세조직 정보를 얻는 기

술 개발, 열 크리 와 조사 크리 의 정량  계 (490~605
o

C 범 에서), 그리고 

조사 크리  계수 (팽윤이 없는 경우 약 ~0.5 x 10
-6

 MPa
-1

 는 오스테나이트강

의 반, creep swelling coupling coefficient는 약 ~1 x 10
-6

 MPa
-1

)에 한 연구를 

수행 이다.

향후 FM강을 핵융합로 블랭킷 구조재로 용하기 해서는 모델 합 의 

performance limiting과 조사유기 상에 한 연구, flow and fracture에 한 

기  연구,  400-650
o

C 범 에서 He migration, trapping and bubble formation

에 한 기  연구, 가동 온도 한계를 높이기 한 연구 (nano-phase 

engineering 포함)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2.  O DS  합  개발

Ferritic/Martensitic 강은 100 dpa 이상의 높은 성자 조사에 해서 조사 

항성이 높으므로 DEMO 핵융합로의 first wall과 블랭킷 소재로뿐만 아니라 개

량 고속로의 피복   duct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이다. 하지만 불충분한 

고온 기계  특성  크리  특성 때문에 그 활용온도는 600℃정도까지로 제한

된다. 발 로의 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운 온도를 높일 필요가 항상 있으므로 

합 원소 조 이나 열처리를 통한 석출물의 안정화, 등을 통한 소재개선이 꾸

히 연구/개발되어 왔다. 산화물 분산강화 F/M강은 열 으로 안정한 산화물을 기

지 속 내에 분산시켜 으로써 더욱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다 (Fig. 17 참고). ODS 강은 분말 (원소분말 혹은 합  분말)을 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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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합 화법을 이용하여 

산화물을 기지 분말 내에 분

산시킨 후 그 분말을 hot 

pressing, 열간압연 혹은 

HIPing 등을 통하여 인고트

를 제조하고 열간/냉간 공정

을 통하여 원하는 크기  

형태의 제품을 만든다.

산화물 분산 강화 가은 

12~16% Cr이 첨가가된 

Ferritic ODS와 ~9% Cr이 

첨가된 FM ODS 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두 

강의 장단 의 아래 Table 9와 같다.

재 상용화된 철계 ODS 강으로는 SMC (Special Metals Corporation)의 MA 

956과 Plansee Gmbh의 PM2000 이 있다. 이들은 모두 20%Cr-5%Al의 철계 합

에 0.5%의 미세한 Yttria (Y2O3)입자를 분산시킨 것인데 그 화학조성을 아래의 

Table 10에 나타내었다.

Fig. 17. Yield stress of different steels with 

temperature. 

Table 9.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ODS steel.

강 장 단

12-16% ODS
 ferritic 강

- 고온 안정성

- 우수한 내산화성

- 기계  성질의 이방성

- 낮은 인성 

~9% ODS
 FM 강

- 열처리 후 등방성

- 높은 괴 인성

- 700oC 이하로 사용온도 제한

- 고온 내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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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의 연구개발 황

일본에서의 산화물 분산강화 합 의 개발은 주로 고속로의 피복  개발과 핵

융합로 소재와 련하여 1980년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JNC (Japan 

NuclearCycle Development Institute)가 심이 되어 Kobe 철강회사와 여러 학 

연구 들과의 력체제 아래에서 고속로 피복  개발을 주 상으로 추진되어왔

다. 1990년 에 들어서서 고온 압출과 온간압연을 통하여 두께 1mm 정도의 얇

은 튜 재를 개발하고 축방향과 원주방향의 기계  강도의 이방성을 해결하는 

연구에 주력하 으며 열처리를 통한 상변태와 재결정 공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상황이다. 한 미소 합 원소들의 향 등에 한 연구를 

병행하여 소량의 Ti 첨가를 통한 미세 Yttria 입자의 미세화를 확인하고 기계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최근에는 ODS 합 의 합, 

양산체재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연구로에서 

성자 조사 시험  데이터 축 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DEMO 핵융합로의 

first wall  블랭킷 구조물에 용하기 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 튜 재와 

달리 재의 경우 기 개발한 분산 산화물의 함량을 더욱 높여서 고온강도를 더

욱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두꺼운 부품의 제작을 해서는, 체 두

께에 걸쳐서 냉각속도를 고르게 유지하기 힘들므로, 새로운 제조공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유럽에서는 특히 랑스가 ODS 강의 연구/개발에 극 인데 CEA/Saclay, 

CEA/Grenoble을 심으로 유럽연합 여러 나라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핵융합

로 소재로 기 개발한 EUROFER (9% Cr 강)에 Yttria 분말 첨가한 ODS 합 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EUROFER를 제조한 오스트리아의  Bohler사 제 

EUROFER 강을 기체 분무법 (gas atomizing)을 통하여 분말제조 후 기계  합

화법을 통하여 분말을 제조하고 그 특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다. 특히 

Table 10. Chemical composition of commercial Fe-base ODS steel

Fe Cr Al Ti C Y2O3 Cu Mn Co Ni P

MA956

(UNS 

S67956)

Bal
18.5

21.5

3.75

5.75

0.2

0.6
<0.1

0.3

0.7
<0.15 <0.30 <0.3 <0.50 <0.02

PM2000 Bal 20 5.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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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FER 97합

을 기지로 한 

ODS 합  시편

에 하여 네덜

란드의 Petten, 

HFR 원자로를 

이 용 하 여 

250-450℃ 온도

역에서  15 

dpa 수 까지 

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EUROFER ODS 

합 은 기지 강

에 비하여 인장특성이나 크리  특성이 훨씬 더 개선되어서 활용온도를 550℃에

서 650 혹은 심지어 70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명 났지만 (Fig. 18 참고), 

충격 괴특성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과 련해서 불

순물의 조 , 제조과정의 개선, 등을 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핵융합로에서의 고온은 소재의 얇은 표면에 국한되고 내부에는 온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ODS 합 을 일반 강 표면에 붙이거나 혹은 차 인 ODS 조성을 표

면에 형성하도록 하려는 제안도 있으며, ODS강의 고온 인장강도나 크립 강도는 

매우 증가하지만, 괴인성과 용 성의 문제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융합로의 주

요 부품 소재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 인 견해도 없지 않다 (A. 

Tavassoli/ CEA).

Fig. 18. Creep behaviour of ODS-EUROFER compared 

to EUROFER 97. 

Table 11. Chemical specification of EUROFER Steel.

Fe C Si Mn

P,

S,

Ni,

Mo,

Co,

Cu

Cr V W Ta

Ti,

O,

Al

Nb.

B

(Sn+As+

Sb+Zr)
N

Bal 0.11 <0.05 0.4 <50 p 9.0 0.2 1.1
0.06

0.09
<100 p <10 p <100 p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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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의 연구개발 황

국내에서의 ODS 합  련 연구는 주로 속간 화합물, 혹은 W 기지 합

과 련하여 학교의 실험실 규모 (수 백그램 정도)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한 바 있으나,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ODS 합 개발을 추진한 이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상용 ODS 합  개발을 해서는 어도 pilot scale

의 ODS 합 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종국 으로

는 국재 소재제조 산업체에서 생산시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혹은 pilot scale

의 시제 합 /부품을 제조한 후 최종 합   부품의 제조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주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본 으로 ODS 합 의 개발 제조를 해서는 합

분말 제조장치 (gas atomization), MA 장치 (mechanical alloying장치; attritor 

혹은 ball mill, 등) 그리고 Consolidation 시설 (HIPPing, 열간 압출기, 등)이 필

요할 것이다.

2. 3 .  S iC f /S iC  복 합체  개발

SiC는 열 , 기계 , 화학  안정성이 우수하며, 14 MeV의 성자 조사에 의

한 유도 방사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용 핵융합로의 노내 구조물 후보재로 고

려되고 있다. SiC의 우수한 고온 기계  특성, 화학  안정성은 높은 냉각재 온

도를 달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Fig.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열효율이 45~60%

Fig. 19. Coolant temperature and efficiency in several blanket 

concepts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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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우수한 성능의 핵융합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SiC 단미소재는 취성

괴를 하기 때문에 핵융합로용 구조재로는 SiC 장섬유 강화 세라믹 복합체 (이

하 SiCf/SiC)의 형태를 이용한다. SiCf/SiC복합체는 SiC 단미소재와는 달리 80년

말부터 비로서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어 소재개발의 여지가 많으

며 고온, 조사 환경 하에서의 성능에 한 불충분한 자료 확보로 많은 연구개발

이 요구된다.

 

가. SiC 복합체를 용하는 DEMO reactor 의 특성  디자인 요건

SiCf/SiC를 블랭킷 구조재로 고려하고 있는 핵융합로 개념으로는 미국의 

ARIES-I, ARIES-IV, ARIES-AT와 유럽의 TAURO  일본의 DREAM, 

A-SSTR2 등이 있다 [3-2]. 여기서는 ARIES-AT, TAURO, DREAM 등의 개념

을 심으로 DEMO reactor의 주요 설계인자와 각 개념에서 요구되는 SiCf/SiC 

복합체의 성능을 요약하 다. Table 12는 SiCf/SiC 복합체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DEMO reactor들의 주요 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TAURO와 ARIES-AT는 

Pb-17Li 액체 속을 증식재  냉각재로 사용하며 ARIES-I 과 DREAM은 증식

재로 세라믹을, 냉각재로 He 기체를 사용한다.

Table 12. Major specifications for recent international projects using SiCf/SiC 

as structural material for breeding blankets [3-2~3-4].

TAURO, '96 ARIES-I ARIES-AT DREAM, '97

Normal operation
Fusion power
Electrical power
Net efficiency
Blanket lifetime
Mode of operation
Plasma geometry
Major plasma radius
Aspect ratio
Wall loads (FW, divertor)
Max. FW surf. heat flux
Max. Div. surf. heat flux
Avg. Neutron Wall load
In-vessel components

3000MW
1000MW
45%
5 years
continuous

9.4m
4.5

0.5MW/m2

5MW/m2

2MW/m2

1925MW
1000MW
49%
7.2 years
continuous

6.75m
4.5

0.5MW/m2

4.5MW/m2

2.5MW/m2

1719MW
1000MW
59%
2 years
continuous

5.2m
4

0.7MW/m2

5MW/m2

4.3MW/m2

5500MW
3000MW
>45%
<4 years
continuous

16m
8

0.5MW/m2

5MW/m2

3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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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URO

TAURO 블랭킷은 Pb-17Li 

액체 속의 container 역할을 하

는 SiCf/SiC box들로 구성되어 

있다. Pb-17Li 는 냉각재  증

식재의 역할을 하며 삼 수소를 

운반한다. Fig. 20  21에 나타

낸 것처럼 Pb-17Li 액체 속은 

블랭킷 모듈의 뒤쪽에 치하고 

있는 이 를 통해 공 되며 

이는 다시 5개의 sub-module로 

나뉘어져 주입된다. 각 

sub-module에서 냉각재는 에

서 아래로 흐르고 바닥에서 

U-turn을 하여 2번째 채 의 아

래에서 쪽으로 흐르게 된다. 

TAURO 블랭킷의 설계에 있어 

SiCf/SiC는 3차원으로 직조된 

복합체를 가정한 것이며 모든 방향에서의 열 도도가 15 W/m·K로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외에 TAURO의 설계에 반 된 SiCf/SiC 특성을 Table 13에 

나타내었다. 표면의 heat flux 0.5 MW/m2, 냉각재 입구온도 750℃, 냉각재 유속 

1.3 m/s, 제일벽 두께 6 mm, 모듈의 폭 0.3 m, 모듈 길이 2 m 등을 가정하면 냉

각재 출구온도는 860℃가 된다. 이때 제일벽의 두께방향으로 걸리는 최 응력은 

63 MPa, 최  단응력은 30 MPa 이다. 최  인장응력은 125 MPa 이며 

SiCf/SiC 복합체의 최 온도는 약 1050℃이다.

Structural material
Breeding material
Neutron multiplier
Coolant
Coolant inlet/outlet temp.

FW protection

SiC/SiC
Pb-17Li
-
Pb-17Li, 2MPa
450/860℃

SiC (CVD)

SiC/SiC
Li2ZrO3

Be
He, 10MPa
350/650℃

SiC (CVD)

SiC/SiC
Pb-17Li

Pb-17Li, 1MPa
650/1100℃

SiC (CVD)

SiC/SiC
Li2O
Be
He, 10MPa
600/900℃

SiC (CVD)

Fig. 20. TAURO outboard blanke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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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AURO blanket design, breakdown in elementary components.

Table 13. Comparison between SiCf/SiC properties assumed in the analysis 

of TAURO and typical measured values on present-day industrial 

composit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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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IES-AT

ARIES-AT는 TAURO와 같이 Pb-17Li 액체 속이 증식재  냉각재 역할을 

하며 냉각재는 최  5 MW/m
2

의 heat flux가 인가되는 divertor를 거쳐 블랭킷 

쪽으로 공 된다. 블랭킷을 빠져나온 냉각재는 He을 2차 냉각재로 사용하는 열

교환기를 통하게 된다. 여기서 He의 최 온도는 1050℃이며 열효율은 약 58.5%

에 이른다. Fig. 22에 나타낸 ARIES-AT의 outboard 블랭킷에서 SiCf/SiC 복합

체의 두께는 4 mm, CVD SiC 코 층의 두께는 1 mm 이다. 이 조건에서 

SiCf/SiC의 열 도도 20 W/m·K, Pb-17Li 유속 4.2 m/s, 냉각재 입구온도 764℃

를 가정하면 CVD SiC층의 최 온도는 1009℃, SiCf/SiC 구조체의 최 온도는 

996℃, SiC/Pb-17Li 계면의 최 온도는 994℃가 된다. Divertor는 Fig. 23에 나타

낸 것처럼 2 cm X 2.5 cm 크기의 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벽쪽 벽은 0.5 

mm 정도로 얇고 뒤쪽 벽은 3 mm 의 두께를 갖는다. 한 제일벽 쪽에는 3.5 

mm의 두께로 W이 합 는 코 되어 있다. Table 14는 ARIES-AT의 설계에 

사용된 주요 SiCf/SiC 복합체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22. Mid-plane cross section of ARIES-AT 

outboard blanket modules (radial dimension i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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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EAM

DREAM은 토러스의 aspect ratio가 8 정도로 크고 SiCf/SiC 방사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개념으로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

쳐 A-SSTR2에 용되었다. 블랭킷 모듈의 폭(toroidal length)은 제조  보수를 

고려하여  500 mm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높이는 500 mm, 깊이는 650 mm 이다. 

Fig. 23. Cross section of outer divertor plate (all 

dimensions in cm).

Table 14. Suggested SiCf/SiC parameters 

and properties for design analysis of 

ARIES-AT for the long term (20-30 

years in the future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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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는 블랭킷 모듈의 개념도로서 제 일벽, 삼 수소 증식부, 고온 차폐부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볼트에 의해 냉각링과 연결된다. 모듈 내에는 지름 

1 mm의 Be 증배재와, 지름 1 mm의 Li2O 는 여타 Li계 세라믹스 증식재, 지

름 10 mm 의 SiC 고온 차폐재가 채워져 있다. He 가스 냉각재는 냉각링의 입구

이 를 통해 주입되어서 이 벽 구조로 되어 있는 제 일벽의 냉각패스를 따라 

흐르게 되고 다공성의 격벽을 통해 모듈 내부로 공 된다. 이후 모듈내의 물질들

을 냉각하고 냉각링의 출구 이 를 통해 빠져나간다. 라즈마측 벽의 두께는 

4 mm, 내측 두께는 8 mm 이고 두 벽 사이에 3X10 mm
2

의 직사각형 냉각채

이 존재한다. 제 1벽의 체 두께는 15 mm 이다. DREAM의 설계에서 반 된 

SiCf/SiC의 특성을 Table 15에 나타내었다.

Fig. 24. Schematic of DREAM blanket module (left, pebble 

diameter dimension in mm) and diverto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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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융합로용 SiC 복합체 개발 황

핵융합로용 SiCf/SiC 복합체 재료개발 연구는 앞에서 언 한 DEMO  상용

로에서 요구되는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재료를 개발하고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것이다. 연구개발의 주요 항목으로는 고성능 SiCf/SiC 복합체의 제조와 합기술, 

복합체의 기본특성  노내 특성 평가, 허용응력  사용온도 한계 결정, 수명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재 SiCf/SiC 복합체의 주요 개발방향 의 하나는 섬유 

 기지상의 화학량론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는 SiC의 화학량론비가 복합체의 

고온특성  조사손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SiC 복

합체의 제조방법  화학기상침착법 (CVI, chemical vapor infiltration)은 정량비

를 갖는 결정질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CVI 방법 외에 

기지상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CVR (chemical vapor reaction), PIP (polymer 

impregnation & pyrolysis, reaction sintering (RS)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법들

은 이차상의 잔류, 비화학량론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가격 비 성능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한 선별이 필요하다.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 물질로는 C, SiC, 

BN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BN은 B의 핵반응에 의한 He 발생과 N에 의한 방사

화의 문제로 핵융합로용으로는 치 않다. 최근에는 C의 두께를 이기 해 

C/SiC 다층계면에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3-2, 3-5~3-7].

핵융합로의 DEMO 개념에서는 SiC 섬유가 3차원으로 직조된 3D SiCf/SiC를 

Table 15. Material properties of SiCf/SiC 

composite assumed for DREAM design and 

analysis (including neutron irradiation

effect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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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만 화학기상 침착법에 의한 치 화의 어려움 때문에 재는 주로 2D 복

합체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랑스의 SNECMA에서는 직조 방법

을 개선함으로써 5% 이하의 낮은 기공율을 갖는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

고한 바 있다. 3D SiCf/SiC는 층간 기계  강도  열 도도를 개선할 수 있어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복합체의 합에는 reaction bonding/sintering, 

polymer-based method, brazing, stitching, mechanical joint 등이 고려되고 있는

데 합 련 연구는 아직 기상태이다 [3-2].

SiCf/SiC 복합체를 핵융합에 용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고려 요소 의 하

나는 복합체의  제조비용이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탄소섬유 복합체의 가격이 크

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SiCf/SiC 복합체의 량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재의 

1/10 정도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상되고 있으며 Hi-Nicalon 계의 섬유보다 

Tyranno-SA가 경제 인 에서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재의 가격을 고려

할 때 약 20년 후에는 SiCf/SiC 복합체의 제조단가는 약 400/kg 정도가 될 것으

로 상하고 있다 [3-2]. SiCf/SiC 복합체 제조비용의 약 50%는 SiC 섬유에 의

한 것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복합체 제조를 해서는 비용의 섬유제조 기술이 

요구된다.

(1) SiC 장섬유의 제조와 주요특성

핵융합로용으로 사용하기 해 SiC 섬유는 내방사선  내열 특성이 우수하

고 직조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섬유의 직경이 작고 화학량론비가 맞

아야 하고 SiC의 결정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SiC 섬유는 주로 일본을 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재까지 상용화된 주요 섬유의 특성을 Table 16에 나

타내었다 [3-2].

Nicalon  Hi-Nicalon은 많은 양의 산소  탄소 불순물과 비정질상을 포함

하고 있어 핵융합로에 응용하기에는 하지 않으며 Dow에서는 더 이상 SiC 

Table 16. Properties of as-produced silicon-based fib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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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MER 섬유는 탄소섬유를 화학변환시킨 것으로 섬유 

심부에 미변환된 탄소를 포함한다. 재는 직조가 비교  용이하고 순도  결

정성이 높은 Tyranno-SA 섬유를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ig. 25는 

다양한 SiC 섬유에 해 성자 조사 후 도 변화를 찰한 것이다 [3-8]. 

Nicalon, Hi-Nicalon,  Tyranno 섬유 등과 같이 불순물  비정질상을 포함

하는 섬유들은 성자 조사에 의해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의 증가

는 부피 수축을 수반하기 때문에 섬유와 기지상 간의 계면에 균열을 발생시킴으

로써 복합체의 특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면 결정성  순도가 높은 Sylramic 

섬유는 도, 즉 부피의 변화가 크지 않다.

(2) SiC 복합체의 제조방법

SiCf/SiC 복합체의 주요 제조방법으로는 CVI, PIP, RS 등이 있다. CVI 방법

은 MTS (methyltrichlorosilane, CH3SiCl3)와 같은 속유기화합물을 열분해시켜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것으로, 공정온도가 상 으로 낮고 내방사선 특성이 우

수한 화학양론성의 결정질 SiC 기지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리 이용되

고 있다. 그러나 공정시간이 길고 잔류기공이 존재하며 제조단가가 비싼 문제

이 있다. PIP는 PCS (polycarbosilane)등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SiC 분말과 혼합

Fig. 25. Effect of irradiation on density of SiC-based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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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슬러리를 만든 후 이 슬러리를 SiC 섬유 리폼에 침투시켜 열분해시킴으

로써 SiC 기지상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형의 복잡한 형상 구조물을 제조

하는데 유리하며 제조비용이 상 으로 낮다. 그러나 화학정량비의 결정상 SiC

를 얻기 어려워 열 도도가 낮고 열분해 시 부피수축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

에 공정의 반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Tyranno-SA와 같이 내열성이 우수한 섬

유가 개발됨으로써 열분해 온도를 높여 결정성  화학양론성이 우수한 SiC 기

지상을 제조할 수 있고 AHPCS와 같은 새로운 유기화합물이 개발되어 PIP 방법

도 특성 개선이 기 되고 있다. RS 공정은 C와 SiC 분말을 리폼에 채워 넣고 

Si을 용융·침투시켜 C와 반응시킴으로써 SiC 기지상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기공이 거의 없고 열 도도가 우수한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으나 미반응 

Si의 잔류로 인해 내열  내조사 특성에 문제가 있다. 이상의 방법 이외에 

MER 사에서는 Cf/C 복합체를 SiO 가스와 반응시켜 SiCf/SiC 복합체를 제조하는 

CVR 방법을 개발하 는데 50-70 W/m·K의 상 으로 높은 열 도도를 얻을 

수 있고 내열성이 우수하지만 미반응의 C이 존재하는 문제 이 있다. PIP 방법

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리폼에 침투시킨 PCS 등의 유기화합물을 자빔을 

조사하여 불융화 처리함으로써 SiC 수율을 높여 고 화를 이루려는 연구도 이루

 

   

Table 17. Properties of several SiCf/SiC composite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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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3-9].

(3) SiC 복합체의 주요 노외특성

재까지 상용화된 SiCf/SiC 복합체의 주요 특성을 Table 17에 요약하 다 

[3-2]. 도는 2.1~2.7 g/cm
3

, 기공율은 4~10% 범 이다. 복합체의 률은 사용한 

섬유의 률과 유사한 값을 갖는다. 인장강도는 200~300 MPa, 곡강도는 300~400 

MPa 정도이나 실험실 규모로 제조된 복합체는 400 MPa 이상의 인장강도와 700 

MPa 이상의 곡강도 값도 보고 되고 있다. 열 도도는 상온에서 6~20 W/m·K 정

도로 보고 되고 있는데 DEMO reactor 에서는 1000℃에서 조사후의 열 도도가 

15~20 W/m·K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 개선이 필요하다. 

(4) SiC 복합체의 성자 조사거동

성자 조사는 Si  C 원자의 격자이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SiC의 비정질

화, 결함  void 형성을 가져와 부피 팽창을 일으키게 된다. Fig. 26은 CVD 

SiC의 조사온도에 따른 부피팽창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000℃ 이하에서는 

조사온도의 증가에 따라 부피팽창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10]. 상온  150℃ 

이하에서는 비정질화가 주로 일어나며 150℃ 이상 1000℃ 이하에서는 결함의 

형성에 의해 부피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1000℃ 이상에서는 void 형성이 이루어

지고 부피변화는 조사량에 의

존하게 된다. 재까지 1000℃ 

이상에서의 부피변화에 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void 

형성에 의해 부피 팽창이 일

어나는 최소온도가 보다 정확

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Fig. 26은 CVD SiC에 

한 결과이지만 CVI에 의해 제

조되는 SiCf/SiC 복합체는 기

지상이 CVD SiC와 같기 때

문에 유사한 부피변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6. Neutron-induced swelling of CVD 

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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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은 성자 조사에 의한 SiC 단미  SiCf/SiC 복합체의 열 도도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3-11]. 1000℃의 조사온도에서는 조사 과 비교하여 약 50% 

정도의 열 도도 감소를 나타내며 400℃에서는 10~20% 정도의 열 도도를 유지

한다. Fig. 28은 성자 조사에 의한 SiCf/SiC 복합체의 곡강도 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6]. Nicalon  Hi-Nicalon 섬유로 제조된 복합체의 경우에는 1 dpa의 

조사량에서도 강도가 20~30% 감소하며 10 dpa 에서는 60% 이상 강도가 감소한

다. 이는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성자 조사에 의해 섬유가 수축함으로써 섬유

와 기지상간의 계면에 균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Tyranno-SA, Hi-Nicalon Type S 등과 같이 고순도의 결정질 섬유를 사용한 경

우에는 10 dpa 까지 강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에 지의 성자 조사는 SiC에서 격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학 인 핵종변

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핵종변환에 의해 생성되는 원소는 He, H 과 같은 기체 

 Mg, Al 과 같은 속원소 등이 있다. Fig. 29는 ARIES 의 제 1벽 설계를 기

으로 운 기간에 따른 변환핵종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3-6]. 매우 많은 양

의 He, H  Mg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학 인 변화가 SiCf/SiC 복

합체의 특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속기를 이

용한 He 주입실험 등을 통해 이에 한 향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95

0℃에서 2500 ppm의 He을 주입하 을 때 약 38%의 곡강도 값의 감소가 일어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12].

Fig. 27.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and test temperature for crystalline SiC 

and SiCf/SiC composites with CVI-SiC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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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랭킷 구성요소와의 양립성

DREAM 과 같은 기체냉각형 핵융합로에서는 고체 증식재  증배재, He 냉

각재 내의 불순물 등과의 화학  양립성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SiC와 

Fig. 28. Relative strength, irradiated/unirradiated for 

SiCf/SiC composites versus radiation dose.

Fig. 29. Silicon carbide transmutation 

products-ARIES first wall irradiation at 

4.7 M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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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4SiO4, Li2TiO3, Li2ZrO3 등의 세라믹 증식재 간에는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2]. Li4SiO4는 He 가스 에 포함된 미량의 O2 불순물에 의

해 생성된 SiO2와 1000℃ 이상에서 반응하여 Li3SiO3를 형성한다. Li2ZrO3는 110

0℃ 이상에서 SiC와 반응하여 ZrC  Li2SiO3를 형성한다. Li2TiO3는 1160℃ 이

상에서 SiC와 반응하여 TiC  Li2SiO3를 형성한다. He 가스에 포함된 O2 불순

물은 SiC 복합체 표면에 SiO2를 형성하여 고체 증식재와의 반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섬유와 기지상간의 계면상으로 존재하는 탄소층을 산화시켜 균열 성장을 

일으키게 된다. Be 증배재와 SiC 간에는 700℃에서는 반응이 없으나 800-900℃

에서는 Be2C-Si 가 형성됨이 보고 되었다. 따라서 Be와의 반응 억제를 한 코

층이 필요하다[3-2]. TAURO  ARIES-AT 등의 용융 속 냉각형에서는 

Pb-17Li와의 양립성 평가가 요구된다. SiCf/SiC 복합체는 Pb-17Li에 해 800℃, 

1500 시간의 시험조건에서 안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13]. 그러나 1100℃

의 고온에서 빠른 유속 (1 m/s)을 갖는 Pb-17Li와 장시간 (>10000 h) 안정성 시

험이 요구된다.

2. 4.  V a n a d ium 합  개발

바나듐 합 은 우수한 고온강도, 높은 열응력인자, 낮은 방사화 특성, 등을 가

지고 있어서 핵융합 소재의 하나로 주목받는 재료이다 [4-1]. 특히 바나듐 합

은 액체 리튬과의 compatibility가 타 속소재에 비하여 탁월하므로 액체 리튬을 

블랭킷 소재로 바나듐 합 을 구조재로 하는 블랭킷의 경우 다른 블랭킷 개념들

에 비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 가동할 수 있고 증식재를 교체해  필요가 없으므

로 효율이 더 높은 블랭킷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4-2].  특히 Cr과 Ti 의 첨가

비는 액상 리튬과 부식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 Fig. 30은 여러 가지 바나듐 합

의 액상 리튬에서 부식 거동을 온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로, Cr/Ti 비에 따라 

부식 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Cr/Ti 비가 1이면, 온도에 따라 증감은 있으나 

거의 무게 변화가 없었다. 반면 Cr/Ti 비가 약 2인 합 군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무게 증가가 분명히 찰되었고,  Cr/Ti 비가 1.5~3 (~2 제외) 인 합 군은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 감소가 발생하 다. 따라서 핵융합 소재로서의 바나듐

합 은 V-4Cr-4Ti 합 이 주 후보소재로 주목받고 있고 부분의 연구는 이 합

에 집 되어 있다. 

바나듐합 은 산소나 탄소  질소와 같은 침입형 원소에 향을 많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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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나듐은 산소 원소와 친화성이 높아서 합 의 제조  가공에 있어서 분

기 산소의 조 이 매우 요하다 (Fig. 31 참고). 최근에는 Zr foil을 이용하여 

Fig. 30. Corrosion rate of vanadium alloy with 

temperature in liquid Li.

Fig. 31. O and N levels in V-4Cr-4Ti alloys  

available for recent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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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침입을 방지하여 산소농도가 낮은 합 을 개발하는 보고도 있다 [4-1, 

4-3~4-4].

핵융합 소재로서의 바나듐 합 은 600℃까지에는 낮은 압력의 액체 리튬 냉각

재와 맞닿는 부 이며 He이나 FLiBe (Fluorine-Lithium-Beryllium) 냉각재와 사

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온 역에서는 조사취화 때문에, 고온 역에서

는 고온 크리 , He 취화, 냉각재와의 compatibility 문제 때문에 사용온도 가능

구간이 제한된다. 단, coating 층을 용할 때에는 사용온도 구간을 400-700℃ 정

도까지 높일 수 있다. 한 바나듐합 의 경우 요구특성을 맞추기 해서 불순물

의 양을 매우 낮은 수 으로 낮추어야할 필요성과 함께 이에 따른 재사용 가능

성에 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1990년  반에 미국의 G.A (General Atomics)사에서 1톤 규모의 

V-4Cr-4Ti 잉고트를 시험 제조하고 WCA (Wah Chang of Albany), ANL, 

ORNL과 력하여 재  튜 재를 생산하여 괴인성  조사특성 등 제반 특

성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시험제조한 바나듐 합 에 하여 고속 성자 스펙트럼에서 

350~800℃의 온도 역에서 60 dpa까지 in-pile 시험 수행하 으며 Ti 첨가가 조

사 팽윤을 낮추는데 가장 유효한 원소인 것을 밝힌 바 있다.  2000년도에 일본의 

NiFS에서는 100 Kg  바나듐 합 을 제조하 는데 이는 미국에서 제조한 1톤 

규모의 잉고트에 비하여 불순물 특히 산소의 농도가 더욱 낮아서 (약 330 ppm에 

비하여 180 ppm 수 ) 기계  특성이나 조사특성이 더 나을 것으로 기 하고 있

다.

바나듐 합 의 개발과 련하여서는 침입형 원자들 (C, O, N)의 역할에 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즉 450℃이하의 온 역에서는 침입형 원자의 

함량이 을수록 기계  특성이 좋아지나, 고온 역에서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

다. 특히  V-4Cr-4Ti 합 의 경우 크리  강도를 더욱 개선시켜야할 필요가 있

으며 조사 크리  특성에 한 연구는 온 역에서만 조  있는 형편이어서 

이에 한 연구도 더욱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바나듐 합 에의 코  연구는 self-cooled 리튬 냉각재와 함께하는 바나듐 합

 구조물의 경우 magneto-hydrodynamic pressure drop 을 완화해주기 하여 

기 연 코 이 필요하고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4-5]. 코  

층의 기 항도와 코  층의 두께는 100 Ωcm
2

 정도인데, 코  층의 두께를 

5~10 마이크론 정도로 하는 경우, 기 항도는 10
5

 ~ 10
6

 Ωcm 정도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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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참고), 상 운 온도 역 (400-750℃)에서 액체 리튬과 바나듐 합 과

의 compatibility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Fig. 33 참고).

Fig. 32. Electrical resistivityof ceramic material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4-5].

Fig. 33. Mass losses for candidate oxide and nitride 

ceramics after for 1000h to static Li at 

various tempera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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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후보소재로는 CaO, AlN, Y2O3, BeO, MgO, Er2O3, Sc2O3, CaZrO3, BN, 

그리고 Si3N4 등이 포함되는데, 기 항도와 compatibility를 고려할 때, CaO 

와 AlN을 심으로 한 연구에서 Er2O3, Sc2O3, CaZrO3,에 용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ANL, 그리고 러시아의 Inst. of Physics & Power Engineering, 일본의 

NiFS 등에서 in situ 코  생성법과 vapor deposition법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단층 코  외에도 다층 코  공정 개발도 진행 이며, 아울러 단미 SiC 

insert도 고려되고 있다. 

2. 5.  세 라 믹  증 식 재 개발

가.  개요

핵융합 반응이 비교  쉽게 일어 날 수 있고, 반응 시 방출 에 지가 크며, 반

응에 이용되는 원소가 자원으로 풍부하다면 핵융합 발 은 에 지원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반응이 수소, 삼

수소, 헬륨간의 반응이며,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보인다.

2
1H + 

3
1H --> 

4
2He + 

1
0n + 17.58 MeV

수소는 바닷물 1 m
3

 속에 약 34g 이 존재하며, 삼 수소는 반감기가 12.4년

인 방사선 동 원소로 천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리튬에 성자를 충돌시키면 

인공 으로 생산할 수 있다.

6
Li + 

1
n  ( n,α)  --> 

4
He + 

3
H + 4.8 MeV

7
Li + 

1
n  ( n,α)  --> 

4
He + 

3
H + 

1
n  -2.5 MeV

이 반응을 한 성자는 수소와 삼 수소간의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융합 반응과 동시에 삼 수소를 증식시킬 수 있게 된다. 

 Li는 고속 성자 에 지 분포 하에서 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며, 

가벼운 원소이므로 성자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고속 성자와 반응하여  하나

의 성자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다. 아울러 지각에 량비로 65 ppm이 존재하

며, 바닷물 속에도 0.17 g/m
3

가 포함되어있다 [5-10]. 따라서 수소와 삼 수소

간의 D-T 반응을 통한 핵융합 발 에서 리튬은 핵융합 발 의 연료인 삼 수소

를 제공하는 연료역할을 한다. Li계 화합물로는 산화물, 액체 속, 용융 속염의 

상태로 각각 제안되고 있으나, 반응성과 증식능력 등을 고려하여 액체 속과 고

체 산화물 증식재가 채택되고 있다[5-1]. 실제로 핵융합 실험로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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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에서도 고체 산화물 증식재

를 채택하고 있다. Li계 산화물 에서는 삼 수소의 증식  방출능력, 고온에

서의 열물리, 화학, 기계 인 성질과 조사거동 등을 고려하여  Li2O, γ-LiAlO2, 

Li2ZrO3, Li4SiO4,  Li2TiO3가 후보재로 연구되고 있다[5-1~5-9].

나.  Li계 증식재의 요구조건  특성

핵융합로 증식재는 삼 수소의 증식뿐만 아니라 핵에 지를 열에 지로 달

하는 역할과 성자를 차폐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증식재는 삼

수소를 증식할 수 있는 
6

Li의 도뿐만 아니라 삼 수소 용해도  확산도, 열  

성질, 물리화학  안정성, 기계 성질  조사거동 등이 우수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증식재를 설계할 때에는 리튬원자 도, 활성도, 열 도도, 융 과 

상변태, 열팽창율, 강도, 크립/연성, 화학  안정성, 물과 양립성, 구조재와 양립

성, Be와 양립성, 리튬의 물질 이동도, 삼 수소 용해도, 물리  성질에 미치는 

조사 향, 조사 팽윤, 삼 수소의 이동  양립성에 미치는 조사의 향 등을 설

계 변수로 반 한다 [5-1]. Table 18에 세라믹 증식재료로 기 되는 Li계 산화물

의 물성과 사용 가능한 온도 역을 요약하 다 [5-1~5-7]. 

   Li계 증식재의 열물리 , 기계  성질  조사 거동 (irradiation performance)

을 살펴보면, 소결 도가 이론 도의 80%정도인 증식재들의 온도에 따른 열 도

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 도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Li2O > 

LiAlO2 > Li4SiO4 > Li2ZrO3 순으로 열 도도 특성이 좋았다[5-11]. 조사에 의한 

열 도도 특성 변화는 거의 없었다. 증식재는 설계개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피복  내에 치하거나 냉각수가 흐르는 과 인 하게 된다. 따라서 주변

의 구조재(Type 316 stainless steel, Inconel 625, Incoloy 800 등) 와의 양립성이 

실제 이용에 있어서 매우 요한 문제가 된다. Li5FeO4와 Li2CrO2 가 일반 인 

부식생성물로 알려져 있으며, Li계 증식재와 구조재간의 상호반응에는 계의 산소

분압과 습도가 크게 향을 미친다. Li2O가 양립성이 가장 부식을 많이 유발시켰

으며, Li2ZrO3, Li2TiO3의 순으로 양립성이 우수하다[5-12]. 증식재의 조사 거동은 



- 55 -

Table 18.  Comparison of properties for various ceramic breeder materials.

ITEM Li2O Li4SiO4 LiAlO2  Li2ZrO3  Li2TiO3

Li-6 density, g/cm
3

0.587 0.346 0.172 0.235 0.235

activation low intermediate intermediate high low

melting point, 
o
C / 

phase change

1432

none

1255

655

1610

none

1616

1100

>1600

1200

Tmin(
o
C), tritium release 320 400 525 330 300

irradiation swelling X ○ ◎ ◎ ◎

irradiation stability ○ X ○ ◎ ◎

Tritium release/retention

mechanism study
? ? ? ? ?

thermal expansion ○ ○ ◎ ◎ ◎

mechanical strength ○ ○ ◎ ◎ ◎

chemical stability ○ ○ ◎ ◎ ◎

water compatibility X ○ ◎ ○ ○

structural compatibility ○ ○ ◎ ◎ ◎

Be compatibility - ○ ◎ ◎ ◎

Li mass transfer - ◎ ◎ ◎ ◎

tritium solubility ○ ○ ○ ○ ○

thermal conductivity ◎ ○ ○ ○ ○

creep / ductility ○ X X X X

◎ : good, ○ : fair,  X : poor, ? : key issue

조사에 의한 삼 수소의 발생과 방출, 헬륨의 잔류, 편화(fragmentation), 팽윤 

 입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증식재가 삼 수소의 용해도가 크면 즉, 삼 수

소의 잔류량이 많으면 삼 수소의 회수율이 낮아지고 증식재 내부에 삼 수소가 

축 되기 때문에 증식재의 물성을 떨어뜨린다. LiAlO2는 다른 증식재 소재에 비

하여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삼 수소의 방출 가장 어려운 단 을 갖고 있

다. 한편 헬륨의 잔류량은 Li2O가 가장 많으며, 이는 팽윤 상으로 바로 나타난

다. 이러한 노내/외 특성 외에도 매우 요한 자료의 하나가 삼 수소의 달에 

한 이해와 모델의 제시이다. 따라서 Li계 증식재 내에 삼 수소의 축   방

출의 상을 찰하는 많은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설계에 반 할 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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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달 모델이나 code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5-13]. 증식재는 성자의 조

사를 받는 동안 한 원소 (Li) 가 제거되고 두 가지 생성물 (삼 수소와 헬륨) 이 

형성되는 물질변화가 발생되며, 이러한 조성의 변화는 내부 침 물이나 고용체와 

같은 이차상을 형성할 수 있고, 융 , 삼 수소 확산율, 열역학 인 성능 등과 같

은 증식재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삼 수소의 달 상과 련하여 보고된 모델 (DISPL; diffusion - 

desorption model[5-14], Mistral model[5-15], recombination model[5-16], 

TIARA model[5-17]) 은 특정재료나 특정운 역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용

역의 제약을 받게 된다[5-13]. 이에 따라 새로운 모델과 code의 개발  이를 

한 다양한 실험자료의 제공이 핵융합 증식재 개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연구 

분야가 되었고, 최근에도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증식재 내에서 삼

수소의 달은 다음과 같은 경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상학 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자 조사를 받은 Li에서 만들어진 삼 수소는 T
+

 상태로 증식재 산화물 

입자 내를 확산하여 입계에 도달하고 다시 입계를 따라 확산하여 입자표면에서 

T
+

나 OT
-

로 입자표면에 흡착(adsorption)되고 화학 인 반응을 거쳐 입자표면에

서  HT 나 HTO로 탈착 (desorption) 되어 기공을 통하여 방출된다. Fig. 34에 

삼 수소 방출거동을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증식재가 지녀야할 특성은 물질의 특성과 깊은 연 성을 갖지만, 재료자체의 물

리  특성인 증식재의 도, 입자크기, 기공형상  크기, 크기분포와 같은 미세

구조와 순도 등도 크게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물리  특성의 제조공정에 

Fig. 34. Mechanisms of tritium 

transport

1) Intragranular diffusion

2) Grain boundary diffusion

3) Surface Adsorption/desorption

4) Pore diffusion

5) Purge flow conv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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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존하므로 한 공정의 선택이 매우 요하다. 기공율, 기공형상, 입자크

기는 열 도도, 기계  특성, 안정성,  삼 수소 회수 등에 크게 향을 미치

며, 불순물은 열역학 인 특성, 화학 인 특성뿐만 아니라 삼 수소 이동 특성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구조와 순도의 조 은 출발물질인 원료분말의 특성

과 일차 으로 연 되며, 성형과 소결기술에 의해 이차 으로 조 될 수 있다. 

따라서 와 같은 특성을 얻기 해서는 증식재를 제조할 때 최 의  제조공정

을 용하여만 최 의 특성을 나타내는 증식재를 제조할 수 있다.

각 증식재들에 한 특성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Li2O 는 다른 재료에 비해, 높

은 리튬원자 도, 높은 열 도도, 낮은 삼 수소 용해도를 가지며, 삼 수소 증

식율이 최고로 높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재료이지만 hydroxide/trioxide 와 리튬

의 증기압이 크기 때문에 블랭킷의 차가운 쪽으로 리튬원소의 이동이 쉽게 발생

한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해 LiAlO2 는 더 높은 융 , 물에 한 낮은 반응

성으로 사용온도 범 가 넓고, 우수한 조사특성을 갖지만, 삼 수소 방출특성이 

나쁘기 때문에 상 으로 사용 가능한 최 온도가 높다는 단 이 있다.  

Li4SiO4 는 여러 가지 면으로 Li2O 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삼 수소 확산율

이 좋으며 화학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 지만 열팽창 계수의 이방성 때문에 조

사에 의해 쉽게 손되어지는 단 이 있다.  Li2ZrO3 는 안정성이 뛰어나고 삼

수소 방출특성이 뛰어나지만, 조사 후에 열이 방출될 때 지르코늄이 여기된다는 

것이 요한 문제 이다. 이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최근에 체제로 개발되는 

재료가 Li2TiO3이다. Li2ZrO3와 유사한 조사특성  삼 수소 방출특성을 지니며, 

조사에 의한 Ti의 여기 상도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5-18].

다.  Li2TiO3 증식재의 특성  제조방법

Lithium titanate는 결정학 으로 NaCl의 구조를 가지며 1200℃부근에서 가역

인 monoclinic-cubic 상 이가 있다. 분말은 가장 일반 인 방법인 고상반응법

으로 합성된다. TiO2와 Li2CO3 를 혼합하고 800℃이상에서 4시간 반응시키면 

mono Li2TiO3 와 미량의 TiO2가 얻어진다 [5-18]. 이 분말을 extrusion/tumbling

법 [5-19]을 이용하여 구형화할 수 있다. 졸-겔법으로도 합성될 수 있는데, 

Titanium isoporpoxide와 hydrated lithium hydroxde를 이용하여 850℃에서 2시

간 하소하므로 순수한 Li2TiO3 를 얻을 수 있다 [5-5]. 다른 분말공정으로 자발

착화연소합성법이 있다 [5-24]. Li2TiO3 분말의 연소합성에서 출발물질이 가져야 

할 물성은 모든 출발물질인 반응물은 증류수에 용해되어야 하며, 염의 음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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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열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속염의 형태는 

무기염으로써 질산염 는 유기염으로 아세트산염이며, 황산염이나 염화염의 경

우는 연소반응 후 최종산물에 불순물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의 

염이 아니다. 따라서 Li2TiO3 분말 제조 시에도 TiCl4 용액을 수용액에 희석시킨 

후 질산에 녹여서 Titanyl  nitrate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한다. 한 사용할 수 있

는 연료의 종류는 많으나 연료로서의 선택 시 요사항은 연료가 카르복실산기

와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카르복실산기만 가지고 있어도 질산염과 반응

하여 연소될 수 있으나 그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한 Hydrazine (N2H4)기를 지닌 

연료도 사용될 수 있으나, 반응이 폭발 으로 일어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당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연료의 선택이 요하다. 

라. 최근의 증식재 연구동향

Blanket의 역할은 삼 수소 생산  에 지 변환, 냉각 등의 기능이고 증식재

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진다. 액체 속을 사용하는 경우는 속 Li (녹

는  180oC)과 Li 용융염을 사용하며 이는 삼 수소 증식 겸 냉각재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산화물 (L14SiO4, Li2O, Li2TiO3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삼 수소 회

수  냉각기능이 별도로 요구된다. 냉각재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용원자로 

운 으로부터 축 된 경험과 결과가 있지만, 핵융합로에서는 그 안정성과 신뢰성

이 결여된다. 한편 삼 수소 회수재는 300oC 이상에서는 수소의 속재 배 투과

율이 속히 증가하므로 1차 냉각계에는 삼 수소 회수설비가 필요하다. 회수방

법은 H2O와 HTO의 증발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증류분리를 이용하지만 냉각수 

설의 단 이 있다.

핵연료와 같은 삼 수소는 융합로에서 수소와 같이 1% / sec의 비율로 연

소하여 헬륨으로 변화되므로 핵융합반응을 수 십  이상 지속하기 해서는 헬

륨 배기  배기가스내의 수소, 삼 수소의 재사용을 한 연료 재생설비를 노

내에 내장하여야 한다. 이때 배기가스내의 산소등과 같은 불순물 제거를 한 가

스 정제도 필요하다. 

재 연구되는 개량 증식재 기술개발을 살펴보면, 리튬계 산화물세라믹스는 

삼 수소방출, 열물리 , 열기계 특성이 우수하며, 열 안정성과 화학  안정성

이 우수하다는 에서 합한 재료이다. 한 세라믹 증식재의 요한 성질 둥

의 하나인 고온에서의 장시간 조사거동은 요한 요인이다.

재 유럽을 비롯한 핵융합 삼 수소 증식재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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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 은 아래의 몇 가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세라믹스 증식재의 합성과 제조방법 개발

* 재료의 실험실  테스트와 평가기술개발

* 상 증식재의 방사선조사거동 분석기술

* 삼 수소 방출 련 상의 이해  기구 고찰

* 리튬계 세라믹스의 최 화 연구 등이다.

세라믹스 개량형 증식재의 합성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5-20~5-23].

Li2O, Li2ZrO3, Li4SiO4,  Li2TiO3 등이 상 재료이다. 상 재료는 량생산

을 기 로 하여 그 제조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삼 수소 방출거동이 좋은 재료

로 선택되어져야 한다. 한 량 생산 시 리튬계 산화물 세라믹스가 지닌 수화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즉 분말의 미세정도와 비표면 이 

가 할수록 한 리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을 흡착하여 수화되는 상은 

증가하게 된다. 증식재의 형태는 구형(pebble) 형태와 소결체(pellet)의 형태가 고

려되며, 최근에는 구형의 형태가 선택되었다. 이는 블랭킷의 복잡한 형상에 따라 

쉽게 용이 가능하며, 형태학 으로 열 응력완화가 쉽고 방사선 조사에 따른 

균열 형성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설계 에서 구형의 크기는 압력강하, 열 달 

 충진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한 열 특성과 조사특성도 결정인자로 작용한다. 

TBR (tritium breeding ratio) 에서는 구형의 도가 이론 도가 되어야 하

며, 구형 bed 형성 시에는 smear 도가 최 가 되어야 한다.  Table 19는 제조 

방법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9.  Fabrication methods and breeder materials of each institute.   

Method Institute materials

melting/spraying FZK 0.1~0.63mm LS / 98% TD

melting/dropping JAERI 1mm LO

sol-gel JAERI/NFI 1mm LO & 1.5mm LT / 80~85% TD

sol-gel ECN 0.5~1.0mm LT / 80% TD

ESS

(extrusion-spheroni

zation sintering)

AECL/ CEA 1.2mm LA, LZ, LT/ 80~90% TD

Agglomeration-sint

ering
JAERI / CEA

1mm LO, LS, LZ / 90% TD

1mm LT / 905 TD

remarks : LO ; LiO2 / LS : Li4SiO4 / LZ ; Li2ZrO3 / LT ; LI2T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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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는 일본 

JAERI에서 개발한 

액상법을 이용한 구

형입자 제조방법  

재생 주기를 도식

으로 나타낸 것이

다.

Figure 36은 최

근에 연구되는 산화

물 첨가 Li2TiO3 의 

소결거동을 나타낸 

것 이 다 . 첨 가 제 로 

TiO2를 사용하거나, 

기에 사용된 

Li2TiO3 의 분말의 크기가 작으면 소결 후 소결체의 입자크기를 작게하고 한 

치 화를 이룰 수 있다. 한편 최근의 분말합성 련 연구 내용  특이한 사항은 

고온과 수소 환원 분 기에서 사용하는 Li2TiO3의 특성을 향상하기 해서 CaO, 

ZrO2, Sc2O3등의 입자성장 억제제를 첨가하여 소결특성의 향상을 연구하고 있다.

Fig. 35. Mass production and recycle technology of 

tritium breeder pebbles.

Fig. 36. Sintered density vs starting particle 

size and content of do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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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  고온  도 체  개발

부분의 도 력기기(송  이블, 변압기, 동기/발 기, 고자장용 

도 자석 등)는 선재 형태의 도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경제 인 가격의 

고성능 선재 제조공정이 개발되지 않으면 도 력기기/ 력산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까지 개발된 1 세  도 선재(PIT-BSCCO/Ag 선

재)는 고 자장에서 임계 류 도 하가 크고, 피복재로 사용하는 은의 가격부담 

때문에 부분의 력기기 개발에서 요구하는 선재가격 10 $/kA∙m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CC 가 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

으로 망된다. 

가. 국외 황

미국(DOE), 일본(통산성), 유럽, 국 등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도 CC에 

련된 MOD, MOCVD, co-evaporation, PLD기술을 사용한 도 CC 상용화 

기술의 개발이 계획/진행되고 있다. 재 AMSC(미국), IGS SuperPower Inc(미

국), Theva(독일), ZFW(독일) 등 기업을 심으로 MOD, MOCVD, PLD, 

co-evaporation의 도 박막 제조 기술과 RABiTs과 IBAD기술을 이용한 

도 CC 상용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  까지 개발된 기술 에서 장선재로 

어느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 기술로는 RABiTS-MOD, IBAD-PLD, 

IBAD-MOCVD 기술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로는 

RABiTS-MOD, IBAD-MOCVD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술들 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RABiTS-MOD 기술은 미국 DOE 의 지

원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미국 이외의 기 에 기술 실시권을 이 하기 어렵다고 

비공식 으로 확인되고 있다. MOD 기술에 의한 최고의 연구 성과는 미국 

AMSC에서 최근에 발표한 30 meter 길이에서 160-180 A 의 임계 류를 선재를 

제조한 것이 2004 미국 DOE peer review에서 발표되었다. 이 결과는 이제 MOD 

기술이 양산화에 필요한 기본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MOD 기술이외의 방법에 의한 결과로는 IGC-SuperPower에서 IBAD 기 에 

PLD 방법으로 100 meter 길이의 선재에서 70 A 의 임계 류를 얻은 것이 재 

Ic x length 면으로는 가장 우수한 결과이다. 한 IBAD-MOCVD 방법으로 18 

m 길이에서 105 A 의 임계 류를 가지는 선재를 개발하 으며, IGC- 

superPower 에서는 MOCVD를 생산공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MOCVD 

기술은 원소재인 유기 속 구체의 원료비가 비싸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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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IBAD-MOCVD 기술의 경우 고가의 원료를 가 원료로 체할 수 있는 

가의 여부가 상용화의 건이 되고 있다 (Fig. 37. 참조) 

일본에서는 도공학 연구소(ISTEC)을 심으로 Fujikura, Sumitomo, 

Furukawa 등의 기업체가 IBAD 와 PLD 기술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재

까지 100 m 길이의 선재에서 38 A 의 임계 류를 얻고 있다 (Fig. 38 참조). 일

본 연구 에 의한 주목할 결과는 IBAD 기 의 제조에서 IBAD-GZO/PLD-CeO2 

의 조합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우수한 집합조직을 가지는 속기 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과 MOD 공정에서 미국에서 개발된 TFA 용매를 부분 으로 

체할 수 있는 Fluorine free Cu precursor를 사용하여 우수한 특성의 MOD 

film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독일의 Theva 와 U. Goetingen 의 Freyhardt 교수 그룹이 가

장 앞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Theva는 독자 인 ISD/thermal evaporation 기

술을 사용하여 선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Freyhardt 교수 group은 IBAD/PLD 기

술을 사용하여 임계 류 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 국내 황

한국에서의 도 CC 연구는 론티어 사업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속 기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려제강,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되고 있으

Fig. 37. Recent results of CC prepared by RABiTs-MOD at 

AMSC.



- 63 -

며, 완충층 기술은 서울 학교, 연세 학교 등에서 IBAD-MgO에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MOCVD-buffer 층과 MOD-buffer 층은 원자력연구소와 한국기계연

구원 등에서 각각 수행되고 있다. 도 층 개발은 한국 기연구원과 한국과학

기술연구원에서 PLD나 co-evaporation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MOD 기술은 한

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소, 한국산업기술  등에서 개발되고 있다. 

재까지의 연구성과는 한국 기연구원과 KAIST에서 수행하고 있는 

Co-evap에서 13 meter 길이의 선재에서 100 A 정도의 값을 결과를 얻은 것이 

가장 우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산업체의 입장은 속기  분야의 고려

제강 외에는 망하는 이다. 국내 기업체가 참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CC 의 표 공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시 을 조정하는 것이라 분석된

다. 국내의 기업체에서는 국내에서 지 재산권을 가진 기술을 확보하여 장차 세

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내

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2. 7.  디 버 터  면 재 개발

디버터는 핵융합 생성물(α 입자), 반응하지 않은 연료, 라즈마 면으로부터 

침식되어 떨어진 입자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Fig. 39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탈착이 가능한 수직 타겟(VT: Vertical Targets), 돔 

 라이  등의 라즈마 면 부품이 장착되는 카셋트들(cassettes)로 구성된다. 

Fig. 38. Results of CC developed by ISTEC in Japan.



- 64 -

디버터의 열부하는 15~20MW/m
2 

정도이고 라즈마 노심에서 발생되는 총 열 

발생량의 15% 정도의 열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디버터는 핵융합로에서 가장 

가혹한 열부하를 받는 장치이다. 디버터 설계에 한 연구는 최근의 여러 문헌에 

발표되고 있다 [7-1~7-2].

디버터는 주로 미국(US), 러시아(RF), 일본(JA)  EU로 구성된 ITER 연구

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ITER 연구진은 재 공학설계단계를 거쳐 

공학 설계 연장 단계의 연구를 수행 이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조사, 분석하면 

 단계에서 핵융합로 디버터의 기술 개발 황을 개 할 수 있다. 

ITER 연구진은 공학설계단계(Engineering design activity, EDA, 1992-1998)

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1) 면재료 선정 연구: 라즈마 면 재료로서 CFC(carbon fiber 

composite), 텅스텐(W)  구조 재료로서 CuCrZr합 , 316 스테인 스강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2) 합 기술 연구: 면재료와 구조재료의 합부가 15~20 MW/m
2 

정도의 

열 부하에서 견딜 수 있는 합 방법 연구  타당성을 검토하 다.

(3) 면 재료 냉각 방법 연구: 20 MW/m
2

 정도 열부하를 제거하기 한 냉

각 방법을 연구하 다.

ITER 연구진은 공학설계연장단계(Engineering desing acitvity extention, 

Fig. 39. ITER divertor cassette body and plasma fac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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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1)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에 을 두었다.  

(1) 재료 성능 평가: 면 재료 물성 평가  가동조건( 성자 조사  열부

하)에서 재료의 성능 평가

(2) 면 재료(armour material) -냉각 재료(heat sink) 합 기술 개발  특

성 평가: 핵 융합로 가동 조건(operation condition)  천이 조건(transient 

condition)에서 안정한 합기술 평가  최 화.

(3) 디버터 시작품(mock-up) 제작 데모: 동일한 크기와 설계요건을 반 한 디

버터 시작품을 산업 으로 제작하기 한 기술 개발. 

(4) 디버터 부품 비 괴 검사 기술 개발 

(5) 설계 간소화  비용 감 방법 개발

가. 라즈마 면 재료

디버터용 라즈마 면 재료는 고열, 고속의 라즈마 입자와 직  하는 

부 에 사용되는 재료이다. 면재료는 극히 높은 열 부하  노심 라즈마로부

터 나오는 고속 입자  성자에 의한 열화  침식을 견뎌야 한다. 한 면

재료부터 나오는 불순물은 노심 라즈마의 거동에 향을 주지 않고 Tritium과 

작용하여 상호 침 하는 거동이 작아야 한다. 따라서 면 재료의 선정 기 은 

라즈마 열부하를 견디는 정도, 침식 수명, 성자 조사에 의한 열화 정도, 라

즈마-재료 상호 작용에 의한 열화 특성에 근거하여 설정 된다 [7-3].

침식 수명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천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펄스 열부하

(pulsed heat loads)이다. 라즈마의 Edge localized mode(ELM) activity나 라

즈마 disruption와 같은 천이 상태에서는 극히 높은 열 부하가 면재료에 부과

되어 재료의 박리(ablation) 등과 같은 침식 상의 크게 증가한다.

면재료 선정 기 으로 라즈마-재료 상호작용 거동도 요한 변수이다. W

과 같은 high-Z material은 정상 가동 상태에서 라즈마에 의한 침식이 low-Z 

material(C, Be)보다 히 작다. 그러나 high-Z material(W)은 면 재료로부

터 나오는 불순물이 라즈마에 미치는 향 커서 라즈마 내에 허용되는 농도

가 작다. 한 요한 선정 기 으로 Tritium(T)과 면 재료 침식 불순물과의 

공동 증착(co-deposition) 거동이 있다. 특히 침식되어 발생되는 면 재료 입자

인 탄소(C)와 T가 섭씨 350도 이하 온도에서 상호 침 되어 hydrogenated 

carbon 피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피막이 제거가 불가능한 치에 형성되어 문제

를 야기한다. CFC의 화학침식에 의해 발생된 C가 이런 피막의 주된 원천이므로 

디버터 부품에 CFC 사용을 이고 W으로 체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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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는 라즈마 입자가 직  충격되는 

Fig. 40에 보인 것과 같은 버티칼 타겟(VT) 

하부 부 (strikes points area)에 사용된다. 

그 이유는 라즈마 disruption시 CFC는 고

온에서 용융되지 않고 승화하는 특성을 가지

기 때문이다.  CFC는 열충격에 강하고 높

은 열피로 항성을 가지며 통상의 흑연(C)

에 비해 높은 열 도도를 가지기 때문에 유

리하다. 텅스텐(W)은 (1) 스퍼터링

(sputtering) 상이 어서 라즈마에 의한 

불순물 생성 고, (2) 그에 따라 tritium과 

재침 하는 경향이 제한되기 때문에 라즈

마가 직  충격되지 않는 버티칼 타겟

(Vertical Target, VT) 상부  돔(dome) 부

에 사용된다.

면 재료에 한 연구는 다양한 후보 재

료(CFC, W합  등)에 한 (1) 기 물성(열

도도, 강도 등)에 한 연구, (2) 라즈마-

재료 상호 작용 연구, (3) 모의 운 에 따른 

성자 조사 효과 연구, (4) 천이(transient) 열 싸이클의 향 연구 등이 주로 수

행되고 있다.

JA  EU 은 라즈마 disruption 모사  성자 조사된 CFC 후보재료들

의 특성 변화를 연구하 다 [7-4~7-5]. Fig. 41은 성자 조사 후 CFC 후보 

재료들의 무게 감소량 변화를 보인 그림이다. 비교  온(290~335
o

C)에서도 

성자 조사 후 열에 의한 침식이 상당히 증가하 다. 조사에 따른 침식량 증가는 

성자 조사에 따른 재료의 열 도도 감소에 기인한다. 개발된 후보재료  일부

(Dunlop Concept 2, SEP N112등)는 성자 조사에 따라 침식이 심각하여 재료

의 개량이 필요하거나 후보 재료에서 제외되었다. 

CFC재료는 tritium을 다량 침 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W이 라즈

마 입자가 직  충격되는 부 에 사용되는 후보 면 재료로 검토되고 있다. 각

국에서는 다양한 W 재료에 한 체계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JA 의 

disruption erosion 시험(e-beam facility JEBIS [7-6])에 의하면  조사되지 않은 

Fig. 40. Vertical target near 

full scale prototype 

manufactured by Plansee (high 

heat flux unit) and Ansaldo 

Ricerche (support structure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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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W 소결재료는 

W-1%La2O3에 비해 2.5

배 이상 침식량이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RF

은 W합  후보재료들

에 해 정상 운  상태 

 천이 상태를 모사하

기 한 시험을 수행하

다.  열 싸이클 시험

(e-beam facility 

TSEFEY) 후 라즈마 

disruption 모의 시험

(VIKA and MK-200U 

라즈마 건)을 수행하

다[7-7]. Fig. 42에 

disruption 모사 시험  

열 싸이클 시험 후 W합  후보재료들의 표면 상태를 보 다. disruption 없이 

20MW/m
2

의 열 부하에서는 W 표면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열 싸이클을 수반하는 

disruption 모사 시험 시에는 후보재료 표면에 상당히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순수한 소결 W, 순수한 단결정 W, W-1%Mo, W-1% La2O3, W-2% CeO2합 은 

타일 체에 심한 균열이 형성되었다. 단결정 W-0.02% Re 합 , W-5% 

Re-0.1%ZrC 주조합 은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이 합 들의 경우 Re가 재료

의 연성  괴강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RF  JA 의 시험결과에 

Fig. 41. Thermal erosion of the neutron irradiated 

CFC. 

Fig. 42. Surface structure of the several W grades after disruption shorts 15 

MJ/m
2

, 0.05 ms and (b) after following thermocycling at 20 MW/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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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산화입자(W-1% La2O3, W-2% CeO2합 )로 W을 도핑하면 disruption 

발생시 재료의 성능을 열화시킨다. 라즈마 직  충격 역에 한 당한 W 

합 은 재 개발 에 있다. W후보 재료들에 한 disruption 발생, 열싸이클 

미 성자 조사가 복합된 상황에서 재료 거동을 평가하는 시험이 계획 이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료 열화 결과를 평가할 정이다. 

나. 합 기술

디버터에는 두 종류 합부에 한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는 면재료(CFC, 

W)과 Cu 간층의 합부, 둘째는 Cu층과 히트싱크 재료인 석출경화 CuCrZr 

합 의 합부이다.  

ITER EDA 기간 동안, 디버터의 요구 조건[7-8]을 만족할 수 있는 합 기술

들이 개발되었다. 디버터의 버티칼 타겟(VT)의 하부는 열부하가 가장 심한 곳으

로 CFC-Cu 합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된다. CFC의 승화특성  높은 열충격 

강도, 열피로 항성  기 도도 때문에 이러한 구성으로 재료가 선정되었다. 

CFC-Cu 합은 (1) 열팽창계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합 계면 응력, (2) Cu가 

탄소에 wetting되지 않아 직  주조가 불가능한 이 주된 문제 이다. 합 계

면 응력은 CFC와 heat sink재인 CuCrZr 합  사이에 순 Cu층을 두어 응력을 

완화한다. Wetting문제는 주조 에 CFC 표면을 활성화하거나 한 이징 

합 을 이용하여 wettibility를 개선하는 방법을 용하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합 기술에 의해 제조된 CFC-Cu mock ups (VT 하부)은 

열부하 15~24 MW/m
2

에서 1000 cycles 정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을 가진다. 

W-Cu의 합은 다양한 형태의 W 타일(brush, rods or lamella)에 Cu를 주조하

여 제조하거나 직  Cu와 이징(brazing)하여 제조한다. 이와 같이 제조된 

W-Cu 합 제품은 열부하 15~20 MW/m
2

에서 1000 cycles 정도까지 견디는 내구

성을 가진다. 합기술에 한 연구는 상당한 진 에도 불구하고 지속 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1)최  설계 열유속(20 MW/m
2

)에서 안  여유를 고

려하여 1000~3000 회의 열 싸이클을 견디는 합 기술이 아직 미개발되었고, 2) 

Mock-ups 제조를 해 사용된 기술은 치수, 제작과정, 사용 재료  제조 경비 

감 등의 에서 실제 디버터를 완 히 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  열유속의 에서 디버터 설계시 주의할 은 평  타일이 갑자기 

손상되었을 경우이다. 이 경우 운  열부하는 30~40 MW/m
2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일의 연쇄 인 손을 방지하기 해서는 이정도의 열 부

하에서 타일의 합부가 최소한 몇 싸이클 이상 견딜수 있는 합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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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디버터 VT의 설계  개발을 해 EU, JA 은 면재료로서 CFC를 사용한 

형 Mock-ups의 우수한 열특성을 보 다. JA 은 Cu 모노블럭에 CFC를 

이징하여 Fig. 43에 보인 것과 같은 형 부품을 제조하 다. 이 부품들은 20 

MW/m
2

에서 1000사이클의 내구성을 보 다. EU 은 간 크기의 VT 원형을 제

작하 다. 

CFC로 제작된 것은 20 MW/m
2

에서 2000 사이클의 내구성을 보 고 W으로 

제작된 것은 15 MW/m
2

에서 1000 사이클의 내구성을 보 다. 극히 높은 열유속

하에서 합부의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30 MW/m
2

에서 수회의 열싸이클에서 

견디었다.  VT상부  돔 부분은 W-Cu 합으로 구성된다. W-Cu 합 기술로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은 W 에 Cu를 주조하는 것이다. Cu는 1350
o

C에서 W에 

완 한 wetting이 이루어진다.  1200
o

C이상에서 W의 재결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통상 공정은 1200
o

C 이하에서 이루어진다. Cu의 순도는 건 한 합 강도를 얻

기 해 엄격하게 조 되어야 한다. 

RF 은 W-Cu 합에서 상당한 기술의 진 을 이루었다. 소형 mock-ups(단결

정 W 타일(10 mm x 10 mm x 10 mm)-OFHC Cu-CuSnIn filler-CuCrZr heat 

sink)은 27 MW/m
2

에서 1500 사이클 유지 후 43 MW/m
2

에서 2 사이클 노출될 

때까지 손이 일어나지 않았다. US 은 소형 mock-ups(W-1% La2O3 (직경 3.2 

mm)- OFHC/ CuCrZr: 450
o

C에서 등방향 가압)은 22 MW/m
2

에서 1000 사이클

까지 손되지 않고 내구성을 유지하 다. 

CuCrZr 합 의 합기술을 최 화하기 해서는 열처리 싸이클을 최 화 하

여야 한다.  CuCrZr합 은 600
o

C이상에서 열 도도  강도가 크게 감소하기 때

문이다. RF 은 소형 mock-ups에 해 “고속” 이징 기술을 개발하 다. 이 

Fig. 43. (a) large scale monoblock type CFC/Cu mock-up JA home team, (b) 

medium scale vertical target mock-up with CFC and W amor EU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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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강도와 열 도도를 가지는 형 부품의 제작에도 

응용될 수 있다.  EU 은 온(500
o

C) Hippin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합기술을 개발하 다. 이 기술은 CuCrZr합 에 Cu를 주조하여 합하는 기술

이다. Hipping기술에 의해 제조된 소형 CFC-Cu-CuCrZr mock-up은 19 MW/m
2

에서 1000 싸이클 견디고 23 MW/m
2

에서 680 싸이클까지 견뎠다. US 은 온

(450
o

C) Hipping기술  고온(850~950
o

C) Hipping후 고속냉각(~2 
o

C/sec)기술을 

디버터 부품  형 돔 mock-up을 제작하 다. 이 기술은 CuCrZr합 의 최  

강도의 80~90%를 가진다. 

EU 은 W  CFC 면 구조  합 기술의 규격화를 시도하 다. 이런 

에서 W 모노블록(W 타일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가짐)  CFC 평 타일(CFC 

모노블록에 비해 좋은 결과)의 기술 개선은 요하다. 500
o

C, Hipping 기술에 의

해 제조된 CuCrZr 튜 에 W 모노블록 합 mock-up은 18 MW/m
2

에서 1000 

사이클까지 견디었고 CFC 평  mock-up은 20 MW/m
2

에서 1000싸이클 후 23 

MW/m
2

에서 430 싸이클까지 손되지 않았다. 열부하가 작은 W 면 재료 부품

은 W 라즈마 스 이 기술을 이용하여 EU  JA 이 개발하 다. EU 이 

개발한 라즈마 스 이 mock-up(~두께 5 mm)은 5.5 MW/m
2

에서 1000 싸이

클까지 견디었다. 7.6 MW/m
2

에서 W 면 부품은 균열이 발생하 다. 기술한 바

와 같이 ITER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디버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한 면 재료 설계  합 기술을 이용하면 ITER에서 부과되는 열부하를 견

딜 수 있는 디버터를 개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기술을 평가하기 해서는 열부하 특성 외에 성자 조사효과에 의한 손

상을 평가해야 한다. EU 은 성자 조사 로그램 (PARIDE)을 수행하고 있다. 

소형 CFC-Cu mock-up이 350
o

C  700
o

C에서 0.35 dpa까지 성자 조사한 후 

합 특성을 평가하 다. 이 mock-up은 15MW/m
2

에서 1000 싸이클 정도 견뎠

다. 최  열 부하를 제한하는 요인은 열 부하에 의한 합 부 손 외에 성자 

조사 후는  표면 온도 상승이다. CFC의 표면 최  온도가 2000
o

C까지 상승한다.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Fig. 44에 보인 바와 같이 성자 조사에 의해 

CFC의 열 도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시험이 JA 의 OHBIS 설비에서 

수행되었다. CFC-Cu mock-ups을 300
o

C에서  0.3~0.5 dpa까지 성자 조사시킨 

후 합특성  표면 온도 상승을 측정하 는데 이 경우 표면온도 상승이 찰

되지 않았고 열피로 시험에서도 합 특성이 열화되지 않았다. 

문헌에 보고되고 있는 Mock-up에 미치는 성자 조사 효과 연구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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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태 역에서 수행되었다. 실제는 온도, 열응력  열 변형 등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성자 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사 결함의 어닐링은 여러 인자의 

상승효과에 의존한다. 성자 효과 분야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여러 인자의 상

호 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속 으로 수행되어 져야 한다. 

건 한 합 부품을 제작하기 해서는 부품에 한 비 괴 검사 기술이 요

하다. ITER 은 비 괴 검사 기술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음  검사, X-선 검사 기술은 1~2 mm 크기 정도의 면 재료-히트 싱

크 합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외선 써모그라피(infrared thermography)는 합 부품의 일반 인 열 성

능을 평가하기 한 빠르고 경제 인 방법이다.

(3) mm 단 의 작은 구조 결함은 PFCs의 성능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

 단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 방법의 분해능, 결함의 형상  치가 합

부품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으로 보정된 결함

을 가진 mock-ups에 한 열부하 시험을 수행하여 괴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비 괴 검사 기술의 기본 인 역에 속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JA 와 EU 에

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Fig. 44. Surface temperature of the neutron 

irradiated CFC mo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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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연구 방향

재까지 진행된 각 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TER의 기 몇 년 간의 가

동에 필요한 PFCs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을 확보하 다. 그러나 향후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할 R&D 항목은 다음과 같다.

- PFC 구조 최 화하여 부품 수명을 향상시키는 연구

- 디버터 부품 제작 기술 최 화하여 제작 비용 감시키는 연구

- PFC 구조를 최 화하여 디버터 안 성 향상시키는 연구

디버터 연구의 진 은 ITER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의 상호 력의 결과이

다. 제작된 디버터 부품의 시험 평가를 해 시험 설비를 제공하고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해 서로 다른 설비에서 동시에 Round Robin 시험을 수행하는 

상호 력이 필요하다. ITER에서 재 수행되고 있거나 향후 가능한 상호 력 

연구의 는 다음과 같다. 

- 임계 열유속을 결정하기 한 열수력 mock-ups의 라운드로빈 시험

- HHF설비의 하  변수에 한 라운드로빈 시험

- JA, RF 의 성자 조사 mock-ups  재료에 한 JUDITH 설비 사용

- EU 재료  mock-up 시험을 한 RF 의 원자로  라즈마 설비활용

- 인 으로 만들어진 결함을 가진 mock-ups에 한 라운드로빈 비 괴

검사.

국내에서 수행될 연구 방향은 ITER의 연구 방향을 면 히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8 .  조 사 손 상  모 사  황

성자 는 하 입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미세구조  성질변화는 본질 으

로 multiscale 상으로 간주된다. multiscale 상은 범 한 시간과 공간 역

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구성된다. 고에 지 입자와 격자원자간 충돌시, 연

쇄충돌반응으로 격자원자들은 제 치에서 이탈하여 결함(vacancy & 

interstitial)을 생성한다. 이러한 반응은 시간 으로는 10
-12

(picosecond), 그리고 

공간 으로 10
-9

m (nanometer) 이하의 극미소 단 에서 발생된다. 생성된 결함

들은 상호반응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클러스터  미세구조 형성에 참여하는데, 

이러한 결함들의 운동은 확산이론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공간

으로 10
-6

m(micrometer)에 걸쳐 수 (second)동안 진행되는데, 그 결과 재료의 

화학  특성  미세구조가 변화한다. 조사재료의 기계  특성 평가 시, 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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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십 년 동안 조사된 제법 큰 규모의 시편이 실험에 사용된다.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재료의 손상기구는 원자간 충돌 반응에서부터 거시 인 물성변화까지 

폭넓은 역과 시간을 고려해야함으로 단일 모델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재료의 기계  특성은 조사에 의해 생성, 발 된 미세구조와 한 연 이 

있다. 그러므로 재료의 기계  성질을 측, 이해하는데 미세구조의 정확한 정보

( 도  형상)가 필수 이다. 실험 인 방법으로 미세구조를 분석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 미경 (Electronic Microscopy), 양 자 수명법 

(Positron Annihilation Lifetime Spectroscopy), 소각 성자 산란법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등의 실험이 응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 컴퓨터의 성능향

상으로 재료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 상을 산 모사하는 기술이 크게 발

하고 있다. 상용 원자로 구조재료의 조사효과를 모사하는 컴퓨터 코드 개발은 

재료의 건 성 평가를 목 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핵융합 조건에 응용하기는 매

우 용이하다. 상용원자로와 핵융합로의 조사조건  주변 환경의 차이 은 코드 

계산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조사 결함의 생성으로부터 재료의 물성변화를 측하는데 원자 단 의 결함 

거동으로부터 실제 거시  구조재료의 결함을 단일 모델로 설명할 수 없기에 

multiscale 모델링이 등장한다 [8-1~8-3]. 방사선에 의한 조사손상 산모사는 

결함 생성, 결함의 성장  미세구조와의 반응, 그리고 생성 미세구조와 재료 내 

Fig. 45.  Multiscale modeling approach to the computer 

simulation of radia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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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반응을 포함한다. 기 손상을 계산하기 한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미세구조의 생성을 한 kinetic Monte Carlo, 와의 반응을 모사

하는 Dislocation Dynamics 라는 단계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multiscal 모델의 

계략  체계를 Fig. 45에 표시했다. 다음은 각 방법의 특성에 해서 간략히 살

펴본다.

가. 분자동력학 (Molecular Dynamics) 

고에 지 Primary Knock-on Atom이 일정한 격자구조를 지닌 결정체내에 입

사된 경우, 구성원자들과의 연쇄 충돌반응(Displacement Cascade)에 의해서 그 

에 지를 잃게 된다. 이러한 개과정은 분자동력학 코드를 이용하여 정량화, 시

각화 할 수 있다. MD 코드의 가장 요한 요소는 원자간의 에 지를 결정하는 

포텐셜로서, 이론물리  재료과학에 계된 많은 과학자들이 포텐셜 개발에 참

여하고 있다. 연쇄충돌 반응결과 부분의 충돌원자들은 본래 치로 재배열되지

만, 잔여원자들은 손상 는 클러스터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를 기손

상이라 칭하는데, 소요시간은 PKA 입사 후 보통 10～15 ps 걸린다. Fig. 46은 

5.3 keV Fe-원자가 결정체내에서 연쇄충돌 반응에 의해서 결함이 생성, 소멸

되는 과정을 보여 다. 이 계산은 MOLDY라는 분자동력학 코드를 사용한 것으

로, 상업용 원자로 압력용기 강 환경을 상으로 계산하 다 [8-4]. 핵융합 조사

조건과 주변 환경을 정의함으로써 재 수립된 코드를 직  이용할 수 있다. 그

러나 MOLDY 코드는 순물질 BCC 속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에 

문제가 있다.

 

나. Kinetic 몬테 카를로법 

조사된 재료내부에서는 생성된 결함  기존의 용질원자들이 확산운동을 

하면서 반응하여, 결함 클러스터, 루  그리고 석출물 등을 형성한다. 이러

한 조사결함들의 거동은 반응속도-확산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표  가능하다. 그

러나 시간 , 공간 으로 MD모사에 비하여 확장된 역을 고려해야 함으로, 

KMC 방법을 이용한다. KMC 계산은 결함 클러스터 형성  성장을 기술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각 미세구조의 kinetic 특성 라메타(결합에 지, 이동에

지 등)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KMC 계산 시 기조건으로 MD의 계산

결과 ( 결함 분포)를 직  응용할 수 있으며, 계산결과로서 결함 클러스터, 

 루 , 석출물 등의 도, 크기, 공간분포를 얻는다. 이 계산결과는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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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직  찰, 측정할 수 있다.

다. Dislocation Dynamics

조사결함의 생성은 조사재료의 항복강도를 증가  연신율의 감소를 래한

다. 이러한 상을 와 미세구조의 상호작용 에서 해석하고자 dislocation 

dynamics 산모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ultiscale 모델의 최종단계인 

dislocation dynamics에서는 기계  특성변화를 측할 수 있다. 정량  DD계산

의 주요소는 움직이는 와 형성된 미세구조의 반응기구를 이해하는 것이다. 

DD 계산 시 기 조건으로 KMC에서 생산된 결과(미세구조의 분포)를 이용하게 

된다.

재 조사손상 산모사에 한 국내연구는 보 단계로서 해외연구와는 상당

한 격차가 존재한다. 국내에서 이에 한 조사손상 산모사 연구를 시작한지 2

년 정도 되었고, 아직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재료과학 반에 한 

산모사 분야가 국내 학과 연구기 을 심으로 많은 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이를 연구하는 인원이 조 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 재료기술개발부

에서는 조사손상 산모사 연구의 일환으로 분자동력학 코드  하나인 MOLDY

를 사용하여 기손상 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Monte Carlo 코드 개발을 통하

Fig. 46.  Primary damage evolution from a 5.3 keV PKA cascade in 

        α-iron

t = 0.01 ps t = 0.13 ps t = 0.30 ps

t = 1.00 ps t = 4.00 ps t = 11.8 ps

t = 0.01 ps t = 0.13 ps t = 0.30 ps

t = 1.00 ps t = 4.00 ps t = 11.8 ps

t = 0.01 ps t = 0.13 ps t = 0.30 ps

t = 1.00 ps t = 4.00 ps t = 11.8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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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재료내 미세구조의 구조를 산모사하고 있다. 경수로 조사 조건을 주요 인자

로 사용하고 있지만, 핵융합로 조사조건에 한 계산도 가능하다. 우선 국내 기

술 축 을 통하여 산모사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 수 에 이르는 것이 

선무이다. 이에 이 분야는 인력 충원이 가장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9 .  재료의  양 립 성  연구 황

핵융합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속재료와 요업재료 등인데 속재료인 경우 

속자체의 에 지 상태가 높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속재료가 환경과 반

응하여 산화물, 탄화물, 황화물, hydride 등을 형성하여 에 지를 감소시키는 경

향이 있다. 요업재료인 경우 이미 화합물을 형성하여 에 지가 낮은 상태에 있음

으로 속재료에 비해 반응경향은 으므로 요업재료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 환

경과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핵융합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환경과 하게 

될 때, 환경에서 재료건 성을 평가하는 것이 재료의 선택에 필수 이며, 이

것에 근거해서 핵융합로 설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환경조

기술개발을 통해 재료의 건 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기술 황분석에

서는 재료와 He간의 양립성평가  수소침투기술 등을 분석하 다.  

가. 재료-He 양립성 평가기술

재료와 He간의 양립성문제는 He과 재료와 직 인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것

이 아니고 He 에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He 의 불순

물이  없다고 해서 재료의 건 성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He 에 불순물

이  없다면 재료표면의 산화막이 불안정해져서 산화막이 재료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유속부식이 증 되고 산화막이 환원되어 구동부분이 확산 결

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한 재료 의 탄소가 환경으로 빠져 나감으로 재

료 의 탄소농도의 감소  탄화물의 분해(탈탄) 등으로 재료강도  피로성질이 

열화되므로 건 성이 퇴화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He 에 한 불순물을 유

지하여 재료의 건 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분야의 핵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까지의 부분의 연구는 양립성평가에 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분야의 안 사항이 장기  측면에서 건 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에 system이 원하는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주안 을 두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 인 system을 유지하기 해서는 재료-He간의 

양립성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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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h는 ASME  국과 랑스의 원자력 련 system에 사용되는 재

료 code를 범 하게 분석하 다[9-1]. 재 VHTR에서 계획하고 있는 

950℃의 냉각재 온도에서 원자로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로 code에 등재된 

것은 없다고 하 다. 한 헬륨 냉각재에 포함된 불순물과 재료의 상호작

용에 의한 재료 부식시험 결과  기계  성질에 한 database가 거의 

없어 이 분야의 database 확보가 실하다고 결론지었다.  

(1) 국외 황

(a) 일반 황

미국, 랑스, 일본, 독일, 국, 러시아, 국, 남아 리카 등은 He 냉각 고온 

시험로를 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He부식에 한 기 인 자료와 시험기술

을 확보하고 있다 [9-2]. 이런 것들을 핵융합로에 직간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거의 모든 시험시설은 실험실 수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랑

스의 경우 He부식평가용 형실증시험시설의 건립을 추진 에 있다. 

(b) He 화학

He 의 불순물은 기에서 유입된 것과 재료자체에서 방출된 것과 침투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Fig. 47은 불순물별로 불순물원을 나타냈고, 한 He냉각 

고온 시험로에서 불순물의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H2, CO, CH4, H2O 등의 불순

물은 매우 으며, 가스 혼합물은 정상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단되나, 평형상태

는 아니다. 아래 그림의 값은 열역학에 근거한 계산 값은 아니다.

아래 반응식은 He 의 불순물이 속과 화학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불순물

Fig. 47. Impurities sources and the composition of impurities in the He 

cooled gas reactors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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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반응식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에 의해 재료에서 

산화, 탈탄, 침탄 등을 유하여 재료부식, 미세조직변화, 기계  성질 변화를 래

한다.

. Me oxidation by water :  H2O + 2/3 Cr = 1/3 Cr2O3 + H2

. Decomposition of CH4  :  6 CH4 + 23 Cr --> Cr23C6 + 12 H2

. Splitting of CO       :  6 CO + 27 Cr  --> 2 Cr2O3 + Cr23C6 (T<TA)

. Carbide attack by water : 6 H2O + Cr23C6 --> 23 Cr + 6 CO + 6 H2

. "Microclimate reaction"  : 2 Cr2O3 + Cr23C6 --> 6 CO + 27 Cr (T>TA)

(c) He 부식

표면에서 생성되는 탄화물은 산화물성장을 억제하여 표면 내식성을 감소시킨

다. 재료내부에서 탄화물이 형성되는 경우 취성을 야기하며 인성을 하시킨다. 

탈탄은 표면산화물 생성을 억제하여 내식성을 감소시키며 재료내부에서는 탄화

물의 용해로 강도를 하시킨다. 산화는 표면에서 산화물의 성장을 진하여 내

식성을 증가시키나 내료내부에서 산화는 균열생성을 조장한다. 표면에서 산화가 

과잉으로 진행하는 경우 산화물의 이탈로 계통내부의 오염을 증가시키며 부식이 

조장된다. 

Fig. 48에서 a 'a 'a ' c와 P ' o2는 각각 평형 

탄소활동도와 산소분압이고 aaa c와 P o2 는 

각각 환경에서의 탄소활동도와 산소분압

이다. 일반 으로 a 'a 'a ' c보다 aaa c가 크면 탄

화물이 형성되고  P ' o2보다 P o2크면 산화

물이 형성된다. He 분 기와 재료의 상

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불순물의 

량과 불순물의 상  비에 의해 결

정된다. 를 들어 산화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 즉 1) 산소분압이 충분히 큰 경우, 

2) PH2O/PH2>P'H2O/P'H2에서 생성된다. 

(d) He 유속부식 

유속부식은 재 실험실규모로 시작단계이며 랑스에서는 형실증시험시설

을 설치 에 있다 [9-4~9-5]. 

Fig. 48. Phases of Cr with the 

oxygen partial pressure and 

the carbon 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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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황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graphite 산화시험용 시험시설을 확보하여 연

구 에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속의 He 부식 시험 장치를 설계 

에 있다. 이 장치는 실험실규모에서 재료와 He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데 활

용할 것이며, 산이 확보되면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체

으로 볼 때 국내에서의 연구는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나. 수소(tritium)침투 평가 기술

수소침투에 의한 재료내부에 수소가 존재하면 건 성을 하시킨다. 따라서 

재료내부로 수소침투와 더불어 수소에 의한 재료열화를 심도 있게 평가할 필요

가 있다. 삼 수소나 수소는 단지 질량만의 차이가 있고 화학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삼 수소와 수소를 동일하게 취 해도 무방할 것으로 단되어 여기서는 

그 두 종류를 구분하지 않았다. 수소가 재료내부에 들어가 고용체로 존재하거나 

수소 기포(bubble) 혹은 수화물(hydride)로 존재하여 재료의 기계  성징을 감소

시키거나 수소취성(hydrogen embrittlement, delayed hydride cracking)를 감소시

킨다. 수소취성 이론은 여러 가지가 제안되어 있다. 첫째가 lattice decohesion 

theory로 수소가 인장응력을 받으면 그 부분에 집 하며,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

선단의 3축 응력장에 많이 존재하게 되며, 이 수소는 속 원자간의 bond 

strength를 감소시켜 재료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가 pressure 

theory로 인장응력이 존재하면 균열선단에서 수소 bubble이 형성되고 수소 

bubble은 굉장히 큰 압력을 재료에 주게 되어 외부에서 작용하는 응력이 어도 

재료에서 균열이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가 dimple theory로 수소가 존재

하면 dimple size가 커져서 연성 괴도 진한다는 것이다. 넷째가 delayed 

hydride cracking theory로 균열선단에서 hydride가 인장응력에 수직하게 형성되

고 이 hydride가 취약하여 재료가 취성을 갖게 된다는 이론이다.  앞서 언 한 

수소에 의한 재료열화기구를 략 네 가지로 분류하 는데 이 네 가지 이론  

특정한 것이 모든 재료에 용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재료별로 재료취화

를 일으키는 기구가 다른 것으로 단된다. 

재료 내의 수소장입은 (1) gas charging과 (2) electrochemical charging으로 

가능하다. 수소분석은 vacuum에서 GC(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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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방법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수소침투연구는 (1) gas charging- vacuum 

detection, (2) gas charging- electrochemical detection, (3) electrochemical 

charging- vacuum detection과 (4) electrochemical charging- electrochemical 

detection 등으로 가능하다. 고온에서의 연구는 gas charging- vacuum detection

이 할 것으로 단된다.

재료 내로의 수소침투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어 자료가 풍부

하다. 하지만 수소침투에 한 부분의 연구는 상온에서 수행되었으며, 한 재

료의 수소취성도 부분 상온에서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수소침투에 

한 정량 이 연구가 필요하다.

(1) 국외 황

수소는 강(steel) 내로 쉽게 침투해 들어가서 수소 취성, 응력부식 괴와 같은 

치명 인 재료 손상을 입힌다. 이러한 괴 상을 방지하기 하여 수소 확산속

도가 늦은 Ni, Cr, Al, Cu, Cd등의 속을 도 하는 방법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

해 제시 되었으며 수소 침투 지에 상당히 효과 임을 보고하 다 [9-6~9-10]. 

그러나 Pickering 등은[9-7]  Fe에 Ni을 도 하여 수소 투과시험을 한 결과 수소 

투과율(permeability)은 Ni 도 층의 두께 역수에 비례한다고 한 반면, Uhlig 등

은 Ni 도 층의 두께에 따른 수소 취성 항성의 측정으로부터 Ni 도 층이 수

소 지에 효과 이기 해서는 porosity가 매우 은 임계 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 으며 [9-7], Ni 도 층의 두께에 따른 수소침투 지 효과에 서

로 불일치를 보여 주었다. 

한편 기 도 층은 수소의 trap장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입계(grain boundary), 

(dislocation), 기공 등의 구조 결함을 다량 소유하고 있다 [9-11]. 그러므로 

두께에 따른 도 층의 수소 투과 성질을 악하기 해서는 구조 결함과 수소 

확산속도의 계가 명확히 고찰되어야 한다. Fe에 다른 속이 도 된 2층을 통

한 수소투과 거동은 기 화학  방법과 기체상 장입(gas phase charging) 방법

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수소투과 시험으로부터 종종 time lag을 구

하여 재료의 수소 확산속도를 평가하 다 [9-12].

다층(multilayer)의 time lag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Jaeger 는 

라 라스 변환(Laplac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다층에서 열 도(heat 

conduction)시 time lag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9-13], Barrie 등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정  (potentiostatic) 조건 하에서 2 층의 time lag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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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4]. Frish는 Fick의 2법칙의 해를 구하지 않고 간단하게 time lag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9-15], Ash 등은 그 방법을 이용하여 정  조건에서 2층

의 time lag을 구하 다 [9-16]. 이러한 time lag방법을 이용하면 2층의 수소 투

과 해석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 외에는 잘 사용되어 오지 않고 

있다. 한 정 류(galvanostatic)조건하에서 2층의 time lag식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으며, 2층을 통한 정상 상태의 수소 투과량 (steady state hydrogen flux)과 각 

층의 두께, 수소 확산 속도  수소 용해도 사이의 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크롬 도 은 우수한 내식성  내마모성으로 공업용  장식용 도 으로 리 

사용되어 왔으며 [9-17,9-18], 수소 확산 속도가 낯기 때문에 Ni도 과 더불어 

수소 투과의 지 재료로써 고려되어져 왔다 [9-6,9-7]. 그러나 크롬 도 은 낮

은 음극 류 효율로 인해 다량의 수소가 도 층 내로 흡수되어 기 재료

(substrate)에 수소 취성을 야기시키며, 크롬 도 층 내에 존재하는 많은 균열

(crack)은 수소 투과시 short-circuit path로 작용하게 된다. 한 크롬 도 층에 

함유된 수소는 크롬 수소화물(Cr hydride)를 형성시켜 크롬 도 층에 존재하는 

균열과 함께 내식성  매마모성을 하시킨다. 

기 도 층 Cr의 와 같은 성질들을 개선하기 해 최근 펄스 해법이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9-18]. 펄스 해법은 재래식 직류 해법에 비

해 펄스 Ni 도 층의 경우와 같이 상당히 균일한 도 층을 얻을 수 있다. 한 

펄스 해법은 류를 단속하면서 도 을 행하기 때문에 류 on-time동안 도

층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off-time동안 용액 속으로 탈착 (desorption)되어 도

층 내의 수소 흡수량을 감소시킨다. 

(2) 국내 황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산화물, 속, 2 층에서 수소침투에 한 범 한 연구

를 수행하 다. 한 그 결과들이 외 으로 공개되어 있다. 국내에서 이런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충분한 기반을 확보하 으며, 이런 기술을 고온에 용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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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구성요소별 소재개발 황에서 보았듯이, 각 구성요소별로 다양한 소재가 요

구되고 있으며, 특히, 라즈마를 심으로 블랭킷까지에 치하는 구조용 소재

는 매우 혹독한 운 여건에서 특성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정 소재의 개발  

소재에 한 신뢰성 높은 물성/성능자료가 운 효율이 높은 핵융합로 실 을 

한 선행요소가 된다. 따라서 핵융합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

합, 러시아에서도 핵융합로 재료 개발 연구는 구조재와 라즈마 면재에 많은 

연구를 집 하고 있다. 한 IEA의 fusion material 련 공동연구 로그램과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련 공동연구 로그램에서도 FM 강, 

ODS FM 강, V 합 , SiC/SiC 복합체, Be, Insulator, 세라믹 증식재, 라즈마 

면재와 련된 공동연구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수행되고 있다.

아울러 매우 다양한 재료기술이 체계 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기 으로 ITER TBM을 이용한 재료 개발  성능평가를 한 재료기술이 요

구되고 있으며, 장기 으로는 DEMO나 발 로를 한 재료기술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핵심요소는 고온  내방사선 특성이 우수한 구조재의 개발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이다. 그리고 각 국의 연구 infra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IEA을 심으로 한 다국간 연구 그룹이나 미-일, 미-유럽연합, 

유럽연합 내의 다국간 역할 분담 등 연구시설이나 연구 인력의 조직 인 infra의 

구축은 우리에게 실히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연구 추진  연구 교

류 모임의 가입을 하여 격차가 은 기술을 심으로 교류의 시작  확 가 

이루어져야겠다.

국내 기술 황은 제조공정 기술보다 핵융합로 운 조건에서 성능평가에 

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한 핵융합 련 모든 분야가 그

듯이 핵융합 재료 분야도 연구 infra의 구축이 실히 요구되며, 연구의 효율

인 추진을 해서는 선진기술과 근 한 기술을 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

하여야 한다. 특히 IEA working group과 같은 다국간 연구 력 그룹에 가입하

여 지속 인 기술 추   공동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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