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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blanket 시스템 련 제조 기술과 기존 참여국들의 R&D 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체의 기술 황표를 작성하여 참여 가능한 기업들을 제시하 고, 국내의 용   련 제조 기술에 해 

정리하 다. 국내에서는 소형 HIP 장비만이 이용가능하며, 이를 해 제조 세부 공정의 개발과 Be 취  

 가공 시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ITA16-10 Subtask1과 련하여 2004년 12월 공식 인 

약서를 체결하고, 정식 연구를 시작하 으며, Be, Cu alloy, SS316L(N)을 심으로 재료 선정, FW의 제

작방법으로서 HIP과 brazing에 한 연구 수행, FW 합성 조사를 한 기계  특성 조사, 이를 한 

sample  mock-up 설계를 수행하 다. 시험 조건을 결정하기 해,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

건, QA 항목을 조사, 정리하 다. 1차년도의 비과정을 통해, 2차년도에는 ITER FW 시편  mock-up

을 제작하고, 기계, 괴 시험 등을 통해 그 합성을 검증하 다. 한, 추가 으로 개발이 요구되어온 비

괴 검사법을 개발하고, 제작된 시편에 시험하 다. 일본과의 국제 력을 통해 HHF test를 Cu/SS 

mock-up에 해 수행하 으며, Be/Cu mock-up에 한 시험을 비 에 있다. 시편 제작과 합성 시

험을 통해 최 의 합 조건을 도출하 으며, 합에 사용되는 Interlayer의 특성  선정 작업도 수행하

다. 조달 자격 검증을 해 국제 에서 제시된 mock-up 설계에 한 검토, 해석, 제작 업무에 착수하

다. 

  blanket 시스템 구성요소별 설계  제조 기술 분석을 해, ITER 국제 과의 workshop을 개최하고, 

련 기술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기술 개발 황을 발표하고, 련 정보를 습득하 으며, 참여국간의 력 

체계를 수립하 다. 특히, FW 제조와 련한 조달 검증 회의에 두 차례 참석하고, 한일 blanket 

workshop을 세 차례 개최하 다. 이러한 국제 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습득하여 기술 개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국제 에 연구 인력을 견하여 설계 보완 활동에도 직 으로 참여하여, 자료 습

득과 문가 이 가능하도록 하 다. Shield block R&D와 련하여 냉각성능 향상을 한 상세 설계

를 ITER 국제 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설계 변경방안을 도출하 다. 

  TBM의 개발 황을 악하기 해, 세 차례 개최된 TBWG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  한국이 

제안하는 HCSB  HCML 개념을 발표하 고, 타 참여국들의 발표 내용  결과들을 입수하여 각 국의 

TBM 련 개발 계획들을 분석하 다. ITER의 운  계획에 맞춰 한국의 TBM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한

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타 참여국들에게 달하 다. 한국의 독자 인 TBM 설계안을 개발하고, 이를 

TBWG 회의에서 발표하 으며, 한국의 TBM 개발  시험 계획안을 작성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국제핵융합실험로, 블랭킷, 삼 수소증식용블랭킷, 제1벽, HIP

  어  ITER, blanket, TBM, FW,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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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작기술 개발  국내 조달자격 검증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선진 6개국(EU, 일본, 러시아, 미국, 국,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계획은 핵융합 에 지 상용화를 한 최종 기술 , 공학  검증을 목표

로 하는 형 국제 력 로젝트이다. 재 한국은 이러한 ITER 개발사업에 동

등하게 참여하여 기술공유․개발을 통해 향후 핵융합에 지 상용화시 핵융합발

소 건설의 원천기술 보유국의 치를 주도 으로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

다. 우리나라가 조달할 품목인 ITER blanket은 신규 개발 시 기술 는 비용 등 

험요소가 다소 있지만, 추후 핵융합로 건설을 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 분야이다. blanket 시스템에 하여 ITER 장치 설계 자료 분석, 설계 미비 

부분 보완  필요한 R&D 항목 상세 악 등 기술  비와 아울러 품질 보증

된 blanket을 ITER에 납품하기 하여 사 에 ITER blanket 제조를 한 가공 

 합기술을 개발하고 mock-up을 제조하여 제조건 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내 

고유의 ITER blanket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품질 보증된 blanket을 제공할 수 있

는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과제를 통하여 확보되는 blanket 설계, 합  

제조기술 등의 원자력핵융합기술은 향후 DEMO 실증로, 한국형핵융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발 로 공학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 기술의 확보를 한 본 과제의 최종 목 은 다음과 같다;

○ Blanket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품질보증 시험

○ Blanket 시스템 설계기술 확립

○ 국내 기반 구축  조달계획 수립

이러한 최종 목 을 달성하기 해, 1차  2차 년도에 수행되어야 할 연구의 

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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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 (2004. 9.20 ∼ 2005. 1.31)

○ blanket 시스템 제조를 한 국내 기술력 분석  기반 구축

○ Blanket 시스템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세부분석

- 2차년도 (2005. 2. 1 ∼ 2006. 1.31)  

○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 추가 R&D 내용  비용 산정

○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1차년도 연구개발의 내용  범

1.1 Blanket 시스템 설계 기술  제작기술 세부분석 개발

1) blanket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분석  

설계기술 습득  분석

설계 보완 활동 참여

2) Test Breeding Blanket 개발 황 악

TBWG 회의 참석 등 

각 국 개발계획 분석

1.2 Blanket 시스템 련 국내 제조 기술 황 악

1) 국내 제조기술 황 악

각국의 R&D 황 분석

국내 산업체 기술 황 조사

2) ITA task 16-10 약  수행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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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panel mock-up 제조 착수

2. 2차년도 연구개발의 내용  범

2.1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ITA16-10 수행 계속)

1) FW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ITA task 16-10 Subtask 1)

시험 조건 설정

QA 항목 조사  검수 요건서

2) FW Small mock-up 제작  합성 시험 (ITA task 16-10 Subtask 2)

Sample 시험용 합시편 제조: HIP/Brazing

Sample 시험: 기계 , 괴, 비 괴 시험, 최  합조건 설정

Mock-up 설계, 해석  제작: Be/(CuCrZr, DSCu)/SS

Mock-up 시험: 기계 , 괴, 비 괴 시험, 열부하시험 조건 설정

3) 국내 제작시 험요소 상세 악  

2.2 추가 R&D 내용  비용 산정

1) FW Large mock-up 제작 비 (ITA16-#)

Large mock-up 설계, 해석  제작 계획 수립

시험방안 수립

2) Shield block R&D

제조방법 평가 

2.3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

1)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조 기술 세부 분석

blanket 시스템 구성 요소별 설계  제조 기술 분석 

: FW, Shield,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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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설계 보완활동 참여

ITER 국제 에 련 연구 인력 견

상세 설계 활동 참여

련 기술 회의 참석 

국제 력 계 수립

3) Test Breeding Blanket 기술 개발 계획 수립

TBM 기술 개발 황 분석

TBM 시험 계획서 작성 

Ⅳ. 연구개발결과

1. 1차년도 연구개발결과

1.1.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작기술 세부분석

Blanket 시스템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습득  분석을 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료 입수  분석을 수행하 다. ITER 국제 을 통해 정식 설계보고서인 

ITER DDD2004 뿐 아니라 blanket module에 한 실제 도면, PDS, PID, ITER 

MQP, PBD, PAD, DRG2와 같은 R&D 련 보고서들을 수집하고, 재까지의 

연구 개발 상황  다른 참여국들의 연구 결과들을 악하 다. 수집된 ITER 국

제  등으로부터의 자료의 분석을 통해 FW과 shield block  TBM에 한 설

계 결과  그 과정을 검토하 다. 이를 토 로, 각 참여국들의  Blanket R&D 

황을 악하여,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 다. 이러한 황 악을 심으로 우

리나라의 R&D 계획을 도출하 고, 제조 방법이나 재료의 선정에 이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특히, 1차 한일 블랭킷 Workshop을 개최하여, 향후 일본과의 

workshop을 정례화 함으로써 일본의 설계 기술을 보다 쉽게 수집하고, 기술 습

득을 용이하도록 하 고, workshop에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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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국제 과 설계  제조기술 Workshop 개최하고, TBWG와 같은 실무 

회의 등에 참석함으로써 blanket 시스템의 설계 보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토 로 한국의 R&D 계획을 수립하고, ITER의 설계 문제들을 검토

하 다. 국제 력 상기 을 악하기 해, 미국 SNL을 방문하 고, 1차 한일  

blanket Workshop을 개최하는 등의 설계 보완 활동을 수행하 다. 

시험용 삼 수소 증식용 blanket을 개발 황을 악하기 해, 14차 TBWG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  한국이 제안하는 HCSB  HCML 개념을 발

표하 다. 타 참여국들의 발표 내용  결과들을 입수, 분석하여 각 국의 TBM 

련 개발 계획들을 분석하여 황보고서 1종을 발간하 다 ITER의 운  계획

에 맞춰 한국의 TBM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타 참여국

들에게 달하 다. 한국은 Day One 장착용 TBM 개발보다 단기 으로 leading 

party와의 력을 통해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한 후 .장기 으로 독자 TBM

을 개발. 시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2. Blanket 시스템 련 국내 제조 기술 황 악

국내의 blanket 시스템 련 제조 기술과 기존 참여국들의  R&D 황을 조

사하여 분석하 다. 국내 산업체의 기술 황표를 작성하여 참여 가능한 기업들

을 제시하 고, 국내의 용   련 제조 기술에 해 정리하 다. 국내에 보유

하고 있는 HIP 장비  그 사양들을 정리하 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소형 

HIP 장비만이 이용가능하며, 이를 해 제조 세부 공정의 개발과 Be 취   가

공 시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각 참여국들의 R&D 황 분석은 주로 

FW의 제조 방법과 재료에 해 이루어졌으며, 일본, EU, 미국, 러시아에 한 

기술보고서 4종을 발간하 다. 1차 한일 blanket workshop을 개최하여, 일본의 

앞선 경험을 습득하여 세부 제조법에 한 정보를 악하 다.

제작 가능성 품질보증용 FW Mock-up 제작 착수 (ITA16-10 Subtask 1)와 

련하여 2004년 12월 공식 인 약서를 ITER 과 체결하고, 정식 연구를 시작

하 다. 앞서 발간한 기술보고서 4종을 토 로 각 나라별로 제시된 재료  제작

법을 조사하 다. 라즈마와 맞닿은 부분은 Be, 특히 S-65C가 제안되어 그 특

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eat sink 물질로는 Cu 합 에 해 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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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며, 특히, DSCu와 CuCrZr이 각 나라에서 연구 에 있다. 구조물은 

stainless steel이 사용될 정이며, SS316L(N)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FW

의 제작을 한 방법으로는 HIP과 brazing이 제안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 Be, Cu 합 , stainless steel로 

구성되는 FW의 합성을 조사하기 해, 기계  특성 조사를 한 sample과 이

후 HHF test 등을 한 mock-up 설계를 수행하 다. sample은 80x80x100 

(50x2) mm로 설계 되어 제작이 착수되었고, mock-up은 Be/Cu, Cu/SS, 

Be/Cu/SS의 합 mock-up으로 나 어 설계하 다. 제조를 해 1차분의 재료를 

구매 완료하 고, Be 취  시설을 독립 으로 구축 에 있다. 시험 조건을 결정

하기 해,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건을 악하 고, HHF 시험을 

비하기 해 일본의 JEBIS 시설과 미국 SNL의 EBTS 시설에 한 조사를 수행

하고 계 기 과 의 에 있다. QA 항목 조사도 추가 으로 수행하고 있다. 

2. 2차년도 연구개발결과

2.1.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ITA16-10 수행 계속)

QA/QC 항목 조사는 1차년도에 기술된 항목들 이외에 ITER 국제 에서 요청

하고 있는 비 괴 검사법의 개발  용을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에 

많이 활용되어온 음  검사법은 FW의 특성에 맞는 주 수 역을 선정하 으

며, 실제 조달 blanket에의 검사 용을 해 내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 

에 있다. 음  가열 검사법은 Be에 용된 사례가 없어, 용 가능성을 실험

으로 살펴보고 있다. Thermography도 역시 Be에 용된 가 없어, 실험을 통

해 검증해야 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실험을 비하기 해 코드 해석 작업을 

완료하고, 실험을 비 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ER FW 제조기술 개발을 목 으로  Be (S-65C), CuCrZr, 

DSCu  316L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여 최 의 Cu/SS  Be/Cu HIP 합조

건을 조사하 다. CuCrZr/SS316  DSCu/SS316 합시편은 HIP 방법을 이용하

여 1050℃, 100-150MPa, 2시간의 조건에서 성공 으로 제조되었다. 합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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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기계  특성 평가 결과 CuCrZr/SS 합이 DSCu/SS 합에 비하여 

더 우수한 기계  특성을 보 다. 한편, Be/CuCrZr 합시편은 Cr, Cu, Ti  Al 

등의 interlayer를 용하고 HIP 온도와 압력을 각각 550-580℃  100-150MPa

의 범 에서 변화시키면서 제조되었다. HIP 합 후, Be/CuCrZr 합계면에서는 

interlayer의 종류와 HIP 조건에 계없이 균열과 기공 등의 결함이 찰되지 않

았다. 코 된 Cr, Ti  Cu interlayer는 HIP 후에도 변하지 않으며 확산장벽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CuCrZr 합시편은 계면의 거칠기

가 작을수록 4 굽힙 시험에서는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나 단시험에서는 낮

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한 Cr(1㎛)과 Cu(5㎛) interlayer  Ti(10㎛)과 Cu(10

㎛) interlayer를 용한 Be/CuCrZr 시편이 다른 interlayer를 가지고 있는 시편

에 비하여 우수한 기계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 합조건 설정을 바탕으로 

high heat flux (HHF) 시험을 한 Cu/SS small mockup을 제조하 으며, 일본 

JAEA의 JEBIS를 장비를 이용하여 HHF 시험을 수행하 다. 한편, Be은 취 시 

안 련 규정을 수해야 하며, KAERI는 안 기 을 충족하는 Be 취  시설을 

구축하여 정부기 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 다. 그러나 최  합조건을 확립

하기 해서는 HIP 온도와 압력을 변수로 하는 체계 인 연구가 추가로 요구되

며 합시편시험 후에 small mockup, large mockup, standard mockup, 

prototype 에서의 제조기술을 차 으로 개발하여 본제품의 조달에 용하여야 

한다.

2.2. 추가 R&D 내용  비용 산정

FW large mock-up은 자격 검증을 해 ITER 국제 에서 제시한 모델로, 

2007년부터 검증시험을 참여국들에 의해 수행될 정이다. 이러한 조달자격을 획

득하기 해, 국내의 mock-up 설계  해석 작업을 수행하 으며, 국제 에서 

제시한 검증 시험 항목의 검토와 이에 따른 사  검증시험 계획을 수립하 다. 

최종 으로 mock-up의 단계  제작 과정  시험 계획을 수립하 다. 

Shield block의 제조방법은 1차년도에 자세히 조사  정리되었으며, 이후 설

계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에 한 조사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을 토 로 국내 제조 가능성을 조사하 으며, 설계 변경에 따른 제조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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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설계 변경 작업에 직 으로 참여하

기 해 연구 인력을 해외에 견하 으며, 국제 과 공동으로 해석 작업을 수행

하고 있다. 

2.3.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을 해, 국제 이나 타 참여국에서 진행 인 상세 

설계 내용을 악하 다. 이를 해, 국제 이 주최한 기술 회의에 참석하여 자

료를 습득하 으며, 연구 인력을 국제 에 직  견하여 도면  3D 모델링 

일들을 습득, 정리하 다. 설계 변경 사항들을 추   정리하 으며, front 

header, drilled manifold 등 shield block의 냉각능 해석에 직  참여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확인  변경을 수행하고 있다.  

두 차례 FW 자격검증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개발 상황과 계획을 발표하고, 타 

참여국의 자료 습득  력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일본과의 blanket 워크샵 

정례화를 통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한, TBM 련 회의에도 두 차례 참석

하여, 국내에서 설계 인 두 종류의 TBM 설계 결과  향후 시험계획을 수립. 

발표하 으며, 국제 력 방안 등을 제시하 다. 

TBM과 련하여 HCSB와 HCML TBM이 설계 되었으며, ITER 일정에 맞는 

R&D, 제작, 설치, 시험 일정을 수립하 다. 설계 결과는 TBWG 보고서로 제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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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design and fabrication technology and domestic 

qualification for ITER blanket system

II.  Objectives and Importances of the Project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project is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uclear fusion 

energy through the technical and engineering verification, in which 6 parties 

such as EU, Japan, Russia, USA, China, Republic of Korea are involved. 

Korea has been trying to secure the nuclear fusion technology through the 

collaboration and sharing with the participating parties. In ITER project, we 

plan to procure the blanket systems which has the risk of technology and 

cost when it is newly developed. However, it is certainly the key technolog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fusion reactor. Therefore, we are 

technically surveying the ITER system design data, the insufficient part of 

ITER design, and required R&D items and so on. And we are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joining technology for the ITER blanket to 

complete the procurement with qualified blankety system. To evaluate the 

soundness of manufacturing process, sample and mock-up tests are being 

prepared. Finally, we can obtain the key technology of nuclear fusion reactor 

especially on the blanket design, joining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through the present project and these technologies will help the construction 

of Korea fusion DEMO reactor and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nuclear 

fusion rea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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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l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Development of the blanket system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quality assurance test

○ Establishment of the blanket system design

○ Securing the domestic base technology and establishment of the 

procurement plan

To achieve the final objectives, the following steps are required in the 1st 

and 2nd year, respectively;

- 1st year (2004. 9.20 ∼ 2005. 1.31)

○ Analyzing the domestic technology status and constructing the base 

technology for the blanket system manufacturing 

○ Analyzing the detailed design technology of the blanket system 

components

- 2nd year (2005. 2. 1 ∼ 2006. 1.31)

○ Developing the domestic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blanket 

procurement

○ Investigating the additional R&D items and cost estimation

○ Establishing the blanket system technology

III.  Contents and Scope of R&D

1. R&D contents and scope in the 1st year

1.1. Development of the detailed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blanket system 

1) Analysis of the blanket system design technology for each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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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 and analyze the detailed design technology

Participate the activity of design supplement

2) Current status of the Test Breeding Blanket development

Participate the TBWG meetings etc. 

Analyze the development plan of each party

1.2.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technology for 

the manufacturing of the blanket system 

1)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technology 

Analyze the R&D status of each parties

Investigate the technological status of domestic industry 

2) Contracting the Agreement of the ITA task 16-10 and its performance

Documentation of test conditions and requirements

Manufacture the FW panel mock-up

2. R&D contents and scope in the 2nd year

2.1. Development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blanket 

system (ITA task 16-10)

1) Documentation of FW test conditions and QA requirements (subtask 1)

establishing the test conditions

investigating the QA items and inspection requirements

2) Manufacturing of FW small mock-up and testing its joining  (subtask 2)

manufacturing the test sample : HIP/Brazing

sample test : mechanical, destructive, and non-destructive test, 

optimization of join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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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alysis, and manufacture the mock-up : Be/(CuCrZr, DSCu)/SS

mock-up test : mechanical, destructive, and non-destructive test, 

investigation of HHF test conditions

3) Detailed understanding of risk factors in domestic manufacturing

2.2. Additional R&D items and cost estimation 

1) Preparation of FW large mock-up manufacturing (ITA16-#) 

Designing, analyzing, and establishing the manufacturing plan of 

large mock-up 

planning of the test  

2) Shield block R&D

Evaluating the manufacturing methods

2.3. Establishment of the blanket system technology 

1)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blanket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each component in the blanket system : FW, Shield, TBM

2) Participation of the detailed design activities in ITER IT

dispatching a researcher in ITER IT

participating the detailed design activities

participating the related workshop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partied

IV. Results of R&D

1. R&D results in the 1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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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evelopment of the detailed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blanket system

To obtain and analyze the detailed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blanket system for each components, the related data are collected 

through the various sources. ITER DDD 2004, blanket module drawings, and 

ITER reports such as PDS, PID, ITER MQP, PBD, PAD, DRG2 are collected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R&D status of other parties and their 

research results. And also, design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FWs, shield 

blocks, and TBMs are investigated. From these analysis of the blanket R&D 

status of each party, we develop the KO R&D plan and it is used in the 

selection of manufacturing method and the materials. Especially, the first 

Korea-Japan blanket workshop was held in Japan and we make it regularly 

held. From this workshop, we obtain the detailed design results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more easil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workshop 

is attached in this report.

Workshop with ITER international team (IT) was held for the blanket 

design and manufacturing, and more we participated the working group 

meeting such as TBWG to obtain the detailed design data and to participate 

the design supplement work.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e 

visited the SNL in USA and JAEA in Japan. Finally we establish the KO 

R&D plan and investigate the ITER design proble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status of TBM, we participated the 14th 

TBWG meeting and proposed the KO HCSB and HCML as candidates. And 

also, we obtain the R&D results of other parties and make document about 

the R&D status of other parties for the TBM. Finally, we establish the KO 

TBM R&D plan and proposed it to ITER IT and other parties. In which, the 

following contents are contained; we will develop and test the our own TBM 

in ITER operation stage with the collaboration with leading parties to follow 



- xvi -

the key technology. 

1.2.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technology for 

the manufacturing of the blanket system

R&D status of other parties and domestic industry for the technology of 

blanket system manufacturing is investigated and the technological status 

tables of domestic industry and international status are prepared. HIP facility 

and related technology are surveyed and it is concluded that we have only 

small-sized HIP facility up to mock-up scale and we should develop the 

detailed manufacturing process and Be handling facility. Other parties have 

focused on the FW manufacturing methods and its materials and the results 

are documented in the technical reports for each parties such as Japan, EU, 

USA and Russia. As mentioned above, the first Korea-Japan workshop for 

the ITER blanket, we obtain the leading technology of Japan, especially for 

the manufacturing. 

For the ITA16-10 subtask1, we had the official agreement with ITER IT 

in December 2004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FW panel fabrication methods 

and to establish the NDT methods for the FW panel. From the technical 

reports we published, we compare the manufacturing methods and the 

proposed material for each component according to the parties. Be is proposed 

as a plasma facing material and most parties have interest in S-65C. Cu 

alloy is proposed as a heat sink material and DSCu or CuCrZr are 

investigated now. For the structural material, stainless steel such as 

SS316L(N) is investigated internationally. HIP and brazing are proposed as 

the manufacturing methods

From the international R&D results and current status, we started to 

investigate the FW manufacturing with Be, Cu alloy, and stainless steel. For 

the mechanical test and the verification of sound manufacturing,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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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ize of 80x80x100 (50x2) mm are being made and more the 

mock-up is being designed for the HHF test, which has the 3 stages like 

Be/Cu, Cu/SS, Be/Cu/SS. For the sample and mock-up of FW manufacturing, 

the materials are delivered already and the Be facility is being constructed. 

To determine the test conditions, the kinds of mechanical test, NDT and 

other tests and their requirements are investigated. To prepare the HHF test, 

the JEBIS in JAEA and the EBTS in SNL are investigated and we are 

closely discussed with each institute. QA items are additionally being 

investigated for the next steps.

2.  R&D results in the 2nd year

2.1. Development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the Blanket 

procurement (ITA16-10)

On the investigation of QA/QC items, the NDT method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were primarily performed in the 2nd year as well as surveying the 

items to continue the 1st year R&D. For the ultrasonic testing (UT), the 

existing methods were applied into the FW mock-up and the feasible 

frequencies were selected. And more, the inspection method for applying into 

the tube inner part is being developed. For the Ultrasonic Exited Testing 

(UET), the feasibility was checked with the simple experiment since there 

have been no application examples into Be. And also, since there is no 

example for the thermography especially for Be, the experiment is being 

prepared and some analysis with FEM code were performed. 

The optimum joining condition of a HIP has been investigated to develop 

the fabrication technology of the ITER first wall using Be of S-65C grade, 

CuCrZr and dispersion strengthened Cu alloy (DSCu) and 316L authentic 

stainless steel (SS). CuCrZr/SS316L and DSCu/SS316L joi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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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ly fabricated by HIP at 1050 
o
C, 2 hr and 100 to 150 MPa. 

CuCrZr/SS joint showed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the DSCu/SS joint 

through the various mechanical tests. Be/CuCrZr joint with various interlayer 

such as Cr, Cu, Ti and Al was also fabricated by a HIP at 550 to 580℃, 100 

to 150MPa and 1 hr. After HIP joining, cracks and pores was not observed 

at the Be/CuCrZr joining interface at all of the interlayer and HIP condition. 

The interlayer of Cr, Ti, Cu was clearly remained as diffusion barrier after 

HIP joining. Be/CuCrZr joint specimen with a flat interface showed a higher 

bend strength in the four-point bend test but it showed a lower shear 

strength in the shear test when compared to that of a rough interface. 

Be/CuCrZr joint specimens with Cr(1㎛)/Cu(5㎛) and with Ti(10㎛)/Cu(10㎛) 

showed bett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any other conditions.

Cu/SS small mockup for high heat flux (HHF) test was fabricated on the 

basis of the selected joining conditions. HHF test on the Cu/SS mock was 

performed using JEBIS facility in JAEA. Be facility was installed in KAERI 

and was authorized to handle the Be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systematic study was still required to establish the optimal joining condition. 

The fabrication technology will be developed further through the 

manufacturing the small mockup, large mockup, standard mockup and 

prototype.

2.2. Additional R&D Items and Cost Estimation 

The qualification test of the FW large mock-up which was proposed by 

ITER IT for the qualification will be performed in 2007 by every party. In 

order to pass the qualification, the domestic mock-up was designed and 

analyzed and its manufacturing and testing schedule was established through 

investigating the IT proposed test items and requirements. 

Manufacturing methods of the shield block was already investigated in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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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and the modified design items were continuously surveyed. These results 

are used for the feasibility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and 

for the replacement of the manufacturing methods when the designs are 

changed. In order to participate the design modification work in ITER IT, a 

researcher was dispatched for a month and participating in the 

thermal-hydraulic analysis of shield block with ITER IT members.  

2.3. Establishment of the blanket system technology

In order to establish the blanket system technology, design contents of 

shield block by ITER IT and other part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participating the international workshop and meeting, dispatching the 

researcher to the ITER IT or other parties to collect the drafting and 3D 

modeling files. The modification items of blanket design were investigated 

and a researcher was dispatched in the ITER IT and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on cooling problem in shield block such as front header and drilled 

manifold. 

Through the first wall qualification meeting which held two times at 

Garching in German and at Naka in Japan, the domestic R&D results were 

presented, information of other parties were collected, and the collaborations 

among each party were discussed. The workshop with Japan became regular 

and workshops were held in two times with Japan. And more, we were 

participating the TBM meeting (TBWG) to present our designs, to discuss 

with other parties, and to suggest the draft o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Helium Cooled Solid Breeder (HCSB) and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HCML) were designed and analyzed as a KO Test Blanket Module (TBM). 

The results were submitted in the form of TBWG report. And more, the 

R&D, manufacturing, installation, and test schedule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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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배경  필요성

핵융합 에 지 상용화를 해 선진 6개국(EU, 일본, 러시아, 미국, 국, 한국)

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이 본격 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10

년의 건설기간동안 총 50억 달러 규모의 건설비가 소요될 ITER 건설은 핵융합 

에 지 상용화를 한 최종 기술 , 공학  검증을 목표로 하는 형 국제 력 

로젝트이다. 재 한국은 이러한 ITER 개발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기술공

유․개발을 통해 향후 핵융합에 지 상용화시 핵융합발 소 건설의 원천기술 보

유국의 치를 주도 으로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달할 품목인 ITER blanket은 신규 개발 시 기술 는 비용 등 

험요소가 다소 있지만, 추후 핵융합로 건설을 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기

술 분야로 핵융합로 건설의 기반 기술이다. 재 ITER 국제 에서는 표  모듈

에 한 개념 설계를 마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열수력  구조 해석 등의 작

업을 통한 상세 설계를 새로이 수행하여야 제작  조달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는 품질 보증된 blanket을 ITER에 납품하여야 하며, ITER 국제 은 blanket 시

스템에 한 상세 설계 참여, 한국의 제조, 조달능력  품질보증 차 입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blanket 시스템에 하여 ITER 장치 설계 자

료 분석, 설계 미비 부분 보완  필요한 R&D 항목 상세 악 등 기술  비

와 아울러 품질 보증된 blanket을 ITER에 납품하기 하여 사 에 ITER 

blanket 제조를 한 가공  합기술을 개발하고 mock-up을 제조하여 제조건

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내 고유의 ITER blanket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품질보증

된 blanket을 제공할 수 있는 제작기술을 확보하여야 하고, 비용  시간 감을 

한 방법 들이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ITER의 first wall blanket은 Be 

armor (tile), Cu heat sink, Stainless steal plate  cooling line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부품의 합기술  Shield block 제작기술, 검사를 한 시험기술 

등이 핵심 요소 기술이다. 이미 미국, 일본, EU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1995년

부터 각 합 들 간의 합기술들을 개발하여 ITER 건조시 blanket을 제조/납품



- 2 -

할 수 있는 기술을 축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

으므로 기술이 무한 상태이다. Blanket의 제조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여

러 단계에 따른 mock-up을 제조하여 실제 운 상황을 모사한 조건에서 

qualification test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한 기술 개발이 필수 으로 요구되

고 있다. 이를 통하여 ITER blanket 제조/ 합기술, qualification 시험기술을 확

보하고 국내 독자기술로 ITER blanket을 납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직 인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된 은 없지만, 고온의 라즈마 열에 노출된 PFC 

(Plasma Facing Component) 부품의 설계 경험과 Shield Block과 연 성이 많은 

원자력 열수력기술 분야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Blanket 시스템의 제조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향후 우리나라 자체의 핵융합로 건설을 해서는 필수 인 것이다. 이러한 설계 

기술들은 이미 ITER의 설계에 참여한 여러 나라들을 통해 습득 가능하며, 우리

나라가 이 ITER 계획에 참여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ITER의 주요 목   

하나는 neutronics, blanket module, 삼 수소 취  기술과 차세   라즈마 기

술 등을 시험하고, 핵융합로용 블랭킷의 열추출, 삼 수소 증식 시험 등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를 해 타 참여국들은 DEMO용 삼 수소 증식용 blanket 들을 

ITER에서 시험할 목 으로 ITER TBM (Test Blanket Module)을 개발 에 있

다. 우리나라도 TBM을 개발하기 해 2003년 7월 재개된 TBWG (Test 

Blanket Working Group)에 참여하 으며, ․장기 으로 독자 TBM을 개발․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TBM R&D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용 port의 사용에 한 공간 , 시간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선발국들의 

TBM 모델에 해 분석․평가한 후, 기술 선도국들과의 력을 통해 핵심기술들

을 습득하고 TBM 기반기술 R&D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blanket 설계, 합  제조기술, 시험기술 등의 

핵융합 원자력기술은 ITER blanket 조달뿐만 아니라 DEMO 실증로, 한국형핵융

합로 개발로 이어지는 핵융합발 로 공학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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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목   

본 과제의 최종 목 은 다음과 같다;

○ Blanket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품질보증 시험

○ Blanket 시스템 설계기술 확립

○ 국내 기반 구축  조달계획 수립

이러한 최종 목 을 달성하기 해, 연도별 수행 목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1차년도

○ 국내 기술력 분석  기반 구축

○ Blanket 시스템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세부분석

- 2차년도

○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 추가 R&D 내용  비용 산정

○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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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1. 각국의 R&D 황 분석

ITER 참여국들의 R&D 황들을 분석하여 기술분석보고서로 발간하 으며, 

그 내용을 본 에 정리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발간된 4종의 기술 분석보고서

를 부록으로 첨부하 다. 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ITER에 참여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 수 이 뒤처지기 때문에, 일본, EU, 미국, 러시아에 한 

개발 황을 우선 조사하 다. 

가. 일본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mock-up 개발 황

일본은 JAEA를 주 기 으로 하여 Kawasaki 공업, Isuzu Motors  

University of Tsukuba 등이 참여하여 FW (First Wall) 합기술을 개발하 다. 

일본은 HIP, Brazing, Casting  Friction welding 등 다양한 합기술을 용하

여 SS (Stainless Steel)/SS와 SS/Cu의 합기술을 개발하 고, Be/Cu의 합기

술에서는 SS의 민화 상을 방지하기 한 HIP 조건을 설정하는 데 을 두

었다. Shielding blanket의 제작과정에서 Be armor를 Cu에 합하는 것은 Cu를 

SS에 합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HIP 과정 에 SS가 민화되는 것

을 막기 하여 650℃이하에서 합하는 조건을 설정하 다. 일본에 의해 최종

으로 제안된 Be/Cu의 HIP 조건은 Cu 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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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작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FW blanket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각 부품을 구성하는 합

들에 한 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

은 ITER의 cooling tube, primary wall module, limiter  divertor의 제조를 

하여 필요한 합부이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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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최 의 합방법을 찾기 하여 HIP, Casting, Brazing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다른 합방법을 시도하 다. 이러한 합방법으로 시편들을 

제조하여 조사시험과 PIE를 통하여 합부의 기계  성능에 미치는 조사효과를 

평가하 다.  

Be/Cu 합은 FW blanket 제조를 한 핵심기술이며 일본에서는 Be과 Cu 

합 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다양한 Interlayer를 이용하고 합조건을 

변경하여 합성을 평가하 으며, 최 의 합조건을 선정한 후 mockup을 제조

하여 FW blanket의 제조성을 평가하 다. 합방법은 HIP 조건이 선택되었고 

이는 shielding blanket과 FW를 제작하기 해서는 넓은 면 에 걸쳐서 우수한 

합특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용한 HIP 방법의 특징은 650-70

0℃의 온도범 에서 나타나는 SS의 민화 상을 피하기 하여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Be와 DSCu의 열팽창 차이에 의한 잔류응력에 의해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nterlayer materials가 균열발생을 피하기 

하여 도입되었으며, 한편, Al  Cu 가 compliant layer로서 사용되었다. HIP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interlayer의 용융 상이라든가 Cu와 Be 사이에 형성

된 취약한 화합물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최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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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계면을 나타내고, ‘+’는 HIP에 의해 결합된 계면을 나타낸다. 의 

두 가지 HIP 조건에 의해 Be과 DSCu 합 이 성공 으로 합되었다. 

HIP으로 제조한 Be/DSCu 합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4  굽힘시

험이 수행되었다. 620℃에서 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가 최  굽힘강도를 나

타내었고,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굽힘강도를 나타내

었다. 미세조직 찰결과를 바탕으로 술한 두 가지 조건이 mockup 제조와 기

계  특성시험에 사용되었다. 

FW의 제조성을 조사하기 하여 small-scale FW mock up이 제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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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은 SS backing plate, SS cooling tube, DSCu heat sink, Be armor tile 

로 되어 있다. 이 mockup에 한 heat loading test가 JAEA-Oarai에 있는 

OHBIS 설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heat flux 5MW/m2, puls length 1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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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다. 시험 조건은 Be과 DSCu의 계면온도가 ITER-FEAT 운 조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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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합한 경우의 thermomechnical performance가 Cu interlayer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ITER의 정상운 조건에서 더 유리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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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실제 ITER FW에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도 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Cu interlayer를 사용

하여 HIP 합을 하면 ITER의 정상 heat load (0.5MW/m2의 표면열유속) 보다 

많은 heat load를 견딜 수 있고 비록 다소의 균열이 발생하지만 제조비용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로 단된다.

나. EU의 핵융합로 F/W mock-up 제조기술 개발 황

ITER의 Blanket-Shield system은 라즈마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Blanket은 표면의 열유속을 제거하고 핵융합 성자와 blanket 재료와의 반응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ITER 설계 기 에 의하면 primary first wall은 

0.5MW/m2의 첨두 열유속을 버티고 평균 성자속은 0.3MWy/m2, 3dpa를 버텨

야 한다[9]. ITER blanket module은 plasma facing part와 heat sinking part, 구

조재료 part의 3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plasma facing material은 Be, 텅스텐, 

탄소 복합재 등이 사용되고 heat sinking part는 구리합 , 구조재료에는 316LN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다. heat sink에 쓰이는 구리합  내의 냉각수 tube

는 Be과 탄소 복합재 mock-up의 경우 구리합 이 쓰이며 텅스텐 mock-up의 경

우 0.5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튜 가 사용된다. 이러한 이종 속간의 합기술

이 큰 안으로 작용하는 바, 본 보고서는 합기술과 련한 EU의 동향을 조사

하 다. Be-Cu 합과 Cu-SS 합에 하여 기술하 으며 mock-up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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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시험에 하여 기술하 다.

상기와 같이 핵융합로 1차벽 제작과 련한 EU의 동향은 Be armour에 열흡

수원 (Heat sink)으로 구리합 을 사용하고 구조재료로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

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까지 알려진 HIP 합공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Be-Cu 합의  경우

800℃ - 120MPa - 2시간, 층간물질 : Ti layer 사용 (Glidcop Al25)

580℃ - 100MPa - 2시간, 층간물질 : Ti layer 사용 (CuCrZr)

2) Cu-SS 합의 경우

1040℃ - 140MPa - 2시간

(CuCrZr 사용시 합 후 분당 50℃ 이상의 빠른 냉각 권장)

Brazing 공정은 HIP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HIP을 보완할 방법으

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합 후 합물성 평가용 기계  

시험은 Be-구리 경계의 경우, 합부 단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구리-스테인리

스강 경계의 경우 합부 인장 시험과 괴인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 다. 고열유

속시험 (HHF)은 Jülich 시험시설에서 1～9MW/m2의 열유속을 주기 으로 인가

하는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후, 분석결과로는 체로 구리-스테인리스강의 합

은 양호하나 Be-구리합 의 합이 여 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비조사

재의 기계  물성 뿐 아니라 성자 조사시 모재  합부 의 기계  물성평

가에 역 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Mock-up 제조는 소형, 형 

mock-up 설계  제작을 이미 끝낸 상태이며 Framatome을 심으로 ITER에 

들어갈 시제품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다. 미국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Mock-up 개발 황

미국에서는 ITER F/W (first wall) blank개발을 해 Task T8에서 Cu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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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S 넬을 합하기 한 잠재 인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Plasma 

facing 재료로 용되는 Be surface layer에 한 연구는 기에는 T8 과제에 포

함되어 있었으나 추후 Task가 T221과 T222로 분리되어 수행되었다. 미국에서는 

Cu/SS 합기술로서 HIP(hot isostatic pressing)과 EXP(explosive bonding)을 

채택하여 수행하 는데, 이들 방법이 선택된 것은 큰 크기의 넬 합 시 합

온도가 비정상 으로 높은 온도로 노출되어 기지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함이다. 두 가지 종류의 합 후에 합성능 평가에 은 두어 특성평가를 

수행 하 다. Be/Cu 합기술은 작은 크기의 sample test를 수행하 는데, 합

방법은 Brazing과 온 HIP을 도입하 다. 특히 interlayer 재료에 의한 합성능 

평가를 수행하 고, 일부 합성능이 우수한 재료에 해서는 small size의 

mock-up을 제작하고 이들에 한 품질검사를 수행하 다. Sandia National Lab.

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 고열유속 (HHF, high heat flux) 시험을 수행하여 Be 

tile의 합부에 한 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을 두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

서의 연구동향은 Cu/SS 는 Be/Cu와 같은 합재료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HIP, EXP, Brazing의 합방법을 도입하여 최 의 합기술을 도출

하고자 하 다. 본 장에서는 미국에서 수행된 F/W blanket 합방법과 small 

size mock-up에 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 다. 

 1990년도 기에 Cu/SS  Be/Cu 합방법 개발을 해 미국에서는 두 가

지 합기술에 한 연구를 분리하여 수행하 다. Cu/SS 합은 최 의 합방

법을 얻기 하여 HIP과 EXP 방법을 선택하 다. 이  EXP 합방법은 다른 

ITER 참여국에서는 실시도지 않은 방법이었다. 두 가지 합부의 합성능을 평

가하기 하여 인장, 단, 피로 시험 등의 평가를 수행하 으며, Cu/SS 합성

을 평가하기 한 small mock-up 제작단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HIP이나 

EXP 합방법이 만족스런 합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특히 EXP 합방

법에 의해 형성되는 wavy 한 계면이 상온에서 기계  성능에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 지만 EXP 합에 의한 재료충격에 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Be/Cu의 합방법은 Brazing과 HIP의 합방법의 연구로부터 HIP 방법이 더욱 

만족스런 합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Be/Cu 합에 있어서 다

양한 interlayer를 용하면 합면의 성능향상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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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u 합에 한 small mock-up의 HHF 시험으로부터 미국에서 연구된 

Be/Cu 합에 한 HIPping 조건과 interlayer가 FW blanket 제조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러시아의 핵융합로 FW Blanket 제조기술  Mock-up 개발 황

ITER FW (first wall) blank 개발을 해 러시아는 여러 가지 크기의 

mock-up을 제작하고 이들에 한 품질검사를 수행하 다. 특히 TSEFEY 시설

을 이용한 고열유속 (HHF, high heat flux) 시험을 수행하여 특성 평가를 수행

하는데 을 두었다. 한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 조사환경에서 mock-up의 특

성을 평가하려고 시도하 으며 조사후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에

서 수행된 FW blanket mock-up에 한 제작  시험방법을 정리하고 재 진

행 인 업무에 한 황을 기술하 다. 기에 수행된 small mock-up에서부터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casting 방법에 이르는 blanket 제조기술을 기술하 다. 

러시아는 brazing 방법에 의한 ITER FW blanket의 합기술 개발에 집 해

왔다. 기에는 Be armour tile의 geometry 최 화  small mock-up을 이용한 

HHF 시험과 연구로를 이용한 in-pile 시험을 수행하여 brazing 방법을 이용한 

합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건 성을 확보하 다. 한 fast brazing 합방법으로 

거의 실물크기(약 0.8 m)의 large mock-up을 제작하여 HHF 시험을 수행한 결

과로 부터 만족스러운 합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부를 최소화시키는 목

으로 casting 방법과 fast brazing 방법을 병행하여 제작한 alternative FW 

mock-up에 한 HHF 시험결과에서도 만족스러운 합성능을 보 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Be/Cu alloy에 한 fast brazing 합기술은 FW blanket 

mock-up 제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 종합  평가

각 참여국별 제조 방법과 특징에 한 내용들은 표 2.2.1.1에 정리하 다. 재 

각국의 제조 방법이나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기술들에 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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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신속히 모색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악된다. 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의 개발 과정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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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ITER blanket 연구개발 황

목 Size 구성 Joining 방법 합성 평가방법

Sample

test

US

Be/Cu 합을 한 

최 조건 설정 

Cu/SS 넬을 제조하

기 한 합기술 개

발

-Be/Cu:

-Cu/SS:

 

HIP:0.46mX0.31mX16.5

mm 

 

EXP:10.3mX0.21mX12m

m

-Be tile: S65C

-Heat sink: CuCrZr or   

 GlidCop or Hycon-3

-Support plate: 316L

-Be/Cu: HIP, Brazing

-Cu/SS; HIP, EXP.

-인장, 피로, 단

micro hardness, 

-OM, SEM

JA

Be/Cu, Cu/SS,  

SS/SS joint의 

qualification 

-굽힘: 3.6X3.6X22mm

-인장: 최  56mm

-충격: 55mm

- 괴인성: 19mm

-Be: S65C

-Cu: GlidCop, CuCrZr

-SS: 316LN, 316LN-IG

-Be/Cu: HIP

-Cu/SS  SS/SS: HIP, 

Brazing, Casting, 

Friction W

-인장, 경도, 충격, 

괴인성, 굽힘

-미세조직평가

-조사시험

EU
FW blanket 제조방

법 연구

- Be tile : S65C

- Heat sink : CuCrZr or 

Glidcop

- Structural : 316 SS 

IG0

- 최  HIP온도

- 유지시간, 

   냉각속도 향

- 층간물질 향

- 단, 인장, 괴

인성

- 미세조직평가

- UT

RF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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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ITER blanket 연구개발 황 (계속)

목 Size 구성 Joining 방법 합성 평가방법

Small 

mock-up

US
Be과 Cu 합 의 

합성능 평가

-Length:67mm

-Width:16mm

-Be tile:4X4X10mm

         4X4X5mm

-No of Be tile: 64개

-Be tile: S65C

-Heat sink: CuCrZr
-Be/Cu: HIP

-인장, 피로, 단

micro hardness

-OM, SEM, UT

-HHF

JA
Be/Cu 합기술 

개발

-Length: 15mm, Width: 

30mm, Hight: 23mm

-Be tile: 15X22X10mm

-No of Be tile: 1개

-Be: S65C

-Heat sink: GlidCop

-Support plate: 

SS316LN

-Be/Cu: HIP 

620C/150MPa/2hrs

-Cu/SS: HIP 

1050C/150MPa/2hrs

-HHF test (heat removal 

test, thermal fatigue)

EU
FW blanket 제조

방법 연구

-Length : 100mm

-Width : 80mm

- Be tile : S65C

- Heat sink : Glidcop
-Be/Cu: HIP

- 단시험

- HHF

RF

Brazin

g 

Be tile geometry

결정 

합기술 평가

-3가지 type (tube-type, 

plate-type, in-pile용)

-Length: 194~250 mm

-Width: 11~20 mm

-No. of Be: 4~6개

-Be: not mentioned

-Heat sink: OFHC 

copper

-Be/Cu: Brazing

-FEM 해석

-HHF test

-X-ray

-Fracture analysis

Fast 

brazing

Fast brazing 합

기술 평가

-Length: 71mm

-Width: 31mm

-Be tile:10x10 mm

-No. of Be: 4개

-Be: S65C VHP

-Heat sink: CuCrZr & 

Glidcop

-Be/Cu: Fast 

Brazing

-Microstructures

-Element distribution

-Hardness & shear 

strength

-HHF test

-In-pile test

ITER

FW blanket 제조

방 법 의 

qualification

-Length:60mm

-Width:30mm

-Be tile:30X30X10mm

-No of Be tile: 2개

-Be tile: S65C

-Heat sink: CuCrZr or 

GlidCop

-Be/Cu: HIP and/or 

Brazing

-인장, 단, 굽힘, 충격

-미세조직평가

-UT & H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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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ITER blanket 연구개발 황 (계속)

목 Size 구성 Joining 방법 합성 평가방법

Large

mock-up

US

JA
Be/Cu 합기술

개발

-Length: 200mm, Width: 

22mm, Hight: 45mm

-Be tile: 22X22X10mm

-No of Be tile: 4개

-Be: S65C

-Heat sink: GlidCop

-Support plate: SS316LN

-SS tube: SS316LN

-Be/Cu: HIP 

620C/150MPa/2hrs

-Cu/SS: HIP 

1050C/150MPa/2hrs

EU

FW blanket 제

조 방 법 의 

qualification

-Length: 68mm

-Width: 71mm

-Be tile: 10X23X4mm

-No. of Be Tile: 21 

- Be tile: S65C

- Heat sink: Glidcop
-Be/Cu : HIP

- 단시험

-미세조직평가

-HHF

RF

FW blanket 제

조 방 법 의 

qualification

-Length:800mm

-Width:90mm

-Be tile:44x44x10mm

-No of Be tile: 34개

-Be tile: S65C

-Heat sink: CuCrZr

-Be/Cu: Fast 

Brazing

-He leak test

-UT

-FEM analysis

-HHF test(thermal 

fatigues)

ITER

FW blanket 제

조 방 법 의 

qualification

-Length:200mm

-Width:50mm

-Be tile:50X50X10mm

-No of Be tile: 4개

-Be tile: S65C

-Heat sink: CuCrZr or 

GlidCop

-Be/Cu: HIP and/or 

Brazing

-인장, 단, 굽힘, 충격

-미세조직평가

-UT 

-HHF

Prototype

US

JA

EU
FW blanket 제

조공정의 확립

-Length: 900mm

-Be tile: 62.3x61.9x10mm

-No. of Be tile: 56

-Be tile: S65C

-Heat sink: Glipcop Al-25 

IG0

-Be/Cu: HIP or 

Brazing
-인장, 단부식시험

RF

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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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산업체 기술 황 조사

재 한국의 기술력은 다양한 원자로의 생산 경험 뿐 아니라, 최근 KSTAR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부분 진 되어 있다. 다만, first wall의 제작을 한 

HIP이나 brazing 기술에 해서는 경험이나 연구가 무한 상황이다. 향후, first 

wall의 제작을 한 연구 분야를 선정하기 해, 국내 산업체의 기술 황을 조사

하 고, 그 결과를 표 2.1.2.1에 정리하 다. 이러한 기반 기술을 토 로 선정된 

연구 분야  핵심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Production of structural materials (SS 316L(N)-IG)  

  - Impurity control

  - Optimization of heat treatment

Be, Cu alloys, Ti alloy, Inconel-718, and ceramic insulation  

  - Import from overseas

  - Qualification of impurity level and heat treatment

Machining of parts  

  - Precious machining

  - Precious casting

Joining and assembling  

  - Plasma spray/Brazing/HIP

  - Inter-layer material

  - Surface treatment before welding

QC/QA   

R & D for fabrication methods

  -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armor & structural materials)

  - Improvement of fabric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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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분야들에 한 가상 인 업무 분담을 구성해 보면 그림 2.1.2.1과 

같다. Be과 같은 원소재나 구조물의 재료들은 국내 조달이 어려우므로, 해외 수

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악되며, 가공이나 조립 등의 작업들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경험이 없는 Be과 Cu alloy  Cu 

alloy와 SS의 합 과정에 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과 련한 장비로는 재 소형  HIP 장비들이 이용가능하며, 사양과 설비

의 모습은 그림 2.1.2.2에 도시하 다. 그러나, Be 자체가 험 물질이기 때문에 

취 이나 가공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며, 제조 세부 공정에 한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blanket의 FW과 shield block을 조달하기 한 국내 기술 경쟁력 평가  참

여 가능 산업체에 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달하고자 하는 blanket의 특징은 진공용기  도 자석 시스템에 

한 성자  이로 이한 열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체 blanket 

에서 plasma와 하는 First Wall (FW)과, FW 바깥쪽에 설치되어 모듈 구조

물  차폐역할을 하는 약 50 mm 두께의 복잡한 냉각 채 을 포함하고 있는 스

테인 스 스틸 재질의 차폐 블록으로 구성된다. FW은 Be 타일과 이와 하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냉각 튜 로 냉각하는 구리합  으로 구성된다.

가. 필요 제작기술

(1) FW

- Be 타일 가공기술

- 구리합  단, 벤딩  홈 가공 기술

- 스테인 스 스틸 블록 (두께 500 mm) 단  냉각채  가공기술

- HIP 공정기술 (Be/Cu-Alloy/SS, 1050 °C, 1500 bar, 2 hr)

- Be/Cu-Alloy/SS 복합  가공기술

- 자빔 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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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ield block

- Forged SS block에 한 drilling, milling  용 기술

- Water Jet 가공  TIG/ 자빔 용 기술 

- SS Powder HIP 공정 (1100 °C, 1200 bar, 4 hr)

나. 조달품목 제작 가능성 평가

(1) 기술  측면

- 국내에 blanket 시스템 련 분야 공 인력은 다수 있으며 KSTAR 라

즈마 향부품 (Plasma Facing Components, PFC), 액체 속로 blanket  

FW/blanket 재료 등의 연구 수행을 통해 FW/Shield Block Module 제작 능

력은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 기존의 원자력 발 소 설비업체들도 이 분야에 풍부한 제작 경험이 있다.

- 고온의 라즈마 열에 노출된 FW, 이를 부착하고 있는 Shield Block, 

한 이들의 지지구조물 등을 포함하는 blanket 모듈은 KSTAR PFC 설계 

경험과 SiC  Be 연구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제작 가능성이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 산업체에서의 Be 취  기술, Joining 기술 개발이 본 품목의 건으로 

단된다. 

(2) 정책  측면

- R&D가 수행 인 핵융합로의 핵심 기술  한 분야이며 추후 업그 이

드 정 분야인 증식 blanket (breeding blanket) 분야에 주도  역할을 하

기 한 발 을 마련할 수 있다.

- 직 인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축 된 원자력 기술을 바

탕으로 본 품목의 제작 참여를 통해 국내 기반 강화가 필요한 Top-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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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다. 

(3) 가격 경쟁성 

- ITER 기 참여국은 7  R&D로 이 분야 개발이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는 공학설계 결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R&D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으나, 제작 

가격 경쟁력은 우수할 것으로 단된다.

다. 참여 가능 산업체

- 공업

- 두산 공업 

- 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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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국내 산업체의 기술  설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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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ITER blanket 조달을 한 국내 업무 분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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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 국내 HIP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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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W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가. QA/QC 항목 조사 

(1) 과제수행 차사항

ITER는 각 품목에 해 기본제작 차  R&D 결과, 도면, 해석자료 등을 제

작자에게 제공하면, 제작자는 이를 바탕으로 QA/QC 계획  일정을 수립하여 

ITER의 검토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제작과 련하여 제작자는 ITER의 설계

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작성한다. 제작기간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TER는 분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작자가 일

부 품목의 구성요소에 해 상세설계를 할 경우 제작 에 ITER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작도면은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상세설계를 한 해석은 제

작자가 책임지어 수행하며 성능은 ITER와 공동책임을 진다. ITER의 성능, 신뢰

성, 안 성 등을 확보하기 해 기술  요구사항, QA/QC, 과제 수행감독 등 3가

지 사항을 잘 리해야 한다.

(2) ITER 기술  요구사항

기술사양에는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수행하여야 할 모든 검사, 증명  시험 명시

- 제작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 명시

- R&D를 통해 얻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특정 장비 제작, 검사, 시험 

경험 수 

- ITER 품질 요구조건 명시

(3) QA/QC

(가) 품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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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0과 같은 인지된 산업품질표 을 만족하는 제작사는 ITER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것이다. 제작사 조직은 입찰서와 함께 ITER에 제출할 사용설명

서에 설명한다. 제작사는 품질 로그램에 따라 과제를 리하기 해 QA/QC 

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하도 자가 합리 인 품질시스템을 수행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 이것과 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사가 책임진다.  

(나) 문서   기록

제작사는 제작 진행 상태와 더불어 과제 수행에 한 내용을 서류나 기록들로 

작성하고 보 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ITE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이 서류나 기록들을 개정본을 포함하여 일 성 있게 구분해야 하며 ITER

의 승인을 구하기 에 검토해보고 결과를 남겨야 한다. 이미 승인된 문서의 변

경은 원래 문서 작성시 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 제작사의  조달품목

ITER와 조달품목 책임국가는 제작사들과 하청업자들의 선택에 동의해야 한

다. 구매하거나 하도   품목  서비스를 ITER 계약조건에 따라 문서로 명시

하여 계약하기 에 ITER에 제출한다. ITER로부터 공 받은 품목뿐 만아니라 

구매하거나 하도   품목과 서비스는 사용하기 에 제작사에 의해 검사되고 

인증될 것이며 제작사는 인증 상태를 미리 명시해야 한다. 

(라) 제작, 검사   시험

제작, 검사  시험은 제한된 조건 즉, 도면, 차, 표 , 서류를 사용하여 미

리 확립된 작업 목차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한 작업 목차에는 요한 제작, 검사 

 시험 순서, 작업들에 용될 설명서나 요구조건들, 그리고 작업의 완성 상태 

등이 명시된다. 제작사는 ITER 인증을 해 수행하기 에 작업 목차를 제출하

면 ITER는 입회할 작업들을 명시한다. 작업을 완성한 후에 히 검사할 수 없

었던 과정들은 검증된 문가가 수립한 검증된 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작사는 

모든 시험을 수행하고 기록하는데 필요한 인력, 재료, 장비, 계측기 등을 제공해

야 하며 ITER가 입회하기로 되어 있는 시험에 해서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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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   시험  장비

과정 기록, 데이터 취합, 검사  시험에 사용된 장비들은 한 범 , 종류, 

정 도를 보유해야 한다. 장비의 보정은 제작사의 추천이나 인지된 표 을 기본

으로 하는 보정 로그램에 따라 이루어 져야하며, 보정 기록은 보 되고 재의 

보정 상태를 미리 명시해야 한다. 

(바) 취 , 장   운송  

특별한 취 , 장  운송 등이 필요하며, 제작사는 문서화된 차를 사용한

다. 

(사) 기술  변경   불일치

계약도  필요한 기술  변경은 수행되기 에 ITER와 의해야 한다. 한 

제작, 검사  시험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과 요구조건이 불일치될 경우 

ITER에 보고해야 한다. 

(아) 승인   배달

승인  배달에 앞서 조달품목 공  국가는 계약 요구조건  제품 과 서비스

를 검토해야 하며 배달에 앞서 ITER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 훈련   자격

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칠 작업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한 능력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한다. 

(4) ITER 수행 감독

제작사는 ITER 계자들이 하청업자들을 포함한 제작사의 작업공간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비를 해야 한다. ITER는 제작, 검사  시험 작업 목록 

에 미리 명시된 작업을 입회할 것이다. 계약 수행에 한 ITER 감독은 제작사로

부터 어떠한 계약상 의무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본 과제와 직 으로 련되는 FW  shield module에 한 품질 

리는 재료의 선정과 세척뿐만 아니라, 검사  시험 항목에 해서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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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검사  시험 항목은 제작 장에서의 검사와 운송 후 조립 단계에서의 시

험으로 분류되며, 제작 장에서의 검사에 해 많은 논의가 기술 회의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기본 인 기계  검사 이외에 비 괴 검사의 시행과 추가

인 방법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내용을 다음 에 기술하 다.  

나. Blanket FW/Shield Modules에 한 Quality Control

ITER Blanket 시스템은 진공용기와 도 자석으로의 방사선을 차폐하면서 

라즈마로부터의 부분의 에 지를 흡수한다. Blanket은 라즈마와 진공용기 

사이에 치하여 라즈마를 직  하는 FW과 차폐체, 냉각채 로 구성된 구

조물로 이루어진다. 실제 차폐는 FW과 차폐체로 이루어진 모듈에 의해 이루어

진다. 모듈은 표면 열량과 라즈마로부터의 에 지를 흡수하는 FW과 진공용기 

 도 자석의 방사선 손상을 이기 한 차폐체로 이루어진다. 실제 모듈의 

모양은 차폐체에 분리 가능한 FW이 조립되게 되어있다. 분리 가능한 FW은 3차

원 가공이 필요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작은 타일을 붙여서 제작된다. 

체 FW/차폐체 모듈은 그림 2.1.3.1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표 2.1.3.1과 

같이 폴로이달 방향으로 17 가지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내벽 하부부터 시계방

향으로 외벽 하부까지의 1-8번 모듈은 18 개의 섹타에서 토로이달 방향으로 같

은 크기이다. 11, 12, 15-17번 모듈은 하나의 섹타 당 두 개의 부분으로 나 어진

다. 9, 10A, 13, 14번 모듈은 상부 포트와 수평 포트사이의 간격과 같은 토로이달 

방향의 크기를 가진다. 10B번 모듈은 상부 포트들 사이의 간격과 같은 토로이달 

방향의 크기를 가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421개의 모듈이 필요하며, 여분의 

FW이 1번과 17번 모듈에 4개, 7번 모듈에 3개가 더 필요하다. 

(1) 기술 사양 (Technical Specification)  Code & Standard

(가) 재료

① Stainless Steel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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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LN IG (ITER Grade)라는 특별한 등 을 가지는 316 LN authentic 

stainless steel을 사용한다. 그 성분은 표 2.1.3.2와 같다.

SS 316 L(N)-IG의 가격은 표 인 SS 316L의 가격과 비슷하다. 국제 으로 

리 유통되는 316 LN은 다음과 같다.

- UNS designation : S31603

- USA : 316L specification ASTM A-240-93

- Germany : 1.4404 X2CrNiMo 17-13-2

- JA : SUS 316L JIS 63463 (tubes), JIS 4204-95(sheets, plates)

- RF : Steel grade 03X17H12M2 -- GOST 5632

- France : RCC-MR RM3331 ( 는 RM3332) AFNOR grade Z2 CND 

17-12

②　구리 

DS Cu, Glidcop® Al-25 LOX 는 Hardened CuCrZr IG

③ Be(First Wall)

S-65C (EU, JA, US) 는 DShG-200 (RF). 요구되는 Be 성분은 표 2.1.3.3과 

같다. 

(나) 세척

모든 표면은 어떠한 mill scale, dirt, rust, grease, oil 등의 오염물이 세척된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FW(First Wall) 표면을 보호하기 해, 모든 stainless 

steel 표면은 일 으로 pressure washing, solvent degrease, bead blast 세척되

어야 한다. 모든 유리입자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내부 냉각 채 은 외표면이 세

척된 후 solvent degrease 되어야 하며, 이후 공기 에서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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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시험 항목

(가) 제작  장에서의  시험

최소한 다음의 테스트  검사를 공 자의 제작 장으로부터 운송되기 이

에 실시한다.

- 압력 테스트 (상온) : 냉각수 채  압력 테스트 6.25 MPa 압력에서 검출 

가능한 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 설 테스트 (상온) : 헬륨 설량이 1x10-10 Pa․m3/s 미만이어야 한다.

- 설 테스트 (200 ℃) : 모듈이 250 ℃로 가열된 상태에서 헬륨 설량이 

1x10-10 Pa․m3/s 미만이어야 한다.

- 유량 테스트 (상온) : 냉각수 채 의 유속을 5 m/s로 고정한 상태에서 

inlet과 outlet의 압력을 측정한다.

- 치수 검사 : 각 섹터의 치수가 디자인 치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

한다.

- NDT 검사 : FW의 Be, 구리, stainless steel 층의 합 상태를 0.5 mm 

는 그 이상 크기의 결함을 검사한다.

(나) 조립  장에서의  시험  (운송  후  납품  시)

운송 후 ITER에 납품 시 공 자 입회하에, 운송  발생 결함을 육안 검사하

고, 주요한 치수가 허용된 오차 범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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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Blanket 배치, 포트가 있는 역(좌), 포트가 없는 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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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1 체 ITER Blanket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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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2 SS 316 L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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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3 Beryllium S-65C materi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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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 괴 검사법의 개발  용

ITER 국제 에서는 Blanket의 제조건 성을 평가하기 해, 여러 단계에 따

른 mock-up을 제조하여 실제 운 상황을 모사한 조건에서 qualification test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해 련 기술 개발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

다. 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음 를 이용한 비 괴 검사 (UT; 

ultrasonic test) (그림 2.1.3.2 참조)와 가열 장치를 이용한 thermography (그림 

2.1.3.3 참조) 혹은 heat flux test (그림 2.1.3.4 참조)등이며, 이러한 여러 시험 조

건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향후 자격 검증에 사용할 것인지를 참여국간에 논의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3.5는 이러한 자격 검증 시험이 조합된 로 국제   

EU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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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2 국제 에서 제시한 EU의 U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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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국제 에서 제시한 thermography 비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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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국제 에서 제시한 heat load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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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qualification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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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참여국 간의 qualification test에 비하기 하여 

UT와 UET (Ultrasonic Excited Test)  thermography에 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한, 필요에 따라 검증 방법 자체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행될 자격 

검증 시험에 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시험  개

발 과정을 기술하 다. 

 (1) 음  검사 (UT)

음  검사는 기존의 원자력 시설에서 비 괴 검사 방법으로 리 활용되어 

왔다. 특히, 본 연구소에는 많은 경험을 축 한 문가와 시설이 있어, 이를 활용

하여 검증 실험을 수행하 다. 특히, FW의 armor 물질로 사용되는 Be의 경우, 

열 도가 매우 높고, 음 에 한 특이 성질을 가지며, Cu alloy로 사용되는 

CuCrZr은 음 에 해 많은 노이즈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측정 장비

의 선택이나 측정 방법에 한 사  연구가 필수 이다. 이러한 사  연구는 당

해연도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결과 으로 Be이나 FW을 구성하는 물질에 합

한 음  센서의 주 수를 제시하 다. 그림 2.1.3.6와 같이 인 인 결함을 크

기 별로 만들어 음  검사를 수행하 으며, 이러한 mock-up들은 음  시험 

뿐만 아니라 thermography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우선, Cu/SS mock-up에 해 

시험을 수행한 후, Be/Cu mock-up에 해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1.3.7과 

2.1.3.8에서는 이러한 시험 방법  그 결과를 도시하 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표 

2.1.3.4에 정리하 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음  센서의 주 수가 10 MHz 

이하인 경우에 해 유효하게 측정됨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EU의 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검사에는 이러한 주 수 특성 결과가 이

용될 것이며, 추가 으로 SS 내의 결함을 측정하기 한 방법에 해 연구가 

진행될 정이다. 내의 결함은 음  센서 이외에 센서를 구동시킬 특수한 구

동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며, FW의 설계상 finger 끝부분에 치한 곡 에 

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 이러한 분야에 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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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6 검증 실험용 sample : Be/Cu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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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Cu/SS mock-up에 한 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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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 Be/Cu mock-up에 한 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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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4 음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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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  가열 검사 (UET)

음 는 기본 으로 물질 내에서 진동을 통해 달되며, 이러한 진동은 물질 

내에서 결함을 만났을 때 주기 인 하 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주기  하 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열을 외선 카메라 등으로 탐지하게 되면, 결

함 여부  결함의 크기와 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음  가열 검사

법 (UET)이라 하며, 그림 2.1.3.9는 이러한 UET 방법의 원리를 나타낸다. ITER 

FW에의 용성을 확인하기 해 그림 2.1.3.10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여

러 가지 시험이 수행되었다. 열 외선 카메라로 IRM-500이 사용되었고, 추후 신

호처리에는 FFT와 같은 기존의 방법들이 우선 검증되었다. 

그림 2.1.3.11은 Be/Cu 시편을 실제 시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계면에서 측정하

여 인 인 결함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실험으로, 음  센서를 시편의 

측면에서 구동시켜 Be 표면에서 외선 카메라로 화상을 획득하 다. 추후 데이

터 처리 과정을 통해 온도 분포를 얻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  

센서와 시편의 계면, 시편과 고정 탁자 계면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원하는 결함 부 에서의 열은 탐지하지 못하 다. 단종 속에 

해 좋은 특성을 보인 UET 검사법이 Be이라는 특수 속에 용이 안되는 것

인지, 혹은 결함의 모양 때문인지 등, 그 원인을 악하기 한 연구가 재 진

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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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9 UET 검사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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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0 UET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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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1 UET 실험 결과



- 45 -

 (3) Thermography

Thermography는 결함이 있는 부 에서 열 달이 원활히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분포의 차이를 이용해 결함 유무  치, 크기 등을 검출하는 방법

으로, 기존의 라즈마  물질인 CFC의 검사에 많이 사용되던 방법이다. 그

러나, ITER FW의 경우, 열 도가 상당히 좋은 Be을 armor 물질로 사용하고 있

어, 실제 용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제 으로도 아직 실험 인 검증은 

없었고, 다만 해석 인 근만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도이다. 본 과제에서

는 이러한 thermography의 용성을 검증하기 한 기  실험을 비하고 있으

며, 실험 장치  용성 단을 한 해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2.1.3.12는 실험  해석에 사용된 mock-up 설계이다. Be/Cu 만을 합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할 정으로, 우선은 Be/Cu 계면과, Cu/SS tube 계면의 결

함을 찾는 데에 목 을 두고 있다. 결함의 크기는 2 mmD, 4 mmD, 6 mmD, 8 

mmD로 조합된 일례를 나타내며, 더 작거나 큰 조합으로도 해석이 수행되었으

며, 실제 실험에도 용될 정이다. 

해석에는 CFD 코드인 CFX-5가 사용되었으며, 구조 인 문제에 한 평가를 

해 FEM 코드의 일종인 ANSYS10이 추가 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해석 결과

는 물질 내의 도 상 식을 풀어내는 간단한 모의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

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CFX에 의한 계산 결과만을 정리하 다. 

해석에서는 아래의 목록과 같이 다양한 조건에 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실제 

실험에 용이 가능한 방법을 추후 선택할 정이다. 한, 국내에는 추가 인 

충분한 열원을 제공할 수 있는 e-beam 시설이나 fatigue test 시설이 없기 때문

에, 열원이 없이 실험을 수행할 정이며, 이러한 사정도 해석과정에서 고려되었

다. 

그림 2.1.3.13은 case II의 과도상태 해석 결과의 일부로서, 윗 그림은 결함이 

없는 경우, 아래 그림은 결함이 있는 경우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열원이 

없는 경우, 약 0.3 K의 온도차가 발생하게 되며, 실험에 사용될 외선 카메라의 

해상도가 0.1 K이므로, 실험을 통해 이러한 온도차가 식별 가능한 값인지를 검증

해보아야 한다. 한,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이미지 처리 방법을 통해 어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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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실제 가능할지를 단하여, 열원이 되는 추가 인 장치를 제작해야 할지

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림 2.1.3.14는 이러한 이미지 처리 방법의 일례로 결함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화상을 한 화면에서 비교함으로써 결함의 유무를 

보다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기법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2.1.3.15와 2.1.3.16은 

이러한 모의 결과를 실제 실험에 용해 보기 해 제작 인 실험 장치와 실험 

과정을 나타낸다. mock-up에 100 C의 물을 주입하기 해 히터가 부착된 가열 

탱크를 사용할 정이며, 실제 해석과정과 비교하기 한 다양한 측정 장비들이 

사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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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2 Thermography 시험을 한 mock-up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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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3 CFX 해석 결과 -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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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4 CFX 해석 결과 - 온도차를 이용한 결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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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5 Thermography 실험 장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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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6 Thermography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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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가능성  품질 보증용 FW Mock-up 제작  

(ITA16-10)

First Wall (FW)은 높은 성자 조사와 상 으로 높은 열부하에 견뎌야 하

기 때문에, Be 타일을 Cu 합 에 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부서지기 쉬운 

inter-metallic 계층이 결합부에 형성될 뿐 아니라, 제작 자체가 높은 기술 수

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참여국들이 ITER 장치에 조달하기 에 Be FW의 

제작법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해 

국제 과 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하부 업무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Subtask 1: ITER FW 검증을 한 시험조건과 검수 요건의 개발

Subtask 2: HIP 혹은 brazing 방법에 의한 소규모 Be/Cu-alloy 합부 모

형 제조와 시험

세부 업무 내용은 subtask1의 경우, 자격 검증을 한 시험 로그램을 비

하고, ITER FW의 검수 요건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subtask2는 아래와 같은 모

형을 제작  시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Be/Cu-alloy 합부 모형의 제조

- Be/Cu-alloy 합부 모형의 기계  시험

- Be/Cu-alloy 합부 모형의 괴 시험

- Be/Cu-alloy 합부 모형의 비 괴 시험

이러한 ITA Task의 약 체결에 따라, 재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을 비하고, KINS와의 력을 통해 QA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다. 고려 인 시

험 조건으로는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건 악, HHF 시험 등

을 비하고 있다. 특히, HHF 시험을 해, Cu/SS mock-up의 경우 

JAEA (일본) JEBIS를 이용하 고, Be/Cu mock-up에 해서는 SNL (미

국)의 EBTS를 사용하기 해 의 에 있다. 한, 비 괴 방법으로서 

음 를 이용한 균열의 진단도 추가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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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재까지 진행된 FW 제작과 련한 재료  제작법 선정, 

mock-up 설계, 시험용 sample 제작과 이에 따른 재료 구입 등을 기술하 다. 

가. blanket 시스템을 한 재료  제작법 선정

First Wall을 포함하는 blanket 시스템은 라즈마로부터 생산되는 다량의 

성자와 입자들을 제거하고, 진공용기 구조물과 도 코일의 shielding 역할을 

수행하며, 라즈마의 피동  안 성에 기여하기 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blanket 시스템은 진공용기에 부착되고, 각 module들은 수냉각을 한 두 개의 

채 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Stainless steel  가압수는 성자 유속으로부터 

필요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 module들은 독립 인 first wall, flat 

panel, shield block으로 구성된다. 특히, 운  의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해, 

first wall은 module의 보수 기간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first 

wall은 구조물인 stainless steel로 열을 분산시키기 한 Cu alloy  stainless 

steel, 그리고, 라즈마와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재 라즈마와 하는 부

분의 재료는 Be이 제안된 상태이다. 일반 인 blanket module 보다 많은 열하

을 받는 limiter와 같은 특별한 module도 제작시 특별한 심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1.4.1과 그림 2.1.4.3.2에서는 이러한 blanket 시스템의 구조와 

각 module의 세부 구조  구성을 도시하 다. 

이러한 blanket 시스템의 제작  재료 선정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변수들은 

표 2.1.4.1에 정리하 다. 이 시스템이 견뎌야 하는 열하 과 내부 냉각채 의 조

건들이 요한 변수들로 알려져 있다. 

(1) 재료의 선정

앞서 언 한 라즈마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 견디기 해 여러 나라에서 조사 

 연구된 재료들을 조사하여, 국내 조달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작업을 

수행하 다. blanket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따라 선택된 재료들은 표 2.1.4.2에 

요약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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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 : armor material

라즈마와 직  맞닿는 부분으로 first wall을 보호하기 한 합성과 부식 

수명을 고려하여 Be가 선별되었다. 이러한 Be은 열부식이 매우 고, 성자에 

의한 열화가 매우 낮다. 이외에 Be의 기본 인 특징은 아래에 정리하 다. 

- Low effect on plasma contamination

- Low radioactive power loss

- Good oxygen getting ability

- Absence of chemical sputtering (in comparison with carbon)

- Low bulk tritium inventory

- Possibility of in-site (or hot cell) repair of damaged surface using 

plasma spray

재까지 제안된 Be 에서 미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S-65 VHP 

(Vacuum Hot Pressed)가 가장 이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는 불순물 정도, grain 크기, 생산 방법, 열  기계 처리 과정 등

이 고려되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S-65 VHP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Lowest BeO metallic impurity content

- High elevated temp. ductility

- Excellent low cyclic fatigue performance

- Excellent thermal shock resistance

(나) SS316L(N)-IG : 구조물

ITER 진공용기의 주요 구조물  내부 설비, 즉 shield blanket, divertor, 

cassette body 등에 사용되는 SS316L(N)-IG는 합한 기계  특성, 부식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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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용 성, 단조성, 주조성 등의 제작성 등이 고려되어 선별되었다.  

SS316L(N)-IG는 기존의  SS316L(N)에서 Co와 Nb 함량을 각각 0.05 %와 0.01 

%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방사선학  안  제한치와 재용  요건 등에서의 약

간의 변화를  것이다. 이러한  SS316L(N)-IG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Optimum combination of main alloying elements (C, N, Ni, Cr, Mo) 

with tight specification  optimum micro-structures (d-ferrite < 1%) and 

good control of mechanical property deviation

- Good SCC of base metals and welds and adequate strength

- The higher strength is combined with good ductility.

- Less delayed reheat cracking 

- Less sensitive to irradiation embrittlement

- Comprehensive database

 

(다) SS316L(N)-IG series : blanket 시스템

SS316L(N)-IG 이외에도 blanket 시스템에 사용될 구조물로서 제안된 여러 형

태의 stainless steel이 있으며, 그 조성과 특징  사용된 설비를 아래와 같이 정

리하 다. 

316L(N)-IG1

  - Modules of primary wall

  - Co: < 0.05%

l316L(N)-IG2

  - Vacuum vessel

  - Co: <0.05%

  - Nb: <0.01%

  - B: <10 wppm (due to re-weldabi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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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6L(N)-IG3 cast + HIPped steel

  - One option for divertor cassette body

  - Co: <0.05%

316L(N)-IG4

  - Thin wall tube for primary first wall

  - Co: <0.05%

316L(N)-IG5

  - In-vessel cooling pipes

  - Co: <0.05%

  - B: <0.0010%

316L(N)-IG6 by powder HIP process

  - Same composition as IG3 

  - with the exception of higher oxygen and silicon concentration

(라) Cu alloy : heat sink material

고온의 라즈마로부터 열부하를 받는 first wall과 shield block은 이러한 열

부하를 제거하기 한 냉각이 매우 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heat sink 

material로 열 도도가 매우 우수한 Cu alloy가 제안되었다. 특히, ITER에 사용

될 Cu alloy 로서 CuCrZr와 GlidCopⓇ Al25 (CuAl25)가 제안된 상태이다. 이 두 

합 은 300 
O
C이하에서는 조사받으면 강도가 증가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강도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외의 CuCrZr-IG와 CuAl25-IG의 특성은 아래

와 같으며, 그 차이 은 표 2.1.4.3에 정리하 다. 

CuCrZr-IG

- Tighter composition and 

- Cr: 0.4-1.5%  0.6-0.9% (coarse Cr precipitates  radiat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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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 0.03-0.25%  0.07-0.15%(hardening effects)

- O: <0.002% (embrittlement resistance)

- Total impurities: <0.03%(embrittlement resistance)

- specific heat treatments

- Solution anneal: 980~1000C x 1h  water quenching

- Age : 450~480C x 2~4h at any time during component manufacturing

CuAl25-IG

- Optimized fabrication process = GlidCop
Ⓡ
 Al25-LOX-CR

- Ductility improvement (LOX: low oxygen)

- Anisotropic reduction (CR: cross rolled)

- High temp. annealing after cross rolling : 950C

- Thermal stability

- Less sensitive to heat treatment than CuCrZr-IG

- Wider flexibility in use of different jointing technologies

(마) 기타  Cu alloy

Nickel-Aluminium Bronze

- C63200 (82Cu-9Al-5Ni-4Fe)

-For nuts, bearings and rods connecting plasma-facing components to 

divertor cassette

- ASTM B150, ISO 428 CUAl10Fe5Ni5, DIN CuAl10Ni, BS CA 104

- High strength, low friction spark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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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ing for ITER : under way

- Irradiation properties : unknown

DS Copper Alloy, Glidcop� Al60

- Compression collar of bolt fastening of flexible supports

- UNS C15760

- Aluminium oxide (~1.1%) particles uniform distribution  high strength

- High thermal expansion and thermal conductivity

- Irradiation  ductility decrease, strength increase for compression collar 

working conditions

- Irradiation  creep acceleration

(바) Ti alloy

Ti alloy는 그림 2.1.4.3과 같이, blanket의 flexible support로 사용된다. 

Ti-6Al-4V (ASME SB-381)이 재 제안된 재료이며, 높은 충격 하  항성 

(U=0.5(YS)2/E)과 비틀림에 한 낮은 항성을 가진다. 조사 시에 강도가 증가

하고, 연성이 감소하며, 피로 수명의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단 강도는 2-5배 정도 감소한다. 이외에서 조사에 의한 embrittlement가 덜

한 a-Ti alloy 계열의 Ti-5Al-2.4Sn도 다른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 Ni alloy

flexible support를 통해 shield blanket module을 연결하는 bolt에는 incone 

718이 제안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계되고 있다. 

- Temp. : 150~300C

- Damage dose: ~0.4 dpa

- Design fatigue lifetime : ~30,000 full power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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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Ni alloy는 높은 강도와 연성을 가지며, 단 강도와 피로 수명 조건도 

만족하고 있다. 

(아) Ceramic : electrical insulation

기 연체로서는 aluminium oxide (alumina, Al2O3)와 aluminium 

magnesium oxide (spenel, MgAl2O4)가 제안되었다. 

(2) 제작법의 선정

제안된 재료들을 이용해 blanket 시스템을 제작하기 해서는 각 재료들의 

합이 매우 요하며, 이러한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인 것으로 악된다. 재 우

리나라는 여러 나라에서 제안된 방법들을 조사하고, 그 제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 합 방법의 개발을 통해, 다른 산업분야에의 

용 가능성도 염두에 있다. 

(가) Be/Cu 합

Be은 moderate/high temperature에서 거의 모든 속들과 반응하여, 단되기 

쉬운 intermetallic phase를 형성한다. 이는 합 신뢰성과 피로 수명에 해로운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시

되었다. 

- Use of materials as fillers or interlayers between Be and Cu (e.g. Al, 

Ge, Si, AlSi, AlBeMet)

- Use of diffusion barrier materials with less affinity for the formation 

beryllide intermetallics (e.g. Ti, Cr, Ti/Ni, Al/Ni, Ti/Cu, Al/Ti/Cu, 

Cr/Cu); HIP at 500~850C

- Direct bonding of Be to Cu at moderate temp.(~500-700C) using a 

direct Be plasma spray method

제시된 방법들을 토 로 합 기술에 한 많은 연구가 재 진행되고 있으

며,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합 방법을 선별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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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ITER first wall, HIP at 850C with a Ti interlayer, or Be plasma 

spray

- For high flux components (e.g. port limiter), fast brazing with 

Cu/In/Si/Ni alloy and HIP at 625C with AlBeMet interlayer

(나) SS/Cu 합

다음과 같은 조건의 Soild HIP 방법과 보다 간단한 explosion bonding이 재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Cu tube와 SS tube를 합하기 한 friction welding, 

diffusion welding, Ni interlayer를 이용한 TIG welding 등이 제시되고 있다. 

- At high temp. (1050C), Cu-steel and steel-steel joining

- At moderate temp. (~920C), steel-steel joining

- For CuAl25-IG, HIP: excellent resistance to high temperature heating

- For CuCrZr-IG, after HIP fast cooling (~2C/s) + aging

(다) SS/SS 합

모든 SS은 넓은 범 에서 쉽게 용 이 가능한 장 을 가진다. 이러한 용  

과정은 ASME sec. IX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

지는 HIP 과정도 제시되고 있다. 

- SS/SS joining of shield blanket modules

- Quality : depend on base metal quality and surface preparation

- Base metal : low impurity and non-metallic inclusion

- Surface preparation : polishing, etching, HIPping right after surfac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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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blanket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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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blanket module의 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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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1 blanket 시스템의 기본 설계 변수

 Surface heat load (MW/m2)

     primary wall

     port limiter

avg./max.  0.25/0.5

avg./max. ~3.0/~8.0

 Neutron wall loading (MW/m2)

     peak

     average

0.8

0.6

 Coolant (water)

     normal inlet temperature (
O
C)

     normal inlet pressure (MPa)

     baking temperature (OC)

     baking pressure (MPa)

100

3.0

2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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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2 blanket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따른 재료 구성

 First Wall

     Plasma facing material

     heat sink material

     tube and structure

Be (S-65C VHP or plasma sprayed), 10 mm

Cu alloy (DS CuAl25 IG)

SS 316L(N)-IG

 Shield block SS316L(N)-IG

 Flexible support

     cartridge

     bolt

     collar

Ti-6Al-4V with ceramic coating

Inconel-718

DS CuAl25 IG

 Key

     structure

     pad

SS316L(N)-IG

Bronze with ceramic insulation and MoS2 

coating

 Electrical connection

     bent sheet

     support block

     bolt

CuCrZr-IG

SS316L(N)-IG

Inconel-718

 Hydraulic 

  connection/manifold
SS316L(N)-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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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3 CuCrZr-IG와 CuAl25-IG의 차이

CuCrZr-IG CuAl25-IG

strongly depend on thermo-mechanical 

treatment
relatively independent of the treatment

weldable material fusion welding is not recommended

some suppliers one firm (OGM Americas, U.S.)

- At <200~250C, ductility exhaustion  

structural assessment based on the 

criteria for immediate plastic strain 

localization and fracture

- At <200~250C, creep & creep fatigue 

요

All temp. range, ductility decreases 

with irradiation  criteria for immediate 

plastic strain localization and fracture

Fracture toughness : CuCrZr >> GlidCop
Ⓡ
 Al25 at high temp.(>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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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3 blanket 시스템에 사용되는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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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료 구입  시험용 sample 제조 착수

합성 검사를 해서는 합 sample이 필요하게 된다. Be의 경우는 독성물

질로 분류되어 가공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HIP을 이용한 Cu/SS 의 합을 수행하고, 기계 인 성질을 실험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비하 다. 한, Be의 가공을 한 시설을 구비 에 있으며, 

sample을 이용한 분석 작업 이후 수행될 HHF test 등에 사용될 재료들을 구비

하 다. 

(1) 재료 구입

Cu/SS 합 sample 제조를 해, SS316L과 DS-Cu, CuCrZr을 구매하 다. 

각 물질에 한 조성은 표 2.1.4.4에 정리하 다. 이들은 ITER에서 제안된 물질

과 조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나, 기계  혹은 합성 특성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ITER에서 제시된 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

이다. 

(2) 시험용 sample 제조 착수

시험용 sample은 기계  특성의 분석 작업을 해 제조될 정이며, 규격은 

그림 2.1.4.4에 도시하 다. 시험용 sample은 SS316L과 DSCu 혹은 CuCrZr이 각

각 50 mm의 두께를 가지며, 비와 폭이 각각 80 mm가 되도록 제작할 정이

다. 제작 방법으로는 HIP을 이용할 것이며, 그 과정은 그림 2.1.4..5에 도시하

다. HIP을 해서는 sample을 canning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재료들은 

cleaning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재료는 TIG welding에 의해 canning이 되고, 이

후 500 
O
C의 온도, 10

-4
 torr이하의 압력 조건에서 degas과정을 거치게 된다. 

DSCu/SS의 경우 1050 
O
C, 100/150 MPa에서 두 시간 정도 HIP을 하게 된다. 

CuCrZr/SS의 경우 1050 OC, 150 MPa에서 두 시간 정도 HIP을 하고, 980 OC에

서 30분 가량 quenching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우수한 재료 합을 나타내는 경우를 조사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 게 제작된 sample은 다음과 같은 기계  시험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그 

과정  결과는 다음 에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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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tructure observation 

    - Optical Microstructure

    - SEM/EPMA

Mechanical test 

    - Tensile Test

    - Shear Test

    - Charpy impact

    - Hardness

    - Fatigue

    - Fracture toughness

(3) Be 취  시설 구축

Be-Cu 합 후 합면 검사  분석 비를 해서는 표 2.1.4.5와 같은 여러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공정 소요시간은 60x150mm 크기 단면의 canning

된 시편을 기 으로 한 것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Be은 독성 물질로서 까

다로운 취 을 요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Be 가공시 주변의 오염을 제어하는 방

법에 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 단, 연마, 폴리싱은 모두 습식으로 수행. 가공 시에는 Be 건조 분진이 

확산되지 않으나 가공 칩을 함유한 삭유의 비산과 이후의 건조 시 Be 분

말의 작업장 내외 확산을 막기 하여 후드 내 작업이 바람직함

- 후드 내부에서 가공장비는 용으로 사용됨

- 가공 /후 세척이 수행되고 삭유  세척제의 필터링  순환 장치가 

필요

- 필터는 HEPA 필터 이상의 것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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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교체 등의 작업은 오염이 없도록 수행하고 정기 으로 후드  필터 

주변 세척 필요

- 시편의 후드 입출 시 후드 내 음압(negative pressure) 용

Be 가공을 한 가공 작업   오염제어 설치도는 그림 2.1.4.6과 같이 비 

에 있으며, 이러한 가공 시설을 그림 2.1.4.7과 같이 구축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실제 구축된 시설에 해서는 다음 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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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4 시험용 sample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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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시험용 sample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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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5 Be-Cu 의 가공 공정

공정  작업 방법 소요시간

1. 단 Diamond wheel cutter or wire cutter 8HR

2. 단면 연마 습식 평면 연마, 500~1000um 2 HR

3. 단면 폴리싱 폴리싱, 5um 48HR

4. 시제 세척 알코올  약산 세척제, 수시 1HR

5. 보존 표면의 산화방지 한 헥산내 수용 0.5HR

6. 미경 사진 채취 학 미경 & CCD 카메라 1HR

7. 계면 성분 분석 SEM or 성분분석기 4HR

8. 슬로
필요 시 Diamond wheel cutter로 Be층을 정 

크기로 개
AR



- 74 -

그림 2.1.4.6 가공 작업대 및 오염제어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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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구축 인 Be 가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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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ck-up 설계

sample 시험 이후, 실제 제작에 반 될 mock-up이 제작되어 HHF test나 

NDT test 등에 이용될 정이다. 이러한 test 계획은 그림 2.1.4.8에 도시하 다. 

sample에 한 시험이 종료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  

조달품의 품질 보증을 해 선행되어야 하는 test 들이 일본의 JEBIS나 미국의 

EBTS와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 HHF 등을 수행하도록 계 기 과 의하 으

며, 그 결과 Cu/SS mock-up은 일본의 JEBIS를 이용하여 HHF 시험을 수행하

고, Be/Cu mock-up에 해서는 계속해서 의 에 있다. 이러한 계획 인  

test 들의 내용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2.1.4.9와 2.1.4.10은 일본 JEBIS 장치에서 HHF test를 해 사용될 

mock-up의 설계 도면과 test 이 에 FEM 해석툴을 이용해 test를 모의하기 

한 모델링을 나타낸다. 이러한 test를 해서는 실제 냉각수로 물이나 He을 사용

해야 하기 때문에, 냉각 채 도 함께 모의되었다. 

그림 2.1.4.11과 2.1.4.12는 미국 EBTS 혹은 다른 Be HHF test 장치에서 

HHF test를 해 사용될 mock-up의 설계 도면과 test 이 에 FEM 해석툴을 

이용해 test를 모의하기 한 모델링을 나타낸다.  

Heat Removal Test

- Measurement of maximum temperatures of the Be and Cu-alloy as a 

function of heat load to evaluate the heat removal performances of 

mockups

- Heat flux range & beam pulse length : TBD 

- Estimation of temperatures by using ANSYS or ABAQUS 

Thermal Cycle Test

- To evaluate the durability of joint and to estimate the fatigue lifetime

- Condition : 2 MW/m2 and 1,000 cycles OR 1 MW/m2 30,00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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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Shock Test

- To simulate ITER relevant transient heat loads 

- Deposited energy density and pulse length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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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 Mock-up R&D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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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 Cu/SS test용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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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0 Cu/SS test용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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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1 Be/Cu test용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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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2 Be/Cu/SS test용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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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W small mock-up 제작  합성 시험 

가. 개요 

ITER blanket first wall (FW)은 Be, Cu heat sink, stainless steel (SS)이 

합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Blanket의 제조는 여러 가지 요소기술을 요

구하고 있으나 그  세 종류 서로 다른 재료의 합기술이 blanket 제조의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FW의 합방법으로는 Hot Isostatic Pressing (HIP) 과 

Brazing이 유력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그  HIP 방법이 더욱 우수한 

합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IP을 이용한 

Cu/SS  Be/Cu 합의 최 조건을 조사하기 한 일련의 연구가 체계 으로 

수행되었다.  

Cu/SS 합의 최 조건을 조사하기 하여 SS316과 두 종류의 ITER grade 

Cu 합 (DSCu  CuCrZr)을 이용하여 온도와 압력 조건을 달리하여 HIP joint 

block을 제조하 다. 이와 같이 제조된 HIP joint block으로부터 합시편을 채취

하여 미세조직 찰  기계  특성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최 의 Cu/SS 합조

건을 설정하 다. Be/Cu 합에는 ITER grade Be (S-65C)과 CuCrZr이 사용되

었고 합과정의 취약한 간상의 형성을 방지하여 합성능을 향상하기 한 

목 으로 Be 는 Cu 합 의 합면에 interlayer를 형성하 다. 이와 같이 제조

된 HIP joint block으로부터 합시편을 제조하여 미세조직과 합강도를 평가하

여 최 의 Be/Cu 합조건을 설정하 다. 

한, Cu/SS 합조건 설정을 바탕으로 High Heat Flux (HHF) 시험을 한 

small mockup을 제조하 다. HHF 시험용 mockup은 sample test를 한 joint 

block보다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HF 시험용 mockup 제작과정은 

실제 FW의 제조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수 있는 요한 단계이다. 한편, Be의 취 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으

로 인해 법 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특별히 인허가를 받은 시설에만 허용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Be을 이용한 합기술의 개

발이 불가능하므로 KAERI는 여러 가지 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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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Be 취  시설을 국내 최 로 구축하여 련 정부기 으로부터 인허가

를 획득하 다. 

나. Cu/SS 합기술 개발

(1) Cu/SS HIP joint 제조기술 개발

SS 316과 두 종류의 Cu 합 이 Cu/SS 합을 하여 사용되었다. 표 2.1.5.1

에서 2.1.5.3까지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들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SS는 

ITER에서 권고하는 ITER grade SS316-L(N) 신에 상용 SS316L이 사용되었

다. 시험에 사용된 SS316은 ITER grade와 비교하여 Ta, B 등의 미량원소의 첨

가량이 제어되지 않았으나 이는 합특성에는 큰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단

되었다. Cu 합 으로는 DSCu와 CuCrZr 합 이 사용되어 Cu 합 에 따른 합

특성의 차이가 조사되었다. Cu 합 은 모두 ITER grade의 합 을 사용하 다. 

DSCu는 Al2O3 입자를 분산시켜 강화한 합 이며 CuCrZr은 석출강화 Cu합 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합 의 종류  HIP 조건에 따른 Cu/SS 합특성을 평가를 

하여 Cu/SS HIP joint를 제조하 다. 표 2.1.5.4는 합특성 평가를 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Cu/SS HIP joint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Cu/SS HIP joint의 

제작에는 두 종류의 Cu 합 이 사용되었고, Cu/SS 합이외에도 Cu/Cu  

SS/SS HIP joint도 제작하여 Cu/SS HIP joint와 합특성을 비교평가 하 다.

그림 2.1.5.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u/SS HIP 합의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이다. Cu 합 과 SS를 50x50x80mm의 크기로 자른 후 합면은 연마지 1200번

까지 연마하고 아세톤에서 음 세척 하 다. HIP 과정은 사 에 canning 과정

이 수행되어야 한다. Canning 과정은 그림 2.1.5.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두 종류의 

블럭을 서로 쌓은 후 2mm 두께의 SS304 으로 둘러싸고 모서리를 TIG 

welding 방법으로 용 하 으며 한쪽 면에서 나 에 진공상태를 만들기 해 사

용될 이 를 용 하 다. Canning 된 부품은 그림 2.1.5.3에 나타낸 것과 같이 

degas용 열처리로에 장입하고 canning 내부에 10-4 torr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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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에서 3시간 동안 degasing 과정을 수행하 다. Degas 과정이 끝난 후 He 

leak test를 수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진공을 해 만든 이 도 용 하

여 잘라내었다. 이와 같이 비된 재료를 HIP 장치로 옮겨 정해진 조건에서 HIP

을 수행하 다. 사용된 Cu 합 에 계없이 HIP온도는 1050℃이었으나 압력은 

100MPa  150MPa로 변화시켰다. 그림 2.1.5.4는 본 연구에 사용된 Cu/SS HIP 

합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목표하는 HIP 조건에 도달하기 앞서 처리 과

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재료에 온도분포가 균일하도록 만들고 압력을 제어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Cu 합 으로 CuCrZr을 사용한 경우 HIP 후 후속열처

리를 수행하 다. 이는 분산강화합 인 CuCrZr은 HIP 과정에서 합 의 강도가 

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복원하기 하여 980℃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 후 

수냉한 다음 565℃에서 2시간 동안 aging 처리하 다. HIP이 완료된 후 그림 

2.1.5.5에 나타낸 것과 같이 방 가공기를 이용하여 Canning에 이용된 SS304재료

를 분리해 내고 기계  특성  미세조직 찰을 하여 시편을 제조하 다.

본 연구에서는 Cu/SS HIP 합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미세조직 찰  기

계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합특성 평가에 사용된 시편  시험 항목은 표 

2.1.5.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Cu합 을 사용한 Cu/SS 합시

편 뿐만 아니라 Cu/Cu, SS/SS 합시편  HIP 과정을 거친 base metal  

as-received 상태의 재료들에 한 특성평가도 함께 수행되었다. 미세조직 평가

는 학 미경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HIP 합계면의 미세조직을 찰

하고 EPMA를 이용하여 합계면의 원소분포를 조사하고 경도를 측정하여 HIP 

합특성을 조사하 다. 기계  특성 평가로는 인장시험, 샤피충격시험, 괴인성

시험, 단시험 등이 합시편, base metal  as-received metal 등에 하여 수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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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 Cu/SS mockup fabr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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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 Canning procedure for Cu/SS HIP join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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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 HIP procedure for Cu/SS HIP jon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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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 HIP conditions for Cu/SS HIP join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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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Decanning procedure after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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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5  Cu/SS joint sample test plan

Specimen (No. of joint block)
Tensile

Charpy 

impact

Frac. 

tough.
Shear Hardness

OM
SEM/ 

EPMA
RT 300℃ RT RT RT RT

Joint of 

different 

metals

CuCrZr/SS (1) O O O O O O O

CuCrZr/SS (2) O O O O O O O O

DSCu/SS (3) O O O O O O O

DSCu/SS (4) O O O O O O O

Joint of 

same 

metals

CuCrZr/CuCrZr (5) O O O O O O

DSCu/DSCu (6) O O O O O O

SS/SS (7) O O O O O O

SS/SS (8) O O O O O O

Base 

metals 

from 

HIPped 

joint

CuCrZr (1,2) O O O O O O O

DSCu (3,4) O O O   O O O

SS (1,2,3,4) O O O O   O O O

As-receive

d metal

CuCrZr O O O

DSCu O O O

SS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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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SS HIP 합시편 미세조직 찰

Cu와 SS HIP 합시편의 미세조직 찰은 2종의 Cu 합  (CuCrZr, DSCu)

과 2 종의 HIP 압력조건 (100, 150MPa)으로 합된 시편에 해 수행하 으며 

미세조직 찰을 한 시험 방법으로는 학 미경과 SEM을 이용하 다. 학

찰은 합면의 결함유무를 악하기 해 용하 고, SEM 찰은 합면의 

결함유무와 EDS를 이용하여 합 조성의 분포를 분석하기 해 용되었다.

그림 2.1.5.6은 CuCrZr 합   DSCu 합 을 SS에 HIP 합 후 합면의 미

세조직을 학으로 찰한 것이다. HIP 합조건은 1050℃의 온도와 100 MPa와 

150MPa의 인가압력을 용하 다. 학 찰용 시편은 찰 상인 합면이 앙

에 치하도록 하여 2 x 2 x 2 ㎝의 크기로 단 하 다. 단된 시편은 찰면

에 하여 SiC 연마지로 단계 으로 연마 후, 0.5 ㎛의 Al2O3를 이용하여 경면이 

되도록 polishing하고 에칭하여 비하 다. CuCrZr  DSCu 2종의 Cu합 과 

SS를 각각 100MPa  150MPa의 압력조건에서 HIP한 합면은 합   압력조

건에 계없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났고 결함으로 추정되는 크랙이나 기공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Cu 합 과 압력조건이 다른 4종의 합면은 모두 미세조

직상으로는 양호하게 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7은 HIP 합을 수행한 Cu 합 과 SS의 합면에 하여 고배율

의 SEM으로 찰한 결과이다. SEM 찰용 합시편은 학 찰 시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하여 JEOL 6300 모델의 EDS가 장착된 SEM으로 합면에 해

서 분석하 다. SEM 찰결과 합면에는 결함으로 단되는 크랙 는 기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u와 SS 이종 합 의 HIP 합이 매우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고배율의 SEM 찰결과 HIP 합면의 미세조직은 Cu 

합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CuCrZr 합 과 SS의 합면에서는 100MPa  

150MPa의 두 가지 합조건에서 모두 약 10 ㎛의 두께의 층이 합면과 평행하

게 형성된 것이 찰되었으나, DSCu 합 과 SS의 합면에서는 합부와 평행

한 형태의 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림 2.1.5.8은 합면에 층이 찰된 CuCrZr 합 과 SS의 합계면을 고배율

의 SEM으로 찰하고 합 조성의 분포를 악하고자 EDS를 이용하여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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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을 수행한 결과이다. CuCrZr 합 과 SS의 합면에서는 100  150 MPa의 

두 종의 HIP 조건에서 약 10 ㎛ 두께의 층이 형성되었으며 SEM EDS를 이용하

여 line scan 한 결과 Cr의 함량이 증가되는 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층이 형

성된 원인에 해서는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1.5.9는 CuCrZr 합 과 SS를 1050℃, 150MPa 조건으로 HIP을 수행하

을 때 형성된 합계면의 특성에 하여 SEM E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

다. 합계면을 심으로 EDS line profile을 분석하면 좌측은 SS이고 우측은 

CuCrZr 합  역으로 명확하게 분류된다. 합면 좌측의 SS 부분에 Cr 원소의 

합량이 증가되는 상으로 인하여 약 10㎛ 두께의 층이 합면과 평행하게 형성

된 것으로 단되며, 합계면에서는 1 ㎛의 좁은 범  내에서 Zr의 농도가 증가

되는 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그림 2.1.5.10은 1050℃, 100MPa의 HIP 조건으로 합한 DSCu 합 과 SS의 

합계면의 특성을 SEM EDS를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SEM 찰결과 미

세조직 상으로는 평평한 합계면이 형성되었고 합계면에는 다른 상으로 악

되는 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DSCu 합  역 내에서 미세한 석출상이 

형성된 것이 찰되었다. DSCu 합 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합 이므로 합

 내에 석출상이 찰된 것은 HIP에 의해 나타난 상으로 생각된다. DSCu 내

에 형성된 석출상에 하여 line profile 분석을 수행한 결과 Cr과 Fe 조성이 측

정되었으며, 이러한 EDS 분석 결과는 SS 내에 함유된 합 원소인 Cr과 Fe가 

HIP 동안에 DSCu 부분으로 확산되어 석출물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DSCu 기지 내에서 석출상이 형성된 역은 합계면으로부터 약 50 ㎛ 이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11은 1050℃, 150MPa의 HIP 조건으로 합공정을 수행한 DSCu 합

과 SS의 합계면에 한 SEM 미세조직과 EDS mapping 결과이다. 합면에

는 CuCrZr 합 과 SS의 합 후에 나타나는 형태의 층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체 인 미세조직 특성은 DSCu와 SS를 100MPa로 합하 을 경우와 매우 유사

하 다. HIP 합 후에 DSCu 부분에서 미세한 석출상이 찰되었으며 석출상이 

형성된 역은 합계면으로부터 약 50㎛ 범 로 나타났다. EDS mapping 결과 

형성된 석출상의 조성은 Fe와 Cr로 분석되었고 석출상의 density는 계면에서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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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수록 감소하 다. 이러한 석출상은 HIP에 의해 SS 함 원소가 DSCu 부분

으로 확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항목에서는 Cu와 SS에 합에 한 4 조건 (Cu 합  2종, HIP 압력

조건 2종)에 한 HIP 합면의 미세조직을 학 미경과 SEM을 이용하여 

찰하 다. 미세조직 찰결과 합계면에서는 미소 크랙 는 pore 같은 결함이 

생성되지 않은 양호한 합면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종 합 의 

HIP 합계면에서의 합강도 평가는 미세조직 찰결과 만으로 악하기는 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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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6 OM microstructure of Cu/SS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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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 SEM microstructure of Cu/SS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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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 Element distribution in the CuCrZr/SS joint interface after HIP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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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 EPMA line profile of alloying element at the CuCrZr/SS joining 

interface after HIP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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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0 Distribution of alloying element at the DSCu/SS joining interface 

after HIP (1050℃,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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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1 EPMA analysis of alloying element at the DSCu/SS joining 

interface after HIP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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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SS HIP 합시편 기계  특성 평가

(가) 시험방법

합시편의 기계  성질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시험, 단시험  괴 인성

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은 응력이 합부와 수직방향으로 걸린 Mode I 상

태에서의 합 건 성을 평가하기 해서 수행하 고 단시험은 응력이 합부

와 평행한 Mode II 상태에서 합부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다. 괴

인성시험은 기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Mode I 하 을 주었을 때, 균열의 진

양상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다. 

인장시험

HIP 합한 Cu/SS 합 시편의 Mode I에서의 기계  성질을 평가하기 하

여 합시편을 인장시편 가공한 후,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편은 지름 

3mm, 표 거리 (gage length) 30mm의 원형 시편으로 가공하 다. 그림 2.1.5.12

에 인장시편의 개략도를 실었다. 인장시험은 구리, 스테인리스, 합시편 각각에 

하여 수행하 으며, 상온  300℃ 공기 분 기에서 각각 수행하 다. 하 속

도는 분당 5mm의 속도로 시험하 으며 기타 조건은 ASTM E8의 차를 용

하 다. 상온 시험의 경우, 시편표면에 신율계 (extensometer)를 부착하여 탄성

역에서의 정확한 연신율을 구하려 했다. 고온 시험의 경우 시편주변에 3 지역 

항로 (3 zone resistance furnace)를 부착하여 시편 주변의 공기를 데워서 목표 

온도에 도달하여 시험하 으며 K형 열  (thermocouple)를 시편 가까이에 부

착하여 시편의 온도를 계측하고 제어하 다. 고온 인장시험시 연신율은 크로스헤

드(crosshead)의 변 로 측정하 다. 시험에 한 그림을 그림 2.1.5.13에 실었다.

단시험

HIP 합한 Cu/SS 합 시편의 Mode II에서의 기계  성질을 측정하기 하

여 합시편에 하여 단시편을 가공한 후, 단시험을 수행하 다. 단시편

은 길이 60mm, 폭 10mm의 시편을 가공하 으며 기타 제원은 ASTM D3846-94

의 조건을 용하 다. 하 이 가해지는 지역의 면 은 10mm x 10mm로 하 으

며 하 속도는 1.3mm/min으로 시험하 다. 단시험에 한 그림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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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4  그림 2.1.5.15에 실었다.

괴인성 시험

HIP 합한 Cu/SS 합시편이 비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균열진  거동을 

알아보기 하여 괴인성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형상  시험방법은 

ASTM E1820을 용하 으며 비균열은 유압구동 방식인 동  재료시험기기를 

이용하여 피로균열을 만들었다. 비균열은 decreasing △K 방식으로 균열길이에 

따라 하 을 감소시켜 최종 응력집 계수가 20~27MPam0.5를 넘지 않게 조 하

다. 시험 시편은 스테인리스강  CuCrZr 모재 시편과 스테인리스강과 CuCrZr

을 150MPa에서 HIP 합한 시편을 사용하 으며 하 속도는 0.3mm/min이었다. 

시험  균열길이는 차법 (DCPD)을 이용하여 측정하 고 Modified 

Johnson's equation을 이용하여 차를 균열길이로 환산하여 실시간 측정하

으며 시험이 끝난 후 시편의 최종 균열길이를 측정하여 이를 보정하여 J-R 곡선

을 도출하 다. 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다. 괴인성과 련된 그림은 그림 

2.1.5.16과 그림 2.1.5.17에 각각 실었다.

(나) 기계  특성

인장특성 (Cu/SS)

그림 2.1.5.18  그림 2.1.5.19는 CuCrZr/SS 합시편에 한 응력-변형률 곡

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1.5.18은 1050℃, 10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응력-변형률 곡선이며 그림 2.1.5.19는 1050℃, 15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 형 인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의 변형이 소성변형에 치우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Slip계가 비교

 많은 체심입방 재료(FCC)의 변형거동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2.1.5.20과 그림 

2.1.5.21은 Cu/SS 합시편에 한 항복응력(Yield Stress)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이다. 항복응력은 각각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탄성 역의 기울기와 0.2% 소성

변형이 만나는 (0.2% offset method)으로 정하 다. 그림 2.1.5.22는 1050℃, 

10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항복응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1.5.23은 

1050℃, 15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항복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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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 HIP 압력이 미치는 향은 비교  었다. 스테인리스강과 DSCu의 상온 

항복응력이 비교  높은 반면, 고온에서 항복응력이 상당부분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CuCrZr의 경우, DSCu보다 상온 항복응력이 낮았으나 고온에서 항

복응력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시편의 항복강도는 

체로 구리의 항복강도와 유사하 는데 이는 구리가 스테인리스강 보다 낮은 응

력에서 소성변형을 일으켜서 0.2%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이 주로 구리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구리의 항복강도분이 체 항복응력에 많이 반 되는 것으로 보

인다. 고온에서 합재의 항복강도는 모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

다. 

그림 2.1.5.24와 그림 2.1.5.25는 Cu/SS 합시편에 한 최  인장응력 

(Ultimate Tensile Stress, 이하 UTS)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24는 1050℃, 

10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UTS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1.5.25는 105

0℃, 150MPa에서 합한 시편에 한 UTS를 보여주고 있다. UTS의 거동도 앞

의 항복응력과 차이가 없는 거동을 보여주고 있고 상온 기 으로 SS, 구리, 합

재는 각각 600, 400, 300MPa 정도의 UTS를 보여주며 이는 일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서 HIP 압력이 미치는 향은 비교  

었다. 스테인리스강과 DSCu의 상온 UTS가 비교  높은 반면, 고온의 응력은 

상당부분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CuCrZr의 경우, DSCu보다 상온 UTS가 

낮았으나 고온에서 항복응력의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

시편의 UTS는 체로 구리와 유사하 는데 이는 구리가 스테인리스강 보다 낮

은 응력에서 항복  소성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리의 UTS 기여분이 많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고온에서 합재의 최  인장응력은 모재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거동을 보 다. 

  그림 2.1.5.26과 그림 2.1.5.27은 Cu/SS 합시편에 한 연신율(elongation)

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연신율은 시편이 단된 후의 늘어난 길이를 기 

길이로 차감하여 이를 다시 기길이로 나  결과를 백분율로 표 한 결과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HIP 압력이 미치는 향은 비교  었다. 상온의 경우, 스테인

리스강과 구리, 합재의 연신율은 각각 60, 20, 10% 정도로 이는 일본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테인리스강보다 구리의 연신율이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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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는데 이는 구리의 낮은 기계  성질 (주로 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경우 상온의 연신율보다 고온의 연신율이 낮았는데 이는 인장변형  형

성된 가동 가 고온에서 활성화된 재료 내 용질원자의 확산에 의하여 고착되

어 강도가 높아지고 연신율이 떨어지게 되는 동  변형시효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합재의 경우, 구리 모재의 연신율과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28과 그림 2.1.5.29는 인장시험이 끝난 시편을 촬 한 사이다. 

모든 시편은 형 인 연성 괴 (cup and cone fracture)를 보이고 있었으며 

괴지  모두 시편의 표 거리 안에서 발생하 다. CuCrZr  DSCu 와 스테인리

스강 합시편 모두 HIP 압력에 의한 차이 을 찰하지 못했다. CuCrZr 합시

편의 경우, 변형부  주변에 범 한 국부 slip이 찰되었다. 합시편의 경우, 

단 부 가 합부 가 아닌 표 거리 내 구리부분의 가운데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합부 의 건 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DSCu의 경우, CuCrZr과 다르

게 변형부 에 국부 slip이 찰되지 않았으며 단부 가 합부 와 매우 가까

운 곳에서 일어났다. 이는 DSCu 합부의 강도가 CuCrZr보다 낮으며 이것이 

DSCu 합시편의 UTS  연신율을 낮춘 요인으로 생각된다.

동종재료를 HIP 합하 을 때, 기계  성질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

여 스테인리스강  CuCrZr, DSCu 끼리 각각 HIP 합한 시편을 이용하여 인

장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의 방법은 앞 에서 설명한 Cu/SS 합시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다. 그림 2.1.5.30와 그림 2.1.5.31은 스테인리스강을 동

종 합한 시편에 한 응력-변형률 곡선의 결과이다. 그림 2.1.5.30은 CuCrZr 

HIP 조건 (1050℃ HIP후 980℃에서 30분 열처리 후 랭)에서 스테인리스강을 

합한 결과이며, 그림 2.1.5.31은 DSCu HIP 조건 (1050℃ HIP 후 별도의 열처

리를 수행하지 않음)에서 스테인리스강을 합한 결과이다. CuCrZr 조건에서 

HIP 합한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소성 역까지 단일 모재와 비슷한 거동을 보

이다가 어느 지 에서 단하여 응력값의 격한 하락이 찰되었다. DSCu 조

건에서 HIP 합한 스테인리스강도 CuCrZr 조건과 비슷한 거동을 보 으나 인

장곡선의 경향이 CuCrZr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CuCrZr 합의 경

우, HIP 합 후 랭 열처리가 포함됨으로써 재료 결정립의 크기가 미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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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가동 의 집   내부응력을 증가시켜서 결국 재료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5.32와 그림 2.1.5.33은 CuCrZr  DSCu를 동종 합한 

시편에 한 인장시험 결과이다. 그림 2.1.5.32는 CuCrZr끼리 동종 합한 시편에 

한 인장시험 결과이고 그림 2.1.5.33은 DSCu를 동종 합한 시편에 한 인장

시험 결과이다. CuCrZr 동종 합한 시편은 모재와 비슷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인 반면, DSCu 동종 합한 시편은 시험온도에 계없이 모재보다 낮은 응력

에서 조기 단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2.1.5.34  그림 2.1.5.35는 모재  동종 합 시편에 한 항복응력  

UTS 결과를 정리한 그림이다. 항복응력의 경우, CuCrZr 조건에서 HIP 합한 

스테인리스강은 모재와 비슷한 거동을 보 으며 DSCu는 조건에서 HIP 합한 

스테인리스강은 모재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 다. CuCrZr을 동종 합한 재료의 

경우, 합재와 모재간에 기계  성질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DSCu를 동종

합한 재료의 경우 합재의 강도가 모재보다 낮게 찰되었다. 시험온도가 300℃

로 증가한 경우, 강도는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여 각 조건 간 rank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UTS의 경우, 스테인리스강끼리 동종 합한 시편이 스테인리스강 모재보

다 낮은 값이 찰되었으며 이는 합재가 모재의 UTS에 이르기 에 조기 

단하여 그 강도가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항복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uCrZr

을 동종 합한 재료는 모재와 차이 없는 기계  성질을 보이는 반면, DSCu를 

동종 합한 재료의 기계  성질은 모재의 30~40% 정도의 낮은 값을 보이고 있

다. 항복응력과 마찬가지로 시험온도가 300℃로 증가하 을 때 강도는 동일한 비

율로 감소하 다. 

그림 2.1.5.36은 스테인리스강  CuCrZr, DSCu의 모재  동종 합 시편에 

한 연신율의 결과이다. 스테인리스강 합시편이 모재보다 낮은 연신율을 보이

고 있는데 이는 합시편의 합부가 소성변형 에 그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격히 단하 기 때문이다. CuCrZr 동종 합 시편은 모재와 차이 없는 연성을 

보인 반면, DSCu 동종 합시편은 모재의 20∼30%에 불과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5.37은 동종 합 시편의 인장시험 후의 사이다. 스테인리스강을 동

종 합한 시편은 시험온도에 계없이 별도의 소성 변형 없이 양단 단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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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CuCrZr을 동종 합한 재료는 단이 시편의 가운데인 합부가 

아닌 지역에서 연성 단(cup and cone fracture)을 보이며 이는 CuCrZr 동종

합의 경우, 모재에 필 할 우수한 기계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 DSCu 동종 합 시편의 경우. 스테인리스강과 마찬가지로 합부로 추

정되는 정 가운데에서 양단 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낮은 강도 

 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특성 (Cu/SS)

그림 2.1.5.38은 Cu/SS 합시편의 Mode II 단시험시 하 -변  곡선을 나

타낸다. 시편은 별다른 단 없이 소성변형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HIP 압력  

합재료에 계없이 일정한 소성변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2.1.5.39는 Cu/SS 

합시편의 단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단응력은 시편에 가해진 단강도를 

합면  (10mm x 10mm)로 나  값이며 모든 시편이 괴에 이르지 않았기 때

문에 비교를 하여 3mm 압축하 을 때의 응력을 비교하여 도시하 다. 그림 

2.1.5.38과 마찬가지로 시편 종류  HIP 압력에 따른 단응력의 향은 찰되

지 않았다. 그림 2.1.5.40은 단시험 후 Cu/SS 시편에 한 사를 보여 다. 모

든 시편이 합부의 분리 없이 굽 지는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에 미소균열

과 같은 징후는 찰되지 않았다. 합부 주 로 시편이 굽 져서 기 가공한 

slit 폭인 5mm에 양 끝이 서로 닿을 때까지 시편이 별다른 단징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괴인성특성 (Cu/SS)

그림 2.1.5.41은 스테인리스 강  CuCrZr 모재, Cu/SS 합시편에 한 J-R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스테인리스강  CuCrZr 모재는 일정한 소성변형을 보이

면서 균열이 일정하게 진행하는 반면, CuCrZr/SS 합시편은 균열진 이 격한 

일종의 취성 괴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42는 스테인리스 강  

CuCrZr 모재, Cu/SS 합시편에 한 JIC 값을 보여주고 있다. JIC는 균열이 있

는 시편에 용하는 고유 물성값으로 시편 내부의 균열에 인가되는 응력집  계

수가 JIC 이상 걸릴 때, 시편은 소성 균열 를 시작하게 된다. 스테인리스강  

CuCrZr 모재, Cu/SS 합재의 JIC값은 각각 2000, 1200, 250KJ/m
2
으로서 그림 

2.1.5.41의 J-R 곡선 거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다. 그림 2.1.5.43은 괴인성 



- 111 -

시험 후의 각 시편의 면을 보여주는 사이다. 스테인리스강, CuCrZr 모재  

합시편의 비 균열은 비교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모재의 경

우 시편의 가장자리에 소성변형에 의한 shear lip이 찰 된 반면, 합시편은 별

도의 소성변형 없이 균열이 탄성 역에서 격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 의 

단시험 결과와 같이 유추해 보면, Cu/SS 합시편은 균열이 없을 때는 Mode 

II 방향으로 우수한 합 강도를 보이는 반면,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괴 강도가 히 떨어져서 격한 균열 를 보일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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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2 Illustration of tensil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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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3 Illustration of tensil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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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4 Illustration of shea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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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5 Illustration of shear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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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6 Illustration of fracture toughnes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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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7 Schematic illustration of fracture toughness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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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8 Stress-strain curve of Cu/SS joint specimen 

(CuCrZr/SS, HIPped at 1050℃,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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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9 Stress-strain curve of Cu/SS joint specimen

(CuCrZr/SS, HIPped at 1050℃, 150MPa)



- 120 -

0 10 20 30 40 50 60 70
0

100

200

300

400

500

600

 

 

S
tre

ss
 (M

P
a)

Strain (%)

             RT     300oC
316SS    
DSCu     
Joint       

HIPed at 1050oC, 100MPa

그림 2.1.5.20 Stress-strain curve of Cu/SS joint specimen 

(DSCu/SS, HIPped at 1050℃, 100MPa)



- 121 -

0 10 20 30 40 50 60 70
0

100

200

300

400

500

600

 

 

S
tre

ss
 (M

P
a)

Strain (%)

            RT      300oC
316SS     
DSCu      
Joint       

HIPed at 1050oC, 150MPa

그림 2.1.5.21 Stress-strain curve of Cu/SS joint specimen

(DSCu/SS, HIPped at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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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2 Yield stress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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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3 Yield stress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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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4 Ultimate tensile stress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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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5 Ultimate tensile stress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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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6 Elongation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00MPa)



- 127 -

0

10

20

30

40

50

60 HIPed at 1050oC, 150MPa

 

 

El
on

ga
tio

n 
(%

)

 RT
 300oC

316SS CuCrZr DSCu CuCrZr DSCu
(base) (base) (joint)

그림 2.1.5.27 Elongation of Cu/SS joint specimen (HIPped at 1050℃, 15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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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8 Fracture appearance of Cu/SS joint specimen (CuCrZ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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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9 Fracture appearance of Cu/SS joint specimen (DSC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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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0 Stress-strain curve of SS/SS joint specimen 

(HIPped as CuCrZ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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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1 Stress-strain curve of SS/SS joint specimen 

(HIPped as DSCu procedure)



- 132 -

0 5 10 15 20 25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S
tre

ss
 (M

P
a)

Strain (%)

           base   joint
  RT      
300oC   

(CuCrZr/CuCrZr)

그림 2.1.5.32 Stress-strain curve of CuCrZr/CuCrZr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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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3 Stress-strain curve of DSCu/DSCu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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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4 Yield stress of specimen jointed with sam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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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5 Ultimate tensile stress of specimen jointed with sam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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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6 Elongation of specimen jointed with sam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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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7 Fracture appearance of specimen jointed with sam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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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8 Load-deflection curve of Cu/SS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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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39 Shear stress of Cu/SS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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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0 Bending appearance of Cu/SS specimen after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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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1 J-R curve of Cu/SS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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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2 JIC value of Cu/SS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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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3 Fracture appearance of Cu/SS specimen after fractu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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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Cu 합기술 개발

(1) Interlayer coating 기술 개발 

Cu/SS 합에는 interlayer 없이 HIP(hot isostatic press)을 하거나, 

PVD(phys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interlayer를 증착한 후 HIP을 한다. 그러

나 Cu/SS 합 이후에 이루어지는 Be/Cu 합에는 PVD로 증착한 interlayer를 

사용하는 HIP 합이나, filler 를 사용하는 이징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PVD 방법에 의한 interlayer coating 기술을 분석하 고, PVD 장비를 

구축한 후 Be 시편 표면에 Cr, Cu, Ti, Al등의 원소를 coating하 다.

(가) PVD coating 기술  분석

일반 으로 표면에 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와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가 있는데, 그 차이는 증착시키

려는 물질이 기 으로 기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

는가 하는 것이다. 증착시키려는 물질이 기 에 증착될 때 기체상태가 고체 상태

로 바 는 과정이 물리 인 변화이면 PVD, 원료물질들이 기 의 표면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고체 상태로 바 면 CVD로 구분하나 화학반응의 도움을 받는 

PVD, 원료물질에 물리  에 지를 갖게 하여 증착을 하는 CVD 등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으나 주 증착기구에 따라 PVD와 CVD를 구분한다.  

PVD 의 원료물질은 열, 이 , 자빔, 이온 충돌 등을 통해 기체상태로 되

어 날아가 기  표면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된다. 기본 으로는 기 에 증착된 막

의 화학 조성은 기체상태가 되어 날아가고 기 표면에 도달한 원료물질의 조성

과 같으나, 분 기 가스로 산소나 질소를 사용하여 산화물이나 질화물을 만들기

도 한다. PVD에 해당하는 증착법에는 스퍼터링 (sputtering), 증발법 

(evaporation), 이온 스퍼터링 (ion sputtering) 등이 있다. 

여기서는 표 인 PVD법과 함께 ITER 합에서 US HT에 의해 interlayer 

형성과 Be 증착에 사용된 라즈마 용사 (plasma spraying)법도 함께 정리하

다. 라즈마 용사법은 통 인 PVD법인 스퍼터링, 증발법, 이온 스퍼터링법이

나 CVD법과는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이나 그 증착원리는 통 인 P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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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발법 

고진공 에서 원료물질이 항, 자빔, 이 , 유도 가열 등에 의해 가열되

어 증발되어 피 증착물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를 이용하는 경우

는 laser ablation 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증착물이 직선으로 날아가 증착되어

야 하고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0-6torr의 고진공에서 증착을 

한다. 증착되는 층의 두께는 피증착물의 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F(θ)=cosθ의 

계로 감소한다. (그림 2.1.5.44) 따라서 피증착물이 여러 개일 경우 그림 

2.1.5.45에서와 같이 구면에 피증착물을 배치하여 증착한다.  

스퍼터링 

에 지를 지닌 입자( 개의 경우 Ar+ 이온)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로 이루

어진 고체 타겟 표면과 충돌하여 운동량 이가 일어나 타겟 표면의 입자가 튀

어나와 피증착물 표면에 증착되는 방식이다. 에 지를 지닌 입자가 타겟 표면에 

충돌할 때 타겟 표면에서는 충돌한 입자의 reflection, 충돌한 입자의 묻힘, 타

겟 표면에서의 자의 ejection(secondary electron), 타겟 구성 원자의 ejection 

(sputtering) 등이 일어난다. 충돌한 입자로부터 달되는 부분의 에 지는 타

겟을 가열하는데 이용되고 일부의 에 지만이 입자를 스퍼터링하는데 이용된다. 

sputter 되어 나오는 입자는 1~20eV의 에 지를 지니고 있다. 그림 2.1.5.46에 스

퍼터링의 기본 인 장치 개념이 나타나 있다. 표 2.1.5.6에 스퍼터링과 증발법과

의 차이 을 정리하여 놓았다.

다원소를 지닌 화합물을 증착할 때는 증착하고자 하는 조성과 같은 조성을 지

닌 한 개의 타겟을 이용하여 막을 증착하기도 하고 각각의 단일 원소로 구성된 

타겟을 여러 개 사용하고 각각 타겟의 스퍼터링 정도를 조 하여 증착되는 막의 

조성이 원하는 조성이 되게 하기도 한다. 증착 후 원하는 상을 지닌 막이 되도록 

후속 열처리를 하기도 한다. 다음에 스퍼터링시 기본 으로 알고 있어야할 몇 가

지 개념들을 정리하여 놓았다. 

- Biased sputtering

스퍼터링법은 고융  물질의 증착이 가능하고 방법이 간단한데 비하여 증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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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막이 주상조직을 지니고 있고, 증착속도가 순 속 외에는 느린 편(1μm/min 

이하)이며, 면 화가 곤란한 단 이 있다. 주상조직을 지니는 단 과 나쁜 착

성, 느린 증착속도를 개선하기 하여 피증착물에 음의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이

온 이  법에서와 같이 이온의 충돌효과를 보강하여 막의 증착 특성을 개선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피증착물에 음의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이온 충돌효과를 

가하면 막의 증착  피증착물 표면의 불순물을 cleaning 하는 효과와 표면에 

nucleation site를 생성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스퍼터 cleaning에서는 피증착물에 -100V∼-200V 정도의 RF 는 DC bias

를 걸어주어, Ar
+
 이온을 피증착물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다. Biased sputtering에서는 기 에 -60∼-100V 정도의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이온의 충돌효과에 의해 막의 증착 특성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진공 

chamber 에 존재하는 O
-2
 ion과 자들이 기 에 걸린 음의 바이어스에 의해 

기 에서 멀어지므로 막내에 혼입되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일반 으

로 산소의 침투가 막의 산화 등 나쁜 향을 주기 때문에, 산화되기 쉬운 원소

(Ta, Mo, Nb, Cr, Rare earth)의 스퍼터링시에는 biased sputtering이 필수 이

다.

- 마그네트론 스퍼터링(magnetron sputtering)

이온을 발생시키는 라즈마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해 타겟 쪽에 자기장을 

걸어주어 라즈마가 타겟 표면에 집 되게 하여 주면 타겟이 스퍼터링되는 속

도가 증가하여 막의 증착속도가 증가하는데 이 방법은 면  증착에도 유리하

다. 그러나 타겟 표면에 라즈마가 집 되므로 가열되는 정도가 크고 자기장이 

걸린 부분이 집 으로 스퍼터링되기 때문에 타겟의 교체주기가 짧다. 이 방법

은 마그네트론 스퍼터링(magnetron sputtering)이라고 하는데 요즘의 거의 부

분의 스퍼터링 장비에 채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 DC Sputtering

그림 2.1.5.46에서와 같이 직류 원을 이용한 스퍼터링 방법이다. DC 

Sputtering의 장단 은 다음과 같다.

DC Sputtering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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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가 간단하며, 가장 표 인 스퍼터링 장치이다. 

   . 증착속도가 여러 종류의 속에 해 거의 일정하다. 

   . 류량과 막 두께가 거의 정비례하므로 막 두께의 조 이 쉽다. 

   . RF sputtering에 비해 증착속도가 크다. 

   . 박막의 균일도가 크다. 

   . 높은 에 지의 공정이므로 착강도가 높다. 

DC Sputtering의 단  

   . 타겟 재료가 속에 한정된다. 

   . 높은 Ar 압력이 필요하다.(10∼15 mTorr) 

   . 피증착물이 과열되기 쉽다. 

- RF sputtering

DC sputtering에서는 타겟이 산화물이나 연체일 경우 스퍼터링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 은 RF sputtering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2∼5 mTorr 의 

낮은 Ar 압력에서도 라즈마가 유지될 수 있다. RF sputtering은 속 이외에

도 비 속, 연체, 산화물, 유 체 등의 스퍼터링이 가능하며 주로 13.56MHz의 

고주  원을 사용한다. 

이온 이

증발법, 스퍼터링, CVD에서 생성된 성입자를 이온화시키고 가속시켜 피증

착물에 충돌하는 효과를 증가시켜 막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그림 2.1.5.47) 일반

으로 증발된 증착물을 라즈마 내를 통과시켜 이온화시키고, 피증착물에 음의 

바이어스를 인가해 이온을 가속시킨다. 가속에 의해 운동에 지가 증가되고, 이

온화되어 화학 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화합물의 증착도 용이하다. 이온의 충돌 

효과에 의해 chemical reactivity가 증가하고, 피증착물 표면 온도가 증가하며 증

착된 물질의 resputtering도 일어난다. 결과 으로 증착속도 증가 (수십μm/min), 

미세조직 변화, 잔류응력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피막과 기지와의 착성이 

우수하게 되는 장 을 얻을 수 있다. 한 이온충돌에 의한 피증착물 표면의 세

정효과와 높은 이온 에 지로 인해 공극이나 불순물 등이 없는 치 한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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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다.

라즈마 용사

라즈마 용사법은 Ar, He, N2 등의 불활성가스를 기아크에 의해서 약 

10,000℃ 이상의 고온 라즈마로 만들고, 입도를 조 한 세라믹  속원료 분

말을 라즈마 제트 불꽃 속에 혼입시켜 생성한 고온의 용융 입자를 피증착물에 

불어 붙여 증착막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림 2.1.5.48) 충돌하는 용융입자가 지닌 

운동에 지와 열에 지에 의해 증착이 일어난다. 이 방법은 일반 으로 막 생성 

속도가 크고 라즈마 불꽃의 온도, 분 기 의 가스 조성, 원료 분말의 투입 

속도 등을 제어하여 막 두께나 미세조직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라즈마 제트의 

온도와 속도에 따라 용사비행 입자의 온도, dwell time, 분 기 가스 성분과의 

 시간, 피증착물 표면에의 충돌에 지, 냉응고속도 등이 달라져서 용사막의 

물리화학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 안정한 용융 상을 수반하는 물질이라면 용

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고, 면

화가 용이하나 생성되는 막의 피증착물에 한 착성이 나쁜 단 이 있다. 

기 에서 증착할 경우 주변 공기가 라즈마 제트 불꽃 내에 혼입되어 증착되

는 막의 기공도가 높고 부착율이 약해지며, 피막재에 따라 산화물 는 질화물이 

형성되어 불순물이 섞인 코 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 을 피하기 해서는 

불활성 가스 chamber 내에서 용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나) Be coating 장비구축  

Be 시편 표면에 interlayer를 형성시키기 한 coating 장비는 그림 2.1.5.45와 

같은 PVD 장비를 사용하 다.  Rotary pump 와 Cryo Pump 를 사용하여 10-8

까지 챔버 내의 고진공을 유지하 다. 시편 홀더를 4개 설치하 으며 각 시편 표

면에 균일한 막을 형성시키기 하여 시편 홀더를 자   공 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원료물질을 증발하기 해서 자빔을 이용하여 가열하 다. 기 에

서 Be 표면에 형성된 산화막을 제거하기 한 ion-cleaner를 설치하 다. Be 시

편에 한 코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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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시편 비

   - 60 ~ 70
o
C 아세톤에 30분간 음  세척

   - 알코올에 5분간 음  세척

   - D-water에 세척(헹굼)

   - HNO3 +HF 용액에 7분간 담근다.(반응이 시작되면 꺼냄)

   - 아세톤에 10분간 음  세척

   - 알코올에 5분간 음  세척

   - D-water에 5분간 음  세척

   - 100oC에서 16시간 건조시킴

장비 운  차

   - Cryo Pump Regeneration

. Air valve full on

. Water valve 45o on

. Main key on and reset put on

. N2(일반순도) open

. Cryo Pump and R.P. on (than water 자동 on 됨)

. 40 분 후 F.V. 자동 on 됨

. N2 자동 off됨 ( N2 베 off)

. Gauge B Set Pt on 되면 F.V. 자동 off (20분 소요)

. Cryo Compressor 자동 on

. EBARA Temperature monitor 감소시작

. 300oK → 20oK 2시간 소요

. Cryo LED on

. Crtogenic pump의 regeneration 완료



- 150 -

   - 시편 설치  원료물질 설치

. 시편홀더에 Be 시편 설치

. Crucible 에 원료물질(Cr, Cu, Ti, Al 등) 충진 

. Door 닫음

   - Main Chamber Pumping

. Rotary Pump on

. R.V. on

. Gauge A Set pt on

. R.V. off

. Main valve on

. 1.0 X 10-6 torr 까지 evacuating

. Main chamber evacuating 완료

   - Ion-cleaning

. Ion cleaner의 Main S/W on

. Set V.R.을 돌려 flow setting(4.0 ccm)

. Ar gas 베 on

. Ar on, #1 on

. flow 4.0 확인

. VS&I Power on

. Read on → discharge : 50.xx V

. Beam Voltage : 400V

. Accelerator Voltage : 200 V

. Energy Adjust →  turn right

. Start on → Substrate rotate

. Current Adjust →  turn right

. Discharge current →  1.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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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m current → 20 mA

. Shutter on →  1hr 유지

. Current Adjust →  turn left

. Energy Adjust →  turn left

. Stop on

. VS&I Power off

. Ar, #1, flow, Ar 베 off

Coating

. Crucible Indexer 를 원하는 원료 물질에 setting

. Film info에서 원하는 원료 물질 setting

. Substrate Rotator M.P. on → speed 14

. TT6 M.P. on

. Voltage emission on → 6.38 V, 0.000A

. Current emission turn right → 5 ~ 20 Å/s에서 유지

. Thickness monitor 를 통해 코  두께 감시

. 원하는 두께에서 정지(shutter off)

. Current emission turn left

. Voltage emission off

. Cooling in furnace 5 hr

(다) Be coating 기술개발    

Interlayer coating 을 하기 한 Be 표면 처리 조건  목표 두께를 표 2.1.5.7

에 수록하 다. Be 표면 roughness 의 향을 보기 하여 기계 가공된 표면을 

polishing 하지 않은 시편과 polishing 처리한 시편(0.05 μm Al2O3를 이용  

mirror plane 까지 연마)을 사용하 다. 모든 시편은 상술된 시편 비 차에 따

라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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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두께를 확인하기 하여 두께 감시용 Cu block을 시편 홀더에 설치하여 

함께 코 한 후 단면을 찰하여 코 층의 두께를 확인하 다. 그림 2.1.5.49는 

B4 코 시 얻은 두께 감시시편의 단면에 한 학 미경 사진이다. 시편 단면

을 취하여 연마한 후 질산용액으로 에칭한 후 은 사진이다. 한 그림 2.1.5.50

은 동일 시편에 한 SEM 사진  성분 확인을 한 line scan 사진이다. 모재

인 Cu와 내외 코  층인 Cr/Cu 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 층의 두께는 각각 

0.9/9.1μm 로서 목표치의 10%이내에 있었다. Ti 코 층의 두께도 용이하게 조

할 수 있었나 Al 은 용체와 crucible 간의 wetting 성이 무 커서 5μm이상 두

꺼운 층은 제조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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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4 Angle between source an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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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5 Schematic diagram of evapo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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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6 Schematic diagram of sputt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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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6 Comparison between evaporation and sputtering

evaporation sputtering

source

- 좁은 면 에서 증발

- m.p. 높은 재료의 사용이  

  어려움

- 넓은 면 에서 sputtering

  →better uniformity

- m.p. 높은 재료도 

  sputtering 용이

증착물 생성 

mechanism
 thermal energy  momentum transfer

증착속도  수십μm/min  1μm/min 이하

증착물의 에 지  0.1~0.3eV  1~20eV 

피증착물의 

in-situ cleaning
 not generally

- plasma cleaning

- sputter cleaning

adhesion
 피증착물의 표면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됨

 피증착물 표면의 cleaning 

 효과에 의해 뛰어남

치 성  good  better

gas incorporation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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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rget B: Load-lock C: Substrate 

D: Hot filament E: Anode F: Pump port

그림 2.1.5.47 Ion pl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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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8 Plasma sp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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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7 Be surface treatment and coating thickness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N4

Be I Cr(1㎛)/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3

Be I Al(10㎛)/Ti(5㎛)/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7

Be I Ti(10㎛)/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6

Be I Cr(1㎛) + Cu(10㎛) I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5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4

Be I Cr(1㎛)/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N3

II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2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1

I

GrindingIon etch.Che. Etch.Mec. Pol.

CuBe Interlayer

Surface preparation 
Process

No.Phase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N4

Be I Cr(1㎛)/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3

Be I Al(10㎛)/Ti(5㎛)/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7

Be I Ti(10㎛)/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6

Be I Cr(1㎛) + Cu(10㎛) I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5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B4

Be I Cr(1㎛)/Cu(5㎛)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N3

II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Mirror 

surface2

Be I Cr(1㎛)/Cu(10㎛) + CuCrZrGrinding
(∇∇∇)

Ar in 
PVDNitric acidNo1

I

GrindingIon etch.Che. Etch.Mec. Pol.

CuBe Interlayer

Surface preparation 
Process

No.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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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49 Optical photography do the B4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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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0 Morphology of the B4 interlayer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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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Cu HIP joint 제조 기술개발

Be/Cu 합특성 평가는 ITER grade Be  CuCrZr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표 2.1.5.8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Be의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CuCrZr의 화학조

성은 표 2.1.5.2에 나타내었다. Be/Cu 합특성 평가는 합특성에 미치는 표면

비(거칠기)의 효과, Interlayer의 종류  두께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표 2.1.5.9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Be/Cu HIP joint를 나타낸 것이다. Process 

1  2는 interlayer로서 1㎛ 두께의 Cr  10㎛ 두께의 Cu를 Be 표면에 코 하

고 이때 Be의 표면 비상태를 달리함으로써 HIP 합특성에 미치는 합면 

거칠기의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Process 3은 1㎛ Cr  5㎛ Cu의 

interlayer를 Be 표면에 코 하 고 Process 4는 1㎛ Cr  10㎛ Cu의 interlayer

를 Be 표면에 코 함으로서 HIP 합에 미치는 Interlayer 두께의 효과를 조사하

고자 하 다. Process 5는 코 층의 종류와 두께는 Process 3과 같으나 Cr을 Be 

표면에 코 한 반면, Cu는 CuCrZr에 에 코 함으로써 Interlayer 형성 방법에 

따른 HIP 합특성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 다. Process 6은 Be 표면에 10㎛의 

Ti과 10㎛Cu를 코 하 고, Process 7은 Be의 표면에 10㎛의 Al, 10㎛의 Ti  

5㎛의 Cu를 코 하여 interlayer로서 Al  Ti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하 다. 

Process 3에서 7까지의 공정은 HIP 온도를 550과 580의 두 가지 온도로 용하

고, HIP 압력도 100  150MPa로 용함으로써 최 의 HIP 조건을 찾고자 하

다.

그림 2.1.5.5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Be/Cu HIP 합과정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Be/Cu HIP 합과정은 interlayer 코 과정을 제외하면 Cu/SS 과정과 

동일하다. 그림 2.1.5.52는 Be/Cu HIP 합의 canning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Be/Cu HIP 합의 canning 과정도 Cu/SS canning 과정과 같이 canning 재료로

서 SS304를 사용하고 용 방법으로서 TIG welding을 사용한다. 그러나 Be/Cu 

합의 canning 과정에서는 SS304 과 Cu/SS 사이에 약 100㎛ 두께의 Mo 필름

을 넣어서 HIP 과정에서 Be과 SS304 이 합되는 것을 방지하여 decanning시 

합물과 canning 재료가 잘 분리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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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ing 된 부품은 degas 용 열처리로에 장입하고 canning 내부에 10-4 torr 

이하의 진공을 유지하며 500℃에서 3시간 동안 degas 과정을 수행하 다. Degas 

과정이 끝난 후 He leak test를 수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진공을 해 만

든 이 도 용 하여 잘라낸 후 HIP 장치로 옮겨 표 2.1.5.9에 나타낸 조건으로 

HIP을 수행하 다. HIP이 완료된 후 방 가공기를 이용하여 Canning에 이용된 

SS304재료를 분리해 내고 기계  특성  미세조직 찰을 하여 시편을 제조

하 다.

본 연구에서는 Be/Cu HIP 합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미세조직 찰  기

계  특성 평가를 수행하 다. 합특성 평가에 사용된 시편  시험 항목은 표 

2.1.5.10에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평가는 학 미경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

여 HIP 합계면의 미세조직을 찰하고 EPMA를 이용하여 합계면의 원소분

포를 조사하고 경도를 측정하여 HIP 합특성을 조사하 다. 합계면의 기계  

특성은 합시편에 하여 단시험  4  굽힘시험을 수행하여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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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8 Chemical compositions of Be used in this study (wt.%)

 
Materials Be BeO Al C Fe Mg Si Others

ITER 

standard
S65C-IG 99 min 1.0 max 0.06 max 0.1 max 0.08 max 0.06 max 0.04 max 0.04 max

This 

study
S65C-IG 99.0  min 1.0 max 0.06 max 0.1 max 0.08 max 0.06 max 0.04 max 0.04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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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9 Be/CuCrZr joint block fabrication plan

Joint 
block

Surface preparation of Be Interlayer HIP condition
Process No.Mech. 

Polish.
Chemical 
etching

Ion etching Interlayer type
Interlayer 
thickness

Temp.(℃) Pres. (MPa)

Be/

CuCrZr

No Nitric acid
Ar 

in PVD
Cu/Cr on Be

Cu: 10mm, 

Cr: 1mm
550 150 1

Mirror 
surface

Nitric acid
Ar 

in PVD
Cu/Cr on Be

Cu: 10mm, 

Cr: 1mm
550 150 2

Mirror 
surface

or No

Nitric acid
Ar 

in PVD
Cu/Cr on Be

Cu: 5mm, 

Cr: 1mm

550

580

580

150

150

100

3-A

3-B, *N3-B

3-C, *N3-C

Mirror 
surface

or No

Nitric acid
Ar 

in PVD
Cu/Cr on Be

Cu: 10mm

Cr: 1mm

550

580

580

150

150

100

4-A

4-B, *N4-B

4-C, *N4-C

Mirror 
surface

Nitric acid
Ar 

in PVD

Cr on Be

Cu on CuCrZr

Cr: 1mm

Cu: 5mm

550

580

580

150

150

100

5-A

5-B

5-C

Mirror 
surface

Nitric acid
Ar 

in PVD
Cu/Ti on Be

Cu: 10mm

Ti: 10mm

550

580

580

150

150

100

6-A

6-B

6-C

Mirror 
surface

Nitric acid
Ar 

in PVD
Cu/Ti/Al on Be

Cu: 5mm

Ti: 10mm

Al: 10mm

550

580

580

150

150

100

7-A

7-B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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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IG

400C, <10-4torr

No clear leak (TBD)

Degas

He leak test

Evacuation pipe
pinch close

Be tile Cu alloys

HIP

CleaningCleaning

Decanning, 
machining

Pinch pipe
cut open

PVD on Be PVD on Cu

SS canning

Be/Cu joint block

Canning

Interlayer
formation

Interlayer
formation

550-580℃, 1hr,
100-150MPa

550-580℃, 1hr,
100-150MPa

by TIG

400C, <10-4torr

No clear leak (TBD)

Degas

He leak test

Evacuation pipe
pinch close

Be tile Cu alloys

HIP

CleaningCleaning

Decanning, 
machining

Pinch pipe
cut open

PVD on Be PVD on Cu

SS canning

Be/Cu joint block

Canning

Interlayer
formation

Interlayer
formation

550-580℃, 1hr,
100-150MPa

550-580℃, 1hr,
100-150MPa

그림 2.1.5.51 Cu/SS mockup fabric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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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2 Canning procedure for Cu/SS HIP jont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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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10 Be/Cu joint sample test plan

Joint 

specimen

Fabrication 

process

Shear test
4-point 

bend test

Hard

ness
OM

SEM/

EPMA
RT RT 300C RT

Be

/CuCrZr

Process 1 O O O O O

Process 2 O O O O O

Process 3 O O O O O O

Process 4 O O O O O O

Process 5 O O O O O

Process 6 O O O O O O

Process 7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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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Cu HIP 합시편의 미세조직 찰

본 연구항목은 Be/CuCrZr 합기술 개발을 해 제시된 5종의 다양한 

interlayer를 용하여 550～580℃, 100～150MPa의 HIP 조건으로 제조된 합합

에 한 합부의 건 성을 미세조직 측면에서 찰한 것이다. HIP 합계면

은 EDS가 부착된 JEOL 6300 모델의 SEM을 이용하여 합면의 상태  결함을 

찰하 고 Interlayer의 조성을 분석하 다. SEM 찰용 시편은 합계면이 

앙에 치하도록 하여 2 x 0.5 x 0.5 ㎝의 크기로 단 후 mounting 하 다. 

Mounting 된 시편은 찰 상 면에 하여 SiC 연마지로 연마 후 0.5 ㎛의 

Al2O3을 이용하여 경면 polishing을 수행하고 에칭하여 비하 다. 이때 Be과 

CuCrZr 합  두 부분에 한 에칭이 불가능하여 합면과 CuCrZr 합  부분을 

찰하기 한 에칭작업을 하 다. Be에 련된 일련의 작업은 모두 Be 작업이 

허용된 인허가 시설 내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2.1.5.53은 공정 3으로서 Be과 CuCrZr 합 의 합을 하여 1㎛의 Cr과 

5㎛의 Cu를 Be에 PVD 코  후 580℃의 온도에서 150  100MPa로 HIP 한 

합면의 미세조직 찰 결과이다. SEM 찰결과 3종의 HIP 합면에서는 크랙 

는 공공 같은 형태의 결함은 찰되지 않았다. HIP 조건 변수 에 Be의 표면

을 mechanical polishing (3-B)한 상태와 no polishing (N3-B)한 상태 두 조건에

서 HIP 합 후에 합면은 다른 형태로 찰되었다. 즉 mechanical polishing 

면의 합면은 plat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polishing하지 않은 면은 irregular 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 Be 가공면의 상태에 따라 합면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HIP 압력이 150MPa (3-B)와 100MPa (3-C)로 

다른 두 가지 조건의 HIP 합면에서는 미세조직 차이는 발생되지 않았다. SEM 

EDS 분석결과 HIP 합면에 interlayer로 용한 Cr과 Cu 층은 HIP 합 후에

도 그 로 유지되었다. 

그림 2.1.5.54는 Be 표면에 interlayer로 1㎛의 Cr과 10㎛의 Cu를 PVD 코 한 

공정 4에 한 미세조직 찰 결과이다. 공정 4의 interlayer 조건에서도 기 Be 

표면 가공 상태에 따라 plat한 면과 irregular한 면의 상태가 HIP 공정 이후에 그

로 유지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 합계면에서 기공 는 크랙과 같은 결



- 170 -

함이 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양호한 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단되며, HIP 합 압력의 차이 (100, 150MPa)에 의한 미세조직 변화는 특

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EDS 분석결과 기 Be에 코 되었던 Cr 층은 HIP 합 

이후에도 그 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u 층과 CuCrZr 합 의 합계면

은 조성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 다. 합면으로부터 10㎛이상 떨어진 CuCrZr 

부분에서는 석출물이 찰되었는데, 이러한 석출물은 Cu, Cr  Zr의 혼합조성으

로서 형 인 CuCrZr 합 에서 형성되는 석출상으로 단된다.    

그림 2.1.5.55는 공정 5의 조건으로 Be 부에 1㎛의 Cr을 코 하고 CuCrZr 합

 부에 10㎛의 Cu를 코 하는 interlayer를 용한 후, HIP을 수행한 

Be/CuCrZr의 합면을 찰한 것이다. 합면에서 균열이나 기공과 같은 결함은 

찰되지 않았지만, 합온도에 따라 온 (550℃)에서는 flat한 합면이 형성되

고 고온 (580℃)에서는 irregular한 합면이 형성되었다. 온도가 다른 두 가지 

합조건에서 HIP 합이후에 interlayer로 용한 Cr과 Cu 층은 유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1.5.56은 interlayer로써 10㎛의 Ti와 10㎛의 Cu를 mechanical polishing 

된 Be 표면에 코  후 550  580℃의 온도와 100  150MPa의 압력조건에서 

HIP한 합면의 미세조직을 찰한 것이다. HIP 합 후 미세조직에서는 10㎛ 

두께의 Ti 층이 확연하게 남아있는 것이 찰되었으며 EDS 분석결과로서 Ti 코

층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nterlayer로서 Ti를 용하 을 때, 합계면은 

합부 근처에서 결함이 형성되지 않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IP 합시 인

가된 온도와 압력에 의해 interlayer는 변형되지 않았다. 

그림 2.1.5.57은 공정 7의 interlayer를 도입하여 HIP 합한 Be/CuCrZr 합

의 합부 미세조직을 찰한 것이다. Interlayer는 mechanical polishing된 Be 

표면에 10㎛의 Al, 10㎛의 Ti 그리고 5㎛의 Cu 순으로 PVD 장비를 이용해 코

한 것으로서, 미세조직 찰결과  EDS line profile 분석결과 HIP 이후에도 

interlayer가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nterlayer를 용 후 HIP을 수행하 을 때 형성되는 

미세조직의 특성을 EDS가 부착된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찰된 HIP 

합면에서는 HIP 합 이 에 Be 는 CuCrZr 합 의 표면에 코 한 Cr, Cu,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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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층이 HIP 이후에도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e과 CuCrZr 합 의 HIP 합 공정 에 합면에서 생성될 수 있는 Be

과 Cu의 속간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하여 도입한 코  층이 interlayer

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합부의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 

Be/CuCrZr의 합면은 HIP 합  Be 표면의 가공 상태에 따라 합면의 형태

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본 시험에서 찰한 5종의 interlayer를 용

한 HIP 합면에서 크랙 는 기공과 같은 결함이 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세조직 상으로는 양호한 합이 이루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Be/CuCrZr 합부의 미세조직 찰결과로는 합부의 결함유무의 평가는 가능

하지만 합강도와 같은 기계  특성 값으로 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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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3 SEM microstructure of the interface of Be/CuCrZr joint after 

HIP (HIP; 580℃, 100 and 150MPa, Interlayer; 1㎛ Cr, 5㎛ Cu 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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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4 SEM microstructure of the interface of Be/CuCrZr joint after 

HIP (HIP; 580℃, 100 and 150MPa, (b) Interlayer; 1㎛ Cr, 10㎛ Cu 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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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5 SEM microstructure of the interface of Be/CuCrZr joint after 

HIP (HIP; 550 and 580℃, 150MPa, Interlayer; 1㎛ Cr on Be, 10㎛ Cu on 

CuCr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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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6 SEM microstructure of the interface of Be/CuCrZr joint after 

HIP (HIP; 550 and 580℃, 100 and 150MPa, Interlayer; 10㎛ Ti, 10㎛ Cu o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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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7 SEM microstructure of the interface of Be/CuCrZr joint after 

HIP (HIP; 550℃, 150MPa, Interlayer; 10㎛ Al, 10㎛ Ti, 5㎛ Cu on Be)



- 177 -

(4) Be/Cu HIP 합시편의 기계  특성 평가

(가) 시험방법

Be/Cu 합시편의 기계  성질을 평가하고 최 의 합조건을 선정하기 하

여 4  굽힘 시험  단시험을 수행하 다. 4  굽힘시험은 휨 (flexural) 상태

에서 합재료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으며, 단시험은 응력이 

합부와 평행한 Mode II 상태에서 합부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행하 다. 

4  굽힘시험

그림 2.1.5.58은 4  굽힘시편을 나타낸 그림이다. 4  굽힘시편은 JIS 

R1624-1995의 규격으로 제작하 으며 시편의 총길이는 20mm 이며 단면 은 

3.5mm x 3.5mm이다. 그림 2.1.5.59는 4  굽힘시험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압축시

험기에 그림과 같은 지그를 부착하여 시편에 , 압축하여 단에 이르기까지 

시험하 다. 압축속도는 분당 0.5mm로 시험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  300℃애

서 수행하 고 고온시험의 경우 3지역 항로 (3 zone resistance furnace)를 이

용하여 시편 주 의 공기를 데워서 목표온도에 도달한 후 시험하 다. 온도 제어

는 시편에 가깝게 부착된 K 형 열 를 이용하여 측정  제어하 다. 시험이 

끝난 후 시편의 단 휨강도 (fracture bending stress)를 계산하 으며 단강도 

계산식은 다음에 의거하여 계산하 다.

 


   

    : Bending stress

  P : Maximum load

  L1 : Distance between loadings (=5mm) 

  L2 : Distance between fulcrums (=15mm)

  w : Specimen width (=3.5mm)

  t : Specimen height (=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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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험

HIP 합한 Be/Cu 합 시편의 Mode II 하  조건에서의 기계  성질을 측

정하기 하여 HIP 합시편do 하여 단시편을 가공한 후, 단시험을 수행

하 다. 단시편은 길이 60mm, 폭 10mm의 시편을 가공하 으며 기타 제원은 

ASTM D3846-94의 조건을 용하 다. 하 이 가해지는 지역의 면 은 10mm 

x 10mm로 하 으며 하 속도는 1.3mm/min으로 시험하 다. 

(나) 시험결과   

4 굽힘시험 특성

그림 2.1.5.60  그림 2.1.5.61은는 Be/Cu 합시편에 한 4  굽힘시험시 하

-변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5.60은 580℃에서 150MPa의 압력으로 

HIP 합한 시편의 하 -변 곡선이며, 그림 2.1.5.61은 580℃에서 100MPa의 압

력으로 HIP 합한 시편의 하 -변 곡선이다. 그림에서 HIP 압력에 계없이 

모든 시편은 탄성 역에서 단하는 거동이 찰되고 있으며 베릴륨 표면에 1㎛

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B,C)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B,C)이 HIP 압력에 계없이 높은 굽힘 강도를 보

이고 있음이 찰되고 있다.   

그림 2.1.5.62  그림 2.1.5.63은 Be/Cu 합시편에 한 최  굽힘응력을 비

교한 그림이다. 그림 2.1.5.62는 580℃에서 150MPa의 압력으로 합한 시편의 굽

힘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2.1.5.63은 580℃에서 100MPa의 압력으로 합

한 시편의 굽힘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Be/Cu 합시편의 경우, Cu/SS 합시

편과 달리 HIP 압력의 향이 찰되었는데 150MPa로 합한 시편의 경우, 어

느 정도 합부의 물성을 보이는 반면, 100MPa로 합한 시편의 경우, 150MPa

로 HIP 합한 시편보다 낮은 합물성을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시험을 한 

시편가공에도 시편이 버티지 못하고 단되는 거동을 보 다. Interlayer 종류에 

따른 굽힘응력의 ranking은 HIP 압력이 150MPa인 경우를 기 으로 하 을 때, 

N3-B > 6-B > 5-B > N4-B > 3-B > 4-B의 순서이며, HIP 압력이 100MPa

인 경우를 기 으로 하 을 때는 6-C > N3-C > 3-C > N-4C의 순서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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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릴륨 표면에 1㎛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B, C)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B, C)이 HIP 압력에 무 하

게 높은 굽힘 응력을 보이고 있음이 찰되고 있다. Cr 양의 두께가 5㎛에서 10

㎛로 증가하는 경우에 굽힘강도가 HIP 압력에 계없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 으

며 동일한 코  조건에서 베릴륨 표면이 거친 조건 (N3, N4)이 베릴륨 표면을 

경면 연마한 조건 (3, 4)보다 우수한 기계  성질을 보 다. 이는 베릴륨  표면이 

거칠수록 실제 합 면 이 늘어나서 Interlayer의 확산이 원활해져서 그 결과, 

합부의 강도가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시험온도가 Be/Cu 합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300℃ 고온에

서 실시한 4  굽힘시험 결과를 그림 2.1.5.64  그림 2.1.5.65에 실었다. 그림 

2.1.5.64는 580℃에서 150MPa의 압력으로 합한 시편의 온도에 따른 결과이며 

그림 2.1.5.65는 580℃에서 100MPa의 압력으로 합한 시편의 온도에 따른 결과

이다.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합부의 합강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는

데, 이는 시험온도가 증가할수록 베릴륨과 구리시편의 연성이 증가하고, 

interlayer의 활성화가 가속되어서 이것이 합부의 강도를 어느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별 ranking은 시험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상온과 마

찬가지로 베릴륨 표면에 1㎛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B, C)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B, C)이 HIP 압력에 

무 하게 높은 굽힘 강도를 보이고 있음이 찰되었다. 

단시험 특성

그림 2.1.5.66  그림 2.1.5.67은 Be/Cu 합시편의 Mode II 단시험에 한 

하 -변 곡선이다. 탄성 역에서 약간의 톱니모양 (sawtooth)이 찰되고 있는

데 이는 압축도 , 주 합부 가 아닌 시편을 받치고 있는 합 부분이 단되

어 나타난 결과이다. HIP 압력이 150MPa인 경우, 베릴륨 표면에 1㎛의 Cr  5

㎛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B)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B)은 소성 역에 이르기까지 단하지 않은, 매우 우수한 기계  

성질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릴륨 표면에 1㎛의 Cr  10㎛의 Cu층을 증착한 조

건 (N4-B)은 낮은 소성변형에서 단하는 거동을 보 다. HIP 압력에 따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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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찰되고 있는데, HIP 압력이 150MPa에서 100MPa로 낮춘 경우, 부분의 

시편이 최  단 강도  단 변형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 다. 이는 HIP 압력

이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 interlayer의 확산이 원활해져서 이것이 단강도를 상

승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5.68  그림 2.1.5.69는 Be/Cu 합시편에 한 최  단 응력을 비

교한 그림이다. 그림 2.1.5.68는 580℃에서 150MPa의 압력으로 합한 시편의 

단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2.1.5.69는 580℃에서 100MPa의 압력으로 합

한 시편의 단응력을 나타낸 그림이다. Be/Cu 합시편의 경우, Cu/SS 합시

편과 달리 HIP 압력의 향이 찰되었는데 150MPa로 합한 시편의 경우, 어

느 정도 합 성능을 보이는 반면, 100MPa로 합한 시편의 경우, 150MPa에서 

HIP 합한 시편보다 낮은 단응력을 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시험을 한 시편

가공에도 시편이 버티지 못하고 단되는 거동을 보 다. Interlayer 종류에 따른 

굽힘강도의 ranking은 HIP 압력이 150MPa인 경우를 기 으로 하 을 때, N3-B 

> 6-B > N4-B > 5-B > 4-B > 3-B의 순서이며, HIP 압력이 100MPa인 경우

를 기 으로 하 을 때는 6-C > N3-C > N4-C > 3-C > 5-C의 순서로 나타났

다. 베릴륨 표면에 1㎛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B, C)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B, C)이 HIP 압력에 무 하

게 높은 단응력을 보이고 있음이 찰되고 있다. 굽힘응력과 마찬가지로 Cr 양

의 두께가 5㎛에서 10㎛로 증가하는 경우에 단응력이 HIP 압력에 계없이 감

소하는 거동을 보 으며, 동일한 코  조건에서 베릴륨 표면이 거친 조건 (N3, 

N4)이 베릴륨 표면을 경면 연마한 조건 (3, 4)보다 우수한 기계  성질을 보

다.   

그림 2.1.5.70은 4  굽힘시험이 끝난 후, Be/Cu 시편을 찰한 사이다. 모

든 시편이 합부 주 에서 취성 단을 보 으며 별도의 소성변형은 찰되지 

않았다. 그림 2.1.5.71은 단시험이 끝난 후, Be/Cu 시편을 찰한 사이다. 4  

굽힘시험과 마찬가지로 베릴륨/구리 합계면에서 우선 단하는 거동을 보 다. 

베릴륨 표면에 1㎛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에서 베릴륨 시편 주 에 굽힘으로 

인한 소성변형이 찰되었으며 이는 N3  6 조건의 합부의 단 에 모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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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합부의 기계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그림 2.1.5.72  그림 2.1.5.73은 interlayer의 종류에 따른 Be/Cu 합시편의 

기계  성질을 종합, 비교한 그림이다. 앞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릴륨 표면

에 1㎛의 Cr  5㎛의 Cu층을 증착한 조건 (N3)  베릴륨 표면에 10㎛의 Ti 

 10㎛의 Cu를 증착한 조건 (6)이 HIP 압력에 계없이 Mode I 과 Mode II에

서 우수한 합 물성을 보이고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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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8 Illustration of 4-point bend specimen



- 183 -

그림 2.1.5.59 Illustration of 4-point be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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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u/SS mock-up의 HHF 시험

ITER에 조달될 FW은 비 괴 검사 등을 통해 결함 유무를 별해야할 뿐만 

아니라, 고열유속 실험 (HHF test; High Heat Flux Test)과 같은 품질 검증을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 인 연구 수행을 해 Be/Cu 

mock-up에 앞서 Cu/SS mock-up에 한 고열유속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러한 

실험에는 실제 ITER 운  조건 등이 고려되었다. 본 에서는 그림 2.1.5.74와 

같이 수행된 실험 과정  그 결과를 기술하 다. 

(1) HHF 시험용 Cu/SS mock-up 제조

그림 2.1.5.75와 2.1.5.76은 HHF 시험용 Cu/SS mockup의 설계도  사진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HHF 시험용 Cu/SS mockup은 합시편 제조용 HIP 시편

과는 달리 Cu 합 층에 SS 냉각수 이 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anning  

HIP 과정이 이 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정교한 기술을 요한

다. 냉각수 이   Cu 합  그리고 Cu 합 과 SS의 합은 한번의 HIP 과정

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HIP 조건은 그림 2.1.5.77과 같이, 합특성 평가결

과로부터 최  합조건으로 선정된 1000℃, 150MPa, 2시간이 용되었다. 

Cu/SS mockup에 한 HHF 시험은 일본 JAEA의 JEBIS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림 2.1.5.78와 같이, JEBIS 장비에 부착하기 해, Cu/SS 

mockup의 냉각수 이 에 manifold  진공용 connector를 부착하 으며, 이

 체 길이도 JEBIS와의 interface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2.1.5.79는 

HHF 시험 시 온도 측정을 해 설치될 5개의 열 를 부착하기 해 hole 가

공을 한 도면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험동안의 온도변화 측정 결과는 ANSYS를 

이용한 해석결과와 비교하게 된다. 그림 2.1.5.80과 2.1.5.81은 제작  hole 가공 

처리된 Cu/SS mock-up과 열 가 부착된 형상을 나타낸다. 열 의 부착에는 

열 도의 왜곡 상을 이기 해 graphite 본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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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4 HHF test procedure for Cu/SS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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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5 Drafting of the Cu/SS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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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6 Fabricated Cu/SS mo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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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7 HIPping condition of the Cu/SS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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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8 manifold design of the Cu/SS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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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9 hole design of the Cu/SS mockup for thermocouples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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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of 5 TCsLocations of 5 TCs

그림 2.1.5.80 fabricated Cu/SS mock-up with manifold and TC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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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1 TC installation with graphit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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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HF 시험을 한 사  해석

실험 조건의 도출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해, 구조해석용 FEM 코드인 

ANSYS-10을 이용한 사 해석을 수행하 다. ITER의 정상상태 운 에서 

blanket의 FW이 받는 가열 정도는 0.5 MW/m
2
의 열유속과 성자의 wall 

loading에 의한 15-20 MW/m
3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자에 의

한 체  가열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라즈마로부터 받게 되는 열유속만을 고려

하 다. blanket의 냉각을 해, 3 MPa의 압력으로 약 100 
o
C의 냉각수가 흐르

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JEBIS 시설에서 가능한 압력과 냉각수 온

도를 고려하 다. JEBIS에서의 냉각수 압력과 온도는 0.1 MPa ( 기압), 25 oC

이며, 약 7 m/sec의 속도로 주입하 으며, 해석에서도 같은 조건이 사용되었다. 

0.5 MW/m
2
의 열유속으로 시험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5 MW/m

2

의 열유속을 가함으로써, 가속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실제 해석에서는 2D로 

계산되었으며, 계산에 사용된 모델은 그림 2.1.5.82와 같다.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온도결과와 비교하기 한 값을 비교하기 한 열 의 온도분포 추출 지 도 

함께 도시하 다. 가열된 mock-up의 충분한 냉각을 해, 가열  냉각 주기는 

15 와 30 로, 총 실험 주기는 45 가 되도록 하 다. 

해석결과로부터 도출된 가열 종료  냉각 종료 시 의 온도 분포는 그림 

2.1.5.83과 같다. Cu 표면에서의 최  온도는 531.3 
o
C 으며, 냉각  주 의 온도 

분포는 그림 2.1.5.84와 같이, Cu 표면에서 515 
o
C, 냉각  내외부에서 각각 443 

oC  198 oC 다. 실험에 사용된 Cu/SS mock-up의 경우, 실제 ITER FW과는 

달리 SS block 에 냉각 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도 상승을 검해야 한다. 

그림 2.1.5.85은 약 1000 cycle 정도를 모의한 경우, SS block의 바닥 온도를 나

타낸 것으로, 약 300  부근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그림 2.1.5.8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이러한 SS block의 온도 상승이 실제 온도분포에 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 조건은 모의된 바와 같이, 냉각수의 경우 

0.1 MPa ( 기압) 하에서 25 oC의 냉각수를 약 7 m/sec의 속도로 주입하도록 하

으며, 열유속도  5 MW/m
2
로 하 다. 이러한 조건에서 Cu/SS mock-up이 나

타내는 strain값은 그림 2.1.5.87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가열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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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은 Cu 표면에서 발생하며 그 값은 약 1.0 %이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부

분으로 악되는 SS pipe에서의 최  strain 값을 살펴보면, 약 0.83 %로 나타났

으며, 이에 따른 단 수명은 약 2300 cycle이 된다. 이러한 계산은 ITER 

material properties handbook, file code : ITER-AA02-2402에서 참고된 strain 

 단 수명 상 식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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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2 Cu/SS mock-up modeling for ANSYS simulation and TCs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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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3 Temperature distribution at heating-on and -off (15 sec & 4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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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4 Temperature distribution near coolant pipe at heating-on (1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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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5 Temperature history of T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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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6 Temperature history of all T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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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7 Strain distribution at heating-on and -off (15 sec & 4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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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BIS를 이용한 HHF 시험

시험에 앞서, Cu block을 이용한 IR camera의 caibration과 자빔의 열유속 

측정이 수행되었다. IR camera의 calibration 과정에서는 약 30 kV, 0.9A의 자

빔을 0.5 sec 간격으로 주사하여 IR camera가 측정하는 온도와 Cu block에 설치

된 열 를 통한 온도값을 비교하면서 calibration이 수행되었다. 열유속은 

46.7kV, 1.87A의 자빔을 9개의 구멍을 가지는 calorimeter에 50 msec 간격으로 

주사하고, 이 calorimeter를 조사 범 에서 이동시키면서 측정하 다. 체 인 

열유속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고른 분포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악되었으나, 평

균 으로 5 MW/m2로 유지되도록 조정하 다. mock-up  냉각수 에서 발생

하는 가열에 의해 mock-up에서 발생하는 gas를 뽑아내기 한 outgassing 작업

도 수행되었으며, 이후 실제 실험이 수행되었다. 앞서 사  해석 작업에서 도출

된 실험 조건 로 15 간 약 5 MW/m2의 열유속으로 자빔을 조사한 후, 빔을 

끄고 30 간 자빔의 주사없이 냉각수만을 흘리는 방법으로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2.1.5.88은 실험에 사용된 JEBIS 시설과 IR camera calibration을 해 사용

된 Cu block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u block 에 Cu/SS 

mock-up이 설치되어 있으며, 냉각수 manifold를 자빔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screening block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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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8 JEBIS facility and calibr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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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HF 시험 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험은 15 간 약 5 MW/m
2
의 열유속으로 자빔을 

조사한 후, 빔을 끄고 30 간 자빔의 주사없이 냉각수만을 흘리는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자빔에 의한 열유속을 받는 Cu의 표면은 외선 카메라와 

pyrometer를 이용해 측정하여, mock-up의 변형이나 불균일 열유소에 의한 격

한 온도 상승을 모니터링하 으며, 시험 에 설치된 다섯 개의 열 를 이용하

여 내부 온도 분포를 주시하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열 에 의한 온도 측정은 

매회 장하지 않고, 50 cycle에 한번씩 장하 다. 

그림 2.1.5.89와 같이, 시험 후 약 1000 cycle 이후에서 Cu 표면  SS plate에

서 격한 온도 상승이 찰되었으며, 계속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실험을 단한 

후 온도 분포 결과들을 확인하 다. 주기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 

2.1.5.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0 cycle 이후, 가열  냉각 주기 모두에서 격

히 온도가 상승하 으며, 이는 mock-up 내부에서 delamination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을 종료하고, JEBIS로부터 mock-up을 인출하여 형상의 변화를 

찰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2.1.5.91과 같다. 그림 2.1.5.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lamination은 Cu block과 SS pipe, Cu block과 SS block 사이에서 발생하 다. 

그림 2.1.5.92 ∼ 그림 2.1.5.95는 열  01-04에서 측정된 온도 분포를 나타

낸다. 그림 2.1.5.92 ∼ 그림 2.1.5.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의 실험 조건에 의

해 삽입된 열 들이 측정부 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단된다. 열  04의 경

우는 실험 종료시까지 측정부 에 잘 부착되어 온도 측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러

한 열 의 부착은 실제 실험 data의 획득에 매우 요하며, 추후 수행될 실험

에 이러한 문제 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온도 결과 

(열  04)와 ANSYS를 이용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2.1.5.96에 나타내었

다. delamination이 발생하기 이 에는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 다. 온

도 측정 결과와 해석결과의 일치를 통해, 해석에서 도출된 수명 주기가 실제 

mock-up의 수명과 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약 1000 주기 정도

에서 delamination이 발생하 으므로, 설계 수명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원인을 악하기 한 추가 연구  실험 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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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89 temperature measurement by IR camera at 100th and 1052th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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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0 temperature by installed TCs at heating-on an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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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1 mock-up with delamination after HHF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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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2 Temperature measurement by T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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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3 Temperature measurement by T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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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4 Temperature measurement by T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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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5 Temperature measurement by T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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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6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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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Be 취 시설 구축

(1) Be 취 시설 구축 과정

베릴륨은 속성 택을 내는 무색 무취의 경 속으로서 재  덩어리 

(bulk) 상태에서는 인체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으나, 직경이 10㎛ 미만 베릴륨 

입자의 경우, 호흡시 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성 베릴륨 증후군 (Chronic 

Beryllium Disease, CBD)로 불리는 이 질병은 수개월 내, 는 서서히 발병할 가

능성이 있으며 사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체로 마른기침, 숨참, 피로, 

체 감소, 식욕부진, 발열, 야간 오한, 폐기능 하, 흉부 통증을 유발하며 폐암 

발생의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이에 외국에서는 베릴륨과 련하여 안 규제를 

행하고 있는데 미국 산업안  보건국 (OHSA)의 경우, 매일 8시간 동안 작업시 

공기 1 입방미터 당 베릴륨 입자의 총 량이 2㎍을 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련한 배기  방호 요건을 상기의 규정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산업안  보건법 시행령 제 30조에 허가 상 유해물질로 베릴륨을 규

정하고 있고 이의 제조  사용 시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시하고 있으

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는 5,0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할 수 있음

을 산업안  보건법 제 38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ITER 련 시험에 베릴륨 취 이 꼭 필요하며, 베릴륨 시험의 사  

차로서 베릴륨 취 시설 허가가 선결되어야 하는 바,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허가에 

필요한 각종 요건을 구비 한 후, 2005년에 베릴륨 시설 사용 허가를 득하 다. 

그림 2.1.5.97에 베릴륨 시설과 련한 흐름도를 실었다. 우선 베릴륨 시설에 필

요한 각종 법령  규칙을 숙독한 후, 베릴륨 설비기  작성  련 서류를 구

비하 으며 이와 별도로 베릴륨 가공장치 구매와 국소 배기장치, glove box와 같

은 안 설비 확충과 국소 배기장치의 사  성능평가와 같은 항목을 수행하 다. 

한 베릴륨 작업과 련하여 표 화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원자력연구소 내 안

리과의 감독 하에 베릴륨 취  안 교육을 이수하 으며 베릴륨  안  책임

자  베릴륨 취 자를 따로 지정하여 작업 배치  건강진단을 이수하 다. 6개

월에 걸친 사  비기간  신청서류 제출, 지방 노동청의 장 실사  보

완요구 끝에 베릴륨 사용허가를 얻는데 성공하 다. 허가된 베릴륨 취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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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몇몇 사업장이 있지만, 부분이 연구용 용도가 아닌 타 용도의 상업  

베릴륨 취 시설이며 취  재료  시설도 베릴륨-동 화합물, 는 베릴륨의 가

열, 흡착설비가 부분으로서 핵융합로 목 의 베릴륨 합 작업과 거리가 먼 실

정이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베릴륨 시설은 국내 유일의 핵융합로 용 베릴륨 

가공 시설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록에 노동부에 제출한 베릴륨 취

 신청서  추가 보완사항을 수록하 다.

 

(2) Be 취 시설 개요

그림 2.1.5.98은 베릴륨 취 시설을 나타낸 그림이다. 베릴륨 취  시설은 원자

력연구소 방사선 응용연구동 소재 318호  319호에 치하고 있다. 318호는 시

편  안 용구 보 과 베릴륨 작업자의 탈의  갱의 시설이 치한 작업 기

실이며 319호는 실제 베릴륨 작업시설이다. 318호인 작업 기실에는 갱의  탈

의실과 련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작업자에 존재할 분진 오염을 최소로 하려 하

으며 각각의 경우에 표 화된 작업 수칙  출입 차 매뉴얼을 구비하여 실제 

베릴륨 작업자와 단순 방문자를 격리하고자 하 다. 베릴륨 작업과 련한 모든 

방호구 (작업복, 작업화, 분진 마스크, 보호 장갑)는 산업안  리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베릴륨 작업시설인 319호실은 베릴륨 표면에 interlayer를 도포하는 PVD 장치

와 HIP이 끝난 베릴륨 시편 표면의 스테인리스 차폐재를 벗기는 용도

(decanning)인 wire cut 장치  연구용 베릴륨 시편 제작용도인 cutter와 표면

연마용 polisher, 표면 산세용 hood가 치하고 있다. 각각의 기기에 국소 배기장

치를 구비하 으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기기별로 0.54에서 4.72m/sec로 측정

되어 산업보건기 에 한 규칙 제 243조 (시설, 설비기   성능 등)를 만족하

고 있다. 모든 배기가스는 옥상에 치한 배기 펌   pre filter  산업안  보

건기 에 맞춘 HEPA필터로 구성된 필터 unit를 통과하여 배출된다. cutter  

연마기에는 glove box를 달아 주변과 격리하 으며 glove box는 power limiter

를 달아 무단 개폐시 자동으로 정지하게 설계하 다. 그림 2.1.5.99는 베릴륨 작

업시설 (319호)의 경을 나타내는 그림이며 그림 2.1.5.100은 PVD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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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시설과 같은 주요 베릴륨 작업시설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2.1.5.101은 

베릴륨 시설의 배기장치를 나타내며 베릴륨 단  연마시설을 격리하는 glove 

box를 그림 2.1.5.102에 실었다. 그림 2.1.5.103은 탈의  갱의 시설과 목욕시설

을 나타낸 그림이며 그림 2.1.5.104은 베릴륨 작업 련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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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7 Flow chart of the construction of Beryllium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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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8 Illustration of Beryllium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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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99 Overall description of Beryllium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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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5.100 Illustration of main facility (a) PVD coating device, 

(b) EDM for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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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01 Illustration of venting system in Beryllium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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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02 Cutter and polisher inside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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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5.103 Safety features (a) Closet (b) Shower b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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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04 Procedure on the Berylliu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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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W large mock-up 제작 비

 large mock-up은 국제 에서 제안한 설계안으로 제작되어 공통 인 자격 검

증 시험 과정을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qualification mock-up" 

혹은 "standard mock-up"이라 불린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자격 검증용 

mock-up을 제작하기 한 설계, 해석  제작 계획 등을 수립하 다. 

가. large mock-up 설계, 해석  제작 계획 수립

 그림 2.1.6.1과 2.1.6.2는 ITER 국제 에서 제안한 standard mock-up의 3D 

모델링과 상세 도면을 나타낸다. 80mm x 80mm x 10mm (thickness)의 Be 타일 

세 개와 Cu  SS로 구성된 standard mock-up은 QA과정에서 사용될 기계 시

험  HHF 시험 등을 거치게 되며, 재는 3 개의 mock-up을 제작하여 검증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이 통과하면 자격검증이 완료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논의 인 부분이 많아, 상세 설계나 시험 과정  평가 기  등은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standard mock-up을 제작하기 해서는 선행 인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재 본 과제에서 수행 인 SS tube가 없는 시편이나 small 

mock-up (50x50) 의 제작 등을 통해 경험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체계 인 연구 과정을 수립하기 해 ITER 체 일정에 맞추기 

한 검토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2.1.6.3은 ITER 국제 에서 제시한 blanket 조달 

일정으로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qualification mock-up과 련한 부분이

다. 일정에 따르면, mock-up의 제작이 2006년 상반기에 시작되어 2007년부터 제

작이 완료된 참여국부터 검증 시험을 시작하게 된다. 한, 검증과정이 종료된 

참여국은 이후의 semi-prototype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에 맞추기 

해, 그림 2.1.6.4와 같이 조달 일정  R&D 일정을 수립하 다. small 

mock-up  자격 검증용 mock-up은 2008년 반기까지 제작  모든 검증 시

험을 종료할 정이고, 2008년부터는 prototype  semi-prototype을 제작을 시

작할 정이다. 한, EU와 국제 에서 제안하고 있는 복잡한 형상에 한 검증

은 조달 모듈이 결정된 이후, 조달 모듈의 형상에 따라 선택할 정이다.  



- 238 -

국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검증 시험 항목은 아래에 목록으로 정리하

다. 추후 최종 결정되면, 해석 작업이 선행 으로 수행될 정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는 비 괴 검사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mall mock-up에 

한 HHF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standard mock-up 시험에 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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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1 schematic of standard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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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2 standard mock-up 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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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3 blanket schedule by IT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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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4 FW fabr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lan of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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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방안 수립

앞 에서 제시된 시험 항목들은 small mock-up이나 개별 시편에 해서도 

수행될 정이며,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 보다 면 한 제조법을 검증  제시

하게 될 것이다. 그림 2.1.6.5는 이러한 시험 방안을 나타낸다. 비 괴 검사법을 

개발  검증을 해 UT, Thermography, DT 가 수행될 것이고, 제작된 모든 

small mock-up  qualification mock-up에 해서 UT, Thermography,  

HHF 시험이 수행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조법의 검증과 비

괴 검사법의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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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Development plan of ND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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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 제작시 험 요소 상세 악 

본 연구를 통하여 FW 제조의 핵심기술인 Cu/SS 합  Be/Cu 합기술은 

어느 정도 축 되었으며 향후 좀 더 최 의 합기술을 개발할 토 가 마련되었

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blanket의 제조는 아직도 여러 단계의 기술이 

더 개발되어야 완성될 것으로 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험실 규모의 

연구만을 진행해 왔으므로 실제 blanket 제조와 같이 규모의 양산과정으로 가

기 해서는 mockup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제조건 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련하여 국내의 가장 큰 문제 은 실제 크기의 FW에 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HIP 장비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만약 실제 양산 시 까

지 국내에 용량 HIP 장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FW 합의 가장 요한 공정

이 외국 산업체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으며 이는 국내조달의 진정한 의미가 퇴

색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Blanket 제조에 필수 인 용 기술도 국내의 장비  련기술이 ITER

에서 요구하는 수 까지는 도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용 기

술은 국내의 연구  산업 인 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실제 Blanket 제조과

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ITER에서 요구하는 기술수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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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Blanket 시스템 기술 확립

1.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조 기술 세부 분석

가. 설계 기술 습득을 한 자료 구축

ITER blanket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설계 기술을 분석하기 하여 ITER 국

제  (International Team)과 각 참여국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습득하고 

분석 작업을 수행하 다. 

- ITER DDD2004

- 설계 도면

- R&D 련 보고서들

IT에서는 Design Description Document (DDD)를 정기 으로 발간하여, 

ITER 체 으로 설계와 련하여 참가국들의 연구 내용  IT 자체의 연구 내

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 발간된 가장 최신의 DDD를 

습득하여 재까지 수행된 설계 내용과 해석에 따른 결과들을 분석하 다. DDD

는 주로 설계와 련된 Engineering Description 부분과 각 모듈의 구조해석, 열

해석, 증식로 등과 련된 해석 부분으로 나 어져 구성되어 있다. 

설계 도면들은 ITER의 홈페이지 (www.iter.org)를 통해 습득 가능하지만, IT

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득해야만 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표 2.2.1.1에 정리한 것과 같이, blanket 설계  분석에 필수 으로 필요한 

도면들을 습득하고, 그 과정  내용을 면 히 분석할 수 있도록 비하고 있다. 

한, 다음과 같은 R&D 련 보고서들을 IT로부터 습득하여, 기 참여국들의 

R&D 내용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PDS (Plant Design Specification), PID 

(Project Integration Document), ITER MQP (Management and Quality 

Program), PBD (Project Background Document), PAD (Project Assessment 

Document), DRG2 (Desig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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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CATIA를 이용한 ITER Blanket  설계 도면

설계 내용 도면 번호

 BLANKET CONFIGURATION

Module segmentation assembly

(Isometric overview with drawing and 3D model plan)

Blanket module segmentation

(Elevation view with fundamental dimensions)

Stub key and module cut outs

(Geometry definition and construction steps)

16.0618.R1.2D.02.11.18

16.0451.R3.2D going

16.0619.R1.2D.02.11.18

 MODULE ASSEMBLY ON THE VESSEL

Inboard module installation sequence

Outboard module installation sequence

16.0700.R2.2D going

16.0701.R2.2D going

 MODULE DESIGN, FW AND SHIELD BLOCK

Shield block module 2-6  

Flow drivers  

Equal panels for module 1-6  

Elongated FW leg inboard panel

(New leg geometry for the Reference panel)

Module N. 4 Fist Wall

Coolant connection inboard

Module 10 cooling channels  

Module 10 cooling channels

Module 10 cooling channels  

Shield block module 12

Equal panels for module 12

Coolant connection outboard

Shield block module 14  

Equal panels for module 14

16.0705.R1.2D.04.01.14

16.0709.R1.2D.04.01.14

16.0712.R1.2D.04.01.14

16.0714.R1.2D.04.01.14

16.0460.2D-FDR 2001

16.0716.R1.2D.04.05.17

16.0697.R1.2D.04.01.14

16.0698.R1.2D.04.01.14 

16.0699.R1.3D.04.01.14

16.0721.R1.2D going

16.0722.R1.2D going

16.0719.R1.2D.04.03.25

16.0724.R1.2D.04.07.12

16.0725.R1.2D.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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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CATIA를 이용한 ITER Blanket 설계 도면 (계속)

설계 내용 도면 번호

 MODULE ATTACHMENT 

Flexible support

Intermodular key

Centering key

Electrical strap (*)

Socket for Rogowski coil (*)

Hydraulic connector in-board

Hydraulic connector out-board (+)

Stub key

16.0696.R3.2D.03.11.28

16.0687.R2.2D going

16.0689.R1.2D.03.06.23

16.0690.R1.2D.03.09.19

16.0693.R1.2D.03.09.19

16.0624.R4.2D.03.11.28

16.0625.R4.2D.03.11.28

16.0685.R1.2D.03.11.28

 MANIFOLDS

Blanket manifold system

Inboard coolant manifolds

Outboard coolant manifolds

NB coolant manifolds

He gas purge lines

(Including the module connectors)

Coolant manifold feeder pipes

Additional pipes at NB region

16.0524.R3.2D.03.04.16

16.0461.R3.2D.03.04.16

16.0457.R2.2D.03.04.16

16.0536.R3.2D.03.04.30

16.0557.R1.2D.02.11.18

16.0537.R1.2D.02.06.13

16.0553.R1.2D.02.07.26

 PROPOSALS TO IMPROVE THE NB REGION

NBI port segmentation

(Modules in 3 poloidal rows)

NBI module segmentation

(Mixed 3 and 2 rows, developed  during CTA)

NBI module proposal

(Module in 2 poloidal rows everywhere) 

NBI module 1 for RH

16.0458.R2.2D FDR 2001

16.0671.R1.2D.04.03.09

16.0707.R1.3D.04.03.09

16.0708.R1.3D.04.03.09

 FUTURE REFERENCE DESIGN 

M150 flexible support

M130 flexible support

Stub key

16.0696.R4.2D going

16.0728.R1.2D going

16.0685.R2.2D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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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irst Wall과 Shield blanket 시스템 련 자료 수집

습득된 자료들을 통해 2004년 말까지 설계된 First Wall (FW)과 Shield block 

등의 blanket 시스템의 설계 내용들을 정리하 다. 500 MW 핵융합로에 한 

Shield Blanket 설계에 사용된 여러 변수들을 표 2.2.1.2에 요약하 고, 설계에 사

용된 Blanket Modules의 냉각과 가열을 한 설계 조건들을 표 2.2.1.3에 정리하

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해 설계된 blanket 시스템의 주요 component에 한 

개략 인 설계 도면과 module에 한 분할도는 그림 2.2.1.1  그림 2.2.1.2와 같

다. 그림 2.2.1.3은 blanket을 구성하는 module에 한 평면 분할도이다. 이 그림

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lanket 시스템에서는 총 18개의 module로 구성되어 있

으며, module 10은 진단과 ECH를 한 port로, module 14와 15는 진단이나 보

조 가열장치, Test Blanket Module (TBM) 등을 한 port로 할당되어 있다. 

한, D-shape을 유지하기 해, 일부 module사이에 냉각 채 을 가지는 삼각 

filler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2.1.4는 blanket의 냉각을 한 냉각수의 경로  설계에 사용된 계산 

결과들을 도시하고 있다. 각 module에 가해지는 열부하를 통해, 각 module들을 

냉각할 수 있는 냉각수의 유량을 계산하고 이를 설계에 반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2.2.1.5는 냉각 채 과 First Wall 등을 포함하는 표 인 inboard와 

outboard의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각 module은 First wall, shield block, 냉각 

채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module 들은 stub key를 이용하여 그림 2.2.1.6

과 같이 진공용기에 합되게 된다. 

이러한 blanket 시스템의 핵심 기술 의 하나는 라즈마와 직  맞닿아 있

는 first wall의 설계  제작에 있다. 그림 2.2.1.7은 이러한 first wall의 설계 도

면과 실제 제작된 모형을 나타내었다. 한, 이러한 first wall의 제작에는 

brazing이나 HIP 방법이 제안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연구 에 있다. 그림 2.2.1.8

은 가장 유력한 제작 방법인 HIP을 통해 first wall을 제작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2.2.1.4는 first wall 설계에 사용된 변수들을 요약하 고, 표 2.2.1.5에서

는 first wall 제작에 사용될 재료들과 그 특성을 요약하 다. 이러한 재료들은 

기계 인 특성과 열하 에 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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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First wall의 제작 방법에 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 다. 

참여국들의 blanket 시스템에 한 설계 황은 표 2.2.1.6에 정리하 다. 

ITER 국제 (IT)과 일본은 inboard module의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outboard 

module은 일본, 유럽연합, IT  미국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은 NB region

에서의 설계를 시작하고 있다. 재 한국은 module의 상세 설계에 참여하고 있

지 않으나, 기존 연구에 한 검토 이후 설계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 

참여국들은 module의 설계 뿐 아니라, blanket의 제작 방법에 한 연구에 보다 

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이러한 황은 다음 장에서 참여국별로 정

리하 다. blanket 설계와 련하여, 일본과의 긴 한 조를 통해 많은 자료들을 

입수하여 한국의 연구에 반 할 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연구 결과들은 다음 

의 국제 력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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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500MW 핵융합로에 한 Shield Blanket Parameters

Parameters Unit Value

Total blanket thermal power MW 690

Heat flux on first wall (FW), 

Steady state, average / max. 

Transient up to 10 s, max. 

MW/m2

MW/m2

0.25 / 0.5

0.5-1.4

Heat flux on limiter, average / max. MW/m2 ~ 3 / ~ 8

Neutron wall loading, average / max. MW/m2 0.55 / 0.78

Number of modules, total / NB injector modules  440/18

First wall surface area m2 680

Weight  of modules t 1,530

Weight limit for module t/mod. 4.5

Typical blanket module dimension (inboard 

equator)
mm 1415x1005x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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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Blanket Modules의 냉각과 가열을 한 설계 조건

Maximum Heating Power (MW) 690

Number of Loops 3

Cooling Operation

   - Coolant Inlet Temperature (°C)

   - Temperature Rise (K)

   - Coolant Mass Flow Rate (kg/s)

   - Coolant Inlet Pressure (MPa)

   - Pressure Drop* (MPa)

100

48

3378

3.0

<1.0

Baking Operation

   - Coolant Inlet Temperature (°C)

   - Coolant Inlet Pressure (MPa)

240

4.4

Design Pressure (MPa) 5.0

Testing Pressure (MPa) 6.25

*Pressure difference at the interface point between blanket modules and 

P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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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blanket 시스템의 주요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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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module의 분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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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module의 분할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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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blanket 시스템의 냉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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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inboard와 outboard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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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진공용기와 blanket module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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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First Wal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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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otal FW surface [m2] 680

Number of FW panels (excluding the NB  region ) 1688 

Inboard panel dim. (width x height x thick.) [mm] 345x1005x81

Typical FW panel weight [N] 3000

Heat flux on first wall (FW), 

Steady state, average / max. [MW/m2]

Transient up to 10 s, max. [MW/m2]

0.2 / 0.5

0.5-1.4

Neutron wall loading; average/max. [MW/m2] 0.55 / 0.78

Nominal number of pulses 30000

Total average/max. neutron fluence [MWa/m2] 0.3/0.5

Volumetric heat deposition in Be armour*) [W/cm3] 4.79

Radial volumetric heat distribution in FW structure*) [W/cm3] 

q"’= 11.3143*exp(-0.0988*r) - 4.0334*exp(-0.199*r);

 r = radial distance from Be/Cu Joint
Peak VDE energy deposition [MJ/m2] / 

Max. Duration [s] / number of events 60 / 0.2 / 15

Run-away electron (RE) energy deposition,average 
/ peak [MJ/m2] 1.5 / 25

Duration of RE (average / peak energy deposition) 
[s] / number of events 0.1/ 0.0015 / 15

RE energy spectrum (E0 for exp(-E/E0)) [MeV] 12.5

RE angle of incidence [degrees] 1-1.5

Operation coolant inlet pressure [MPa] 3.0±0.2

Operation coolant temp.; inlet / max outlet [oC] 100 / 148

Baking temperature / pressure [oC] / [MPa] 240±10 / 4.4±0.2

표 2.2.1.4 First Wall panel에 한 주요 변수

*)These values are at maximum wal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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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Part Material

Max. allow. 

temperature

(°C)

Neutron 

damage

(dpa)

Armour
Be (S-65C or 

DShG-200)
700 1.6

Heat sink
DS Cu Al25-IG or 

CuCrZr-IG
400 5.3

Structure and Tubes SS 316L(N)-IG 400 3.4

표 2.2.1.5 First Wall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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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8 Solid HIP 방법을 이용한 First Wall의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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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ard (18) Outboard (36) NB region

BM01

IT, JA

BM10 JA BM15S03-4-5 CN

BM02 BM11 EU BM15C04-4-6 CN

BM03 BM12 IT BM14C07 CN

BM04 BM13 BM14S03-4-5

BM05 BM14 IT BM14S04-4-6

BM06 BM15 BM15C07

BM07 BM16 BM15C07

BM08 RF BM17 BM15C07

BM09 BM18 US

표 2.2.1.6 참여국들의 설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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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세 설계 악 

1차년도부터 지속 으로 ITER blanket 시스템의 구성 요소별 설계 기술을 분

석하기 한 ITER 국제  (International Team)과 각 참여국들로부터 다음과 같

은 자료들을 습득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 ITER DDD2004

- 설계 도면

- R&D 련 보고서들

- 설계 변경 사항 (IT)

IT에서는 Design Description Document (DDD)를 정기 으로 발간하여, 

ITER 체 으로 설계와 련하여 참가국들의 연구 내용  IT 자체의 연구 내

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4년 8월에 발간된 가장 최신의 DDD를 

습득하여 재까지 수행된 설계 내용과 해석에 따른 결과들을 분석하 다. DDD

는 주로 설계와 련된 Engineering Description 부분과 각 모듈의 구조해석, 열

해석, 증식로 등과 련된 해석 부분으로 나 어져 구성되어 있다. 

설계 도면들은 ITER의 홈페이지 (www.iter.org)를 통해 습득 가능하지만, IT

로부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득해야만 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1차년도 보고서 표 2.2.1.1에 정리한 것과 같이 기취득된 도면 이외에, 견 

인력을 활용하여 3D modelling file을 추가 으로 입수하여, 조달 품목의 상세 설

계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획득한 자료 목록은 표 2.2.1.7에 정리하 다. 

이러한 3D modeling file들은 추후 도면으로 변환하여 활용 가능하며, 해석 작업 

수행 시 입력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많은 활용 가치가 있어, 추후에도 지

속 인 획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다음과 같은 R&D 련 보고서들을 IT로부터 습득하여, 기 참여국들의 

R&D 내용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PDS (Plant Design Specification), PID 

(Project Integration Document), ITER MQP (Management and Quality 

Program), PBD (Project Background Document), PAD (Project Assessment 

Document), DRG2 (Design Requirements and Guidelines 2). 습득된 자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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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계 내용들은 1차년도 보고서에 정리하 으며, 이외의 설계 변경 사항들은 

다음 에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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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추가 으로 획득한 blanket 3D modeling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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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추가 으로 획득한 blanket 3D modeling fil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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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7 추가 으로 획득한 blanket 3D modeling file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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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계 변경 사항  제조성 평가

shield block내의 냉각을 한 cooling passage에 한 설계 변경이 이슈화 되

어 왔다. 원래의 설계에서는 부분의 모듈들이 사각의 직 형으로 되어 있었으

나, 재에는 원형 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치도 변경되고 있는 이다. 그림 

2.2.1.9는 재 설계되고 있는 cooling passage를 나타낸다. 이러한 설계의 제조성

은 일본에서 평가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림 2.2.1.10과 같다. 단조된 steel block에 

드릴링을 통해 cooling passage를 만들고, 이후에 곡면을 이루도록 휘는 

(bending) 방법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EU의 경우는 그림 2.2.1.11.과 같이 

powder HIP을 통해 이러한 shield block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재는 드릴링 방법이 선호되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powder 

HIP에 한 선행 연구가 없어, 일본 측에서 평가되는 방법이 국내 기업체에게는 

보다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shield block의 경우, nuclear heating에 의한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냉각

과 구조 해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편으로 냉각수의 흐름을 

제어하기 한 구조물들이 그림 2.2.1.12 - 2.2.1.14에서와 같이 제안되고 있고, 실

제 일부는 반 될 정에 있다. 한, cooling passage와 연결된 drilled manifold

의 경우, 원할한 냉각수 흐름이 가능한지에 한 해석 작업과 함께 한 크기

를 결정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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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shield block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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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0 shield block의 제조 : 일본 (드릴링과 벤딩)



- 272 -

그림 2.2.1.11 shield block의 제조 : EU (cooling passage와 powder 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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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2 국제 에서 제안된 cooling passage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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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3 국제 에서 제안된 cooling passage의 냉각능 향상을 한 냉각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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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4 cooling passage의 냉각능 향상을 한 냉각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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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eld block의 제조법 평가는 1차년도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2.2.1.8과 

같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국에서 제시된 여러 방법들은 아

직도 논의 에 있으며, FW에 해서는 HIP, SB에 해서는 단조  드릴링 방

법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 설계 변경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 기간에는 이러한 설계 변경 부분을 추 함

으로써 추후 제조 방법의 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설계 변경은 2001년 설계안이 확정된 이후, 상세 설계  상세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ITER 운  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blanket 

부분에서는 FW의 Be 타일 형상과 SB의 내부 유동을 한 로에 해 주로 이

루어진 것으로 악된다. 그림 2.2.1.15는 이러한 FW의 설계 변경을 나타낸다. 

기존의 곡선형 Be 타일에서 직선형 Be 타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Be 타일의 가공성에 한 제약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shield block과 련해

서는 많은 설계 변경이 제안되고 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 특히, shield 

block의 냉각능 평가  설계 변경 작업에는 국제 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상세 악이 가능하다. 변경이 제안되고 있는 내용들은 3-2  “상세 설계 

보완 활동 참여”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제작성 평가를 해서, ITER 국제 에서 제시하고 있는 blanket의 제작 과정

을 참조해야 하며 (그림 2.2.1.16 참조), 주요 공법은 앞서 언 한 단조와 드릴링 

 용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1.9는 국내 기업체의 기술 수 과 설비 

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러한 기술 수 으로 볼 때 재까지의 설계에 맞게 제

작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ITER 국제 에서는 모

듈의 형상에 따라 제작의 난해도를 고려하여 조달 모듈에 factor를 주고 있는데, 

곡선형 혹은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모듈이 선택될 경우, 제작 시에 비용 증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어, 조달 모듈 선택 시에 이러한 들이 충분히 고

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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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참여국들의 Blanket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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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5 FW의 설계  제작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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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6 Blanket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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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9 국내 산업체의 기술  설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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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설계 보완 활동 참여

국제   여러 참여국에서 심을 가지고 있는 shield block의 냉각능 평가에

는 여러 참여국에서 견된 연구원에 의해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에

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에 한 해석 작업과 설계 변경을 담당하고 있다. 

- 표  모듈 front header에서의 유동 해석

- 표  모듈 drilled manifold에서의 유동 해석

- intermodular key에서의 유동 해석

본 보고서에서는 간략한 진행 사항들만을 기술하 으며, 자세한 해석 결과  

과정은 부록 I 에 첨부하 다. 

가. 표  모듈 (BM2-6)의 front header에서의 유동 해석 (BM2-6)

blanket module에서 first wall과 shielding block은 라즈마와 인 한 부분으

로 높은 열유속을 직 으로 받는 계통이며, 이에 따른 냉각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first wall을 냉각한 이후, 냉각수가 shielding block의 상부를 통해 

front header로 유입되고 first wall과 맞닿아 있는 front lid를 냉각하는 과정을 

CFX-5를 이용해 모의하고, 냉각이 충분치 않은 경우, flow driver를 내부에 장착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효과 인 냉각을 한 flow 

driver의 최 화 작업을 수행하 다. 그림 2.2.2.1은 ITER blanket의 standard 

module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모의하고자 하는 front header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2.2는 CFX-5를 통한 계산에 사용하기 해 재구성된 단

순화된 모델의 모습을 나타낸다. 실제 standard module의 경우, 다양한 입구 크

기와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계산에서는 이를 단순화하 다. 결과 부분에서 다시 

언 하겠지만, ITER 조건을 이용한 계산결과, 그 냉각정도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냉각능을 향상하기 해 그림 2.2.2.3과 같은 flow driver가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low driver의 효과를 확인하기 한 작업도 

수행되었으며, 그림 2.2.1.19는 이러한 계산에 사용된 모델이다. 그림 2.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flow driver는 front lid를 효과 으로 냉각하기 해, front li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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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흐르는 냉각수가 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도록 내부에 인 인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 m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flow driver를 설계하

다. 이러한 냉각수의 흐름 변화는 그림 2.2.2.5과 2.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ont lid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어 보다 효과 인 냉각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향후, 보다 최 화된 driver 설계를 주문 받았으며, 재 이와 련한 연

구를 계속 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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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module 4 내의 front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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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front heade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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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flow driver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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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해석결과 - coolant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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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해석결과 - front li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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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해석결과 - side wal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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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  모듈 (BM2-6)의 drilled manifold와 cooling passage에서의 

유동 해석 

blanket module에서 first wall과 shielding block은 라즈마와 인 한 부분으

로 높은 열유속을 직 으로 받는 계통이며, 이에 따른 냉각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first wall을 냉각한 이후, 냉각수가 shielding block의 manifold로 유입

되고, 이러한 manifold에 연결된 네 개의 분기 을 통해 어떤 형상으로 front 

header에 유입되는 지를 악하는 연구이다. 그림 2.2.2.7은 shield blanket의 

front header에 연결된 drilled manifold와 분기 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2.2.2.8

은 이러한 부분의 해석을 해 특정 부분을 모델링 한 것으로 내부의 clearance

를 4mm와 3mm 에 해 해석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2.2.2.1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각 분기 으로부터 나오는 유량을 정리한 것으로 분기  사이의 유량 차이

가 클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비교  균일한 유량이 배출됨으로써 추가 인 장

치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단순한 모델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단되어, 다양한 분기

 길이, 다양한 clearance 등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재 수행 에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추후 국제 의 보고서에 반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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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module 4의 drilled manifold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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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8 drilled manifold 해석을 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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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drilled manifold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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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termodular Key에서의 유동 해석

blanket 부분은 아니지만, vacuum vessel의 주요 안  하나인 

intermodular key에 한 열수력 해석이 추가 으로 수행되었다. vacuum vessel

의 inner shield region을 흐르는 냉각수는 shield blanket과의 연결을 해 설치

된 key 부분의 hole도 냉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해석 결과 이러한 냉각수가 

key를 충분히 냉각하지 못하여 thermal stress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와 련한 추가 인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안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동을 해석하고, 추가 인 장치의 필요 여부  추가 인 장

치의 최 화된 설계를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그림 2.2.2.9는 문제가 되고 있는 inboard에서의 유동 역을 나타내고 있다. 

inner shield 부분에서는 유동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이 해석에서

는 inner shield와 shielding plate 사이의 약 40 cm 정도의 역과 key 부분만을 

단순화하여 모델링하 다. 그림 2.2.2.10과 같이, 모델링된 유동 역에 가상의 

flow driver를 설치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 다. 그림 2.2.2.11에서와 같이, flow 

driver의 유무  그 종류에 따라 유동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유동이 

key 부분의 냉각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housing의 향

으로 유동이 key가 치한 심부분에서 바깥부분으로 빠져나감으로써, key의 

냉각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반 한 해석을 해, 

그림 2.2.2.12와 같이, 여러 형태의 형상에 한 유동을 해석하 으며, 이를 통해 

flow driver의 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림 2.2.2.13은 각 형상에 따른 

유동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2.2.2.14는 첫 번째 형상에서 flow driver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한 온도 분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flow driver가 key의 냉각을 해 필요하며, 보다 최 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 다. 한, 냉각수가 심부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방안도 필요하며, 이러한 향을 flow driver의 설계 시에 반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다양한 형상 뿐 아니라 실제 여러 개의 key hole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 해

석도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재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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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9 inner shield  key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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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0 key 모델  flow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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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1 해석결과 - 냉각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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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2 유동 형상에 따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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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3 형상에 따른 해석 결과 - 냉각수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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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4 형상에 따른 결과 -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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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련 기술 회의 참석  국제 력 계 수립

가. 련 기술 회의 개최

(1) ITER 국제 과의 설계  제조 기술 워크샵 개최 (2004.11)

2004년 11월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진공용기와 blanket 시스템에 한1

차 ITER 국제 과의 workshop이 개최되었다. blanket 시스템과 련하여 국제

에서는 체 인 blanket 설계를 담당하는 Elio 박사가 ITER blanket  

DDD2004에 해 반 으로 설명하 고, 한국의 ITER 계획 참여의 필요성에 

해 강조하 다. 한국 측에서는 재까지 한국이 다져온 기반 기술  산업계의 

기술 수 들을 설명하 다. 한, 한국의 조달 품목, 조달을 한 연구 개발 계

획, 산업계 기술 이 을 한 비 활동  국제 으로부터 할당된 연구 업무의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 다. 이에 국제 에서는 산업계의 참여가 연구 개발의 

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ITA task에 해 논의하 고, 한국 측에서는 국제 이 

제안한 task  16-10에 해 올해부터 연구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견을 개진하

다. 추후 상세한 추진 계획을 비하고, 2004년 11월부터 이 task를 시작하여 

2006년 5월에 완수한다는 것에 합의하 다.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 분담에 합의하 고, 재 이를 추진 에 있다. 

KO action items:

1) Cleaning solvent adopted in KSTAR instead of using acetone 

2) UT methods used in KSTAR VV fabrication 

3) Send the revised draft for ITA task 16-10 by the end of 

November 2004

IT action items:

1) Exact name of expert who know the most of the L3-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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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hira (?) working at JAEA at present.

2) Providing FEM models mentioned in the references of VV DDD, 

(Ref. # 104, 105, 132, 134, 166, 167)

3) Final or interim report of the fabrication and assembly procedure 

and inspection plan. 

(2) 연구 개발 계획의 수립

이러한 국제 과의 의를 통해 한국에서는 ITER 조달 품목  계획과 연구 

개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ITER와의 의를 거치도록 하 다. 한국의 

 기술 수   ITER 조달에 련한 정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 항목들이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악되었다.  

a. Development of fabrication technologies

- Joining Technology Development: HIP/Brazing

- Specimen Fabrication: Cu-alloy/SS, Be/Cu-alloy, SS/SS

- Deep slotting of shield block 

b. Fabrication/testing of mock-ups and prototype components

- Producing and testing full-scale/partial modules of first wall 

elements

- Producing and testing full-scale/partial prototypes of mechanical and 

hydraulic attachments

- Demonstrating prototype integration in a model sector

의를 통해 한국의 조달 품목은 표 2.2.3.1과 같이 결정되었고, blanket 시스

템의 경우 체 조달량의 약 20%를 한국이 담당하도록 조정되었다. ITER의 

체 일정에 맞추어 한국에 할당된 품목들을 조달하기 해서는 한국 내 연구 개

발 계획과 생산 계획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그림 2.2.3.1과 같이 ITER 일정

에 따른 한국의 연구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ITER 국제 과 의하 다. 이

러한 일정에 따라, 2006년까지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조달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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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과정에서 국제 인 력을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2006년

까지 수행해야 하는 연구 항목  계획은 그림 2.2.3.2와 같다. 연구 계획은 원형

의 shield block을 제작하기 이 에, 작은 규모의 mock-up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

발하고, 이를 음 나 HHF (High Heat Flux) 장비 등을 이용하여 그 건 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나 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재료의 선정이나 

제조 기술의 선정에는 국제  력을 이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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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1 한국의 조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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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1 한국의 blanket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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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한국의 blanket 연구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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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련 기술 회의 참석

(1) 1차 FW qualification meeting 참석 (2005.06)

2005년 6월 ITER 국제 이 상주하고 있는 독일 Garching의 IPP에서 개최된 

1차 FW qualification meeting은 blanket 조달국들이 모여, 각국의 FW 제작 

련 연구 개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 다. FW 제작과 련한 정보들을 교

환하고 국제 력을 한 향후 연구 내용 등을 선정  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각 참여국의 FW 제작 황 발표 자료와 제작 설비  향후 계획에 

한 자료들을 수집하 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ITER FW Fabrication meeting은 핵융합로 개발에서 가

장 요한 부분  하나인 First Wall의 제작 방법에 한 각국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로, ITER에 참여하는 6 개국에서 약 30여명

이 참석하 다. 이번 회의는 핵융합에 지의 실 을 한 첫 단계인 ITER의 건

조 착수를 앞둔 시 에 ITER 참여국들의 FW과 련한 연구  비 황과 

Qualification criteria 마련을 한 공동 연구에 해 집 으로 논의되었다.  

ITER 사업은 6월내에 유치국이 결정될 망으로, 공동이행 정 조인, 2006년 

ITER 기구 출범을 한 후속 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망이다. 한, 6개국이 

공동으로 조달하게 되는 FW과 Shield block은 2008년까지 R&D를 마치고, 생산

을 시작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번 ITER FW Fabrication meeting에서는 각국의 

연구 결과에 해 상호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생산될 FW과 SB

의 품질을 보장하기 한 공동 시험에 한 의가 부분 으로 이루어졌고, 향후 

이 부분에 해 으로 논의될 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는 2006년 1

월경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 으며, 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각국간

의 력 하에 지속 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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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FW qualification meeting 참석 (2005.12)

2005년 12월 ITER 국제 이 상주하고 있는 일본 Naka의 JAEA에서 개최된 

2차 FW qualification meeting은 blanket 조달국들이 모여, 1차 회의 이후의 각국

의 FW 제작 련 연구 개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 다. FW 제작과 련

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국제 력을 한 향후 연구 내용 등을 선정  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 각 참여국의 FW 제작 황 발표 자료와 제작 설비 

 향후 계획에 한 자료들을 수집하 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ITER FW Fabrication meeting은 ITER에 참여하는 6 

개국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하 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ITER 

참여국들의 FW과 련한 연구  비 황과 Qualification criteria 마련을 

한 공동 연구에 해 논의되었다. 특히 Qualification mock-up design과 품질 평

가를 한 시험방법들 (NDT, Mechanical test, Be quality)에 해 으로 논

의 되었다. EU는 실제 FW과 유사한 Qualification mock-up design을 제시하여 

후발국이 단기간에 기술 으로 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도하 는데, 이에 

한 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는 2006년 6월경 독일에서 개최하기

로 합의하 으며, 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각국 간의 력 하에 지속 으

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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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차 TBWG 회의 참석

2005년 7월까지 한시 으로 재구성된 TBWG회의가 그동안 13차에 결쳐 진행

되어왔으며, 이번 14차 회의가 ITER Naka Site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 7월에 마

지막 회의를 가질 정이다. 지난 13차 TBWG 회의에 이르는 동안 ITER 참여

국들이 ITER 장치의 3개 equatorial port에 설치될 TBM (Test Blanket Module)

의 종류  시험 계획을 지속 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합의

되어온 사항을 종합하 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수행해온 TBM 련 

연구를 발표하고, 다른 참여국들의 TBM 개발  련 실험 로그램 개발 연구 

황을 악하 다. 

지난 12차 TBWG 회의에 참석하 을 당시 Port allocation, 각 WSG 업무범

  TBM 사양 등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었는데, 13차  14차 회의를 거

쳐 비록 TBM 종류  실험계획 등 많은 부분에 완 한 해결을 보지 못하 더

라도 각 Party들이 일부분에 합의를 이루었다. TBM 개발은 ITER  DEMO의 

주요 기술로서 한국이 반드시 TBM 개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기술을 하루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악된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으로는, 국이 TBM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다. 국도 십여 년 부터 blanket 분야에 연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국 정부의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ITER  DEMO TBM 개발에 상당한 발

이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 회의에서 보여  결과보다는 훨씬 풍부한 결과

를 발표하 다. TBWG에서 결정하여야 할 많은 일들이 ITER site 결정의 연장

으로 인하여 미루어지고 있었으며, 각 Party들의 상회의에서 Port allocation  

TBM test program 등, 많은 주요 issue가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TBWG 

Member들의 역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악된다. 향후 2005년 4월 

30일까지로 정된 TBWG 최종보고서 draft  한국이 제안할 TBM에 한 

DDD작성에 마지막으로 총력을 기울일 정이다. 

회의 기간 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TBWG member로 TBM 개발 진행 상황 악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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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회의 (TBWG-13) 결과  주요 TBM 설계 련 Issue 검토

- TBWG는 site 결정 후 6개월 동안 유지함에 따라 내년 7월 말까지 

TBWG 최종보고서 작성해야 하며 이와 련한 내용 검토

- 최종보고서와 함께 TBM 설치를 원하는 Party는 각각의 TBM에 해 

DDD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련한 내용  방법 논의

2) TBWG KO Delegation Head로 참석 (16, 17일)

- 최종보고서 형식 변경  최종 확정을 한 Delegation Head 회의를 하

으며 한국은 2개의 TBM에 해 DDD를 작성하며, 아울러 다른 Party가 

작성하는 TBM의 DDD에 일부 chapter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각 Party들의 TBM test program 황을 악하 으며, 이와 련하여 

한국의 역할을 정리해야 하며 이와 련 논의를 하 음.

- 각 Party가 R&D collaboration을 한 item 마련하기로 함.



- 310 -

(4) TBWG-15 참석 (2005.07)

2005년 7월 ITER 국제 이 상주하고 있는 독일 Garching의 IPP에서 개최된 

15차 ITER TBWG (Test Blanket Working Group)는 ITER 참여국들이 모여, 각

국의 TBM 연구 황을 발표하고, common frame에 설치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실험 계획 등을 논의하 다. 특히, 한국에서 제안한 HCSB TBM과 HCML TBM

에 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력을 논의하기도 하 다.  

TBWG 회의는 ITER 참가국의 문가들이 모여서 TBM (Test Blanket 

Module) 기술개발 황을 악하고 련 시험을 한 의를 하는 회의로서,  

이번은 제15차 회의로서 ITER 부지가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독일의 가힝에서 열

렸다. 주목 은 각국 TBM의 최종 개념에 한 검토를 하고 ITER에서의 시험가

능성을 구체 으로 의하기 한 것으로, 원활한 TBM 시험을 해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표 화 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정된 계획을 

해서는 TBM 개발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지원 하에 수

행되고 있는 국의 TBM 개발 황은 매우 인상 이었으며, 유사한 TBM의 독자

 추진을 지양하고 공동 TBM을 효율 으로 개발하는 것에 한 토의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한, 이를 해서 다음 회의에서는 각 국의 TBM 개념을 

서로 평가하기로 하 으며, 한국의 HCML TBM개발을 해서 한국/미국/일본/

러시아가 보다 구체 으로 력하기로 하 다. 한국의 TBM 개념이 ITER에서 시

험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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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BWG-16 참석 (2005.12)

2005년 12월 ITER 국제 이 상주하고 있는 독일 Garching의 IPP에서 개최된 

16차 ITER TBWG (Test Blanket Working Group)는 ITER 참여국들의 블랭킷 시

험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 간의 조정을 의하기 한 회의로, 2001년까지 유

럽, 일본, 러시아 사이에 시험계획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  ITER 

참여국이 6국이 됨에 따라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ITER ITA 단계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 다. ITER 장치의 3개 equatorial port에 설치될 TBM의 종

류  시험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이 목표이며, TBWG에서 결정될 시험계획의 

총 . 조정 안은 잠정 인 것으로 ITER 진행과 TBM 개발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향후 R&D 결과에 근거한 ITER Council의 결정에 의하

여) 한국은 TBWG-11(‘03. 10), TBWG-12(’04. 3), TBWG-13(‘04. 7), TBWG-14 

(’04. 12), TBWG-15('05. 7)에 참여하여 한국의 TBM R&D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험용 Port의 공간 , 시간  사용 권리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련 국제 력은 다음과 같이 모색되고 있다.

- 재 TBM 개발은 IEA Implementing Agreement 혹은 양자간, 다자간 

력 로그램으로 진행 .

- TBWG 는 재 ITER program 이 아니므로, ITER 정안이 조인되더라도 

R&D 력을 한 Framework로 활용키 어려움.

- 한국으로서는 TBM 력 로그램이 ITER 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IEA Implementing Agreement on the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나 한-미, 한-일, 한-EU 핵융합 력 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함.

본 회의에서의 주요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TER 특성을 고려한 TBM의 시험 목표:

Valid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theoretical predictions under 

combined and relevant thermal, mechanical and electromagnetic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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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ritium breeding predictions

Validation of Tritium recovery process efficiency and T-inventories 

in blanket materials

Validation of thermal predictions for strongly heterogeneous 

breeding blanket concepts with volumetric heat sources

Demonstration of the integral performance of the blankets systems 

including high efficiency potentialities.  

○ TBWG는 Blanket들의 특성에 따라 5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5개의 

Working Subgroup을 둠. 

WSG1 Lithium ceramic/Beryllium  low activation ferritic steel 

(LAFS)  He (HCSB)

WSG2  Lithium lead  LAFS  He (HCLL)

WSG3  Lithium ceramic/Beryllium  LAFS  H2O (WCSB)

WSG4  Lithium  Vanadium  self cooled (Li/V)

WSG5  Molten salt FLiBe  ferritic  self-cooled (MS). 

- WSG의 운  개념은 3개의 Port를 ITER 참여국들이 공간, 시간 으

로 나 어 가지는 것 보다,  참여국들이 선호하는 Blanket별로 나 어  

WSG내에서 참여국 사이의 기술 정보의 교환, 상호 력 등을 통해 

각 Blanket 계열별로 참여국들간의 조정된(공간 , 시간 으로) 시험

계획안 마련을 목 으로 함. 그리고 TBWG에서는 Blanket 종류별로  

Port를 배정하려 함.

- 이  한국은 WSG1, WSG2, WSG4 에 참여하 음.

○ TBM port 배분

- Port allocation, 각 WSG 업무범   TBM 사양 등 많은 부분이 합

의되지 않았었으나 일부분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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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Port
A B C

1
HCSB(1) + 

HCSB(2)
WCCB + HCLL

LiV + DCLL 

(1)

2
HCSB(1) + 

HCSB(2)

WCCB + 

HCLL/DCLL(1)

HCSB(3) + 

DCLL(2)

3
HCSB(1) + 

HCSB(2)
WCCB + DCLL(1)

LiV + DCLL 

(2)

4
HCSB(1) + 

HCLL
WCCB + DCLL(1)

LiV + DCLL 

(2)

5
HCSB(1) + 

HCSB(2)
HCSB(3) + HCLL

LiV + DCLL 

(1)/(2)

○ Interface 요건

- 각 Port 별, TBM별 필요한 Ancillary requirement, interface 등이 복

잡하고(ITER cost에 향), 이는 향후 TBM 개발시 구속 조건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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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 력 상 기  악

(1) 1차 한일 blanket 워크샵 개최

일본과의 긴 한 연구 력을 해 정기 인 workshop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로 합의하고, 1차 workshop을 2004년 10월 12일-13일에 일본 Naka Fusion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개최하 다. 주로 blanket 제작과 련한 주제를 

심으로 상호간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그 결과에 해 토의하 다. 한, 향

후 한 연구 력을 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workshop 동안에 이루어진 주

요 논의 결과  연구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1) Dr. Akiba presented the overview of blanket R&Ds in JAEA.  

Activities on developing ITER shielding blanket were almost completed 

in 2001, and now several ITA Tasks such as 16-10, 16-08 are carried 

out, which are related to the blanket qualification and an assessment of 

laser welding technique for the blanket attachment.

2) Major activities in JAEA are focused on developing Test Blanket 

Modules for ITER, which is a breeding blanket.

3) Dr. Enoeda presented the overview of fabrication technology on the 

ITER shielding blanket.  It was discussed the role of industries in R&D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AEA and industries.  Industries generate 

detailed techniques and detailed design and drawings.  On the other hand 

JAEA develops design concepts, and performs R&Ds on basic 

technologies such as HIP conditions and heat treatment.  After 

fabricating mock-ups by industries based on JAEA’s technology, JAEA 

tests these mock-ups, and evaluates performance.  Then JAERI 

feedbacks results to industries, and proposes/discusses improvements,

4) Dr. Enoeda also presented that the ITA Task 16-10: Blanket 

qualif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JA.

5) Dr. Hong presented the outline of the ITER blanket develop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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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hen Dr. In presented the R&D experiences on development of 

plasma facing components for KT-2 Tokamak, and Dr. Kim presented 

the present status of R&Ds on KSTAR plasma facing components.

6) It was presented that three ITA Tasks will be performed in KO, and 

that the task on blanket qualification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7) Detailed discussion was made on blanket fabric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question list, which was prepared by KO.  From JAEA, 

Dr. Enoeda presented the detailed process of HIP technology for Cu/SS 

joining and for Be/Cu joining.  Dr. Suzuki presented joining technologies 

for ITER divertor plate, which includes Be/Cu brazing, CFC/Cu brazing, 

and W/Cu brazing.

8) Results of the detailed discussion are summarized in Attachment 3.

9) Dr. Akiba presented the heating test facilities in JAEA; JEBIS, PBEF 

and OHBIS.  Dr. Akiba explained that the OHBIS facility had been 

removed from the JMTR hot cell because of lack of hot cell space, and 

it will be re-installed into a hot cell in several years.  KO pointed out 

that there are many vacant hot cells in KAERI.

10) Dr. Enoeda and Dr. Ezato presented the present status of ITER Test 

Blanket Modules in Japan and in JAEA.

11) KO and JA participants shared the view that the blanket qualification 

is one of the possible activities under the KO-JA collaboration.

12) In Oarai-site, Dr. Hayashi presented the recent activities in Blanket 

Irradiation Analysis Laboratory.  Dr. Ishitsuka presented the outline of 

JMTR.  Dr. Tsuchiya explained the irradiation test facilities.

13) Korea proposed to hold the next workshop in Korea in early next 

year,  The detailed date will be discussed between KO and JA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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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일본 측의 발표 내용에 따른 연구 황들은 참여국들의 연구 황을 정리한 2

에 상세히 기술하 다. workshop에서 발표된 연구 주제들은 표 2.2.3.2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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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2 1차 한일 blanket workshop 안건

Discussion on ITER Shielding Blanket

Overview Akiba (JA)

Fabrication Technologies of Shield Block and 

FW Panel Structures
Enoeda (JA)

KO Presentation on Blanket Development Plan 

and Discussion
KO and All

Discussion on Joining Technologies

HIP Technologies for Be / CuAlloys / SS316L 

and High Heat Flux Test of Mockups for ITER 

Shield Blanket

Enoeda (JA)

Be / Cu Alloys, CFC/ Cu Alloys, W / Cu Alloys 

(HIP, Blazing) and High Heat Flux Tests for 

ITER Divertor

Suzuki (JA)

Questions/Discussions on Joining Technologies KO and All

Discussion on TBMs

Current Status of Japanese TBM Design in 

JAEA
Ezato (JA)

Pebble Bed Thermo-Mechanical Properties
Tanigawa 

(JA)

FW Fabrication Technology using F82H HIP and 

Armor Joining
Hirose (JA)

Plan of TBM Development and Testing of Korea 

and Discussion
KO and All

Tour to Blanket Engineering Lab. (Mockups, 

Experimental Apparatus)
Enoeda (JA)

Tour to JAEA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y 

(JEBIS)
Suzuki (JA)

Tour to Particle Beam Engineering Facility 

(PBEF)
Suzuki (JA)

Move to Oarai Site Enoeda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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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한일 blanket 워크샵 (2005.04)

blanket 련 한일 1차 workshop을 2004년 10월 12일-13일 일본 Naka 

Fusion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개최한 이후, 2차 워크샵을 4월에 개최하

다. 주로 blanket 제작과 련한 주제를 심으로 상호간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

하고, 그 결과에 해 토의하 다. 한, 향후 한 연구 력을 한 방안도 

모색되었다. workshop 동안에 이루어진 주요 논의 결과  연구 결과들은 아래

와 같다. 

Dr. Enoeda는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의 blanket 련 연구분야에 해 발표하

으며, 특히 FW mock-up의 qualification과 EM load 분석결과를 발표하 다. 

Dr. Hirose는 재료 측면에서의 연구 활동을 발표하 는데, Be/CuCrZr의 합에 

한 연구결과와 시험 방법에 해 의견을 나 었다. 한, TBM과 련한 일본

의 연구 결과  상호간의 력 방안을 논의하 다. 

(3) 3차 한일 blanket 워크샵 (2005.08)

8월 3차 워크샵은 추계 학술회의와 겸해 이루어진 소규모의 워크샵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을 나 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e-beam 시설

인 JEBIS 장치를 이용한 한국의 Cu/SS small mock-up 가열 실험에 서로 합의

함으로써, 본 과제의 수행에서 요한 진 을 이룰 수 있었다. 이외에 지속 인 

력 계  추가 인 R&D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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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SNL과의 력 일정

미국은 Be을 사용한 실험을 과거 수십년에 걸쳐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많은 설비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악된다. 특히, SNL 

(Sandia National Lab.)의 경우, 우리나라에 필요한 blanket 제조와 련된 기술

들과 HHF test 설비를 갖추고 있어, 향후 많은 연구 력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

서, 본 연구 기간 동안에 SNL을 방문하여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의 상호 발표를 통해 미국의 blanket 연구 개발 황도 

악하 으며, 이 내용은 다음 에서 자세히 기술하 다. 미국 SNL 방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기    간: 05년 2월 20일 - 05년 2월 26일

▪ 방문기 : BrushWellman, SNL/CA, SNL/NM

▪ 방문목

- BrushWellman: Be 취 시설 투어

- SNL: 미국의ITER blanket 제조기술, FW blanket 합기술, HHF test 

시험기술

▪ 수행내용

BrushWellman

1. Be 취  시설의 기본 개념은 강력한 흡입장치를 단 작업 공간에 설치하

여 Be이 다른 곳으로 날려가지 않도록 하는 개념.

2. capacity of ventilation system (vent 속도, pipe의 직경과 길이): KAERI

의 자료를 주면 comment 하기로 함

3. 휴 용 sampling device, 개인용 protector 사용, 주기 으로 실내공기 

sampling 후 성분분석

4. Be cutting은 water jet이나 EDM을 사용: water jet이 high speed

5. 물속에서 가공하여도 기포 내에 Be이 존재하다가 기포가 빠지면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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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퍼져서 험함. 따라서 protect 된 공간에서 사용

6. curved Be tile 가공 방법: High temperature forming (온도는 비 ), 

inner curvature: wire EDM

7. oxide를 제거하기 한 etching은 특별히 격리된 공간에서 수행: 산세시 

증기가 발생하므로 가장 험 함. Be 취 시설내의 격리된 특별 시설

8. etching solution  보내주기로 함

9. waste 처리: filtering - waste 압축 - 재활용

10. evaporation 장치: 특별히 격리된 공간 안에 설치되어 있고 chamber 

open시 강력한 ventilation system을 chamber에 붙여서 추가 가동

11. 최종 제품에 한 X-ray 촬 : 제품내의 void inspection 하기 함.

12. 우리시설 구축자료를 보내주면 그에 한 comment 요청

13. S65C 제조공정, 최종 열처리 조건, 최종 미세조직  요청

14. 각각 machining 공정의 detailed procedure를 document로 요구하 음.

15. Be은 corrosion 에 매우 민감, 지문에 의해 부분 인 부식가속이 생기므

로 cleaning 이 요

16. cleaning은 용도에 따라 물, 에탄올, 메탄올, 음 세척기, degreasing 

용매 사용

SNL/CA

1, SNL은 Be/Cu 합의 canning design과 특성평가만을 수행

2. Interlayer 형성  HIP: commercial company에서 수행

3. 시편가공: SNL에서 수행, 방 가공 in water

4. polishing: 에는 SNL 실험실에서 수행하 으나 지 은 규정에 따라 

특별시설에서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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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 비: Cu: machined, ground, cleaning (alcohol), coating

6. Be: BeO oxide 제거 후 coating, BeO 제거가 매우 요함.

7. chemical etching 방법으로도 oxide를 제거해 보았으나 ion etching 방법

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수함. ) chemical etching 한 후 Cu를 EP 하

기 해 solution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BeO 형성

8. Ion etching 조건: BeO 는 nm scale 로 형성되고 한번 형성되면 성장하

지 않음 (Al2O3과 유사): 따라서 ion etching 조건은 충분히 sputtering 하

면 됨. 

9. canning 방법: EB welding으로 canning 즉 vacuum chamber에서 EB 

welding 함.

assemble 하기 에 200C 1hr bake (vacuum degas), 10분 안에 EB 

chamber로 이동.

일본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evacuation pipe 가 없음

10. 자세한 canning 과정을 추후 보내주기고 함.

11. 가장 크게 만들어 본 경험은: 12 inch

12. canning시 SS와 joint 상에 Mo foil (0.005 inch)을 anti-sticking 재료로 

사용, 유럽에서 사용한 graphite는 moisture를 유발할 것임.

13. 여러 개의 Be tile을 사용하는 경우 서로 붙지 않도록 간에 Mo tile을 

구겨 넣음.

14. 에 사용하던 Be이 있음.  수도 있음. 추후 의하기로 함

15. He leak test: He leak 분 기 (200psi) chamber에 EB 용 된 합물을 

놓아 두었다가 He leak test 수행

16. HIP 수행: commercial company에서 수행

17. 최종 온도의 압력은 계산하여 25C의 압력으로 조정

18. HIP 후 Ar circulation으로 fast cooling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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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압력조건 선정 이유: 105MPa은 industry에서 사용하는 통상 인 압력

임. 

20. final HIP 조건을 선택한 이유는: not final, 낮은 온도/낮은 압력, cost 

effective, productive

21. HIP 한 후 decanning: EDM in water, safe 하다고 생각하지만 지 은 

하지 않음

22. test specimen은 circular type이 좋음, edge stress 효과를 일 수 있음

23. 가장 최 의 기계  특성 평가 방법은?: 미국과 같은 strain bonding 

(ductile 한 compliant layer를 사용하여 열응력을 흡수하는 개념)에서는 

tensile test가 좋다고 생각함. test는 두 번씩 한 것 뿐 임

24. strength bonding에서는 bend test도 좋음.

25. HIP/Brazing 용어 사용: 인가하는 압력에 계없이 합조건에서 

melting 되는 interlayer (filler)를 사용하여 합하면 brazing. interlayer가 

녹지 않고 diffusion bonding 되면 HIP (diffusion bonding이 정확한 표 )

SNL/NM

1. EBTS 실험장치 투어

2. technical 한 문제보다는 주로 project 에서 논의 됨 (발표자료)

3. 재 PS Be에 한 HHF test 시험을 수행 하고 있었음.(발표자료)

4. PS도 HIP, Brazing과 함께 Be 형성 방법으로 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5. PS는 LANL에서 수행

6. 합 련 문제 으로 Cu/SS 합온도인 1050C가 무 높음. Cu의 

melting point(1080C)에 무 근 함.

7. 한 가지 해결 방법: SS에 Cu film을 입히고 (explosive bonding) Cu와 

Cu를 낮은 온도, 낮은 압력에서 합하는 방법이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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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u/SS 합하고 Be/Cu 합하는 것은 Be/Cu 합이 어려우므로 매우 

risky 함. 따라서 합순서를 바꾸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

9. 미국에서 수행한 Be/Cu 합의 mechanical test 방법은 pull test (tensile 

test), 3-point bend test: detailed design은 R.D. Watson의 published paper

에 있음.

10. LANL에 large size sample을 분석할 수 있는 SEM이 있으므로 추후 

HHF test 후 합시편에 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

11. EBTS 장치 room에는 별도의 ventilation system은 없으나 Be을 사용 

한 후 chamber cleaning 시에는 특별이 고안된 separate ventilation system

을 사용 함

12. ventilation system의 용량: 1500 ft3/mim

13. Be 실험을 chamber cleaning 방법: CO2 blasting (potable 장비) 알 

크기만한 dry ice로 chamber 벽을 blasting 하고 separate ventilation 

system을 사용하여 뽑아 냄.

▪ Collaboration item

1. HHF testing of Be/Cu

2. Joining technology of Be/Cu and Cu/SS

3. NDE development: UT and Hot water test

4. Special ITER task

5.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HHF facility

6. Shield block R&D

7. Design development (Information exchange)

8. Be facility requirement and assistance

9. Thermal and stress analysis of FW



- 324 -

제 3  Test Breeding Blanket 기술 개발 계획 수립

ITER에서의 TBM 시험계획은 DEMO 실증로용 블랭킷을 ITER 장치에서 실

증(삼 수소 증식, 열추출) 하는 것으로 ITER 건조. 운 사업의 큰 임무  하나

이다. 따라서,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기술을 하루

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st Blanket Working Group 

(TBWG)은 ITER  참여국들의 블랭킷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 간의 조정

을 의하기 한 회의로, 2001년까지 유럽, 일본, 러시아 사이에 시험계획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  ITER 참여국이 6국이 됨에 따라 계획을 재조

정할 필요가 있어 ITER ITA 단계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ITER 참여국들은 ITER 내 3개의 equatorial port에 설치될 TBM (Test 

Blanket Module)의 종류  시험 계획을 지속 으로 개발해 왔으며, 재 우리

나라는 본 연구를 통해 ITER KO procurement인 shielding blanket을 포함하여 

ITER에 용할 test blanket module(TBM) 개발에 참여하는 Blanket 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비록 procurement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핵융합로 건설

을 한 핵심기술임을 감안하여 기술 습득  개발이 가능하도록 본 연구의 범

에 포함되었다. 

1차 보고서에는 14차 TBWG 회의까지 얻어진 각 참여국들의 연구 개발 황 

 결과들을 정리하 다. 각 국에서 연구 인 TBM의 개념은 크게 변화하지 않

았으며, 15, 16차 TBWG를 통해 각 국의 력 방안과 Common frame과의 연결 

 ITER 체 일정에 맞추는 방안 등이 추가 으로 논의되었다. 본 에서는  

각 국이 개발 인 TBM  DEMO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 국내에서 개발 

인 TBM의 설계 결과를 기술하 다. 

각국의 황들은 련 기술 회의 참석 (TBWG-15, 16)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

을 통해 정리되었으며 (3  참조), ITER 체 일정  참여국들의 개발 황과 

DEMO 개념들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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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BM 기술 개발  황 분석

기술 인 측면에서 2001년까지의 수행했던 일이 지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3개의 Port를 6개국 사이에 공유하여야 하므로 각 국의 의견이 조정된  TBM 시

험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함이 핵심 목표이다. TBM의 설계는 ITER의 운  모드, 

안 성, 부  시설 등과 부합되어야 하고, ITER 장치가 DEMO Blanket을 핵융

합 환경 하에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임을 감안하여, 제한된 시험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Act-like" TBM을 개발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ITER 특성을 고려한 TBM의 시험 목표는 아래와 같다;

- Valid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theoretical predictions under combined 

and relevant thermal, mechanical and electromagnetic loads

- Validation of Tritium breeding predictions

- Validation of Tritium recovery process efficiency and T-inventories in 

blanket materials

- Validation of thermal predictions for strongly heterogeneous breeding 

blanket concepts with volumetric heat sources

- Demonstration of the integral performance of the blankets systems 

including high efficiency potentialities.  

TBWG는 Blanket들의 특성에 따라 5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5개의 Working 

Subgroup을 두고 있다. 

- WSG1 Lithium ceramic/Beryllium  low activation ferritic steel (LAFS)  

He (HCSB)

- WSG2  Lithium lead  LAFS  He (HCLL)

- WSG3  Lithium ceramic/Beryllium  LAFS  H2O (WCSB)

- WSG4  Lithium  Vanadium  self cooled (Li/V)

- WSG5  Molten salt FLiBe  ferritic  self-cooled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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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은 WSG1, WSG2, WSG4 에 일단 참여하고 있고, WSG3과 WSG5

에도 향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재는 본 연구 기 의 문가 2인이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따라 심있는 산.학.연 문가들도 참여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악된다. WSG의 운  개념은 3개의 Port를 

ITER 참여국들이 공간, 시간 으로 나 어 가지는 것 보다는 참여국들이 선호하

는 Blanket별로 나 어 WSG 내에서 참여국 사이의 기술 정보의 교환, 상호 

력 등을 통해 각 Blanket 계열별로 공간  혹은 시간 으로 참여국들간에 조정

된 시험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그리고 TBWG에서는 Blanket 

별로 Port를 배정하려 하고 있다. 3개의 Port가 TBM를 해 할당되어 있고 (#1, 

2, 18), 각 Port별로 Port master가 지명되어 TBM과 ITER와의 Interface를 

WSG leader와의 의를 통해 결정하는 임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안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 TBM Port Allocation

- 2001년 결정

   Port #1: He-cooled ceramic/Be TBMs (Japan/EU)

   Port #2: He-cooled ceramic/Be TBM & Self-cooled Li TBM (RF)

   Port #18: H2O-cooled LiPb TBM (EU) 

  and H2O ceramic/Be TBM (Japan)

- TBWG-11 (2003. 10, Garching) 안

   Port #1: 2 He-cooled ceramic Port-master: L. Boccaccini (EU)

   Port #2: H2O-cooled ceramic Port-master: M. Enoeda (Japan)

He-cooled LiPb 

   Port #18: Self-cooled Li/V Port-master: G. Shatalov (RF)

FLiNaBe

- TBWG-12시 Port allocation에 한 합의에 도달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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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G1 ; 

모든 참여국이 심 표명 (기술 으로 가장 근 ), 유럽, 일본, 러시아의 경

우, 독자  TBM (Day One 부터)과 구체 인 시험계획 제안

국은 1-2년 내 독자 개념을 결정하여, TBM 시험 희망.

미국과 한국은  기본 으로 EU(혹은 JA)의 TBM에 sub-module 용하는 

것과 같은 공동개발방안을 제시

한국은  장기 으로 독자  TBM 개발 의향 밝힘.  (첨부 1)

EU와 JA TBM 내에서 시험공간을 공유할 수 있음을 확인.

1 + 1/2 Port 할당 요구

- WSG2 : 

기존의 EU HCLL 모델에 국과 미국이 새로운 개념들(DCLL)을 제안하

고, 각각 독립 으로 개발하고, 시험공간은 시간 배분의 개념으로 수용 가능

함에 동의 (EU HCLL 모델의 PbLi loop는 타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될 수 있음)

한국은 He-cooled Li and Pb (HCL&L)이라는 새로운 독창 인 개념을 12

차 회의시 발표하 고, 13차 회의시 좀 더 구체 인 결과를 제시 요망. 

한, WSG4로 옮길 것을 요구 받음. (eutectic PbLi 아니고, Li class 임)

한국은 HCL&L 개념을 WSG-4에서 논의하고, WSG-2에서는 HCLL, DCLL 

등에 한 력을 통한 자체 개념개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첨부 2)

1/2 Port 요구

- WSG3 : 

한국 미 참여

1/2 Port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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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G4 : 

RF TBM을 기본으로 하고, 각 참여국 독자 개념을 개발, 시험할 수 있음 

(공간, 시간 배분)

한국도 이에 동의 (첨부 3)

HCL&L의 interface requirement 정리 필요함.  

1/4 Port로 축소 가능

- WSG5 : 

한국 미 참여

1/2 Port 요구 

○ Interface

- 각 port마다 port master가 ITER와의 Interface에 해 IT team과 검토하

기로 함 : WSG leader는 각 참여국들의 의견을 반 한 Ancillary 

requirement, interface 등을 각 Port master에게 달

- TBWG-13에서는 각 Port 별 필요한 Ancillary requirement, interface 등

에 하여 논의할 정임 : 향후 TBM 개발시 구속 조건으로 작용 

- 한국의 경우

WSG1 ; EU와 JA TBM 내에서 시험공간 공유의 경우, 독립된 He purge 

line, T measuring system 등의 필요성 의 , 독자  TBM 개발 경우: 

TBWG-13에서 정해질 Interface requirement 수용.

WSG2 : 미국의 경우, DCLL TBM의 독자  interface requirement를 제시

할 정이라 ITER 장치, 건물이 허용하는 범  내에서의 조정이 어려울 

망임. 한국은  TBWG-13에서 정해질 Interface requirement 수용.

WSG4 : HCL&L의 interface requirement 반 이 필요함. RF model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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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경우, RF안 수용.

○ Cooperation between parties on TBMs R&D

- 재 TBM 개발은 IEA IA 혹은 양자간, 다자간 력 로그램으로 진행

.

- 한국은 IEA Implementing Agreement on the Nuclear Technology of 

Fusion Reactors 가입 추진 . (2003년 IA NTFR Ex-Co 회의시 만장일치

로 한국 청 의결후, 연락 두 , 경로 추 ) 

- TBWG 는 재 ITER program 이 아니므로, ITER 정안이 조인되더라

도 R&D 력을 한 Framework로 활용키 어려움.

- 미국외 핵융합 력 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TBM 선두 그룹들과의 

력에 의한 공동 개발의 어려움

- 한국으로서는 TBM 력 로그램이 ITER 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

직함.

11, 12차 회의까지, 각 국은 선호 TBM에 한 R&D 황을 발표하고, 상호 

력이 필요한 분야들을 도출하 으나, 선발국들과 후발국들 사이의 R&D 진행

수 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TBWG에서 결정될 (2005년 3월까지) TBM 시

험계획의 총 . 조정 안은 일단 잠정 인 것으로 ITER 진행과 TBM 개발 상황

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Blanket R&D 결과에 근거한 PT leader 간 회의 혹은 ITER Council의 결정에 

의하여) 미국, 국, 한국의 경우, Day One에 장착할 TBM을 개발하기엔 시기

으로 늦은 것으로 악되며, 따라서 권리확보 차원 (1/6 Port 할당)으로 근하여 

앞으로도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상된다. (앞으로 20년 후까지의 계획을 단기간 

몇 번의 회의로 정하기 어려움)

TBWG-12시, 국은 ITER 6개의 party 의 하나의 독립 인 party로서 체 

할당의 1/6을 요청을 하 으며, 실제로 기 version의 demo blanket concept를 



- 330 -

제시한 바 있고 한국도 이에 동조한 바 있다. 

한국은 Day One 장착용 TBM 개발보다 각 Blanket 모델에 해 단기 으로 

leading party와의 력을 통해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한 후 .장기 으로 독

자 TBM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TBWG-13에서도 각 Port 별 필요한 Ancillary requirement가 각 국이 주장하

는 TBM에 따라 아주 복잡해지고, 따라서 ITER cost에 향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장기 으로 독자 TBM 개발  시험 계획 의사가 있음

을 밝혔으나, 구체 인 interface requirements를  단계에서 요구하기 어렵고, 

TBWG-13에서 정해질 (ITER 일정상 연기 불가능) Interface requirements를  

수용하여야 하고, 향후 TBM 개발시 구속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1.1과 2.3.1.2에서는 각 참여국들이 재 참여하고 있는 TBM 련 연구

활동들을 정리하고, 각 국이 제안한 DEMO 모델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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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ITER 운 과 TBM test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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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참여국의 TBM 개발 황

He-cooled ceramic/Be
He-cooled LiPb

Li/V
HCL&L

He-cooled, Pb-multiplier, Li-
breeder (HCL&L)KO

Ceramics/Be-LAFS-He
PbLi-LAFS-He

Li/V
DC (He, LiPb)-LAFS

Ceramics/Be-LAFS-He
PbLi-LAFS-He

Ceramics/Be-LAFS-He
PbLi-LAFS-HeCN

Li/V
He-cooled LiPb

DC/He Li
Molten salt(FliBe, FliNaBe)

He-cooled ceramic FS
ARIES
APEX

Varous possible (TBD)
US

Other LM
Silicate

He-cooled ceramic FS
Li/V (TBD)

RF DEMO SSTR
He-cooled ceramic FS

Li/V
RF

FLiBe/LA-FS
Li/V

SiC/SiC ceramic
Titanate/Lioxide

He-cooled ceramic LAFS
H2O-cooled ceramic LAFS

Advanced(later)

DEMO2001
He-cooled ceramic LA-FS

H2O-cooled(S-critical) 
ceramic LA-FS

JA

Silicate/TitanateHe-cooled ceramic LAFS
He-cooled LiPb LAFS

PPCS
He-cooled ceramic LA-FS

He-cooled LiPb LA-FS
EU

InterestsTBM ProposalDEMO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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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ooled LiPb

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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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ooled Li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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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ten salt(FliBe, FliNaBe)

He-cooled ceramic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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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ous possible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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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te

He-cooled ceramic FS
Li/V (TBD)

RF DEMO SSTR
He-cooled ceramic FS

Li/V
RF

FLiBe/LA-FS
Li/V

SiC/SiC ceramic
Titanate/Lioxide

He-cooled ceramic LAFS
H2O-cooled ceramic LAFS

Advanced(later)

DEMO2001
He-cooled ceramic LA-FS

H2O-cooled(S-critical) 
ceramic LA-FS

JA

Silicate/TitanateHe-cooled ceramic LAFS
He-cooled LiPb LAFS

PPCS
He-cooled ceramic LA-FS

He-cooled LiPb LA-FS
EU

InterestsTBM ProposalDEMO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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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각 참여국이 제안한 DEMO

> 75 %

Supercritical water

LAFS (F82H)

5.0 MW/m2

1.0 MW/m2

~ 2300 MW/ ? MWe
~ 5.8 m/~ 1.45 m

High T superconductor (Bi2212) at 20 K

the first integrated demonstration of generating 
fusion plant

Modest extrapolation of improved plasma 
physics & technology development

Positive evidence of low COE

DEMO2001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 

(DEMO/PROTO combined)

일본

?Availability

LAFS (EUROFER)Structural  
material

He -Cer, He-PbLiCoolant

2.4 MW/m2

0.5 MW/m2

Nloading
Surface heat 

flux

~ 1800 MW/~ 750 MWe
~ 6.5 m/~ 2.0 m

Pfusion/Pe
R/a

T self-sufficiency
Structural material

Safety
Availability

No long term waste 

Goal

PPCS MOD-B
Fast Track: DEMO/PROTO combined

Definition

EU

> 75 %

Supercritical water

LAFS (F82H)

5.0 MW/m2

1.0 MW/m2

~ 2300 MW/ ? MWe
~ 5.8 m/~ 1.45 m

High T superconductor (Bi2212) at 20 K

the first integrated demonstration of generating 
fusion plant

Modest extrapolation of improved plasma 
physics & technology development

Positive evidence of low COE

DEMO2001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 

(DEMO/PROTO combined)

일본

?Availability

LAFS (EUROFER)Structural  
material

He -Cer, He-PbLiCoolant

2.4 MW/m2

0.5 MW/m2

Nloading
Surface heat 

flux

~ 1800 MW/~ 750 MWe
~ 6.5 m/~ 2.0 m

Pfusion/Pe
R/a

T self-sufficiency
Structural material

Safety
Availability

No long term waste 

Goal

PPCS MOD-B
Fast Track: DEMO/PROTO combined

Definition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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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2 각 참여국이 제안한 DEMO (계속)

> 50 %

He-Cer, Breeder self-cooled, 
Molten salt

LAFS

2 – 4 MW/m2

< 1 MW/m2

~ 1000 MW/~ 300 MWe
~ 5.2 m/~ 1.3 m

No evacuation plan
T self-sufficiency
Competitive COE

Hydrogen production
Relibility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

미국

50 - 70 %> 60 %Availability

LAFSLAFS, V-alloyStructural  
material

No evacuation plan
T self-sufficiency

Steady state operation
Electricity production

Sea water desalination, HLW 
Transmutation 

RF DEMO-S
First power fusion reactor

He-Cer, He-PbLiHe -Cer, Li self-cooledCoolant

2.0 MW/m2

0.3 MW/m2

3.4 MW/m2

0.7 MW/m2

Nloading
Surface heat 

flux

~ 2000 MW/~ 600 MWe
~ 7.0 m/~ 2.5 m

~ 2440 MW/~ 700 MWe
~ 7.8 m/~ 1.5 m

Pfusion/Pe
R/a

Safety, Reliability, 
Environment feasibility

Economic feasibility
Electricity production
HLW Transmutation 
Hydrogen production

Goal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Definition

중국러시아

> 50 %

He-Cer, Breeder self-cooled, 
Molten salt

LAFS

2 – 4 MW/m2

< 1 MW/m2

~ 1000 MW/~ 300 MWe
~ 5.2 m/~ 1.3 m

No evacuation plan
T self-sufficiency
Competitive COE

Hydrogen production
Relibility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

미국

50 - 70 %> 60 %Availability

LAFSLAFS, V-alloyStructural  
material

No evacuation plan
T self-sufficiency

Steady state operation
Electricity production

Sea water desalination, HLW 
Transmutation 

RF DEMO-S
First power fusion reactor

He-Cer, He-PbLiHe -Cer, Li self-cooledCoolant

2.0 MW/m2

0.3 MW/m2

3.4 MW/m2

0.7 MW/m2

Nloading
Surface heat 

flux

~ 2000 MW/~ 600 MWe
~ 7.0 m/~ 2.5 m

~ 2440 MW/~ 700 MWe
~ 7.8 m/~ 1.5 m

Pfusion/Pe
R/a

Safety, Reliability, 
Environment feasibility

Economic feasibility
Electricity production
HLW Transmutation 
Hydrogen production

Goal

Last step before commercial 
reactorDefinition

중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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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M 설계  시험 계획서 작성

가. TBM 기본 설계  개발 계획안 작성

ITER에서의 TBM 시험계획은 DEMO 실증로용 블랭킷을 ITER 장치에서 실

증(삼 수소 증식, 열추출) 하는 것으로 ITER 건조. 운 사업의 큰 임무  하나

이다. 따라서, 핵융합에 지 개발을 해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분야로 

극 인 재원을 투자하여 다른 선진국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기술을 하루

빨리 따라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st Blanket Working Group 

(TBWG)은 ITER  참여국들의 블랭킷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각 계획 간의 조정

을 의하기 한 회의로, 2001년까지 유럽, 일본, 러시아 사이에 시험계획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2003년  ITER 참여국이 6국이 됨에 따라 계획을 재조

정할 필요가 있어 ITER ITA 단계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ITER 장치의 3개 equatorial port에 설치될 TBM의 종류  시험 계획을 마

련하고자 함이 목표이며, TBWG에서 결정될 시험계획의 총 . 조정 안은 잠정

인 것으로 ITER 진행과 TBM 개발 상황에 따라 는 향후 R&D 결과에 근거한 

ITER Council의 결정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 TBWG- 

11(‘03. 10), TBWG-12(’04. 3), TBWG-13(‘04. 7), TBWG-14(’04. 12)에 참여하여 

한국의 TBM R&D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험용 Port의 공간 , 시간  사용 권리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개발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한국의 후보 TBM 개념은 He-cooled, solid breeder/ferritic steel (HCSB)과 

He-cooled, Li-breeder/ferritic steel (HCML) 로 도출되었다. HCSB TBM의 경

우, 참여국 모두 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으로 근이 용이한 개념으로, 

graphite reflector를 사용하여 Be 증배재의 양을 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2.1 참조) HCML TBM의 경우, 러시아의 self-cooled Li/V-alloy 

(SCL) TBM에 비해 He을 냉각재로, ferritic steel을 구조재로 채택하여 차별화한  

개념이다. (그림 2.3.2.2 참조)

시험 계획은 다음과 같다. HCSB TBM은, day-one에 submodule(타 참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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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에)을 장착. 시험하고, 독립 TBM은 D-T 운 시기부터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3.2.3 참조) 재 4개국이 day-one TBM을 제안한 상태로 경쟁이 

심하여 port 확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악된다. HCML TBM은 day-one부

터 독립 TBM을 장착하여 시험할 계획이다. (그림 2.3.2.4 참조) 러시아의 SCL과 

비교하여 기술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어, port 확보  가능성이 많고, 국제 력에 

의한 공동개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식용 블랭킷에 한 연구가 무했던 한국으로서, TBM을 day-one에  장

착. 시험하기 해서, ITER 조달품목의 조달일정과 같은 일정으로 개발에 착수

해야 한다. 각 블랭킷 모델에 해 leading party와의 국제 력을 통해 최단시간 

내에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해야 한다. TBM은 DEMO 실증로용 블랭킷 개념

을 시험하는 것으로, DEMO의 개념정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ITER project 내에서의 TBM 계획은 다음과 같다. TBM은 재 ITER 

procurement package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요성에 비추어, ITER 정 안

에 포함되어 공동 TBM(common TBM)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망이다. 

한국으로서는, TBM 개발과정에서 국제 력이 용이하고, 개발비용의 감에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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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HCSB TBM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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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HCML TBM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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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HCSB TBM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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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HCSB TBM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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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BM 상세 설계

1차년도에는 기본 인 TBM 개념 설계안을 제시하 으며, 이를 토 로 구체

인 설계 작업이 당해연도에 수행되었다. 한국의 후보 TBM 개념은 He-cooled, 

solid breeder/ferritic steel (HCSB)과 He-cooled, Li-breeder/ferritic steel 

(HCML) 로 도출되었다. HCSB TBM의 경우, 참여국 모두 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으로 근이 용이한 개념으로, graphite reflector를 사용하여 Be 증배재의 

양을 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HCML TBM의 경우, 러시아의 

self-cooled Li/V-alloy (SCL) TBM에 비해 He을 냉각재로, ferritic steel을 구조

재로 채택하여 차별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2.5와 2.3.2.6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HCSB TBM과 

HCML TBM의 기본 인 배치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breeder와 cooling 

channel, reflector 등의 배치에 따른 핵성능 (neutronics)을 계산하여 배치에 따

른 열분포를 구해내고, 이를 통해 유체의 흐름과 속도 등을 설계하게 된다. 이러

한 설계값을 통해 얻어진 구조물의 온도를 통해 구조물이 받는 응력이나 온도 

분포 등을 보다 상세히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 화된 TBM 

설계가 최종 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2.3.2.7은 이러한 계산 과정  계산에 사용

된 코드들을 나타낸다. 

보다 자세한 설계 결과는 부록 III에 정리된 TBWG 보고서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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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KO HCSB TBM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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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KO HCML TBM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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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TBM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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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BM 시험 계획서 작성

TBM의 설계뿐만 아니라, ITER 일정에 맞는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제

과의 의를 갖는 것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국제 

회의에서 각 참여국  국제 과 의 과정을 가졌다. 

한국은 Day One 장착용 TBM 개발보다 각 Blanket 모델에 해 단기 으로 

leading party와의 력을 통해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한 후 .장기 으로 독

자 TBM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 2005년 5월 Day-One 시험계획을 

이미 밝 왔다. 

TBM 별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다. 

- HCSB TBM은, Day-One에 submodule(타 참여국 TBM에)을 장착. 시험

하고, 독립 TBM은 D-T 운 시기부터 장착을 목표로 함. (그림 2.3.2.8 

HCSB TBM 개발  시험 일정 참조) 

※ 재 4개국이 Day-One TBM을 제안한 상태로 경쟁이 심하여 port 확보 

가능성 희박.

- HCML TBM은 Day-One부터 독립 TBM을 장착. 시험함. (그림 2.3.2.9 

HCML TBM 개발  시험 일정 참조) 

※러시아의 SCL과 비교하여 기술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어, port 확보  가

능성이 많고, 국제 력에 의한 공동개발 가능성도 있음.

증식용 블랭킷에 한 연구가 무했던 한국으로서, TBM을 Day-One에  장

착. 시험하기 해서, ITER 조달품목의 조달일정과 같은 일정으로 개발에 착수

하는 것이 요하며 이를 해서는 각 블랭킷 모델에 해 leading party와의 국

제 력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Key technology들을 습득하고, TBM은 DEMO 

실증로용 블랭킷 개념을 시험하는 것으로, DEMO의 개념정의도 동시에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ITER Project내에서의 TBM 계획에서 TBM은 재 ITER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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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요성에 비추어, ITER 기구에서 주 하여 공

동 TBM(common TBM)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

국으로서도, TBM 개발과정에서 국제 력이 용이하고, 개발비용의 감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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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KO HCSB TBM의 개발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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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KO HCML TBM의 개발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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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목표달성도 

제 1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성도

(%)
내      용

□ 국내 기술력 분석  

기반 구축

◦ 국내 제조기술 황 

악

◦ ITA16-10 약  수

행

 - 시험 조건  검수 요

건서 작성

 - FW panel mock-up 

제조 

착수

90

- 국내 제조기술 황 악

각국의 R&D 황 분석

국내 산업체 기술 황 조사

 - 제작 가능성 품질보증용 FW Mock-up 제작 착수 

(ITA task 16-10 Subtask 1)

ITA Task 16-10 약 체결: 2004. 12, 

재료  제작법 선정

Mock-up 설계 완료

재료 구입  시험용 Sample 제조 착수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착수

□ Blanket 시스템 각 구

성요소별 설계기술분석

◦ Blanket 시스템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분석

 - 설계기술 자료 습득

 - 설계 보완 활동 참여

◦ Test Breeding 

Blanket 개발 황 악

100

- Blanket 시스템 각 구성요소별 설계기술 습득  분

석

2004년도 개정 ITER Blanket 설계자료 조사  검토

각 국의 Blanket R&D 자료 조사

일본 R&D 자료 입수  분석

- 설계 보완 활동 참여

련 기술 회의 참석

ITER 국제 과 설계  제조기술 Workshop 개최 

(2004. 11)

국제 력 상기  악

1차 한일 블랭킷 Workshop 개최

미국 SNL과 력 논의

- Test Breeding Blanket 개발 황 악

TBWG-14 회의 참석

각 국 TBM 개발  시험 계획 분석

한국 개발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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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달성도

(%)
내      용

□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 ITA16-10 수행 계속

  - FW Small mock-up 

제작

  - 합성 시험

100

◦ FW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ITA task 16-10 Subtask 1)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건 악

NDT 시험법 개발 : UT, Thermogrpahy 등

◦ FW Small mock-up 제작  합성 시험

   (ITAtask 16-10 Subtask 2)

mock-up 설계 : mock-up 설계 완료  FEM 해

석 수행 ( 합과정, HHF 시험 과정)

Cu/SS 합 특성 평가를 한 HIP 합 시편 

제조

- Be 취 시설 구축, Be 취  용 방  가공기,  

단 장비  연마 장비 구축

- Be/Cu 합용 interlayer coating 장비 구축  

기술 확보

- 최 의 Cu/SS 합 조건 설정을 한 기계  

특성, 미세 조직 특성 평가

Cu/SS small mock-up 제작

- HHF 시험 : JEBIS (일본, JAEA)을 이용한 가열 

시험 수행 (2005.12)

Be/Cu 합 특성 평가를 한 HIP 합 시편 

제조

- 최 의 Be/Cu 합 조건 설정을 한 기계  

특성  미세조직 특성 평가

- 최  합 조건 도출

□ 추가 R&D 내용  비용 

산정

  - 추가 ITA16 task 의

  - FW Large mock-up 

제작 비 

  - Shield block R&D

100

◦ FW Large mock-up 제작 비 (ITA16-#)

   (qualification용 standard mock-up)

조달자격 검증을 한 설계, 해석, 제작, 시험 

계획 수립

 - Shield block R&D

냉각성능 향상을 한 상세 설계 수행 (ITER 

국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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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달성도

(%)
내      용

□ Blanket 시스템기술 확립

  -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 세부분석

  - 상세설계 보완 활동 참여

  - Test Breeding Blanket 

   기술 개발계획 수립

100

◦ Blanket 시스템 구성요소별 설계  제조기술 분석

IT 국제 과의 workshop (2005.07)

각국 FW 제조 R&D 자료 조사 (1,2차 FWQ 

회의, 2006.06&12)

한일 blanket workshop 2회 개최 (2005.03&08)

미국측 blanket 주 기  SNL과 력 논의 (Be 

가열 실험 장치 이용; EBTS, 2005.02)

◦ 설계 보완 활동 참여

ITER 국제연구소에 련 연구인력 견 

(2005.09-10)

상세설계활동 참여 : shield block 열수력 설계 

 보완, blanket 성능향상을 한 설계 변경 사

항 도출

련 기술회의 참석 : ITER 국제 과의 기술회

의, FWQ 회의 2회

국제 력 계수립 : 한-일, 한-미

◦ Test Breeding Blanket 개발

TBWG-15, 16 참석  연구 결과 발표

각국 TBM R&D  시험 계획 분석

한국의 TBM 개발  시험 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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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 ITA task 16-10의 수

행 진도:

 - 재료  제작법 선정

 - 재료 구매  sample 

제조 착수  여부

 -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 여부

◦조달 품목에 한 국내 기술력 분석  기반 구축

을 해서, 국내의 련 기술보유 황을 조사하고, 

일본의 련 연구소  업체를 방문하여 국제 력

을 통한 미 보유기술의 습득을 추진하 음. 

◦ ITATASK 16-10의 약을 체결하고 (2004. 12), 

제작 가능성 품질보증용 FW Mock-up 제작에 착

수하 음.  

◦ ITER blanket 제조를 한 가공  합기술을 개

발하기 하여 mock-up을 설계하고 재료를 구입

하는 등 제조에 착수하 음.

◦ ITER blanket 시험 조건  검수 요건서 작성을 

해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건 악을 

악하고 HHF 시험 비에 착수하 음. [JAEA 

(일본) JEBIS 와 SNL (미국) EBTS 사용 의 ]

◦ ITER Blanket 설계 

기술 분석의 충실성

◦ 각 국 개발계획 분석 

결과

◦ ITER 국제 과의 력, 각 참여국과의 력하에 

설계 자료  련 R&D 자료를 습득하고, ITER 

설계 기술의 심층 분석에 착수하 음.

◦ TBWG-14 회의에 참가하여, 각국의 TBM 개발.시

험계회을 악. 분석하고, 한국의 개발계획안  

DDD (Design Description Document) 작성을 착수

하 음. 



- 353 -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 Blanket 조달 국내 제조 

  기술 개발

◦ ITA16-10 수행 계속

- FW Small mock-up 

제작  합성 시험 

여부

- 합성 시험 결과

- 비 괴 검사법 개발 

수

 

- 선정된 재료  제작법을 이용하여 FW의 합

을 단계 으로 수행함. Cu/SS, Be/Cu 시편  

mock-up을 제작하여 기계  괴시험을 수행

함. 

- 합성 시험 결과를 통해 한 재료  최

제작법을 도출하 고, 사용가능한 interlayer도 

선정함

- 기계시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 고, 

HHF test를 Cu/SS에 해서 수행하 고, 

Be/Cu에 한 시험을 비하고 있음

- 비 괴검사 방법으로 제안된 UT, UET, 

Thermography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 비 

에 있으며, 시편에 한 시험을 지속 으로 수

행하고 있음.

□ 추가 R&D 내용  비

용 산정

  - FW Large mock-up 

제작 비 상황 

  - Shield block R&D

- 조달 자격 검증을 한 standard mock-up에 

한 설계를 수행하고, 국제 에서 제안한 설계

안을 검토하 음.

- 제작 계획  시험 계획 수립에 착수함 (국제

과의 의 필요)

- shield block 과 련한 제조성 평가를 수행하

고, 국제 에서 제안된 여러 변경사항들을 평

가함.

- 국제 과의 공동연구 (shield block의 열수력 평

가)를 통해 설계 변경사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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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 Blanket 시스템기술 

   확립

  - Blanket 시스템 설계 

 제조기술 

세부분석

  - 상세설계 보완 활동 

참여

  - Test Breeding 

Blanket 기술 개발 

계획 수립

- Blanket 시스템 구성요소별 설계  제조기술 분

석을 해 국제 기술회의  양자간 회의에 참석

하여, 련 자료 습득  참여국간의 력 계를 

수립함

- ITER 국제 에 연구인력을 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상세 설계 보완활동에도 지속 으

로 참여하고 있음.

- 한국이 제안하는 TBM 모델을 제시하고 (HCSB, 

HCML), 련회의에서 이 결과를 발표함

- TBWG 회의 참석을 통해 각국의 TBM 연구 

황과 계획과 련한 자료를 습득하고, 한국이 제

안한 TBM 설계안에 한 토의가 있었음. 

- TBM 개발과 련한 상호 력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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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일본의 핵융합로 F/W mock-up 제조기술 

개발 황

제 1 장 서론

일본은 JAERI를 주 기 으로 하여 Kawasaki 공업, Isuzu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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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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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용하여 SS/SS와 SS/Cu의 합기술을 개발하 고, Be/Cu의 합기술에

서는 SS의 민화 상을 방지하기 한 HIP 조건을 설정하는 데 을 두었다. 

Shielding blanket의 제작과정에서 Be armor를 Cu에 합하는 것은 Cu를 SS에 

합한 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HIP 과정 에 SS가 민화되는 것을 막기 

하여 650℃이하에서 합하는 조건을 설정하 다. 일본에 의해 최종 으로 제

안된 Be/Cu의 HIP 조건은 Cu 간층을 사용하고 620℃/150MPa/2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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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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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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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W blanket 제조기술 개발 황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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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 a m p l e  t e s t 를  통한  합 특성  평 가

제 1  C a s t i n g ,  B r a z i n g   F r i c t i o n  w e l d i n g  [1]

1.  배경  목

일본은 FW blanket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각 부품을 구성하는 합 들

에 한 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은 

ITER의 cooling tube, primary wall module, limiter  divertor의 제조를 하여 

필요한 합부이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에 한 연구에서는 

최 의 합방법을 찾기 하여 Casting, Brazing  Friction welding 등 세 가

지 다른 합방법을 시도하 다. 이러한 합방법으로 시편들을 제조하여 조사시

험과 PIE를 통하여 합부의 기계  성능에 미치는 조사효과를 평가하 다.  

2 .  합 시 편  제조

Cu와 SS  SS와 SS의 합방법으로 Casting, Brazing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합방법이 용되었다. 이  Casing 합의 경우 합시편은 러시아

(RF HT)에서 만들어 졌으며, 합부에 한 평가는 일본에서 수행되었다. 

Casting 합에서 Cu 합 으로는 CuCrZr이 사용되었고 SS 합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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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Casting 합은 1100℃의 진공상태에서 SS 에 CuCrZr 합 용탕을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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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3.5시간 동안 시효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부의 건 성은 

음 검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pore와 crack과 같은 결함들이 발

견되지 않았다. 

그림 2는 Brazing 합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Brazing 합은 10-4 

torr의 진공상태에서 수행되었다. Brazing 온도까지의 승온속도는 500℃/h이고 

Brazing 온도는 980℃이며 soaking time은 5분으로 수행된 후 300℃까지 냉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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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razing과정의 filler material과 선정이유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합에 사

용된 Cu 합 은 CuAl-25 고 SS는 SS316LN-IG 다. 

그림 3은 Friction welding 합부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u합 으로는 

CuAl-25가 사용되었고 SS는 SS316LN-IG가 사용되었다. Base material의 조성

을 표 2와 표 3에 각각 나타내었다. 합부  기 합 의 인장시험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3 .  조 사 시 험  ( N e u t r o n  i r r a d i a t i o n  t e s t )

상기의 세 가지 합방법으로 제조된 시편에 한 조사시험이 JMTR에서 2주기 

동안 수행되었다. 한주기의 조사기간은 약 25일이었으며, 총 조사량은 약 

2x1020n/cm2 (>1Mev) 고, 조사온도는 약 150℃ 다. 그림 5는 성자 조사시

험에 사용된 캡슐을 나타낸 것으로서 2개의 조사캡슐이 사용되었고 동일한 조사

조건이 되도록 배치되었다. 그림 6은 JMTR에서 합부의 조사시험을 한 캡슐

이 배치된 치를 나타낸 것이다.

4 .  조 사 후  시 험  ( P o s t  I r r a d i a t i o n  E x a m i n a t i o n )

상기의 세 가지 종류의 합방법으로 제조된 합부 시편에 한 조사후시험으

로서 인장시험, 경도시험  미세조직 찰이 수행되었다. 

가 .  인 장시 험  

인장시험은 상온  조사온도인 150℃에서 수행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crosshead 

speed는 항복  이 까지는 0.1mm/min이었고, 항복  이후에서는 1mm/mim 이

었다.  Casting 과 Friction welding으로 제조된 합부시편은 합부 의 Cu 합

에서 괴되었으나, Brazing 합부 시편은 합부에서 괴되었다. Brazing 

시편에서는 filler material의 강도가 CuAl-25와 SS316LN-IG보다 낮은 것으로 

단된다. 합부의 강도는 Friction welding, Casting, Brazing 순으로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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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었다. 각각의 합부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조사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Casting

그림 7은 Casting 합부에 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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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brication procedure of castin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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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brication procedure of brazing joint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razing filler metal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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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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는 조사 후 모두 CuCrZr 합 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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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결과 합부의 강도와 CuCrZr의 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 

후 합부의 강도가 CuCrZr 합 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Brazing

그림 8은 Brazing 합부에 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시험 후 

시편의 괴는 조사 후 모두 합부 에서 발생되었으며, 항복강도와 연성을 측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Filler material의 강도가 CuAl-25이나 SS316LN-IG 

보다 낮기 때문에 변형이 합부 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 Friction welding

그림 9는 Friction welding 합부에 한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인장

시험 후 시편의 괴는 조사 후 모두 CuAl-25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Friction 

welding으로 합한 부 의 강도가 CuAl-25 기 합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일반 으로 Friction welding으로 합한 시편의 계면 근처에서 fiber 

structure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연신율과 괴인성은 Friction 

welding에 의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alumina와 같은 

nonmetallic inclusion의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  경도 시 험

그림 10은 합부에 한 경도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asting 합에서는  

SS의 경도가 모든 치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CuCrZr 합 은 합부 

부근에서 경도가 감소하 다. 따라서 Casting 합은 합부 부근의 CuCrZr 합

의 기계  성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Brazing 합에서

는 CuAl-25  SS316LN-IG의 경도가 모든 치에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따라서 Brazing 합은 base 합 의 기계  성질에 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으로 단되었다. Friction welding 합에서는 SS 316LN-IG의 경도값은 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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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CuAl-25의 경도값은 합부에서 

기  합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Friction welding 합은 

합부의 CuAl-25의 기계  특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되었다.

5 .  요 약

경도측정으로부터, casting 과 friction welding의 경우 joint position 근처의 Cu 

합 의 경도가 다른 측정지 이나 기  Cu 합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ting과 friction welding은 합부 근처의 Cu 합 의 기계  특성에 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zing의 다른 합방법에 비하여 매우 작았으며, 이것을 

water cooling connection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치 않은 것으로 단되

었다. Cu 합  에는 CuAl-25가 CuCrZr에 비하여 조사의 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uAl-25의 인장강도가 조사 후에 계없이 CuCrZ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Al-25는 alumina의 분산효과에 의하여 높은 강도를 가지

고 있으나, Casting을 하면 이러한 효과가 소멸하므로 CuAl-25을 사용할 경우 

Casting은 한 방법은 아니다. 모든 합방법에서 인장강도는 기  Cu 합

과 비교할 때 모두 유사하거나 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으로, CuAl-25

을 사용한 Fricition welding 방법이 높은 강도와 낮은 연신율을 요구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 하며, CuCrZr을 사용한 Casting 방법이 높은 연신율과 낮은 

강도가 요구되는 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2   H I P  [2 ]

1.  배경  목

Cu 합 은 고온강도와 고온에서 열 도도가 높기 때문에 FW banket의 유망한 

heat sink 재료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 후보 합 으로는 CuCrZr과 CuAl-25 등이 

있다. 한편, SS316LN-IG는 냉각수라인을 한 구조재료의 후보재료로 고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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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Cu합 과 SS의 합은 냉각수라인의 합을 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고, 그 합방법으로 HIP 방법이 유망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Cu합 과 SS의 HIP 방법을 개발하기 하여 CuCrZr/SS316LN-IG  

CuAl-25/SS316LN-IG 합에 한 조사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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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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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ardness distribution across Cu alloy/SS316LN-IG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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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합 시 편  제조

그림 11은 HIP 합시편의 제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합온도는 1050℃, 압력

은 150MPa, 유지시간은 2시간, 합표면의 거칠기(Rmax)는 1㎛이하가 되도록 

하 다. Cu 합 으로는 CuCrZr과 CuAl-25가 사용되었고 SS는 SS316LN-IG가 

사용되었다. HIP방법으로 합한 시편을 이용하여 그림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계  특성시험을 한 시편을 제조하 다.  

3 .  조 사 시 험  ( N e u t r o n  i r r a d i a t i o n  t e s t )

2 종류의 Cu 합 을 사용한 합부와 기 합 에 한 조사시험이 JMTR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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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1021n/cm2 (>1MeV) 고, 조사온도는 약 250℃ 다. 그림 13과 그림 14는 조

사시험에 사용된 캡슐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조사용 캡슐이 이용되었고 조사

조건은 두 개의 캡슐에서 일정하도록 설정하 다. 한 캡슐은 인장시편의 조사시

험에 이용되었고  다른 캡슐은 충격시편  괴인성시편의 조사시험에 이용

되었다.   

4 .  조 사 후  시 험  ( P o s t  I r r a d i a t i o n  E x a m i n a t i o n )

조사후 시험으로서 인장시험, 충격시험, 괴인성 시험  미세조직 찰이 수행

되었다. 인장시험은 상온과 조사온도인 250℃에서 수행되었다. 충격시험은 조사

시편과 비조사시편에 하여 수행되었고 시험온도는 상온과 250℃ 다. 한편, 조

사시편에 하여 추가 인 결과를 얻기 하여 100℃와 400℃에서도 수행되었다. 

괴인성 시험은 상온과 250℃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시편에 하여는 추가 으

로 100℃와 300℃에서도 수행되었다. 

가 .  인 장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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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에 한 인장시험 결과, CuAl-25/SS의 합은 CuAl-25에서 괴되었으

며, 합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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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면에서 괴되었다. 이로부터 성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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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S의 합시편은 SS 부분에서 괴되었고 합시편의 인장특성이 SS의 인

장특성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HIP 합은 

CuAl-25와 SS316LN-IG의 합에 큰 문제없이 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

다.

나 .  충 격 시 험

CuAl-25/SS 합시편은 충격시험 결과 CuAl-25 부분에서 괴되었고, SS/SS 

합시편은 합계면에서는 괴되지 않았으나, 계면 부근에서 괴되었다. 따라

서 HIP 과정은 합시편의 충격인성을 낮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합

부의 충격인성은 성자 조사에 의해 낮아졌고 상온에서 400℃까지의 범 에서 

크게 바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사 CuAl-25/SS316LN-IG 합시편의 

충격인성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 으나, 조사후에는 온도에 계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 .  괴 인 성  시 험

괴인성 시험에서 CuAl-25/SS316LN-IG는 상온에서 괴되었으나 250℃에서는 

괴되지 않았다. 즉 Cu/SS 합시편은 상온에서 괴될 가능성이 25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된 SS/SS 합시편의 괴인성은 온도변화에 

계없이 일정하 다. 

5 .  요 약

HIP 방법으로 제조한 합시편의 기계  성능은 base 재료의 기계  성능에 의

존하는 것으로 밝 졌다. 즉 합시편의 성능이 base 재료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온도 1050℃, 압력 150MPa, 유지시간 2시간의 HIP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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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Cu합 과 SS316LN-IG의 건 한 합부를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단되었다. 하지만 HIP에 의한 합방법은 재료를 충격과 괴에 민감하게 만

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충격과 괴인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사

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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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 m a l l  m o c k - u p  제조   특성 평 가  [3 ]

제 1  연 구 개 요

Be과 Cu 합 의 합기술은 최종 으로 Be tile이 부착된 FW blanket을 제작하

기 한 핵심기술로서 다른 합부보다 더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Be과 Cu 합 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HIP 방법을 용하여 최 의 합

조건을 조사하 다. shielding blanket과 FW을 제작하기 해서는 넓은 면 에 

한 우수한 합특성을 얻어야 하므로 HIP 방법이 선택되었다. HIP 온도는 

650-700℃의 범 에서 나타나는 SS의 민화 상을 피하기 하여 이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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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 flux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FW blanket의 제조성을 조사하 다. 

일본의 Be/Cu 합에 한 연구는 합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SS 민화 

상을 방지하기 한 조건 설정에 을 두고 HIP을 이용한 합기술을 개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최 의 합조건을 얻기 하여 HIP 방법으로 서로 

다른 interlayer를 갖는 Be/DSCu 합시편을 제작하 고, 합부에 한 성능을 

기계  특성과 미세조직 찰을 통하여 평가하 다. 한, 선정된 조건으로 

small-scale mockup을 제조하고 heat flux testing을 수행하여 제조성을 평가하

다.

Be/Cu 합기술 개발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과 같다.

▪ Be: S-65C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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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 SS316L(N)

합기술은 HIP 방법이 선정되었다. 가공을 쉽게 하기 하여 interlayer는 Be 쪽

에만 용되었다. Be은 가공의 마지막 단계에서 shielding blanket에 부착되므로 

실제 공정에서도 비교  용이하게 interlayer를 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Cu 합

에 interlayer를 용하기 해서는 이미 제조된 큰 부피의 구조물을 다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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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상 으로 복잡한 공정이 된다.

Be/Cu 합기술 개발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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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조직 찰과 기계  특성 시험

▪ 최 의 Interlayer와 HIP 조건 결정

▪ Small size mock-up 제작

▪ 제작된 small scale mockup에 한 thermo mechanical test

1.  H I P 을  이 용 한  B e / C u  합 시 편  제조

가 .  H I P 을  이 용 한  B e / C u  합 시 편  제조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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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세 조 직  찰   기 계  특성  시 험  

▪ 미세조직 찰 : OM, EPMA

▪ 단시험  굽힘시험: 상온, 200℃, 400℃ 온도에서 수행

2 .  S m a l l  s c a l e  m o c k - u p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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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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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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e a t  f l u x  t e s t i n g  

▪ Type 1 small-scale  mockup에 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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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t flux: 0.5 MW/m2 이상

▪ thermal cycle 수 : 1000cycle 이상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interlayer 후보재료를 가지고 있는 B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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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 특성분석을 수행하고 small mockup에 한 thermo-mechanical 성능을 평

가하여 ITER의 primary FW을 만들기 한 Be/Cu 합의 interlayer와 HIP 조

건을 최 화 하 다. 

제 2   I n t e r l a y e r  재 료  선 정

1.  H I P  조 건

Shielding blanket/FW의 제작과정에서 Be를 Cu 합 에 합하는 것은 Cu 합

을 SS에 합하는 다음단계로서 체 공정  최종 합단계이다. 따라서 SS 구

조물이 Be/Cu와 같은 열처리를 받게 되므로 HIP과정  SS가 민감화되는 것을 

막기 하여  650℃ 이하의 온도에서 HIP 합이 수행되었고 이 때 압력은 

150MPa과 유지시간은 2시간으로 하 다. 

2 .  사 용 재 료

사용재료는 SS316LN-IG 신에 SS316이 사용되었고, AL-25IG 신에 GlidCop 

AL-25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mockup의 제조성과 성능에 향을 미치

지는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Al과 Cu가 compliant material로 사용되었는데 이

는 interlayer의 용융과 취약한 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하여 도입된 것이다. 

Al과 Cu는 Ti, Cr, Mo Nb와 반응하고, Al은 Be  Cu와 metallic compound를 

형성하지 않는다. 한, Foil을 삽입하는 것보다 PVD coating에 의한 방법이 더 

우수한 합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layer 재료들과 HIP온도에 

하여 표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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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e/DSCu HIP joint tried.

이러한 interlayer 재료들은 Be과 DSCu heat sink의 표면에 PVD나 VPS의 방법

으로 증착되었다. DSCu에 interlayer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왜냐하면 이미 DSCu가 큰 부피과 넓은 표면 을 가지고 있는 SS에 합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oft Cu를 포함하는 coating을 진공 에서 DSCu에 

하여 하면 합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  기 계  특성   미 세 조 직  찰

HIP 방법으로 제작된 Be/DSCu 합시편의 합강도를 평가하기 하여 4  굽

힘시험이 JIS R1624의 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림 15는 시험   시편의 크

기를 나타낸 것이다.

굽힘시험의 온도는 RT, 200℃  400℃에서 수행되었고 고온시험은 상온에서 높

은 강도를 보인 합시편에 하여 수행되었다. 시험온도로 설정된 200℃ ITER

의 운 조건에서 Be/DSCu 계면의 온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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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our-point bending test of HIPed Be/DSCu joint

굽힘시험 결과, PVD 방법으로 코 된 Cu interlayer를 가지고 있고 620℃에서 

합된 시편이 가장 큰 굽힘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합시편에 하

여 고온에서 굽힘시험을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 굽힘강도가 130-140MPa으로 

떨어지고 Be2Cu/BeCu  Be/Be2Cu 계면에서 괴가 일어났다. 한, Al(V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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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PVD,10micron) / Cu(PVD,10micron) interlayer를 가지고 있고 555℃에서 

HIP 합한 시편이 상 으로 높은 굽힘강도를 나타내었다. 

4 굽힘 시험을 이용한 기계  특성평가와 미세조직 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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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mockup 제작을 하여 2개의 후보조건이 선정 되었다. 그  하나는 

Cu(PVD, 10㎛) interlayer를 가지고 620℃에서 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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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nterlayer를 가지고 550℃에서 합하는 것으로 선정되었다.

ITER-FEAT 운 조건 하에서 FW의 괴는 200℃에서 4  굽힘시험의 경우과 

같을 것이다. 굽힘시험의 괴 치는 EPMA 결과로부터 HIP과정에서 형성된 Ti 

layer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l/Si/Mg foil의 화학조성이 최 화 된다면, 

Be/DSCu HIP 합의 thermo-mechanical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측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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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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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S m a l l  m o c k u p

1.  s m a l l  m o c k u p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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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e이 3개, 20mm 두께의 DSCu heat sink, 15mm 두께의 SS backing plate 그리

고 두께 1mm의 SS 냉각수 이 heat sink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mockup의 제조과정에서 DSCu, SS coolant tube, SS backing plate가 동

시에 1050℃, 150MPa, 2시간의 조건에서 HIP 방법으로 합되고 후 Be ar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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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e이 DSCu 에 역시 HIP 방법으로 합되었다. 이러한 설계와 제조방법은  

ITER primary FW에 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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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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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Be armour에 하여 EDM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 공정은 재 비용이 

높은 계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 에 있고 향후 다른 방법이 용될 

망이다.

Fig. 16 Small scale HIPed first wall mockup

2 .  H i g h  h e a t  f l u x  t e s t i n g  시 편  제조

Be/Cu 합시편이 합부 계면에서 heat removal 성능과 thermo-mechanical 성

능을 조사하기 하여 제작되었다. 각각 2개의 HIP 조건을 용하여  3개의 

Be/DSCu 합시편이 제작되었다. 그림 17과 그림 18은 시편의 치수와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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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mension of Be/DSCu HIPed specimens for OHBIS testing



- 391 -

Fig. 18 Be/DSCu HIPed specimens for OHBIS testing

제 4   H i g h  h e a t  f l u x  t e s t

1.  비  t h e r m a l  a n a l y s i s

High heat flux 시험이 수행되기  FEM 방법으로 비 열분석이 수행되었는

데, 이는 high flux test에서 thermal load 조건을 결정하기 하여 수행된 것이

다. 이 시험은 ITER-FEAT 정상운  조건에서 Be/DSCu 합계면의 온도를 모

사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surface heat flux 가 0.5MW/m2이고 냉각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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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는 Be/Cu 합의 최  계면온도를 peak heat flux의 함수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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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mens with Cu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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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Heat load conditions in heat removal and thermal faf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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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 i g h  h e a t  f l u x  t e s t

High heat flux test는 JAERI의 Oarai Hot Cell Beam Irradiated Stand (OHBIS)

에서 수행되었다. 진공챔버에 장착된 VTR와 IR camera로 Be/DSCu 시편을 

in-situ 로 찰하 다.

첫 번째 시험에서  5MW/m2까지 heat removal test를 수행하 고, Al/Ti/Cu 

interlayer 는 Cu interlayer 사용에 계없이 표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 그림 20은 Be 표면에서 5mm 깊이로 묻은 

thermocouple로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heat flux에서 최

 온도의 변화는 서로 잘 일치하고 계산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약 5MW/m2의 heat removal capacity 까지는 성능 하가 생기지 않

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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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rmal response measured by thermocouple embedded at 5mm deep 

from the Be surface

Table 7 Max. Tresca stress evaluated by FEM



- 395 -

Elasto-plastic thermal stress 분석이 5MW/m2의 heat load 조건에서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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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sCu 합계면에서 찰된 최  Tresca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제 5   요 약

Be와 DSCu의 합에 한 최 조건이 조사되었고, mockup이 제조되고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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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ck-ups testing" 의 체 인 틀 안에서 수행된 것이다. 사용된 재료와 련하

여 SS316LN-IG 신에 SS316이 사용되었고, Al-25IG 신에 GlidCorp Al-25가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재료의 차이는 mockup의 제작과 성능에 향을 주지는 않

는 것으로 단되었다. 

HIP 합 시 Be와 DSCu 사이의 interlayer 재료는 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방지하기 하여 용되었다. 4  굽힙시험과 미세조직 찰을 통하여 최

의 HIP 조건과 interlayer 재료들이 선정되었다. 한편, Al과 Cu가 compliant 

layer로서 선정되었으며, 이는 낮은 HIP 온도에서 interlayer 재료가 용융되거나 

취약한 화합물이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하여 도입되었다. 한 Mg를 포함하는 

Al foil이 HIP 과정동안 Al 표면에서 생성되는 산화물을 없애기 하여 도입되었

다. 최종 으로 선정된 두 가지 HIP 조건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Table 8 Be/DSCu HIP condition selected

Be/DSCu HIP joint의 제조성을 알아보기 하여 small scale mockup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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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것은 SS backing plate, SS cooling tube, DSCu heat sink, Be ar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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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동시에 1050℃, 150MPa, 2시간을 용하 고, 두 번째로 Be tile을 DSCu에 

부착할 때는 550℃, 150MPa, 2시간을 용하 고 interlayer로서 Al/Ti/Cu를 사

용하 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mockup이 만족스러운 치수를 가지고 성공

으로 만들어졌다. 

제조된 mockup에 한 thermo-mechanical 성능을 조사하기 한 heating 시험

이 JAERI-Oarai의 OHBIS에서 수행되었다. Heating 시험을 하여 Be/DSCu 시

편이 상기의 HIP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Heat loading 조건은 5MW/m2의 heat 

flux, 1000cycle 이었으며, 이는 ITER-feat 운 조건에서 계면온도가 200℃인 조

건과 thermal fatigue 성능을 모사하기 한 것이었다. 실험결과 열 로 측정한 

temperature response는 FEM analysis와 잘 일치하 으며 heat removal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Cu interlayer를 가진 시편은 시험도  Be surface의 모서리에서 hot spot

이 생겼고, 시험 후에 HIP 합 계면에서 균열이 찰되었다. 한편,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hot spot 과 crack 이 찰되지 않는 건 한 

합성을 나타내었다. 결론 으로,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할 경우 우수한 

thermo-mechanical performa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과정의 비

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으며, Cu interlayer를 

사용하여 비교  비용으로도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정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큰 크기의 FW mockup에 한 제작성과 

thermo-mechanical 성능이 조사될 정이며, 더욱 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mockup을 제작하여 높은 heat flux 시험 장치에서 시험을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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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일본은 FW blanket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각 부품을 구성하는 합 들

에 한 합성 평가를 수행하 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은 

ITER의 cooling tube, primary wall module, limiter  divertor의 제조를 하여 

필요한 합부이다. Cu합 과 SS의 합  SS와 SS의 합에 한 연구에서는 

최 의 합방법을 찾기 하여 HIP, Casting, Brazing  Friction welding 등 

세 가지 다른 합방법을 시도하 다. 이러한 합방법으로 시편들을 제조하여 

조사시험과 PIE를 통하여 합부의 기계  성능에 미치는 조사효과를 평가하

다.  

Be/Cu 합은 FW blanket 제조를 한 핵심기술이며 일본에서는 Be과 Cu 합

의 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다양한 Interlayer를 이용하고 합조건을 변경

하여 합성을 평가하 으며, 최 의 합조건을 선정한 후 mockup을 제조하여 

FW blanket의 제조성을 평가하 다. 합방법은 HIP 조건이 선택되었고 이는 

shielding blanket과 FW를 제작하기 해서는 넓은 면 에 걸쳐서 우수한 합

특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용한 HIP 방법의 특징은 650-700℃의 

온도범 에서 나타나는 SS의 민화 상을 피하기 하여 그보다 낮은 온도에

서 수행하는 것이다. Be와 DSCu의 열팽창 차이에 의한 잔류응력에 의해 계면에

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nterlayer materials가 균열발생을 피하기 하여 

도입되었으며, 한편, Al  Cu 가 compliant layer로서 사용되었다. HIP 온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interlayer의 용융 상이라든가 Cu와 Be 사이에 형성된 취약

한 화합물이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최종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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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계면을 나타내고, ‘+’는 HIP에 의해 결합된 계면을 나타낸다. 의 두 

가지 HIP 조건에 의해 Be과 DSCu 합 이 성공 으로 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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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으로 제조한 Be/CsCu 합의 기계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4  굽힘시험

이 수행되었다. 620℃에서 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가 최  굽힘강도를 나타

내었고,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높은 굽힘강도를 나타내었

다. 미세조직 찰결과를 바탕으로 술한 두 가지 조건이 mockup 제조와 기계

 특성시험에 사용되었다. 

FW의 제조성을 조사하기 하여 small-scale FW mock up이 제조되었으며, 그 

구성은 SS backing plate, SS cooling tube, DSCu heat sink, Be armor tile 로 

되어 있다. 이 mockup에 한 heat loading test가 JAERI-Oarai에 있는 OHBIS 

설비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heat flux 5MW/m2, puls length 15s, 1000cycles의 

시험조건에서 우수한 열제거(heat removal) 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시험 

조건은 Be과 DSCu의 계면온도가 ITER-FEAT 운 조건에서의 interface 온도인 

약 200℃와 유사하도록 설정되었다. Al/Ti/Cu interlayer를 사용하여 합한 경우

의 thermomechnical performance가 Cu interlayer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ITER의 정상운 조건에서 더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단되었다. 따라서 다음단계의 middle size FW mockup이나 실제 ITER 

FW에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한편 Cu interlayer을 사용한 경우도 

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Cu interlayer를 사용하여 HIP 합을 

하면 ITER의 정상 heat load (0.5MW/m2의 표면열유속) 보다 많은 heat load를 

견딜 수 있고 비록 다소의 균열이 발생하지만 제조비용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으

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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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EU의 핵융합로 F/W mock-up 제조기술 

개발 황

제 1  서 론 

ITER의 Blanket-Shield system은 라즈마와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Blanket은 표면의 열유속을 제거하고 핵융합 성자와 blanket 재료와의 반응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ITER 설계 기 에 의하면 primary first wall은 

0.5MW/m2의 첨두 열유속을 버티고 평균 성자속은 0.3MWy/m2, 3dpa를 버텨

야 한다[9]. ITER blanket module은 plasma facing part와 heat sinking part, 구

조재료 part의 3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plasma facing material은 베릴륨, 텅스

텐, 탄소 복합재등이 사용되고 heat sinking part는 구리합 , 구조재료에는 

316LN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되고 있다. heat sink에 쓰이는 구리합  내의 냉각

수 tube는 베릴륨과 탄소 복합재 mock-up의 경우 구리합 이 쓰이며 텅스텐 

mock-up의 경우 0.5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튜 가 사용된다. 이러한 이종 속

간의 합기술이 큰 안으로 작용하는 바, 본 보고서는 합기술과 련한 EU

의 동향을 조사하 다. Be-Cu 합과 Cu-SS 합에 하여 기술하 으며 

mock-up 제작  기계  시험에 하여 기술하 다.

제 2   E U 의  B e - C u  합 기 술  동 향

1.  합 공정 -  HI P

가 .  HI P 온도 연구

1997년부터 랑스를 심으로 Blanket 재료를 합할 HIP공정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CEREM에서는 다음의 3가지 ITER Baffle module을 제조하기 하

여 다음과 같이 solid HIP을 제안하 다[1]. 



- 401 -

i)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 HIP 합

1090℃ / 120MPa / 2시간

ii) 구리 합  / 스테인리스강 HIP 합

930℃ / 120MPa / 2시간

iii) 베릴륨, 텅스텐 / 구리합  HIP 합, 는 CFC / Cu 이징

800℃ / 120MPa / 2시간

각 재료의 조성은 베릴륨의 경우 S65-C, 텅스텐의 경우 1%의 La2O3, 탄소 복합

재는 NS-31, NB-31이며 구리합 은 Glidcop Al-25 IG0이 사용되었다. 이들 

합  armour 재료의 합이 가장 큰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구조재료의 합은 

재의 기술로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CEREM에서는 이러한 재

료의 합방법을 고안, 개발하고 mock-up을 제조하 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삼

은 Baffle blanket 부품은 차폐 Blanket 재료의 부분에 치하는 부품이며 

plasma boundary layer 입자를 divertor chamber로 몰고가는 기능을 함과 동시

에 이러한 plasma가 main plasma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합한 armour 재료는 베릴륨, 탄소복합재, 텅스텐이며 허용가능한 최 온도는 

각각 700℃, 1500℃, 2000℃이다. heat sink 재료로는 HIP 합에 합하다고 보

고된 분산강화 구리복합재 (DS-Cu)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의 최  허용가능한 

온도는 1000℃이다. 이들 재료를 합하기 하여 solid HIP을 제안하 으며 

합 후 합 품질을 음  시험으로 검사하 다. 

2000년에 HIP공정에 향을 미치는 시험온도의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5]. 시험온도를 820℃ 부근인 고온 역, 780℃ 부근인 간온도 역, 480℃ 부

근인 온 역과 200℃ 이하인 온 역으로 나 어서 실험하 다. 고온 HIP

은 Glidcop / 스테인리스강과 베릴륨 / Glidcop의 동시 합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간온도 역은 티타늄 층간물질이 삽입된 경우의 기  HIP cycle이다. 

온 역은 베릴륨-CuCrZr 합을 염두에 둔 것이며 온 역은 CuCrZr 시효

향을 배제하고자 설계한 것이다. 각 온도에 한 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고온 역의 경우 920℃ / 160, 50MPa / 2시간 유지 후 350℃ / 2시간으로 냉각

하 으며 층간물질은 50㎛ Ta foil을 사용하 다. 간온도는 820,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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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MPa / 2시간 유지 후 300℃ / 3시간으로 냉각하 으며 50㎛ Ti foil이 층간물

질로 사용되었다. 온은 480℃ / 160, 20MPa / 2시간 유지 후 냉각하 으며 별

도의 층간물질 사용없이 합하 으며 이의 합 리는 베릴륨 / 구리의 얇은 

intermetallic에 의하여 합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HIP  온도  압력을 다

르게 하며 시험했으며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 합이 이루어졌다. 

Table 1 Parameters on the low temperature HIP

cycle number Plateau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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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6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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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pressurization at 1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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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eau and regular releas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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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결과 고온 HIP cycle의 경우, 860℃ 이상 합시 1개의 합은 성공하 으

며 3개는 결합의 분리와 큰 Be-Cu 공석상 형성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간온

도의 HIP cycle의 경우, 모든 sample에 걸쳐 bonding이 얻어졌으며 낮은 온도 

HIP의 경우, 480℃ HIP 시 층간물질 없이 건 한 합 형성이 가능하 으며 얇

은 속간화합물 층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계면의 착력을 높이는 구실을 담

당하 다. 온 HIP의 경우 아직까지 합이 달성되지 않았다.

나 .  층 간 물 질 의  향

층간물질(interlayer)은 합에 방해되는 속간 화합물의 생성을 막아줘서 합

을 용이하게 해주는 구실을 담당한다. 1996년 CEA에서는 ITER divertor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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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튜 형 재질 합을 목 으로 이에 구리 튜 와 베릴륨 튜  합 

mock-up 개발  HIP 합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3]. 이를 하여 구리과 베릴

륨간의 층간물질을 모사하고 sputtering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diffusion layer를 

형성, HIP으로 연결하고 속학  연구와 Mo-Al 층간물질의 용가능성  

단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500℃ HIP으로는 구리와 베릴륨의 직  합은 

불가능하며 diffusion barrier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고 층간물질  

Mo-Al interlayer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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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베릴륨-구리의 상태도에서 베릴륨과 구리가 직  합시 속간화합

물의 형성으로 나쁜 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하여 베릴륨-구리 직 연결과 

알루미늄에 W, Mo, Cr을 첨가한 층간물질  마그네슘 층간물질의 연구에 있었

다. 층간물질은 구리 에 PVD 방법으로 sputtering하 으며 증착 에 ionized 

argon으로 세척하 다. HIP bonding 에 canister는 진공 인하 으며 HIP 공정

은 500℃ / 100MPa / 1시간 30분이었다. 합부 찰결과 J1 합부인 Cu / Mg 

/ Be는 베릴륨쪽 근처 마그네슘 층간물질에서 작은 균열이 발생하 고 J2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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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Cu / Al /Be는 알루미늄 / 베릴륨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J3 합부

인 Cu / W / Al / Be는 알루미늄 쪽에서 텅스텐 층간물질 쪽으로 얇은 균열이 

발생하 으며 J4 합부인 Cu / Cr / Al/ Be에서는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부 확산속도의 차이로 시편 내부에 개재물 (Al-Cr-Be 혼합상)이 발생하 다. 

J5 합부인 Cu / Mo / Al / Be는 비교  균일한 합이 얻어졌으며 균열이 발

생하지 않고 얇은 확산층이 형성되었다. 층간물질을 삽입하지 않은 J6 합재에

서는 주어진 HIP cycle동안 합이 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능이 

좋은 몰리 덴 - 알루미늄 층간물질을 이용한 mock-up을 제작하 는데 구리튜

에 PVD로 12㎛의 몰리 덴, 12㎛의 알루미늄을 증착시켰다. 단시험 결과 상

온의 단강도는 55MPa로 구리가 심하게 변형되었으나 합부는 단되지 않았

다. 

1996년 Task 216[2]은 400℃에서도 사용 가능한 베릴륨/구리 합기술을 개발하

다. 합재료는 Glidcop과 베릴륨이며 층간물질은 50㎛ 두께의 순수한 Ti foil

로 2000ppm 이하 산소와 150ppm 이하 질소를 지니고 있다. Ti는 베릴륨과 반응

하여 Titanium Beryllide를 형성하며 주로 TiBe12, Ti2Be17, TiBe3, TiBe2의 형

태로 존재한다. Ti과 구리는 TiCu4, TiCu2, Ti2Cu3, Ti3Cu4, TiCu, Ti2Cu의 형

태로 존재하며 이에 확산 상이 티타늄에 의하여 제한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n the distribu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inserted with Ti interlayer

2 .  합 공정 -  B r a z i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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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CEA에서는 이징에 의한 CuCrZr-Be 합기술을 연구하 다. 일반

으로 CuCrZr 합 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여 980℃ / 1040℃에서 균질화 처리 후 

480℃에서 오래 노출시 기계  성질이 감소하게 된다[4]. 베릴륨 합에 사용되

는 HIP 온도가 높은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에서 합가능한 Brazing

의 가능성에 하여 연구하 다. 층간물질은 STEMET 1108로서 이 합 은 구

리, 스테인리스강, 베릴륨을 낮은 가열속도에서도 합이 가능하다. STEMET 

1108과 STEMET 1120은 각각 Cu - 12Sn - 9In - 2Ni - 0.4Mn - 0.4Cr - 0.5P

와 Cu - (16-18)Sn - (3-5)In - 1Ni - (3-5)Mn 의 조성을 가지며 비정질, 는 

반정질의 결정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STEMET 1108을 진공분 기에서 

780℃에서 120분간 가열하여 5분간 유지 후 자연 냉각하 다. 시험결과 구리-베

릴륨 합부의 구조가 균질하고 가열  합물질이 약간 녹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보고에서는 CucrZr 합 이 합온도에 매우 민감하고 일반 인 이징 온

도 역이 600～800℃임을 감안하여 유도로를 이용한 fast 이징 방법을 제안

하고 있다. 

제 3   E U 의  C u - S S  합 기 술  동 향  

1.  합 공정

가 .  구 리 합 의  종 류에  따른 합 특성

( 1)  C u C r Z r  합

2000년, 스테인리스강과 Glidcop IG1  CuCrZr에 한 합 시험  HHF 

testing을 실시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8]. 스테인리스강은 316LN으로 (heat : 

T5091) Tecphy에서 납품받았으며 CuCrZr은 LeBronze Industriel에서 납품 받았

다. CuAl25는 OMG에서 납품받은 ITER Grade 1 시방을 지녔다. 구리합 의 경

우, 진공에서 1000℃에서 1시간 열처리하여 응력완화와 잔류산소를 제거하 다. 

이들 재료를 화학  세척 후, 304L 스테인리스강 에 놓고 기에서 용 과 잔

류가스 제거 작업을 수행하 다. 화학  세척의 과정은 PROSOLV 510N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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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작업, 증류수를 이용한 세척,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건조, 1/3 아세톤, 1/3 에

테르, 1/3 에탄올을 이용한 탈지, 건조작업을 동반하 다. mock-up의 제조과정은 

화학  세척, 조립, 탈지, 헬륨기체 시험, 인, HIP이며 HIP 과정은 스테인리스

강과 Glidcop의 합인 경우, 1040℃ / 140MPa / 2시간 가열과 2시간 유지, 2시

간 냉각이다. 스테인리스강과 CuCrZr의 합의 경우 Glidcop과 동일하나 냉각속

도를 빠르게 하며 빠른 냉각속도를 달성하기 하여 자연공냉 외에 스테인리스

강 bell을 이용하여 추가 냉각하 다. 이는 분당 40℃의 냉각속도를 의미하며 냉

각 후 Vickers Hardeness 시험 결과 본 HIP 과정이 납득할 수 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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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rmocouple location of CuCrZr to evaluate the effect of cool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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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ooling rat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uCrZr alloy

( 2 )  G l i d c o p  

Glidcop과 스테인리스강 간의 합물성 연구는 Glidcop Al-25 IG0, IG1과 316LN

과의 합연구가 1998년 CEA에서 수행 는데[16]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

의 합은 1090℃, 120MPa, 2hr (PM130) 1100℃, 100MPa, 2hr (T5091)을 따랐

으며 스테인리스강 / 구리합 의 합은 920～980℃, 100～120MPa, 2～4hr를 따

랐다. 여러 HIP 조건에 따라 기계  시험을 수행한 결과 920℃ / 120MPa / 3시

간의 경우가 기계  강도가 제일 높았으며 합물성에 미치는 층간물질의 향

을 ion coating (PVD), electrolytic 방법, 30㎛ foil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PVD

의 경우, 진공에서 200℃ 가열하고 아르곤에서 ion etching cleaning을 수행하고 

250～280℃ 아르곤에서 ion plating coating을 수행하 으며 electrolytic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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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6㎛ 까지 연마한 후, 음  세척과 NaOH로 탈지, 증류수로 세척 후, Ni

를 기화학 으로 증착시킴 방법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FN42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316 stainless stee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ing part 316

Table 3 HIP parameters for Cu / SS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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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nsile test results of Cu / 316 LN specimen

Table 5 Effect of interlayer on the joining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and 

copper alloy

Glidcop CuAl25-IG1은 300℃에서 가공경화와 함께 낮은 괴인성을 보인다. 이

는 Al2O3의 낮은 입자 도와 Al2O3의 불균일한 입자분포, free copper cluster의 

존재, Al2O3 입자의 높은 표면농도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 300℃의 고

온에서는 온도상승에 의한 상승이 우세하여 분산강화에 의한 효과가 드러나

지 않는다. 이를 개선코자 미국의 OMG에서는 Al-24 분말을 진공 용해하여 아르

곤 원자화로 미세한 분말 직경을 얻어낸 IG2를 개발하 다. 2000년 CEA에서는 

이러한 개선된 IG2의 기계  성질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10]. 1040℃ / 

140MPa / 3시간 가열, 2시간 유지, 3시간 냉각의 과정을 거친 합 시편에 한 

인장시험과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 다. IG2의 경우 미세한 입자분산 공정 후에

도 여 히 큰 Al2O3 particle이 발견되었으며 기계  특성의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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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brication of the specimen for testing mechanical property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

Table 6 Fracture toughness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

나 .  합 공정 연구

1997년 CEREM에서 Solid HIP 기술을 이용한 합기술에 하여 연구하 다

[17]. 316LN (PM130, T5091)과 Glidcop 25 IG0, IG1, 베릴륨 S-65C를 이용하여 

PM130 간 합은 1090℃ / 120MPa / 2시간, T5091간 합은 1100℃ / 100MPa 

/ 2시간동안 수행하 으며 스테인리스강과 구리합 간 합은 920～980℃ / 10

0～120MPa / 2～4시간동안 Ni 층간물질을 사용하여 합하 으며 베릴륨의 경

우, 800℃ / 120MPa / 2시간 가열 후 400℃ 3시간 유지한 방법으로 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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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후 속조직의 찰과 인장, 충격, 피로, 크리  시험을 수행하 으며 스테

인리스강과 구리합 간 합의 경우, 300℃에서 괴가 합계면에서 발생하며 

Ni 층간물질이 강도와 연성을 낮추는 구실을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

는 단일 HIP 조건이 아닌 다  HIP cycle에서의 재료의 성질을 연구하 다. 

1100℃ / 3-2-3시간과 930℃ / 3-2-3시간 cycle을 각각 2회 진행하 을 때 HIP 

cycle이 진행할수록 316LN 조직의 결정립이 커지며 작은 결정립이 한곳으로 모

이는 Heterogeneous 상이 발생하여 기계  성질이 조 씩 감소하게 되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 본 보고에서 재안한 HIP cycle로 T8 (2개의 스테인리스강 튜

를 지닌 DS-Cu / SS 합)과 T216 (4개의 스테인리스강 튜 를 지닌 Be / 

DS-Cu / SS 합)을 제조하여 T8 mock-up의 경우 9.7MW/m2에서 HHF 시험

을 수행하 으며 T216 mock-up의 경우 2.5MW/m2에서 1000cycle, 9MW/m2에

서 250cycle을 수행한 결과 각 층간의 손상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1997년 ITER DPI T212는 Glidcop Al-25합 과 316LN 스테인리스강 (PM130, 

T5091)을 이용하여 합시험을 수행하고 mock-up을 제작하 다[18]. 930℃ / 

120MPa / 2시간 합 방법을 이용하여 mock-up을 만들었고 계면에 인 인 

결함을 만들었을 때, 음 검사를 통하여 탐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하여 연

구하 다. 

2000년에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 / CuCrZr을 합할 단일 HIP cycle을 

CEA에서 제안하 다[9]. 기존에 제안한 316LN / CuCrZr 합온도인 980℃는 

316LN과 316LN을 합하기에는 낮으며 이에 고온 합이 권고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고온 cycle (～1050℃)이 CuCrZr 재료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으며 낮은 온도에서 316 / 316 합을 시도하 다. 사용 재료는 Le 

Bronz Industriel에서 납품받은 CuCrZr (Cu-0.65Cr-0.08Zr)과 KM Europa Metal

에서 납품받은 Elbrodur G (Cu-0.7992Cr-0.1462Zr)이다. HIP 조건은 1000, 1020, 

1050℃ 가열 후 분당 33℃  100℃로 냉각하 다. HIP 온도가 올라갈수록 기계

 성질이 좋아지며 840℃에서 Be 합은 나쁜 향을 나타낸다. 316LN / 

316LN의 합부를 분석한 결과 1000℃이하에서는 합재와 단일재가 비슷한 기

계  물성을 나타내며 1000℃에서는 합부에서 낮은 연신률을 보임. 한 충격

물성도 감소 상을 보인다. 반면에 1020℃에서는 인장시편의 단이 합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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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았다. 316 / 316 / CuCrZr 합재에서의 단일 HIP cycle은 1040℃ / 

140MPa / 2시간이었다. 

2001년 CEA에서는 스테인리스강과 스테인리스강, CuCrZr을 합할 HIP cycle을 

제안하 다[7]. 316LN과 DS-15F (Glidcop Al25), 316 LN과 PH S6-F (CuCrZr)

을 HIP vessel로 mock-up을 제작하 다. 기존의 316LN과 CuCrZr을 합하는 

HIP 온도는 980℃로서 이는 316LN과 316LN을 합하기에는 낮은 온도이다. 이

에 CEA에서는 고온 HIP cycle을 제안하고 기계  성질을 test하 으며 한 연

결부 에 향을 미칠 열처리의 향도 연구하 다. CuCrZr의 속학  연구를 

하여 0.2l Sulphric acid와 62g potassium dichromate, 525ml 물을 사용하여 열

처리에 따른 결정립 크기를 찰하 다. ITER material assessment report에서는 

최  허용 grain diameter를 35㎛로 규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40℃의 HIP 

cycle동안 결정립 크기가 50㎛에서 470㎛로 크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결정립 크

기의 증가는 진공분 기에서 진공의 설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큰 결정립의 

경우, divertor에 쓰일 때 제한받지만 규모의 baffle 부품에 사용되는 경우 이 

요인은 결정 이지 않다. 980℃와 1040℃ HIP에 한 향연구에서 항복응력  

인장응력은 HIP온도가 증가할수록 올라갔다. 이는 열처리에 의하여 결정립 크기 

증가에 따른 강도감소 효과 보다 석출물 용해에 따른 강도증가 효과가 더욱 크

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316LN 스테인리스강과 CuCrZr block제조를 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하 는데 제조에 사용된 CuCrZr은 CRM16TR 재질로 냉후 시효처

리 하 으며 Cu-0.65Cr-0.08Zr의 조성을 갖는다 참고로 ITER Grade CuCrZr은 

Cu - (0.6-0.9)Cr - (0.07-0.15)Zr로 산소함량이 0.002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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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사용한 316LN은 Tecphy에서 납품하 다. 2개의 test block을 제작

하 는데 316 / 316 / CuCrZr을 합한 T427 / 3-3과 T427 / 3-4를 제작하 다 

각 공정은 공히 1040℃까지 3시간동안 가열하 으며 1040±10℃, 140±3MPa에서 

2시간 유지하 으며 vessel 안에서 fast cooling을 유지하 다. T427 / 3-4의 경

우 베릴륨 용 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580℃에서 1시간 가열 후, 3시간 유지

하여 200℃에서 2시간 동안 냉각하는 공정을 추가하 다. 제조 후 각 합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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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 형성되었다. 이 층은 Cr 농축과 Ni 고갈과 련 있으며 간혹 zirconium 

riched carbonitride가 찰되었다. 합 후 CuCrZr 단일재료와 CuCrZr / 316LN 

합재에 한 20℃, 200℃, 300℃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시험온

도가 증가할수록 연성이 감소하 으며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성이 

증가하 다. 충격실험결과도 인장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효처리가 길어질수록 

충격성질이 개선되었다. 인장  충격시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1040℃ HIPing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시효처리가 CuCrZr 성질에 미치는 향으로 84

0℃ 이하에서 시효온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성질의 개선이 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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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agram of T427 3-3 and T427 3-4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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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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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316 LN 재료와 구리합 에 한 mock-up 제작이 이 졌고 316LN 과 

DS-15F 합시 1040℃ / 2시간 동안 HIP을 수행하 으며 316LN과 PH / S-6F 

합 시 1040℃ / 2시간동안 HIP 수행 후 vessel 에서 fast cooling으로 열처리를 

수행하 다. 이 게 스테인리스강과 CuCrZr을 단일 HIP 공정으로 제작 가능한지

의 여부를 시험하 고 그 결과 1030℃에서 HIP시 우수한 합성능을 지님을 확

인하 다. 아울러 분당 50℃ 이상의 빠른 냉각시 CuCrZr의 기계  성질이 좋아

짐을 확인하 다. 이에 CEA에서는 한 HIP cycle을 1040℃ / 140MPa / 2시

간 - 분당 50℃로 HIP quench로 제안하 다. Be 합에 미치는 시효처리의 

향은 840, 720℃에서는 기계  성질이 크게 감소하 고 종래의 460℃ / 2시간에 

비하여 580℃ 조건은 항복응력, 인장응력의 감소와 연성의 증가가 찰되었다. 

특히 제시한 HIP 공정은 결정립이 조 해 지는 것이 문제로 작용하는데 이는 피

로와 크리 -피로 상호작용에서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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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 계  시 험

일반 으로 베릴륨-구리합 의 합은 베릴륨 타일의 합 건 성에 근거하여 

합부 의 단응력 측정이 주를 이루며 구조재료간의 합부 물성평가는 합

부 간의 기계  물성 (인장, 괴인성, 피로수명, 크리 )을 측정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0년 후반의 시험은 주로 비조사 시편에 한 물성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에 2000년부터는 자빔 조사에 한 이종 속간의 물성변화와 합부

에서의 물성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1997년, 316LN IG와 CuCrZr을 Explosion welding (EXW) 합한 시편에 한 

인장시험, 주기 피로시험을 300℃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4]. 

한 EXW를 이용하여 first wall mock-up을 제조하 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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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s and (b) shear tes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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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ypical fracture behavior of explosion welded cross weld tensile test 

specimens

2000년에 수행한 구리합 에 한 조사 향 연구에 의하면[12], 비조사 시편의 

경우 22℃부터 350℃까지 상당한 가공경화 수용능력을 보이다가 조사시 

(1.5e24n/m2) 360℃ / 120MPa / 3시간 HIP 합한 합부에서 강도증가와 가공

경화 수용능력의 감소를 겪는다. 350℃ 시험의 경우, CuCrZr alloy는 가공경화의 

회복  연신률의 감소를 보인 반면, CuAl25 IG0에서는 연성을 보이지 않았다. 

괴시험 결과, 단일 HIP 조건에서 구리합 의 손이 발견되었고 체로 성

자 조사에 의하여 합부의 괴인성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 다. 이러한 경향은 

HIP으로 성형한 316LN과 Glidcop, CuCrZr을 합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

고 있는데[132], 미조사와 조사된 조건에서 조사시 HIP 합부 가 모재보다 인

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인장시편의 경우[13] 구리 합 에서 연성

괴를 보인 반면 괴시편에서는 CuCrZr 합부에서 단 mode가 바 는 거동을 

겪는다. 

1160℃ / 140MPa / 2시간 합한 316LN  850℃ / 140MPa / 2시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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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rZr 재료에 한 기계  시험을 수행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5]. 0.7부터 

2.5dpa로 조사된 시편에 한 인장  주기 피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290℃에서 0.7dpa로 시험시 YS, UTS 증가를 겪으며 HIP 재료는 조사포화 상

이 고 reference 재료와 비슷한 거동을 보인다. 일반 으로 구리합 이 약한 

지역인 반면, 290℃, 0.7dpa 조사시 괴는 계면으로 집 되는 상을 보 다. 아

울러 2.5dpa 조사시 HIP 재료가 짧은 피로수명을 보 다. 

Table 11 Test matrix for the irradiated specimen for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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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0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during irradiation

이외에 열응력은 시편에 복합하 을 인가하며 mixed-mode fracture가 mode I 

괴보다 괴인성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316LN-CuAl25 IG0, CuCrZr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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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ixed mode 괴 항성 시험을 2001년에 VTT에서 수행하 다[11]. 비

칭 4  굽힘시험을 이용하여 mixed-mode fracture 거동을 연구하 다. HIP 조건

은 960℃ / 120MPa / 3시간이며 CuCrZr의 경우 460℃, 2시간 후열처리를 겪었

다. 시험결과 구리의 조성에 따라 괴거동이 달라지며 CuAl25 IG0 합의 경

우, 시험온도에 따라 불안정한 괴를 겪는 반면, CuCrZr HIP 합의 경우 상온

/ 고온을 통털어서 연성 괴를 겪게 된다. 

Fig. 11 axisymetric four-point bending specimen for mixed mode fracture

Fig. 12 Effect of number of HIP stages on the mechanical proper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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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copper-stainless steel j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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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ion

제 3   M o c k - u p  제작

1.  s m a l l ,  l a r g e  s c a l e  m o c k - u p  개 발

1996년 ITER-T216에서 세부과제로서 mock-up 제조와 시험에 주안을 두고 있

으며 주로 큰 베릴륨 과 Glidcop의 합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2]. 첫 번째 

part로 한 HIP 조건 설정  합방법에 한 최 단응력을 측정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 part로 T216 mock-up 제조를 수행하 다. 800℃에서 냉각시 

S65C 베릴륨 은 잔류응력이 베릴륨의 항복응력 이하에 있었으며 2～

2.5MW/m2에서 1000cycle동안 HHF시험을 수행하 다. 

  T216 mock-up의 제조과정  HIP cycle동안의 잔류응력을 상하기 하여 

유한요소법으로 각 재료간의 열응력을 계산하 다. 계산결과 800℃에서 냉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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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 tile 쪽에서의 최  단응력이 181MPa로서 이는 S65C 베릴륨의 항복강

도인 270MPa보다 낮은 응력이다. mock-up제조는 Glidcop과 스테인리스강을 

합하는 첫 번째 과정과 베릴륨과 Glidcop를 합하는 두 번째 과정으로 나뉘어진

다. 첫 번째 과정은 각각의 재에 홈을 가공한 후, 스테인리스 튜 가 Glidcop 

에 치토록 한다. 스테인리스강 tube와 스테인리스강 을 canning 후, HIP에 

의하여 Glidcop이 합토록 한다. HIP 공정은 930℃ / 120MPa / 4시간 가열 후, 

930℃ / 120MPa / 2시간 유지하고 4시간동안 상온으로 냉각하 다. Glidcop과 

베릴륨 을 합하는 두 번째 공정은 티타늄 foil이 Glidcop과 베릴륨 에 치

토록 한 후에 자빔으로 인 후, 헬륨 설시험을 수행하 다. HIP 공정은 85

0℃ / 120MPa / 3시간 가열 후, 850℃ / 120MPa / 2시간 유지하고 425℃ / 

3MPa / 2시간으로 냉각하며 425℃ / 3MPa / 3hr로 유지 후, 상온 / 1bar / 2시

간으로 냉각하 다. mock-up 제작 후, Julich facility에서 2～2.5MW/m2에서 

1000cycle로 시험하 고 잔류 최  단응력은 10MPa이다. 단시험 결과 균열

은 beryllide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Ti-Copper intermetallic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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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sign of T-216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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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CEREM에서 1996년 3월에 소규모 mock-up 설계가 결정되어져서 

armour 재료의 재질에 따라 베릴륨, 탄소 복합재, 텅스텐의 3종류 mock-up이 결

정되었다[1]. heat sink 재료는 20mm 두께에 3개의 냉각 tube를 장착한 구리합

으로 결정하 으며 구조재는 50mm의 두께에 2개의 tube를 장착한 스테인리스

강으로 결정하 다. 각각의 냉각 tube는 냉각효율을 좋게 하기 해 swirl이 

cooling tube 안쪽에 삽입되었다. 스테인리스강은 잉곳에서 단조한 316LN T5091

강이며 Tecphy에서 납품되었다. 구리합 은 분산강화 구리합 으로 Glidcop 

Al-25 IG0 재질로 SCM에서 납품되었다. 베릴륨 합 은 BeS65C 재질로 

Brush-Wellman사에서 납품하 다. 각각의 재료를 합할 다  HIP 공정은 다음

의 4가지 공정으로 구분되어진다. 

i) 스테인리스강 / 스테인리스강 ( 재, 튜 ) 합

ii) 구리합  / 스테인리스강 ( 재, 튜 ) 합

iii) armour material / 구리 합

iv) decanning and castellation 

여기서 탄소복합재를 제외한 스테인리스강, 구리합 , 베릴륨, 텅스텐은 합시 

solid HIP을 사용하 고 탄소복합재는 이징을 사용하 다. 

Fig. 15 Illustration of each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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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 mock-up을 제작하기 하여 첫 번째 단계로 2개의 스테인리스강 과 2

개의 스테인리스강 튜 를 비하여 홈을 각 에 링한다. 이후 tube를 각 홈

에 삽입하여 비한다. 재료와 표면 비는 1㎛의 거칠기와 에탄올로 음  세

척을 수행한다. HIP 공정동안 튜 가 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can을 싸는 

방식을 용하며   하루동안 400℃ 진공에서 기체를 빼내는 공정을 수행

한다. 합에 사용된 공정은 1090℃ / 120MPa / 120분이며 합공정 후 기계

으로 can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로 구리와 스테인리스강을 합하기 하여 2

개의 구리 과 3개의 구리 튜 를 비한다. 구리튜 는 마찰용 을 사용하여 

합하며 바로 합되지 않는 특성상 구리튜  내에 steel 튜 를 삽입하여 이 튜

가 can에 용 하게 되는 방식을 택한다. 용  후 응력제거를 하여 980℃에서 

5분간 열처리를 수행한다. 450℃에서 인장시험과 크리  시험 결과 450℃의 고온

에서 합부 가 취성을 띠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Glidcop sleeve가 도입되어 

균열진 을 막는 구실을 담당한다. 합  각 재료는 거칠기 1㎛로 가공하고 화

학  etching으로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한 후에 합공정을 수행하 다. 인  

기체를 빼는 공정을 1단계와 같은 공정으로 수행함으로써 마찰용  합부 에

서 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다. 두 번째 HIP에 사용된 공정은 93

0℃ / 120MPa / 120분으로써 HIP 후 구리 튜  내부의 steel 튜 는 방 가공으

로 제거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구리합 에 베릴륨 armour를 합하는 단계로 

합을 하여 층간물질 (interlayer)이 베릴륨과 구리합  사이에 놓여졌으며 베릴

륨 타일을 보호하기 하여 Cg felt가 사용되었다. HIP 공정 에 mock-up은 

자빔 시설에 놓여지고 2차 진공에서 기체를 뺀 후 얇은 철 을 자빔 용 에 

의해 인한다. 세 번째 HIP에 사용된 공정은 800℃ / 120MPa / 120분으로서 

베릴륨 타일과 구리 과의 어 남을 방지하게 해 냉각공정  400℃, 3MPa로 

3시간 유지하는 공정을 택하 다. 네 번째 정인 can 제거 작업은 기방  가공

으로 달성하 다. 

이와 같이 mock-up의 제조공정  armour 재료의 합방법이 가장 요한 기술

로 solid HIP 방법을 제외한 베릴륨-구리 합방법이 ITER Task T221과 T216

에서 논의되었다. 베릴륨과 구리합 이 800℃ 이상의 온도에서 강하게 반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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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HIP 온도는 낮게 잡던지 는 한 층간물질을 사용하여 계면의 반응

도를 조 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층간물질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층간물질을 

사용하여 합온도를 낮추는 방법과 내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에 

있다. 

이러한 baffle mock-up을 1MW/m2에서 1300cycle로 노출시키는 High Heat 

Flux test를 수행하 다. 시간과 자 의 제약으로 열유속을 2배로 올릴 시 단 

cycle 수가 10배 어드는 상 계를 이용하여 높은 열유속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구조재료의 합에는 문제가 없으나 높은 열유속에서 armour 

tile의 합 건 성이 여 히 문제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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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작은 산화물이 발견되었으며 구리합 간 계면에서는  사이의 합계면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찰되었다. 구리합 과 스테인리

스강간의 계면에서 계면 근처에서 크롬 석출물의 line이 발견되어졌으며 냉각시 

Cr-Fe-O 석출물이 발견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HIPing  응력  변형을 

여  한 canister의 설계와 계면넓이를 효과 으로 넓  tile 설계와 

한 층간물질의 선정이 향후과제라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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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esign of T232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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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r o t o t y p e 의  제작

1998년 ITER Final Design Report가 완성된 것을 근거하여 Framatome[6]은 소

규모, 간규모의 mock-up을 제작, 시험하는데 있었으며 최 의 성형 route를 결

정하고 2개의 prototype을 성형하 다. 구리는 스테인리스강과 HIP으로 합하

고 베릴륨은 구리와 HIP 는 이징으로 합하 다.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RCC-MR RM AFNOR grade이며 구리의 경우, Glidcop 

Al-25 IG0로서 SCM Metal Product에서 생산하 다. 냉각 tube는 스테인리스강 

ND 17.12 (NFA 49117)이며 베릴륨은 Brush-Wellman에서 공 한 S65-C을 사

용하 다. 단조된 스테인리스강과 분산강화된 구리간의 합은 HIP을 사용하

으며 구리합 간의 합과 구리-베릴륨의 합도 HIP을 사용하 으며 층간물질

로 Ti layer를 사용하 다. 미세구조 찰을 하여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연마, 

탈지, Spontex + HF/HNO3 에칭을 사용하 으며 Glidcop의 경우 연마, 탈지, 

Spontex를 사용하 다. HIP cycle은 베릴륨 armour의 경우 HIP 공정으로는 73

0℃, 1hr을 사용하 으며 이징 공정으로는 STEMET 1108을 간층으로 사

용하여 furnace 이징을 사용하 다. 부품 조립후 인장, 부식시험을 수행하

으며 스테인리스강과 Glidcop 계면은 상온 인장응력이 380～390MPa에 다다르고 

Glidcop과 Glidcop 계면은 인장응력이 360～390MPa, 스테인리스강 간의 계면은 

610MPa가 얻어졌다. Glidcop과 베릴륨 계면간의 단시험 결과 730℃ HIP시 좋

은 결과가 나왔으며 최  단응력은 120～140MPa가 얻어졌다. Framatome은 1

차로 베릴륨 합까지 수행한 panel을 완성하 으며 2차 panel을 2001년까지 제

작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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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sign of prototype manufactured in FRAMAT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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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결  론

상기와 같이 핵융합로 1차벽 제작과 련한 EU의 동향은 베릴륨 armour에 열흡

수원 (Heat sink)으로 구리합 을 사용하고 구조재료로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

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까지 알려진 HIP 합공정으로는 다음과 같다

1) Be-Cu 합의 경우

800℃ - 120MPa - 2시간, 층간물질 : Ti layer 사용 (Glidcop Al25)

580℃ - 100MPa - 2시간, 층간물질 : Ti layer 사용 (CuCrZr)

2) Cu-SS 합의 경우

1040℃ - 140MPa - 2시간

(CuCrZr 사용시 합 후 분당 50℃ 이상의 빠른 냉각 권장)

Brazing 공정은 HIP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HIP을 보완할 방법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악되었다. 합 후 합물성 평가용 기계  시험

은 베릴륨-구리 경계의 경우, 합부 단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구리-스테인리스

강 경계의 경우 합부 인장 시험과 괴인성 시험을 주로 수행하 다. 고열유속

시험 (HHF)는 Jülich 시험시설에서 1～9MW/m2의 열유속을 주기 으로 인가하

는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후, 분석결과로는 체로 구리-스테인리스강의 합은 

양호하나 베릴륨-구리합 의 합이 여 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 비조사

재의 기계  물성 뿐 아니라 성자 조사시 모재  합부 의 기계  물성평

가에 역 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Mock-up 제조는 소형, 형 

mock-up 설계  제작을 이미 끝낸 상태이며 Framatome을 심으로 IT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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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material

manufacture
비고 ref

Type parameter

DS Copper HIP
850℃, 140MPa 

50㎛ Ti interlayer

Prototype 제작 

(ITER divertor baffle)
[20]

CuCrZr

Brazin

g
CuMnSnCe, 720℃

5.4MW/m2에서 1000cycle동안 

건 성 유지
[21]

HIP
580℃, 100MPa, 2hr 

Ti / Cu interlayer

5MW/m2에서 1000cycle동안 

건 성 유지
[21]

CuCrZr DB
500℃, 35MPa, 

10
-5

mbar, 2hr

2MW/m2에서 385cycle, 

3MW/m
2

에서 59cy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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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Copper HIP
850℃, 120MPa, 2hr

Ti interlayer
ITER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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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 Copper
Brazin

g
CuInNiSn, 780℃ ITER - FEAT (plate) [24]

DS Copper

HIP 730℃ 3MW/m
2

에서 tile detaching [25]

Brazin

g

STEMET 1108, 

780℃

1.6MW/m2에서 1000cycle 

유지, 3MW/m
2

에서 detaching
[25]

CuCrZr HIP 525～585℃, 2hr

565℃이상부터 합강도의 증

가. 

Ti interlayer외에 Cu 

interlayer 추가 사용 제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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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I. 미국의 핵융합로 F/W mock-up 제조기술 

개발 황

제 1 장 서 론

미국에서는 ITER F/W (first wall) blank개발을 해 Task T8에서 Cu alloy와 

SS 넬을 합하기 한 잠재 인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Plasma facing 

재료로 용되는 Be surface layer에 한 연구는 기에는 T8 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추후 Task가 T221과 T222로 분리되어 수행되었다. 미국에서는 Cu/SS 

합기술로서 HIP(hot isostatic pressing)과 EXP(explosive bonding)을 채택하여 

수행하 는데, 이들 방법이 선택된 것은 큰 크기의 넬 합 시 합온도가 비

정상 으로 높은 온도로 노출되어 기지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함이다. 

두 가지 종류의 합 후에 합성능 평가에 은 두어 특성평가를 수행 하

다. Be/Cu 합기술은 작은 크기의 sample test를 수행하 는데, 합방법은 

Brazing과 온 HIP을 도입하 다. 특히 interlayer 재료에 의한 합성능 평가를 

수행하 고, 일부 합성능이 우수한 재료에 해서는 small size의 mock-up을 

제작하고 이들에 한 품질검사를 수행하 다. Sandia National Lab.에 있는 시

설을 이용한 고열속 (HHF, high heat flux) 시험을 수행하여 Be tile의 합부에 

한 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을 두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의 연구동향은 

Cu/SS 는 Be/Cu와 같은 합재료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HIP, 

EXP, Brazing의 합방법을 도입하여 최 의 합기술을 도출하고자 하 다. 본 

장에서는 미국에서 수행된 F/W blanket 합방법과 small size mock-up에 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 다. 

제 2  장 C u / S S 의  합 기 술 [1,  2 ,  3]

1.  F a b r i c a t i o n  C o n d i t i o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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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선정은 ITER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추후 이용 가능한 재료에 

하여 선택하 다. Cu/SS 합에 사용된 Stainless 재료의 조성은 표 1에 나타

났다. 모양은 재형태로서 ASTM A240의 규격을 따르고 316L SS 재는 열간

압연, 열처리 그리고 피클링 처리로 비되었다. Explosively bonded plate나 HIP 

bonded plate로 이용할 재료의 조성과 기계  성능에 한 결과는 표 1과 2에 나

타나 있다.

Table 1. 316L SS composition

Table 2. 316L SS as-received mechanical properties

   

US 합 의 조성은 EU 로그램과 ITER 316LN의 조성 기  (Table 3)에서 이

용된 합 의 조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EU 316LN 조성은 본 시험에서 이용

된 합  조성에 비하여 Ni와 Cr의 함량이 높다. 일반 으로, ITER 316LN SS의 

조성 명세는 ASTM A240 316L과 316LN 명세보다 조성의 범 가 좀 더 제한

이다. ITER grade 재료에서 N은 조사에 의해 방사능 를 높이기 때문에 제

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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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U program 316LN SS composition

기에 선정된 Cu 재료는 CuAl25와 CuCrZr이었다. Cu 합 에서는 peal 

hardened condition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80℃ 이상의 시효나 조사유발 

석출에 의해 강도의 손실에 문제가 있다. Cu/SS 합을 한 Brazing과 HIPing 

처리는 900℃ 이상에서 어도 1시간의 열처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합시험에서

는 CuAl15 합 이 선정되었고 이 합 은 CuAl25 합 에 비하여 강도가 낮다. 

표 4～6에 Cu 합 의 조성  기계  특성을 나타내었다.

   Table 4. Candidate copper alloys for FW application

 Table 5. Composition of Glidcop DS-CuAl15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of DS-CuA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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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재합 의 조성은 EU, Japan 로그램에서의 합 과 거의 유사하고, Cu 합

은 가공된 상태와 powder 상태 2가지로 사용되었다. 한 CuNiBe 조성의 합

이 first wall과 divertor에 용 가능한 합 으로 연구되었다. 

2 .  S e l e c t i o n  o f  F a b r i c a t i o n  R o u t e s

넬 합에 한 자세한 사항은 표 7에 나타내었다. HIP과 EXP 방법은 기지조

직의 손상이 기 때문에 선정되었고, Plasma spray 조건은 복잡한 형상에 합

하지만 기공과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열 도성이 감소될 수 있다. Brazing 기술

은 900℃에서 어도 15분 유지하는 조건 때문에 석출강화에 의해 Cu 합 이 

당한 기계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는 HIP 조건도 유사하다. 

   Table 7. Considerations for selection of Cu/SS panel fabrication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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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 a b r i c a t i o n  P r o c e s s

2  층으로 구성되는 넬의 제조기술은 표 8에 다른 연구와 비교하여 나타나 

있다. HIP 조건은 IMT (Industrial Materials Technology)에서 연구되어 선정되

었다. HIP 조건에서 powder를 쓰면 가공된 재를 쓰는 것 보다 낮은 온도조건

에서 합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표면에 산화층의 존재는 HIP 합에 

요한 요소이므로, 시편의 표면을 용제세척 후에 연마제를 이용한 클리닝을 시행

해야 한다. 760℃ 이하에서는 우수한 합특성을 얻기 어렵다. 한 HIP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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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온도-압력의 상호 계는 선택된 Cu 합 의 조건이나 316 SS 기지의 미세조

직에 향을  가능성이 있다. CuCrZr과 CuNiBe 조성을 갖는 석출강화 Cu 합

에서 용체화 온도 범 는 950～1000℃인데, 이는 일반 인 HIP 공정에 합한 

온도이다.

   Table 8. Comparison of the alloy selection for Bi-layer panel fabrication

EXP 합 방법은 SS 재와 CuAl15 재 합에 이용되었는데, 두 개의 재 

사이에는 기 air gap을 가지고 있다. Glidcop 재료는 합을 해 연마나 링

으로 표면에 있는 순수한 Cu 부분을 제거해야하고, Glidcop과 SS의 표면은 마지

막 단계에서 거친 sanding으로 비한다. EXP 합은 상온 기조건에서 5  이

내에 실시된다. EXP 합 후 wavy한 합면을 갖는데, 이러한 wavy 형상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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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 단강도를 유지한다. 

4 .  N o n d e s t r u c t i v e  E v a l u a t i o n

합 후 합면의 건 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 괴 검사법인 Ultrasonic 탐상 

법을 이용하 다. Ultrasonic 탐상 법에는 Pulse-Echo Time-of-Flight 법과 

Pulse-Echo Back Surface Amplitude의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음  탐상시험은 

합된 재료의 성능을 비 괴 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에 음

탐상의 를 나타내었다. 

   Fig. 1 Description of NED analysis techniques

5 .  M e c h a n i c a l  P r o p e r t i e s  T e s t i n g

층상 재료에 한 시험 matrix는 표 9에 있는데, 시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시험 

횟수를 나타냈다.

가 .  T e n s i l e  T e s t  P r o g r a m

두 가지 형태의 시편에 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는데, 계면에 한 단시험

과 인장시험을 실시하 다. 단시험과 인장시험을 한 시편의 형태  조건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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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Mechanical properties evaluation test matrix

시편의 배치는 시편의 형상에 의존되며 실험실 상의 단응력 시험은 합부의 

단강도를 측정하기에 합하다. 시편의 디자인은 ASTM Standard 

D3846-79/85로부터 획득하 다. 시험결과는 시편 외부에서 각각 가장자리 slits의 

깊이와 겹쳐지는 부분에 의해 크게 의존되어 나타난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형

태는 기계가공을 하기에 비싸거나 어렵지 않으며, 응력집  효과는 복잡해진 시

편의 형태에 한 해석으로부터 악된다. 시험 시편에 한 인장강도는 비틀림 

시험을 수행하여 평가하 는데 이러한 형태는 단면이 3～5 mm의 정사각형으로 

막 기 형상이다. 이러한 모양의 시편은 미세크기로 조사시험에 매우 유용하다. 

나 .  F a t i g u e  T e s t  P r o g r a m

피로시험은 피로 사이클 , 후에 시편을 평가하기 한 목 으로 수행되었다. 

기본 인 피로시험편은 beam 형태이고, 피로시험에 할당된 사이클은 103～105 

이며 사이클 주기는 1～10Hz이다.

다 .  T e n s i l e  T e s t i n g  R e s u l t s

인장시험의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시험시편의 디자인은 응력집 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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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Fig. 2 Tensile - Lap shear specimen

시편의 형태상 짧은 합부가 겹쳐지는 역에서 응력집 이 손과정을 지배한

다. 한 형태상 넓은 합부가 겹쳐지는 역에서의 손은 bulk 시편의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로 시험시편의 합부의 길이로서 본래의 합 단강도에 

계된 정보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다. 합부의 길이를 감소시킨 시편에서 

failure는 합에 계된 것이 확인되었고, failure 모드는 합부의 계면을 따르

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본 시험에 나타난 합강도의 자료는 실제 단응력의 

최 범 로 고려될 수 있다. 

HIP과 EXP 방법으로 합된 시험편의 일반 인 load-deflection 곡선은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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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4에 나타났다. 

   Fig. 3 Shear stress versus deflection curves for EXP bonded joints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Fig. 4 Shear stress versus deflection curves for HIP bonded joints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곡선으로 EXP 방법과 HIP 합 방법의 비교결과에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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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다. 가장 큰 차이 은 상온조건의 실험으로서, 같은 인

장하  조건하에서 EXP 합재료의 강도가 HIP 합재료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림 5는 HIP과 EXP 방법으로 합된 시편에 해 상온에서 400℃의 온도 역

에서 단시험 후 결과이다. EXP 시편의 모양에서는 시편의 굽힘 정도가 찢어짐

의 양에 련있는 것처럼 보인다. HIP 연결부는 일반 으로 은 량의 굽힘으로 

나타나고 괴모드는 계면에 의해 해석된다. 이러한 시험결과는 EXP 합동안 

형성된 wavy한 계면이 HIP 합에 의해 형성된 평평한 계면에 비하여 단응력

에 해 좀 더 항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5 Optical photographs of the standard shear lap specimens prior to   

and after testing at various testing temperatures

합에 의한 Cu/SS의 합  층은 EXP 조건보다 HIP 조건에서 두껍게 형성되었

다. 단시험으로 측정된 결과에 한 온도 의존성은 그림 6에 있다. 실험실에서 

수행된 단시험 시편의 형태학  특징으로 인하여 시험에서 얻어진 강도는 실

제 인 합 단강도보다 낮은 역으로 고려되어 진다. 측정된 단강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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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차이 은 상온의 시험결과에서 나타나고 이는 합부의 wavy 때문이다. 

고온에서는 HIP과 EXP 합 모두 매우 비슷한 단강도를 갖는다. 

합계면에 하여 normal 방향의 인장시험이 시도되었는데, 그림 7에 형 인 

시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이 시편은 무나 작기 때문에 gripping 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Fig. 6 Maximum measured stress in shear lap tensile tests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Fig. 7 Miniature tensile specimens taken through the Cu/SS plate  

thickness with the bond interface at the cente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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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F a t i g u e  T e s t i n g  R e s u l t s

합된 재의 피로수명은 four-point bending 시험으로 막 기 형상의 시편에 

해 시험되었다. 상온에서의 시험결과는 그림 8에, 시험 후의 시편의 형태는 그

림 9에 있다. 

상온조건에서의 결과는 HIP과 EXP 합방법이 굽힘 하 조건하에서 잘 견디는 

것을 나타낸다. HIP과 EXP 합재료의 failure lives는 CuAl15 합 의 표면에 

해서는 비슷하고 크랙의 생성과 성장은 피로시험 에 늦게 발생하지만 크랙이 

생성되면 성장은 매우 빠르게 진행한다. 시험 때마다 data의 치는 약간씩 이동

되지만 시험결과의 거의 변하지 않는 기울기로부터, 주기 인 소성변형이 반복

인 하 의 진행 동안 발생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은 하 에서는 약간의 data 

치이동이 있지만 큰 하 에서는 data 이동에 한보고는 없다.

   Fig. 8 Fatigue lives of the bend bar specimens as a function of         

maximum tensile stress at the specime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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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Post-test room temperature four point bend specimens

시편의 손은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계면 쪽으로 크랙으 성장 는 과도한 비탄

성의 변형에 기인하여 발생된다. HIP 합 시편에 경우에서, 크랙은 계면부가 얇

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된다. EXP 시편에서 크랙은 형 으로 계면을 따

라 성장한다. HIP 합면의 시험에서 계면을 따라 얇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혹은 크랙이 진행되는 것은 합된 2  층 넬에서 주된 손모드이다. 그러나 

아주 은 하 에서는 크랙이 계면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EXP 합부를 25

0℃에서 수행한 시험결과는 상온에서의 시험결과와 비교되어 그림 10에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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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Room temperature and 250℃ fatigue life data

250℃에서 수행한 시험결과 380 MPa 아래의 조건에서는 상온시험 보다 손상 량

이 게 나타났고 하 이 커지면 손시간은 짧아진다. 재료의 성능에 요한 크

랙킹은 매우 낮은 하 에서는 찰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결과가 250℃ 온도에서 

HIP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높은 하 시험에서, HIP 합시편은 많은 변

형으로 인하여 6000 cycle 후에 시험이 종료되었다.

6 .  P o s t - t e s t  E x a m i n a t i o n

가 .  M i c r o h a r d n e s s

Pre와 Post 시편의 미소경도 시험이 2 층 재시편에 해서 수행되었고 그림 

11에서 14에 경도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HIP 합시편에서 Cu/SS 두께는 체 16.5 mm의 시편두께에 하여 각각 

10.5/6 mm이다. EXP 시편에서는 체 12 mm의 두께에서 각각 6/6 mm이다. 계

면은 항상 6 mm의 치에 존재하는데 경도값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모든 경

우에서 CuAl15의 특성은 시험  재의 조건과 비슷하 다. 상온과 250℃의 피

로시험 후에 경도값의 차이는 조 씩 나타났고, 경도변화는 CuAl15 시편의 단면

에 하여 거의 일정하 다. CuAl15 합 은 기 경도값과 하 시험 변화 후에 

한 경도 값의 변화는 민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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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1 Microhardness as a function of position across the EXP and HIP 

specimens in the as-fabracted conditions. The interface is at 6mm

  Fig. 12 Microhardness as a function of position across the HIP specimens 

after fatigue loading at 20 and 250℃. The interface is at 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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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Microhardness as a function of position across the EXP and HIP 

specimens after fatigue loading at 20℃. The interface is at 6mm

  Fig. 14 Microhardness as a function of position across the EXP and HIP 

specimens after fatigue loading at 250℃. The interface is at 6mm

반면에, 316SS은 가공 방법, 하 시험 조건, 하 시험 온도 등의 기시편 조건

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316SS에서 고온에서 피로시험 후에는 HIP 가공조

건이 EXP 조건보다 낮은 경도 값을 갖는다. 이는 응력의 수용에 연 으로 생각

되며, 계면에서의 확산 구역의 특성과 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온에서 반복

인 하 을 받으면 HIP, EXP 둘 다 경화된다. 고온에서도 반복된 하 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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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증가가 발견되지만, 그러나 250℃에서 반복하 을 지속 으로 받으면 완화된

다. 경도 값은 계면에서 표면으로 멀어지면 감소된다.

나 .  F r a c t u r e  S u r f a c e  A n a l y s i s

SEM 분석으로 여러 가지 인장  피로시험으로 손된 시편의 표면 형상을 

찰하 다. 고배율에서의 손 모드는 항상 연성 괴로 나타났다. 배율에서는 

명확하게 종이가 찢어진 모양의 형태로 거의 평평하게 손된 역에서 크랙의 

성장이 찰되었다. 그림 15와 16에 HIP과 EXP 합 재료가 상온에서 단 손 

된 를 보여 다. 두 경우에 손된 실제 라인은 CuAl15 합 을 통하여 지나갔

다.

         

  Fig. 15 Fracture surface morphology of the room temperature HIP bonded 

lab she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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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Failure surface morphrology of the room temperature EXP bonded 

lab shear specimen

이러한 손된 형상은 부분 인장응력과 피로에 의한 괴의 형 인 이다. 

그림. 17에는 HIP 합 재의 피로 크랙 성장의 상을 보여 다.

        

  Fig. 17 Failure surface morphology of the room temperature HIP bonded 

fatigue specimen showing the region of crack propagation through the CuAl15 

perpendicular to the joint interface

피로 하  조건과 실험실의 단 시험 조건의 일부 역에서, EXP 함 표면의 

형태는 wavy 하게 나타났다. 손된 역은 여 히 Cu 합 을 통해 나타났다. 

그림. 18에 이러한 wavy 한 계면의 형상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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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8 Wavy bond interface in the EXP bond specimen following failure  

crack propagation along the interface at the end of life. The ductile failure 

mode at a microscopic level is also indicated in the higher magnification 

micrograph

   다 .  B o n d  I n t e r f a c e  A n a l y s i s

HIP 합 계면은 EDS가 부착된 SEM으로 분석하 다. SS 합 과 CuAl15 합

에는 실질 으로 Cu 합  쪽으로 상호확산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9에

서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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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9 HIP bond interface showing the bond line and the FeCr precipitate 

structure in the CuAl15 material

Ni은 완벽하게 Cu에 고용되기 때문에 Ni은 조성의 분포로 확인되었다. Cr과 Fe

는 Cu에 거의 고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석출물이 Cu 합  쪽에 형성

되었다. CrFe 조성은 embrittle 상으로 석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Wavy 계면

을 갖는 EXP 합계면에 해서도 찰되었는데, 찰된 면은 그림 18에 나타났

다. Wave의 길이는 1.0±0.05 mm 정도이고, 높이는 0.35±0.05 mm 이다. 이러한 

wavy 특성은 EXP 조건을 조 하면 바꿀 수 있다. EXP 합은 Inconel 617과 

CuNiBe 합 에서 더욱 우수하며 단 응력에 한 항성이 크다. 괴되는 면

은 항상 CuAl15 합 에서 항상 발생된다. 계면에서 흩어진 산화물의 형태는 HIP

과 EXP 두 가지에서 모두 찰되었는데 이러한 산화물의 존재는 표면의 비 

기술에 의해 조 되며, 분산된 산화물은 합 특성에 거나 거의 향이 없다.

7 .  H I P 합 과  E X P  합  시 험 의  결 과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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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합 방법에 의해 계면은 완 히 합되었고, 시험결과 용 가능한 

합방법으로 생각된다. 합의 건 성 에서, 합과정의 선택은 기지 속의 

특성과 구성품의 크기 그리고 형상에 더욱 계 되어 있다.

합된 넬의 손은 CuAl15 합 의 손에 의해 우선 으로 진행되고, 합 

라인에서 직 으로 손되지 않는다. 피로시험 동안 합 라인 근처에서 크랙

성장 특성은 더욱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약간의 경우에 크랙이 얇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의 찰에 기 로 한다. 요한 비탄성 변형은 250℃에서 굽힘 힘을 

가한 재에서 발생하 다. ITER 운 조건에서 크립과 온도증가에 의한 소성반

응은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 458 -

제 3 장 B e / C u 의  합 기 술 [4 ,  5 ,  6 ]

1.  B e / C u  합 에  한  기 연 구

Be은 ITER의 plasma facing components (PFC's)를 한 선도 인 armor 후보

이다. 이는 armer 재료가 가져야할 plasma erosion 항성, 3 수소 보유를 한 

성질  열 도성 조건을 Be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Armor 재료는 5-10mm 두

께의 Be 타일로서 표면온도를 유지하기 해 실제 으로 heat sink의 냉각 Cu 합

에 합된다. S-65C는 재 용 가능한 디자인된 Be-grade이다. 3종의 Cu 

합 이 잠재 인 heat sink로서 후보로 선정되었다.

       (1) Alumina dispersion strengthened Cu (Cu-0.2Al2O3)

       (2) CuCrZr (Cu-0.65Cr-0.08Zr)

       (3) CuNiBe (Cu-1.8Ni-0.4Be)

Be/Cu의 합에서는 성공 인 합공정( 한 기계  강도를 제공하면서 효율

인 열 달을 허용하는)이 속학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Be은 부분 

주기율표상의 원소들과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고, 이러한 화합물은 형 으로 

강하고 깨지기 쉽다. 따라서 합면에서 화합물의 존재는 연성과 인성을 낮은 

로 감소시켜 기계  성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Be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문제 으로 Be은 10-5torr의 낮은 진공 하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이 있다. 건 한 속학  합을 해, Be의 합면은 표면오염물

을 제거해야하고, 공정단계 마다 철 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러 원소들은(Ge, Si, Ag, Al) Be와 조화하여 beryllides를 형성하지 않는데 이

러한 원소들이 Be/Cu 합에 있어서 interlayer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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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 a m p l e  t e s t 를  이 용 한  B e / C u  B o n d i n g  방 법  개 발

기 Cu와 Be 합에 한연구로서 inertia 용 , brazing 그리고 diffusion 

bonding 방법이 연구되었다. Brazing 법에서는 filler 합 이 Cu와 Be 합에 성

공 으로 이용되었다. 합 공정 발 을 한 기 조건은 재료의 친화성 인데 

부분의 재료는 Be와 부서지기 쉬운 속간화합물을 형성하고 계면에서의 속

간화합물은 조사되면 빠른 손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는 Be와 속간화합물

을 형성하지 않는 interlayer 재료를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 다. 합 계면에서

냉각동안 잔류응력이 문제가  하나의 손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Be과 Cu의 

열팽창율의 높은 차이에 의해 기인된다(열팽창률, Be: 15.5x10-6/k to 200℃ 

Cu-alloy: 18.0x10-6/k to 200℃). 응력문제를 해결하기 해 US 은 합방법

을 낮은 온도로 이용하기도 하 고 다른 기술로서 Be와 Cu 사이에 interlayer 재

료를 이용하 다. 

가 .  B e / C u  B r a z i n g  

Brazing은 기에 합 공정으로 고려되었는데, Be 타일과 CuCrZr (Elbrader) 

heat sink를 합하기 한 시도하 다. 이때 Al, Al-Si, Al-Ge 등의 filler 재료

를 선택하 다. Al-Cu는 여러 가지의 속간화합물을 형성하여 구조재로 용하

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Al과 Cu의 반응을 막는 

것으로서 Al-Cu 사이에 확산 방해 층을 이용하 다. 방해 층으로 순수 Ti 재 

(0.25mm)를 이용하 는데, Ti 방해 층은 합동안 재의 rip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연구로는 Al-Cu alloy 층을 직  계면으로 만들기 한 노력도 

수행하 다. Be이 상온에서 산화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젖음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을 해 Be 산화층을 ion-sputtering 후, in-suit로 표면에  Al을 코

 하고 마지막 단계로 Be-Al과 Al-CuCrZr 합 을 합하는 공정을 용하

다. 이러한 filler 재료는 잔유응력의 완충역할을 한다. 합 후 작은 합 시편에 

해 인장 시험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Al 층의 손정도를 평가하여 기계  성능

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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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B e / C u  H I P i n g

타일 assembly는 Al-Si와 Al-Ge interlayer 재료를 가지고 HIP로에서 합하

다. 이때 조건은 625℃, 60min, 105 MPa를 용하 다. Al-Si 합부는 EDS가 

부착된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인장시험 결과 Al-Ge 보다 Al-Si가 filler 

재료로 더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B r a z i n g  합 과  H I P i n g  합 방 법 의  비 교 평 가

가 .  S a m p l e  T e s t

두 가지의 explosively (EXP) 합된 Al-Cu 재를 이용하 는데, 이 재는 두

꺼운 Cu 합 에 (19mm) 앏은 1100 Al  (7mm)을 합하여 비하 다. 

합면의 사이에는 확산 방어층의 역할을 하는 얇은 Ti(0.25mm) 을 이용하 는

데 표 11에 있다. 두 종의 은 잘 합되었는데 의 부분 인 cross-section이 

그림 20에 있다.

Table 11. Explosion bonded plates used for Be-Al joining tests

Fig. 20 Cross section of the explosive bonded assembly showing 1100 Al 

plate bonded to copper alloy CuBeNi with a Ti diffusion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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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ng 합과 HIPing 합방법의 평가를 해 표 11과 같은 조건에 변화를 주

어 합을 수행하 다. Brazing은 두 종의 시편을 진공로 brazing 공정을 이용하

여 제작하 는데(표 11의 A와 B) Al-12%Si (공정조성)의 filler 속 이용하여 

577℃의 온도에서 수행하 다. Al 층은 1mm의 두께를 갖도록 평행하게 기계가

공 되었고 조립  Al 합표면은 45% HNO3 와 5% HF 용액으로 표면산화층 

제거하 다. CuCrZr/Ti/Al 조각은 30  동안 에칭하고, Al 코 된 Be 디스크는 

10  동안 에칭하여 표면을 비하 다. 에칭된 부분은 진공로로 이동하여 

brazing 동안 합 압력을 가하기 해 집합체 상단에 약간의 무게를 주었다

(0.07 MPa). 압력은 10-5 torr 이하로 조정하고 시편은 분당 25℃의 온도로 66

0℃ 까지 가열 하고 3분유지 후, 가열 elements를 단하고 진공상태에서 냉각하

다. 냉각속도는 략 400℃ 까지 분당 20℃이고 진공의 leak는 략 

7x10-7cm3/sec 이었다.

HIP Bonding은 3종의 시편(C, D, E)에 하여 실하 다. 시편은 기계가공 후에, 

HIP 캔은 700℃에서 1시간동안 진공 상태로 만들고, 조립된 HIP 캔은 10-5 torr 

이상의 진공으로 만든 후 electron beam 용 으로 합 하 다. 시편 C는 분당 

15℃로 625℃까지 가열, 압력은 103MPa 유지하 다. 625℃에서 15분유지 후 자

유냉각 하 는데, 400℃까지는 분당 10℃이다. 시편 D는 Cu-Al 계로 공정온도가 

548℃, Cu-Al의 속간화합물이 형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HIP 조건은 625℃, 

103MPa, 유지시간 60 min으로 하 고, 시편 E의 HIP 조건은 625℃, 103MPa, 유

지시간 60 min으로 하 다.

합 후에 electro-discharge machining (EDM)으로 장방형의 시편으로 제작하여 

기계  성능을 평가 하 다.

Table 12. Braze assemblies and sche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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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시험은 상온에서 수행하 는데, servo-hydraulic machine으로 0.127 mm/min

의 조건에서 실시하 고 표 13에 정리하 다. 합부를 OM과 SEM으로 찰하

기 하여 합된 시편의 단면은 마운  후 폴리싱 하여 비하 다.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공 brazed 시편은 (A, B) 낮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HIP 

합된 시편은 (C, D, E) 1100-Al 합 의 략 90 MPa 정도의 강도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시편 A의 시험 막 는 기계 가공동안 분리되었고, 손은 Be 계면 근처에서 일

어났다. 합부의 미세조직을 찰한 결과 Be 근처의 Al 밴드는 략 50 micron

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교 으로 second phase particles의 형성이 었다. 

크랙은 Be 근처의 Al에서 발견되었고, Be 근처를 고배율로 찰한 결과 거의 지

속 인 상이 찰되었는데 이러한 구조는 Si와 Fe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13. Room temperature tensile results for bond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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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 Micrograph showing a higher magnification of Specimen A. The 

bondline cracking is associated with an iron and silicon-rich layer adjacant to 

the bellium interface

크랙은 이러한 2상과 Al 조성이 근 한 역 사이의 경계와 연 하여 나타났다. 

Brazing 사이클 동안, 온도는 Al-Si의 공정온도인 577℃로 증가함에 따라, Si는 

인 한 Al 기지를 통하여 용융된 filler 속으로부터 빠르게 확산되었고 Si이 Be 

계면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의 sputtered 된 Al 코  층은 braze 사이

클 동안 녹았다. Al 내에 Si의 고용도는 낮기 때문에 Si는 면에서 응고되었는

데 응고의 마지막에서 Si와 Fe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2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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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편 B는 plasma sprayed Al의 두꺼운 층을 갖고 있는데 코 된 Al 층에서 약

간의 porosity가 남아 있었다. Brazing 후에 코  두께는 락 300에서 250 

micron으로 감소하 고 강도는 반으로 감소되었다. 단면의 표면은 그림 23에 

있다. 

  Fig. 22 Fracture morphology of Specimen B showing a mixed mode 

fracture consisting of dimple rupture and intergranular fracture. The effect of 

the porosity on the fracture surface is evidenced by the intergranular 

separation.

넓은 역에서 변형이 없거나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이 라즈마  

tm 이 조직을 통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거나 는 라스마 스 이와 완

히 dense 한 Al 사이에서 변태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Si의 집 이 Be 계

면 근체에서 찰되었지만 연속 인 층의 제 2상이 Be 경계 부 에서 형성되었

다. Be 계면이 시편 A에 비하여 덜 평평하 는데 이런 향은 arc cleaning 공정

에 의한 원인이 표면을 부채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미세조직은 녹

은 재료가 Be 계면으로 도달하여 Al 코 부에 연결되지 않은 porosity를 통하여, 

부분의 라즈마 스 이 층이 하여 남은 것으로 제안된다. 

시편 C는 동일 조건의 시편 B에 비하여 상온 인장 특성이 매우 우수(11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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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인장시험 후 단된 부에서 necking 상이 찰되었는데 약 15%의 연

신율이 측정되었다. 손된 면에서 부분 라즈마 스 이 Al 층이 존재하

는데, 이는 연성 손 모드로 평가된다. 

시편 D, 상온에서 인강강도가 충분히 우수하 고 미세한 입자들이 Be 계면 근처

에서 찰되었다. 시편 E는 Al 층에 25micron의 얇은 Si 코 된 시편으로 좋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손은 Be와 Al 사이에서 발생, 면에서 제한된 연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  B e / C u  B o n d i n g 에  한  s a m p l e  t e s t  요 약

간층으로 Al의 이용은 Be와 Cu의 합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Al의 얇은 층으로 Cu와 Be 기지가 둘 다 코 된 후에, 구성품은  여

러 가지 기술에 의해 성공 으로 합될 수 있다. Al과 Cu의 explosively 합 

방법의 근은, 얇은 Ti 확산 방해 층의 이용과 함께, 경험 으로 결정되어지는 

속학  향이 없으며, 한 시간가량 Al의 융 온도 근처로 추후에 가열하면 

속학 으로 안정한 시스템이 형성된다. Al 코 된 그리고 Al-12% Si filler 속

을 이용한 진공로에서 braze 시도는 성공 이지 못하 다. PVD Al 코 은 체 

층의 melting을 막기 해 충분히 두껍지 못하다. 극도로 낮은 강도와 연성의 결

과는 응고 에 Be 계면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석출의 결과이다. 라즈마 스

이 Al 코 이 용된 시편에서 성능은 약간 나아졌지만, 미소량의 기공들 때문

에 충분하지 못하 다.

추가 으로, Al 코  층의 기공은 brazing 공정 동안 용된 작은 압력에 의해 

완 히 제거되지 못하 다. 시편에서 문제 은 아마도 Al 코 층의 두께 증가나 

높은 합 압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라즈마 스 이 코 에서 기공의 감소

는 동일 코 두께를 유지하면서 성능의 향상을 이끈다.

HIP 공정은 우수한 Al-12%Si braze 합부를 만든다. 합 변수의 조 로 인하

여, 라즈마 스 이 층은 HIP 기에 응고되며, 액상이 형성되기 이 에 개

선된 미세조직과 기계  성능을 갖는다. 그러나 코  두께와 filler 재료량의 조

이 Al 층의 완 한 용융을 막기 해 여 히 필요하다. Cu는 Al-12%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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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ayer 속 시스템을 한 용으로서 제공된다. Cu의 량은 합 온도에서 

과도한 interlayer 속의 체 으로 인한 이 에 언 된 문제를 막기 하여 제어

할 필요가 있다. 

5 .  S m a l l  m o c k - u p  t e s t 를  이 용 한  B e / C u  B o n d i n g  평 가

가 .  T e s t  M e t h o d

Sample test 후에 합특성이 양호한 두 가지 합방법으로 만든 집합체 (small 

mock-up)를 동시에 시험을 하 다. EBTS facility (SNL)에서 high flux tests를 

수하 다. 두 가지의 mock-ups는 식별 가능한 구조를 갖고 S-65C Be tile을 이

용하 다. Mock-up은 4x4mm 정방형의 Be 타일을 여러 가지 조성의 interlayer

를 사용하여 HIPing으로 합시켰다(625℃for 60min at 105 MPa). Mock-up 타

일의 집합체의 치수는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Fig. 23 Schematic of the EBTS sample configuration

이 filler의 반은 Be tile의 높이가 5mm 이고 나머지는 10mm 이었다. 

Mock-up에는 Cu/Al 계면과 실제 으로 수냉되는 부분에 열 가 치하 고, 

물의 유속은 15 m/s, 1MPa, 20℃의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 진행은 

각각의 Phase을 순차 으로 용하여 시험하 는데 Phase 1은 열  시뮬 이션

이 first wall 용을 해 요구되었고, 연속되는 phases는 타일 집합체에서 수행

되었다.

나 .  H H F  T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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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 시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 열  피로 사이클은 10 간 가열하고, 10 간 냉각

       : 이는 충분히 steady-state 조건에 90% 도달됨

       : 시험은 four phases 안에서 구성됨

  ◇ In phase 1

       : 5 MW/m2 heat load가 무든 타일에 해 1000 사이클 동안 용됨

       : 일반 인 온도는; Cu 계면에서 180℃

                         5mm 두께의 Be 표면에서 500℃

                         10mm 두께의 Be 표면에서는 800℃ 

       : 시험 후에 어떠한 손상도 타일의 표면에서는 없음

       

   ◇ In phase 2

       : 추가 으로 870 사이클이 용됨 (총 1870 사이클)

       : 손상부 는 없음

       : 동시에 diffusion 합된 mock-up는 5mm 두께의 타일에 하여

         10 MW/m2으로 시험

       : 10 간 가열 후에 표면온도는 800～900℃

       : 추가 으로 타일의 손상은 없음

       : Ti에 의해 물결모양의 평상이 생성되는데 이는 Ti의 나쁜 열 도때문임

     

    ◇ In phase 3

       : simulated Vertical Disruption Event (VED) heat 펄스가 두 가지 타일  

         집합체에 용함  

       : 추정되는 에 지 펄스는 200～250MJ/m2, 펄스시간은 0.5 seconds

       : 5mm와 10mm 타일의 1/2이 이 시험에 용됨

       

   다 .  M i c r o s t r u c t u r a l  A n a l y s i s  a f t e r  H H F  T e s t  

EDS가 부착된 SEM으로 찰한 결과 손 역에서는 Si-rich, Ti-rich, Fe-rich 

역이 존재하 다. 실제 으로 크랙은 원래의 합 표면으로 정의되는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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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따라 진행하 고 이러한 손 역은 Be에 코 된 원래의 Al에 치하 다. 

Be은 모든 원소에 해 은 용해도를 갖기 때문에, 이 역에서 확산 항 층

으로 작용할 것으로 측 된다. X-ray mapping으로 원래의 Al-Al 계면 근처에

서 Si-rich 입자들의 얇은 불연속 인 층을 따라 손의 진행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6 .  S m a l l  m o c k - u p  t e s t 를  이 용 한  B e / C u  B o n d i n g  평 가 요 약

Small mock-up에 합된 Be 타일은 10MW/m2에서 1000사이클 후에도 건 성

이 유지되었고, 5MW/m2에서 거의 3000사이클 (2870)에도 손상이 없었다. 순수 

Al 는 AlBeMet-150의 간층의 합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melting은 VDE simulated heat loads (200～250 MJ/m2, 0.5s)가 타일 집합체에 

인가되면 발생하 다. 극도의 열 인 stress의 집 은 두 가지 타일 집합체의 

Be-Al과 Ti-Al 계면에서 속간화합물 형성을 유발하 다. 속간화합물의 형성

과 냉각되는 동안 열 으로 유발된 응력은 Be 타일이 얇은 층으로 갈라지는 원

인이 되었다.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ITER를 한 5mm 두께의 Be armor의 이용

은 최  10 MW/m2까지의 HHF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ck-up의 품질 개선은 다음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1) Be 러쉬의 이용 는 표면 미소 크랙킹의 조 을 한 rod 사용.

    (2) PVD 코 에 의한 Explosion 합 과정의 체

    (3) Ti 확산 항 층의 두께 최소화, 는 높은 열 도 물질로의 체

    (4) 열 특성 향상을 한 완충 층의 두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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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1990년도 기에 Cu/SS  Be/Cu 합방법 개발을 해 미국에서는 두 가지 

합기술에 한 연구를 분리하여 수행하 다. Cu/SS 합은 최 의 합방법을 

얻기 하여 HIP과 EXP 방법을 선택하 다. 이  EXP 합방법은 다른 ITER 

참여국에서는 실시도지 않은 방법이었다. 두 가지 합부의 합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인장, 단, 피로 시험 등의 평가를 수행하 으며, Cu/SS 합성을 평가

하기 한 small mock-up 제작단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HIP이나 EXP 

합방법이 만족스런 합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특히 EXP 합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wavy 한 계면이 상온에서 기계  성능에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인

다고 하 지만 EXP 합에 의한 재료충격에 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Be/Cu의 합방법은 Brazing과 HIP의 합방법의 연구로부터 HIP 방법이 더욱 

만족스런 합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Be/Cu 합에 있어서 다

양한 interlayer를 용하면 합면의 성능향상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 다. 

Be/Cu 합에 한 small mock-up의 HHF 시험으로부터 미국에서 연구된 

Be/Cu 합에 한 HIPing 조건과 interlayer가 FW blanket 제조에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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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V. 러시아의 핵융합로 F/W mock-up 제조기

술 개발 황

제 1 장 서 론

ITER FW (first wall) blank 개발을 해 러시아는 여러 가지 크기의 mock-up

을 제작하고 이들에 한 품질검사를 수행하 다. 특히 TSEFEY 시설을 이용한 

고열속 (HHF, high heat flux) 시험을 수행하여 특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을 

두었다. 한 연구로를 이용한 노내 조사환경에서 mock-up의 특성을 평가하려는 

시도하 으며 조사후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수행된 FW 

blanket mock-up에 한 제작  시험방법을 정리하고 재 진행 인 업무에 

한 황을 기술하고자 하 다. 기에 수행된 small mock-up에서부터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casting 방법에 이르는 blanket 제조기술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 2 장 S m a l l  F W  m o c k - u p [1]

1.  S m a l l  Mo c k - u p  설 계

1995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1], Be tile의 geometry와 합기술을 평가하기 

한 여러 가지 시험과 해석이 수행되었다. 두께가 5-10 mm인 Be를 heat sink 

구조재인 Cu합 에 합하여 5 MW/m2의 heat load에서 1000 cycles 이상에서

도 합건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one-side heating 

방식의 4가지 형태의 small mock-up이 제조되었다.

the mock-up for optimization of Be tile geometry

the tube-type mock-up for testing of bonding technology

the plate-type mock-up for testing of bonding technology

the mock-up for in-pile experiments to check the reliability of Be/Cu br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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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fferent Be grades and to examine the Be resistance under neutron 

irradiation

그림 1은 Be의 geometry 최 화를 평가하기 한 것으로 Be tile에 한 다양한 

변수가 부가되어 제조되었다. Cu합 과 Be tile의 합은 Ag-based alloy를 이용

한 brazing이 사용되었다.

different thickness (5-10 mm)

different width (5x5-20x20 mm)

different depth of cutting between tiles (0-0.5 mm)

different shapes (rectangular, hexahedron and brush) of tile

different shape of cutting (rectangular, half of a cylinder or full cylinder at 

the end of cutting)

Fig. 1 The schemes of mock-ups for the armor geometry 

optimization

그림 2는 tube 형태의 mock-up을 보여주고 있다. 이 mock-up의 목 은 Be/Cu

의 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표면온도  응력의 향을 평가하기 해 Be tile

의 두께는 5-10 mm 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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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iew of tube-type mock-up

그림 3은 plate 형태의 mock-up을 보여 주고 있다. 이 mock-up에서도 5-10 mm 

두께의 Be tile을 사용하고 있으며, plate 형태가 tube 형태보다 낮은 표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림 4는 in-pile 시험에 사용되는 mock-up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grade의 

Be tile(TShG-56, TShG-200, TR-30, TGP-56)이 사용되고 있다. 모든 tile은 

Ag-based alloy에 의해 CuCrZr holder와 Cu block에 brazing되어 있으며, tube 

형태 mock-up과 유사한 형태이다. 

Fig. 3 The plate-type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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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ock-up for in-pile experiment

2.  3 D 열 응 력  해 석

가 .  Mo c k - u p  f o r  g e o m e t r y  o p t i m i z a t i o n

St.-Petersburg State Technical University에서 개발된 “FEA" package를 이용

한 2D  3D thermal  thermo-elastic-plastic 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결과, 

열응력과 HHF 시험에서 수명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Be armor tile은 2방향으

로 배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나.  Mo c k - u p  f o r  i n - p i l e  e x p e r i m e n t

FE 3D 해석에서 최소 허용 load cycle 수는 1000 이상로 제안했으며 100 회 이

상에서 의미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3. TSEFEY 시설

Be diverter elements에 한 HHF 시험을 해 다음과 같이 주요 변수를 

up-grade하 다 (그림 5). 

Total power : from 60 kW to < 80 kW

Hot water loop : Tin,max = 80oC, Pin =1.5 MPa

Be safety preparation

Max. power density : q < 40 k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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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e-beam frequency : F = 2000 Hz in both direction

Max. irradiation area : 400 x 400 mm2 

Lock vacuum chamber for fast charging of Be mock-ups during experiments

Fig. 5 The scheme of TSEFEY facility for Be 

mock-ups testing

4 .  S m a l l  m o c k - u p  제조

8개의 small mock-up이 다음과 같이 제조되었다. 

4 brazed mock-ups for in-pile tests

2 plate-type Be/OFHC Cu/SS mock-ups for testing of bonding technology

2 tube-type Be/OFHC Cu/MAGT mock-ups for testing of bonding technology

그림 6은 in-pile 시험에 사용될 4개의 brazed mock-up 의 하나를 보여 주고 

있다. 이 mock-up은 CuCrZr tube (OD=13 mm, ID=10 mm, Length=194 mm), 

mock-up을 지지하고 tube 형태의 channel 내부에 있는 Ta plate를 가열하기 

한 2개의 CuCrZr holder, heat load를 측정하는 열 가 부착된 2개의 안장모양

의 Cu saddle block, 5개 Be tile (10 x 20 x 10 mm)로 구성되어 있다. Be tile은 

4의 서로 다른 Be이 사용되었다. 즉, 1-2번은 TR-30, 3번은 TShG-56, 4번은 

TShG-200, 5번은 TGP-56이다. 합방법은 Ag-based alloy를 이용한 brazing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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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ck-up for in-pile experiments

Plate 형태의 Be/OFHC Cu/SS mock-up은 2개가 제작되었으며 각각은 brazing 

 diffusion 방법으로 합되었다. 그림 7은 brazing 방법으로 합된 plate 형태

의 mock-up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형태의 mock-up이 thermo-diffusion 합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들 mock-up은 6개의 Be tile (3개: 10 x 20 x 5 

mm, 3개: 10 x 10 x 10 mm)로 구성 되었다. Be block (80 x 20 x 10 mm)은 

Cu plate에 합한 후 electro-spark로 tile 형태로 가공하 다.

Fig. 7 The view of plate-type mock-up

2개의 tube형태의 Be/OFHC Cu/MAGT mock-up이 합기술을 평가하기 해 

그림 8과 같이 제작하 다. 각각 tile의 크기는 10 x 20 mm이 고, 80 x 20 x 10 

mm Be block이 안장 형태의 block에 합된 후 electro-spark를 이용하여 tile 

형태로 가공하 다. Mock-up에서 모든 부분은 brazing으로 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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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ubular-type brazed Be/OFHC Cu/MAGT mock-up

Be/OFHC Cu/MAGT와 Be/OFHC Cu/SS mock-up 제작을 해 

thermo-diffusion 합기술과 고온 brazing 합기술이 사용되었다. 각 합기술

에 한 합조건을 구체 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hermo-diffusion bonding for Be/OFHC Cu/MAGT

- electrochemical polishing of OFHC Cu-saddle, to peel off a 15-20 µm layer

- galvanic coating of a MAGT tube with a 250-300 µm thick Cu layer 

followed by mechanical treatment (150 µm peeled off) and electrochemical 

polishing (15-20 µmpeeled off)

- While bonding the parts were arranged in a special Mo-cramp and required 

specific 20-50 MPa is maintained due to a difference in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 The bonding in vacuum with the following parameters;

* vacuum pressure, not less than 5 x 10-5 torr

* temp. 840oC

* exposure time 5 mim. (at 840oC)

Thermo-diffusion bonding for Be/OFHC Cu/SS

- Preparation and bonding condition : same as for Be/OFHC Cu/MAGT

- for OFHC Cu/SS, brazing with amorphous brazing alloy on Zr-base (Ti: 

20%, Cu: 2%, Fe: 5%, Be: 2%, Ni: 1%) with menting point 715oC

High temp. brazing for Be/Cu and Cu/MAGT

- Brazing alloy : 72% Ag + 28% Cu (melting point=780oC)

5 .  H i g h  H e a t  F l u x  ( H H F )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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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 시험은 다음의 3가지 mock-up에 해 수행되었다.

Diffusion bonded Be/OFHC Cu/MAGT mock-up (tubular type)

Brazed (Ag-based) Be/OFHC Cu plate/SS body mock-up (plate-type)

Brazed mock-ups for in-pile experiment

Diffusion bonded Be/OFHC Cu/MAGT mock-up에 한 HHF 시험결과, 10 

MW/m2에서 1개의 tile이 분리가 발생하 고, 5 MW/m2에서 6800-9200 cycles 

까지는 2개 tile만 건 하 다. Brazed (Ag-based) Be/OFHC Cu plate/SS body 

mock-up에 한 시험에서 4 MW/m2에서 5 mm tile의 온도는 250oC 고 10 

mm tile은 400oC 다. 2000회 cycle 후에도 Be/Cu 합은 매우 건 하 다. 

6 .  음  검 사

고온의 열  피로에 의해 운  에 mock-up의 기지재료나 합부의 결함은 구

조건 성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많은 비 괴 인 검사 방법 에서 음

검사 방법이 비용이 가장 렴하기 때문에 결함부의 건 성 평가에 리 사용되

고 있다. 그림 9와 10은 합부의 음 검사 방법과 scanning이 가능한 음  

검사 구조물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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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scheme of the ultrasonic 

testing for thermo-diffusion bonding 

and brazed joints

Fig. 10 The scheme of the scanner designed to 

fasten the mock-ups during the ultrasonic testing 

and to remove the ultrasonic converters

7 .  De t a i l  X- r a y   f r a c t u r e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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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ntgenographic and element analyses

- In joint region, Cu2Be (～170 µm), CuBe (～30 µm), CuBe2 (～1 

µm), solid solution of Cu in Be

Fracture analyses

- In the central part of the tile, the source of fracture (initial cracks)

제 3  장 L a r g e  F W  m o c k - u p [2, 3 ]

1.  설 계 요 건

Loading

Surface heating

Reference 1 MW/m2 

Expected with Wings < 0.3 MW/m2 

Nuclear heating 0.5 MW/m3 

Thermo-hydraulic parameters

Coolant temperature 150oC

Mass flow, kg/s 9.05 (outer), 9.07 (inner)

Electrochemical loads

Max. value of pressure, MPa 2.19 (outer), 2.11 (inner)

Max. forces, kN

radial 92.0 (outer), 48.8 (inner)

vertical 48.1 (outer), 88.4 (inner)

toroidal 8.0 (outer),  11.7 (inner)

Baking < 250oC

Configuration "232_REF_.ICE"CAD file

Linear thickness < 60 mm

Distance between linears & cassette body ～ 5 mm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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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our Be, W

heat sink CuCrZr alloy

structural SS-316LN

2.  재 료

가 .  B e  ( a s - r e c e i v e d  c o n d i t i o n s )

Fabrication process

TGP-56 Be

Block form by sintering and hot pressing (original 56 µm power)

Average grain size : 25-30 µm

～10% anisotropy

Leading dimension

Plan size 44-0.1 x 44-0.1 mm

Thickness 10±0.1 mm

Chemical composition (wt.%)

Be 99.0

BeO (max) 0.90

Fe 0.15

C 0.12

Al 0.03

Mg 0.01

Si 0.04

Total others < 0.04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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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 u C r Z r  a l l o y  ( a s - r e c e i v e d  c o n d i t i o n s )

Leading dimensions

Length 1500+10 mm

Width 55-0.8 mm

Thickness 30-0.7 mm

As-received curvature <6 mm per 1m of length

Chemical composition (wt.%)

Cu base

Cr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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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 0.03-0.08

Pb < 0.005

Zn < 0.01

Sn < 0.01

Ni < 0.03

As < 0.01

Bi < 0.02

Total others 0.1 max.

Heat treatment

Solution annealing 980oC x 1h → WQ

Cold working ～40%

Aging 470oC x 4h

Physical properties

Electrical conductivity 45 m/Ωmm2 

Thermal conductivity 320 W/mK

Young's modulus 130 GPa

Expansion coeff. 17.6 x 10-6 K

Density 8.92 g/cm2 

Mechanical properties

UTS 499+17 MPa

YS 412+8 MPa

T.E. 15+2 %

Hardness <145 Hv 

다 .  C u C r Z r 의  f a s t  b r a z i n g

Heating rate by traditional resister furnace : 10 oC/mim

Heating rate by fast brazing : 160-180 oC/mim (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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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ypical fast e-beam brazing 

cycle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Fast brazing 후 경도값의 감소가 종래의 brazing 방

법에 비해 크지 않다. 한 그림 13은 fast brazing 기술을 도입하면 강도 ( 는 

경도)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 Hardness of CuCrZr after different 

braz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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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emperature dependent hardness of 

CuCrZr

3 .  L a r g e  m o c k - u p  설 계  제작

그림 14와 15는 large mock-up의 설계도면과 제작된 실물을 보여 주고 있다. 이 

large mock-up은 gas box liner에 사용되는 것으로 Be과 W이 둘다 amour 재료

로 사용되었으며, fast brazing 방법으로 합되었다. 이 large mock-up의 제작

목 은 거의 실물크기 (～0.8 m)에서 Be/CuCrZr  W/CuCrZr 의 합성을 평

가하는데 있었다. 이 mock-up은 2개의 CuCrZr branch가 SS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으며, 평탄한 부분에서 armour tile의 크기는 44x44 mm이고 이때 Be 

(TGP-56)은 10 mm 두께, W/Cu는 5-8 mm 두께가 사용되었다. Brazing alloy는 

Be/CuCrZr과 Cu/CuCrZr 합에는 CuInSnNi이 사용되었고 W/Cu 합에는 

AMC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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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draw of the large armoured mock-up

Fig. 15 Large mock-up with Be & W armour 

before testing

4 .  L a r g e  m o c k - u p  평 가

가 .  H e  출시 험

기 : less than ～10-8 Pa m3/s

나.  음  검 사

기 : no more than dia. ～2 mm

다 .  H H F  시 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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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whole mockup (Q=～0.5-1.5 MW/m2, N=～2000)

step 2 : separate zone to examine bonding techniques for Be/CuCrZr and 

W/Cu/CuCrZr

- for Be zone : Q=～1.5 MW/m2, N=～1000

- for W zone : Q=～5 MW/m2, N=～1000

- cooling : P=～1 MPa, T=～20-80oC, 

- Absorbed heat flux : ～1.5MW/m2 

라.  B e / C u C r Z r  m o c k u p 의  온 도  분 포해 석  

Fig. 16 Cross-section for temperature calculation 

of Be-mockup part

Fig. 17 Temp. vs distance in cross section of 

Be part

마.  H H F  시 험 계획  t a r g e t  d e v i c e s  비

Major parameters

- Total power max. : ～ 60 kW

- Max. length of testing unit : ～ 1m

- Max. test area in planar dimension : ～ 50x50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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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HHF testing scheme at TSEFEY 

facility

Fig. 19 The view of large mock-up with target 

device

마.  열  배 치

Fig. 20 Planar view of the thermocouple locations

바.  c h a m b e r  내  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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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ock-up with target device in 

vacuum chamber of TSEFET

사 .  열  피 로 시 험

Step 1 시험 결과

Fig. 22 Loading for uniform cyclic loading

Fig. 23 IR image of the mock-up surface at 

Qabs=1.1 MW/m
2

, cycl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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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teady-state cycle at Qabs=1.1 

MW/m
2

 

Fig. 25 Surface temp. of Be & W surface 

measured by IR camera during fatigue testing 

at Qabs=1.1 MW/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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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Video image of the mock-up 

during fatigue testing

Step 2 시험결과

Fig. 27 Loading zones for separate testing

Fig. 28 IR (left) and video (right) images of Be 

surface at Qabs=1.5MW/m2 (steady state)

아 .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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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 시험이 끝내고 다음의 항목에 한 진단을 실시하 다.

Measurements of temperature in the joints by bulk thermocouples(～10 ea)

Measurements of absorbed power

Measurements of surface temp. and its distribution by IR-camera

자 .  H H F  시 험 후  Mo c k - u p  찰

HHF 시험후 Mock-up 찰하 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No significant damaging and changing of armour surface and joints

A few microcracks at one W tile surface --> did not influence on the joint 

behavior during cyclic loading

Fig. 29 The view of the mock-up after HHF testing

차.  H H F  시 험 후  H e  출시 험

성공 으로 요건 (～10-8 Pa m3/s) 통과

카.  H H F  시 험 결 과  요 약

Fatigue testing of most mockup area (～60%) : Q=1.1MW/m2, N=1000

- stable temp. of surface and joints during the cyclic session

- no damage of armours and their joins

- no any leak

- no any damages or changes in heat sink-support structure

Thermal fatigue testing of separate zone for Be/CuCrZr and W/CuCrZr (1.5 

MW/m2 for Be, 5 MW/m2 for W, N=1000)

- Be tile : completed without any damages

- W tile : few small cracks (perpendicular to boundary) -->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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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e joints reliability

타.  결 론

successful application for large-scale fabrication

fast brazing techniques : no problems !

제 4  장 F a s t  b r a z i n g  합 기 술 평 가   H H F 시 험 [4 ]

1.  목

본 장의 목 은 다음과 같다.

more deep understanding the fast brazing phenomen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Be/CuCrZr and Be/GlidCop joints after the 

different heat treatment and different testing conditions

2.  열 처리  이 력

Be/CuCrZr과 Be/GlidCop 합부는 다음과 같은 열처리 이력을 가졌다. 

In-initial state (just after the fast brazing procedures)

After-thermal cycling (just after a thermal cycling experiment)

After-"annealing" 100 h at 300oC 

After-brazing in a resistive furnace (reference method)

3 .  B r a z i n g  z o n e 에 서 미 세구 조

가 .  학 미 세조 직

very similar brazing zones of both Be/CuCrZr and Be/GlidCop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idth and morphology between HT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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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Be/CuCrZr (fast brazing)

Fig. 31 Be/CuCrZr (brazed in 

resistance furnace)

Fig. 32 Be/GildCop (fast br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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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Be/GildCop (brazed in 

resistance furnace)

Fig. 34 Be/CuCrZr (fast brazed and 

annealed 100 h at 300oC)

Fig. 35 Be/GlidCop (fast brazed and 

annealed 100 h at 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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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Be/CuCrZr (fast brazed, 

after 1000 cycles at 5 MW/m
2

)

Fig. 37 Be/CuCrZr (fast brazed, 

after 1000 cycles at 8 MW/m
2

)

나.  합 원소  분 포

nonuniform Ni, Sn-In enriched zones

Be2Cu (1~1.5 µm in thickness) on Be boundary

brittle intermetallics : mechanical & thermal cyclic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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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lements distribution in 

brazing zone (fast brazing)

Fig. 39 Elements distribution in 

brazing zone (resistance furnace)

4 .  경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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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 brazed Be/CuCrZr : independent on HT histories

max. hardness : Be boundary (brittle intermetallic Be2Cu)

Fig. 40 Hardness of Be/CuCrZr joints

Fig. 41 Hardness of Be/GlidCop joints

5 .  기 계  특 성

shear strength : CuCrZr (150 MPa) < DS-Cu (200 MPa)

not depend on the tes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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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Shear strength of Be/Cu-alloys (RT)

Fig. 43 Shear strength of Be/Cu-alloys 

(300
o

C)

6 .  열  피 로 시 험

시험시설: TSEFEY e-beam test facility

- screening (to define a heat flux limit of the joints)

- thermal cycling (to define a number of cycles before detachments)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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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hermal cycling of 

Be/Cu-alloy

시험결과

- Screening test

fast brazed Be/CuCrZr: no failure upto 11.8 MW/m2 independently of its heat 

treatments

resistive furnace brazed Be/CuCrZr : failed 11 MW/m2 

fast brazed Be/DS-Cu: no failure upto 10.8 MW/m2 independently of its heat 

treatments

resistive furnace brazed Be/DS-Cu : failed 9 MW/m2 

Fig. 45 Screening of Be/Cu-alloy joints

- thermal cycling test

fast brazed : longer damp thermal stress

traditional brazed CuCrZr : softening of CuCrZr after brazing --> longer 

damp therm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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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brazed DS-Cu : high strength --> lower damp stress

Fig. 46 Thermal cycling of Be/Cu-alloy joints

HHF 시험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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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F 시험후 결론

Fast brazing technique looks more preferably.

Traditional Be/CuCrZr joint reveals similar thermal cyclic properties, but the 

strength is reduced significantly.

Traditional Be/DS-Cu joint shows dramatically low thermal cyclic 

performance.

7 .  B e / C u  합 부  노 내  조 사 시 험  ( s i m u l t a n e o u s  n - i r r a d i a t i o n  

a n d  h e a t  f l u x )

In-pile integrated test in nuclear reactor, CM-2 (in Russia)

actively cooled Be/CuCrZr and Be/DS-Cu

Main parameters

- Be/CuCrZr: fast brazing with STEMET1108 (Tbraz=780oC, 5 s)

- Be/DS-Cu : fast brazing with STEMET1108 (Tbraz=780oC, 5 s)

- DS-Cu/CuCrZr: fast brazing with STEMET1108(Tbraz=780oC, 5 s)

Gene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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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ample for the in-pile test 

(before irradiation)

Cross-sectional view

Fig. 48 Cross-section of the 

sample for the in-pile test

Integrated in water cooling loop

Fig. 49 Sample for the in-pile test 

integrated in water-cooling loop

General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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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In-pile integrated test (general 

scheme)

Integral 노내시험 후 주요 분석항목

- Metallography of Be/DS-Cu, Be/CuCrZr, SS/CuCrZr (OM, SEM, TEM)

- Phase analysis and chemical composition in brazing zone (XRD)

- Microhardness across Be and joining zone (embrittlement, hardening)

- Thermal conductivity of Be and Be/Cu alloy brazing zone (flash method)

제 5  장 A l t e r n a t i v e  F W  m o c k - u p  [4 ]

1.  A l t e r n a t i v e  F W  Mo c k - u p 에  한  설 명

가 .  A l t e r n a t i v e  F W  m o c k - u p 의  장

to minimize the # of welds, --> a number of holes and a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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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ooling contours using well-known welding of SS/SS components

double containment of cooling water loop using a cast method

Fig. 51 The general scheme of 

an alternative FW mock-up

나.  A l t e r n a t i v e  F W  m o c k - u p 의  제작

Casting을 응용한 간 단계

Fig. 52 Stages of an intermediate FW 

mock-up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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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양

Fig. 53 The general view of the FW 

mockup (non-armoured)

Fig. 54 Scheme of Be protective for the 

FW mock-up

Clamping : thin ribbon (～50 µm) of STEMET 1101 brazing alloy between Be 

tiles and CuCrZ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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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FW mock-up with Be tiles 

assembled for brazing

700oC 진공에서 fast brazing (heating rate: ～1.5oC/sec)

Fig. 56 General view of the FW 

mock-up after brazing

2.  A l t e r n a t i v e  F W  Mo c k - u p  평 가

가 .  품 질 평 가  

X-ray in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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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X-ray introscopy of the FW 

mock-up after fast brazing (min. size to 

detect: 2x2 mm)

나.  H H F  시 험

Be tile 시험

- Cyclic heat flux in TSEFEY

Absorbed heat power 1 MW/m2

Heating/cooling time 12 s/12s

Number of applied cycles 5000

Cooling water 40oC, 1.96 L/s, ～1.5 MPa

- Surface temperature : no difference between Pulse #1 and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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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Be surface during a thermal 

fatigue testing

- Cyclic testing 후: no detachment of Be tiles --> all Be tiles successfully 

withstood applied heat loads.

Fig. 59 The general view of the 

FW mock-up after testing of Be 

tiles

Cast CuCrZr 시험

- 목  : to check a heat transfer efficiency of cast CuCrZr heat-sink with 

inserted SS tubes

- Cyclic heat loading parameters

Absorbed heat power ～4 MW/m2

Heating/cooling time 8 s/ 8s

Number of applied cycles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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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ed area 115x80 mm2

Cooling water 40oC, 1.96 L/s, ～1.5 MPa

- Surface temp. : absolutely identical from 1st pulse to the last one

Fig. 60 CuCrZr surface during a thermal 

cycling (pulse #1 ... #1000)

- Additional 2000 heat cycles applied at 8 MW/m2 

Absorbed heat power 8 MW/m2

Heating/cooling time 8 s/ 8s

Number of applied cycles 2000

Loaded area 115x75 mm2

Cooling water 40oC, 1.96 L/s, ～1.5 MPa

 --> a light net of micro-cracks on the heated surface (both 

non-armour Cu surface and a surface of actively-cooled Cu shielded masks) 

--> due to the interaction of e-beam with heated Cu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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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Thermal cycling of 

CuCrZrsurface at 8 MW/m2 (pulse 

#2000)

제 6  장 결  론

러시아는 brazing 방법에 의한 ITER FW blanket의 합기술 개발에 집 해왔

다. 기에는 Be armour tile의 geometry 최 화  small mock-up을 이용한 

HHF 시험과 연구로를 이용한 in-pile 시험을 수행하여 brazing 방법을 이용한 

합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건 성을 확보하 다. 한 fast brazing 합방법으로 

거의 실물크기(약 0.8 m)의 large mock-up을 제작하여 HHF 시험을 수행한 결

과로 부터 만족스러운 합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부를 최소화시키는 목

으로 casting 방법과 fast brazing 방법을 병행하여 제작한 alternative FW 

mock-up에 한 HHF 시험결과에서도 만족스러운 합성능을 보 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Be/Cu alloy에 한 fast brazing 합기술은 FW blanket 

mock-up 제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제 7  장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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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설계 보완 활동 참여 결과

국제 의 요청에 의해 수행된 설계 보완활동은 주로 shield block 내의 유동

장을 해석하고, 국부  혹은 거시 인 열 달을 악함으로써, 냉각에 문제가 있

는 부분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작업은 향후 조

달 blanket의 상세 설계에도 반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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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Ⅵ. TBWG report

 본 부록은 한국이 제안한 TBM 설계  해석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해 

국제 의 TBWG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설계 내용과 결과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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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MO Studies and Testing Strategy in ITER

One of the key missions of ITER is to validate the design concepts of tritium 
breeding blankets relevant to a power producing reactor like a DEMO. The 
ITER should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breeding blanket concepts that 
would lead to a tritium self-sufficiency and the extraction of a high grade 
heat, suitable for an electricity generation in a fusion reactor.

KO defined the nuclear technology roadmap of fusion, as shown in Fig. 1. 
The development strategy consists of several major programs: KSTAR for the 
study of a long-pulse, advanced tokamak operation, ITER for the burning 
plasma experiment, DEMO for the demonstration of producing a net electricity 
from a fusion reactor, and a commercial fusion reactor. Material testing and 
integral testing of the fusion reactor components needsto be done using IFMIF 
and CTR (Component Test Reactor). To accomplish the mission of each 
program, not only plasma physics and fusion engineering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ies, but also the fusion reactor technologies need to be 
developed in parallel, by making use of the expertise existing in the KO 
fission program whichshares key technologies with a fusion reactor. In 
addition to electricity production, the fusion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this 
strategy is expected to support applications such as a transmutation of 
high-level nuclear waste and a hydrogen production. 

DEMO is regarded as the last step before the development of a commercial 
fusion reactor and the major requirements of DEMO are: 

It should demonstrate a net electric power generation.
It should demonstrate a tritium self sufficiency.
The blanket system should have a reasonably high thermal efficiency 
to show an extraction of high-grade heat and positive evidence of a 
low cost for the electricity. 
It should demonstrate the safety aspect of a power plant and it should 
be licensable as a power plant, i.e., even in the case of the worst 
accident, no evacuation plan is necessary. 

With the above requirements and a limited extension of the improved plasma 
physics and technology from the 2nd phase of the ITER operation (EPP 
phase), various DEMO concepts can be defined depending on the breeding 
blanket concept and the mission of DEMO. Detailed studies on the scope of 
the technical parameters of DEMO are underway, but the major technical 
parameters of DEMO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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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Power is about 2 GW for a net electricity generation 

Neutron wall loading is above 2 MW/m2

Maximum FW heat flux is less than 1.0 MW/m2

Low-activation structural material is used 

Thermal efficiency is above 30 %

The breeding blanket concepthas to be defined as a priority in any DEMO 
study since it is essential for characterizing DEMO. Breeding blankets 
proposed for testing in ITER should demonstrate the key functions of a 
DEMO blanket and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which validate the design 
concepts and the operational feasibility for the DEMO blanket. The KO 
proposes two DEMO relevant blanket concepts for testing in ITER. One is 
the Helium Cooled Solid Breeder (HCSB) blanket and the other is the He 
Cooled Molten Lithium/FS (HCML) blanket. 

The Helium Cooled Solid Breeder (HCSB) blanket uses He as a 
coolant,Beryllium as a neutron multiplier, and Ferritic/Martensitic Steel (FMS) 
as a structural material. The ceramic breeder is a Li-based compound, Li2SiO4 

in a pebble-bed form and Be is also used in a pebble-bed form. The He 
coolant is at a static pressure of 8 MPa with an inlet temperature of 300°C 
and an outlet temperature up to 500°C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He with 1% hydrogen is used as a purge gas for the tritium extraction from 
the lithium containing ceramic(Li2SiO4). 

The He Cooled Molten Lithium (HCML) blanket uses He as a coolant at an 
inlet temperature of 250-350°C and an outlet temperature up to 550°C and 
Liis used as a tritium breeder. Its potential advantages are as follows: virtually 
no concern for a T permeation into the coolant system; simplified 
high-performance system with a He-direct cycle; alleviated material problems 
due to a very slow Li flow speed; no concern for a Li fire in an inert gas 
environment; marginal MHD (Magneto-Hydro-Dynamics) effects due to a very 
slow Li flow; no Po-210 & Hg-204 generation; Li loop as a redundant 
cooling circuit in the case of the He loss accident. With one- or two layer(s) 
of a graphite reflector inserted in the breeder zone, the TBR and the shielding 
performancescan be increased. A sensitivity study was carried out to optimize 
the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and 6Li enrichment (optimum is found for a natural enrichment). 
In a graphite-reflected HCML blanket, a self-sufficient TBR can be achieved 
without any special neutron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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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ess the performancesof the test blanket modules, the testing strategy is

For HCSB TBM, the functional tests of a small size sub-module will 
be performed from a day-one operation of the ITER and independent 
TBM will be tested from a later phase (D-T phase) of the ITER 
operation. 
HCML TBM will be tested from a day-one operation of the ITER if 
its acceptability for an installation is proved by positive R&D results 
from its technical feasibility and safety validation

In addition to the above 2 TBMs, KO has also interests in the R&D 
progresses of other TBM families and want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ose TBMs since the blanket concept as well as the DEMO concept 
needsto be continuously updated based on the R&D achievemen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the R&Dand the testing of the TBMs are 
important due to a shortage of testing space in the ITER. KO supports fully 
a coordinated test program for space and time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common TBMs under the ITER framework.

2. TBMs design and analysis 

(1) Helium Cooled Solid Breeder (HCSB)

Lithium ceramics have been utilized as the breeding materials in a breeder 
design. Because Lithium provides a limited Tritium Breeding Ratio (TBR) 
performance, Be is usually used as a neutron multiplier. Be has a high 
multiplication efficiency 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neutron reflector 
materials. However, the natural resource of Be is very limited and hazardous 
to human being as well. Consequently, the cost of Be is very high and it is 
highly reactive with water, generating hydrogen gas. Therefore, in the KO 
HCSB TBM design, the amount of Be is reduced by replacing some of it 
with graphite as a reflector. 

Figure 2 shows the schematic concept of the KO HCSB TBM. As a breeder, 
Li4SiO4with a 90 % TD and 62 % packing fraction is used and the Li-6 
enrichment is 40%. As for the Be multiplier, a 95 % TD and 80 % packing 
fraction are used. The graphite is also used in a pebble-bed form in order to 
accommodate any possible geometrical changes during a neutron irradiation. 
The packing fraction of the graphite is assumed to 85% in this design. The 
thick graphite reflector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play a role of a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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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in the case of a coolant-loss accident.

Neutronics 

For the HCSB TBM, a 3-D Monte Carlo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evaluation of the neutronic performances by using the MCCARD code. In 
addition, in order to assess the activation of the TBM, a depletion analysis 
was also done with the ORIGEN2 code for a 110 day full power operation. 
In Fig. 3, the activation of the TBM is shown. Table 1 shows the major 
nuclear performance of the TBM. The zone-wise power distribution is used in 
the TH analysis which i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s. The local TBR 
is quite low since the common frame makes up a significant fraction of the 
first wall.

Thermal-Hydraulic Analysis

Thermal-hydraulic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The HCSB cooling is 
designed to use the helium coolant coming from the common manifold in the 
rear wall. The coolant flows through the first wall and then the breeding zone 
in a radial and poloidal direction at a static pressure of 8 MPa. The inlet and 
outlet temperatures of the coolant are assumed to be 300 oC and 500 oC. The 
coolant flow rate for the HCSB with a thermal power of 1.455 MW and a 
coolanttemperature rise of 200 oC is 1.4 kg/s. The neutronic calculation 
provided the thermal power distributions in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The thermal-hydraulic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SB are 
summarized in Table 2.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is estimated by using a 
correlation for a turbulent duct flow.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HCSB were calculated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code, CFX-5, for two computational 
models. The first CFD model is a two-dimensional model which includes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The second one models only the first wall 
including the beryllium armor in the plasma side. Since a thermal stress is a 
main concern in the first wall and the mechanical design data for the 
breeding materials is not available as yet, the second model is used to 
perform the thermo-mechanical analysis. Figure 4 shows the first CFD model 
and the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 It is noted that the current CFD 
model did not include the thickness of the cooling channel in the breeding 
zone and its support structure. The average surface heat flux of 0.3 MW/m2 

from a plasma is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ryllium armor. The 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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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temperatures used in this analysis are 390 oC and 500 oC in the first 
wall channel and the breeding channels, respectively. The peak temperature of 
899 oC was predicted to occur in the third breeder (BR3), which is lower 
than the limiting value of 900 oC. However, the temperature of the support 
structure for the cooling channel in the breeding zone increases up to 
approximately 610 oC which is higher than the temperature of the limit of 
550 oC. Therefore, a further optimization of the KO HCSB design will be 
made to reduce the peak temperature of the support structure. Future work is 
also required to evaluate the pressure drop of the coolant in the TBM.

Figure 5 shows the second CFD model and the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use in thermo-mechanical analysis. The surface heat flux from 
a plasma is assumed to be a local maximum, i.e., 0.5 MW/m2. The local 
maximum temperatures in the beryllium armor and in the first wall were 
predicted to be 566 oC and 548 oC, respectively.

Thermo-Mechanical Analysis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hermal-mechanical analysis was created 
using a structure analysis code, ANSYS Version 9.0. The 4-node shell element 
was used for the 2-D analysis. The nodal temperature was modelled based on 
the temperature output at all the nodes for the first wall model which was 
obtained through the thermal-hydraulic analysis. All the boundary layer nodes 
of each material were merged with a coincident node.

The applied boundary condition was chosen for the real boundary condition. 
The middle layer nodes were constrained at the z-directional degree of 
freedom (dof). The left vertical edge (in y-directional) was constrained in 
thehorizontal (x-directional) dof. The bottom edge was constrained in the 
y-directional dof. All of these boundary conditions were considered as a 
thermal expansion between the TBM materials and the common frame since 
there was some empty gaps between these parts.

As shown in Fig. 6,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the first 
wall showed at 101 MPa and the maximum deformation of itwas 0.305 mm. 
The maximum stress based on this preliminary thermo-mechanical analysis is 
much lower than the maximum allowable stress. Of course, this TBM design 
will be verified using the global 3-D analysis mode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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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lium Cooled Molten Lithium (HCML)

Figure 7 depicts the concept of the KO HCML TBM concept. The whole 
TBM is cooled only by the He coolant and the molten Li is used as the T 
breeder. It is well known that liquid Li is compatible with the steel up to 
550 oC. Due to the low speed of the molten Li, there are no serious MHD 
and material corrosion issues. With the HCML concept, the heat exchanger 
design is relatively simple since the liquid Li is not involved in the heat 
removal.

As in the HCSB concept, a graphite reflector is also used in this HCML 
concept in order to minimize the neutron leakage from the TBM. Based on 
the neutronics analysis, the graphite reflector is placed such that the TBR is 
maximized: a thick front region and a thin back breeder. In the ITER 
machine, the Li inventory is limited due to the safety reasons, the amount of 
Li in the HCML TBM is about 28 liters, which satisfies the Li limit. The 
Li-6 enrichment in the current design is 12 wt%, corresponding to an optimal 
value in terms of the TBR. It is expected that the Li speed willbe very slow, 
less than a few mm/sec for the design. The graphite is used as a reflector.

Neutronics

For the model in Fig. 7, a 3-D Monte Carlo analysis was done with the 
MCCARD code. The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of HCML are given 
in Table 3 and the heat generation rate of each component is shown in the 
Figure 8. The total heat deposition is substantially lower than in the HCSB 
case since the HCML TBM does not contain any neutron multiplier. Also, the 
TBR of the TBM is less than unity. This is mainly because the Li inventory 
is limited in the ITER design. In the actual DEMO-like design, the front Li 
breeder region could be significantly expanded for a higher value of the TBR. 
However, a low TBR does not matter in the TBM because the main purpose 
of the TBM is to confirm the first principle of the proposed TBM. As a 
result, the T production rate is relatively small, too.

Thermal-Hydraulic Analysis

Thermal-hydraulic analysis was also performed in order to calculate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first wall and the breeding zone using the CFD 
code, CFX-5.7. Figure 9 shows the He flow paths in the entire HCML and 
first wall. The helium coolant flows through the first wall and then the half 
amount of inlet He flows the breeding zone in a poloidal direction at a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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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of 8 MPa. When the inlet temperature is assumed to be 300 oC, the 
He temperatures is 338.1 oC at the first wall exit. The coolant flow rate for 
the HCML with a thermal power of 0.77 MW and the coolant velocity of 45 
m/sec is 2.41kg/s. The thermal-hydraulic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are summarized in Table 4.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HCML were calculated using the 3D 
model of first wall and breeding zone separately. The average surface heat 
flux of 0.3 MW/m2 from a plasma is applied to the surface of the beryllium 
armor. The helium coolant temperatures used in this analysis are 325.4 oC and 
338.1 oC in the first wall channel and the breeding channels, respectively. 
Figures 10 and 11 show the predicted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each region. 
The peak temperatures were predicted to be 508.7 oC in the first wall 
contacting with Be armor and 700 oC in the front graphite reflector of 
breeding zone, respectively. The pressure drop of the coolant in the HCML 
should be evaluated in the future.

Thermo-Mechanical Analysis

Using the CFD model of the first wall for the HCML, a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thermal analysis was created by ANSYS Version 9.0. The boundary 
conditions are determined from the results of CFX-5 analysis. Figure 12 
shows the calculated thermal deformation and stress distributions. The 
maximum von Mises equivalent stress of the first wall showed at 123 MPa 
and the maximum deformation of it was 3.73 mm. This result from the 
preliminary thermo-mechanical analysis is lower than the maximum allowable 
stress. 

3. TBMs systems 

(1) HCSB Systems

The proposed KO sub-module and TBM for the helium-cooled solid breeder 
concept are not to have independent ancillary equipment but rather to have a 
partial or complete sharing of other parties' helium lines and tritium extraction 
system. KO plans to collaborate with other parties on the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helium cooling and tritium extraction systems.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number of helium and tritium lines and the corresponding 
equipment in the TWCS vault. However, the KO HCSB sub-modul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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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independent systems such as a helium coolant conditioning system, 
tritium measurement system and a neutron measurement system.

The helium coolant conditioning system is housed in the piping integration 
cask located behind the bioshield plug. The purpose of this coolant 
conditioning system is to divide the main coolant into a number of coolant 
streams and regulate th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flow conditions required 
for the sub-modules. 

The tritium measurement system is installed in the port cell area to measure 
thetritium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s in the purge gas stream before the 
purge gas proceeds to the tritium extraction system. KO is planning to share 
TES with EU and/or JA but to have its own tritium measurement system. The 
tritium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a dryer, hygrometer, ionization 
chambers, residual gas analyzers and associated Turbo and backing pumps. 
The measurement system measures the total tritium concentration as well as 
the tritium concentration of the HT and HTO forms. The concentrations of 
HT and HTO will be measured at the first ionization chamber; the water is 
then removed by the dryer and the concentration of HT will be measured 
again at the second ionization chamber. 

The neutron measurement system, designed to perform dedicated measurements 
of the tritium production and neutron fluxes and spectra, will be installed in 
the port area.

(2) HCML Systems

Study on the HCML TBM has been mainly focused on the TBM itself and 
most of the required ancillary systems are not designed as yet. Very recently, 
KO decidedto develop an independent HCML TBM and install it at day-one 
of the ITER operation. For a successful test of a TBM, ancillary systems 
including measurement systems are indispensable. 

The following ancillary systems will be designed and developed for the 
HCML TBM.

He coolant system
Tritium recovery system including the Li maintenance
Neutron and T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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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pporting Activities for other Parties TBMs

(1) Supporting Activities to Other Parties' HCSB TBMs
KO recently started the R&D of the HCSB TBM, based on the expertise on 
the nuclear technology - especially with nuclear power plant and fuel design 
and development. KO is not to have an independent helium-cooling system 
but can support other parties in designing and fabricating this system.

KO will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R&D activities and make efforts to 
contribute to solving key issues in cooperation with other parties. The key 
remaining issues might involve; 

pebble bed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s, 

modeling of the mechanical behavior of a breeder pebble bed, 

high fluence irradiation of ceramic breeder pebble beds, 

design database for solid breeder blankets and test modules, and 

tritium control in solid breeder blankets including the purge gas 
conditions. 

Since these efforts need to be conducted in a collaborative nature, KO will 
support other parties' TBM R&D includingsharing a database, computer models 
and analysis and participation in joint experiments. KO is willing to be 
involved in any of the main design, fabrication, and analysis activitiesof other 
parties, and such an activity is only possible th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e.g., for cost sharing, etc.).

(2) Supporting Activities to Other Parties' HCML TBMs

The HCML TBM concept is quite unique among the proposed TBM concepts 
from other parties in that molten Li is used as the Tritium breeder. 
Meanwhile, it shares some important technologies with the self-cooled Li/V 
concept from RF, e.g., Tritium recovery from a Li and Li-loop maintenance 
etc, which are core technologies in the concept. On the other hand, both 
Japan and UShave some interests in testing the HCML TBM in ITER. 
Currently, we are looking forward to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HCML TBM. If the collaboration is specifically 
materialized, the HCML concept could be a kind of an international TBM for 
ITER and both the TBM and required ancillary systems might be developed 
together with the collaboration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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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pporting R&D and Validation Program prior to the installation in the 
ITER

(1) Supporting R&D and Validation Program prior to the Installation in ITER 
for the KO HCSB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for the solid breeder blanket concept are 
necessary for all the areas; sub-module and TBM design and analysis, ceramic 
breeder and beryllium pebble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pebble bed 
thermo-mechanicalinteraction and compatibility, characterization of tritium 
release, retention, and permeation, structural material fatechniques and 
thermo-mechanics, and the burnup effects on a ceramic breeder performance. 
These tasks will be performed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KO is considering sub-module tests and TBM tests. The test modules will be 
qualified and validated following the criteria prior to anITER installation. 
Mockup and prototype TBMs should be fabricated and tested before the ITER 
installation. 

Sub-module design and analysis.  The sub-module design will be developed 
over the next few years, based on our TBM design concept and the known 
database. Our design includes graphite pebbles as a reflector, so our design 
work will focus on graphite pebbles and the database. 

Pebble fabrication.  Li-ceramic pebble, Be pebble and graphite pebble will be 
fabricated on a lab scale over the next few years, and then the fabrication 
technology will be upgraded on a large scale in cooperation with the industr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anticipated on the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First wall fabrication.  The key fabrication technique of the first wall, HIP 
joining, will be developed step by step. The hipping technique will be tried 
using a small specimen and then applied to a large size specimen or full size 
first wall. 

Material Development.  The R&D on the pebble and structural materials 
should include material behaviors under a neutron fluence, a database 
evaluation and a code development. This effort should include incorporating 
the thermo-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welds and joints into the 
state-of-the-art finite element thermal and structural codes to ensure that the 
performance of the critical areas of the design is adequately addressed.  
Irradiation effects should also be considered at the later stag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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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ebble bed development.  The purpose is to develop a database that can 
predict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s of pebble beds – Li-ceramic, Be, 
graphite.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s include the cyclic effect on the 
integrity of the pebbles and the dimensional stability at the interface.

(2) Supporting R&D and Validation Program prior to the Installation in ITER 
for the KO HCML (TBD)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for the HCML are necessary for all the 
areassimilarly to the HCSB sub-module and TBM design and analysis, 
characterization of tritium release, retention, and permeation, and structural 
material fatechniques and thermo-mechanics. 



- 542 -

  

Fig. 1 The technology roadmap of fusion i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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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KO HCSB TBM concept



- 544 -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Breeder Li4SiO4

Multiplier/Reflector Be/Graphite
SHF (avg.), MW/m2 0.3
Average NWL, MW/m2 0.78
FW are, m2 1.49x0.91
Heat deposition, MW 1.17
T production rate, g/FPD 0.253
Local TBR 1.02

Table 1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of HCSB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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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tivation of the structural materials of the HCSB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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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1.455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_HCSB dimension (m)
Height
Width
Depth

0.91
1.49
0.495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OC)
First wall
Breeding zone

300/405
405/500

Coolant mass flow rate (kg/s) 1.40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Heat transfer coefficients (W/m2K)
First wall channel
Breeding zone channel

3950
1250

Table 2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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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utational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KO H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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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utational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first wall of 
the KO H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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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rmal deformation(left) and stress(right) distributions for the first 

wall of the KO HC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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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KO HCML TBM concept



- 551 -

Structural material Eurofer
Coolant He gas
Reflector Graphite
SHF (avg.), MW/m2 0.3
NWL, MW/m2 0.78
FW are, m2 0.514x1.72
Heat deposition, MW 0.793
T production rate, g/FPD 0.038
Local TBR 0.45

Table 3 Design data and nuclear performance of HCML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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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sign parameters of the KO HCML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 0.793

Surface heat flux from plasma (MW/m2) 0.3

TBM_HCML dimension (m)
Height/Width/Depth 1.72/0.514/0.443
Coolant inlet/outlet temperature (oC)
First wall
Breeding zone

300/338
338/393

Coolant mass flow rate (kg/s) 2.41

Cooling system pressure (MP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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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utational model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first wall of 
the KO H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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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alculated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KO H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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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rmal deformation(left) and stress(right) distributions for the first 
wall of the KO HC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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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 ITER 국제 의 조달 계획안

ITER blanket의 조달  연구 계획은 국제 이 제시한 일정에 맞추어야 하

며, 본 보고서에서 계획된 일정들은 첨부된 본 내용을 기 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 조달 계획안은 ITER 국제 에서 2005년 12월에 제시한 것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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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5-20 내외)

 국내의 blanket 시스템 련 제조 기술과 기존 참여국들의 R&D 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체의 

기술 황표를 작성하여 참여 가능한 기업들을 제시하 고, 국내의 용   련 제조 기술에 해 정리하

다. 국내에서는 소형 HIP 장비만이 이용가능하며, 이를 해 제조 세부 공정의 개발과 Be 취   가공 시설

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ITA16-10 Subtask1과 련하여 2004년 12월 공식 인 약서를 체결하고, 

정식 연구를 시작하 으며, Be, Cu alloy, SS316L(N)을 심으로 재료 선정, FW의 제작방법으로서 HIP과 

brazing에 한 연구 수행, FW 합성 조사를 한 기계  특성 조사, 이를 한 sample  mock-up 설계를 

수행하 다. 시험 조건을 결정하기 해, 기계, 괴, 비 괴 시험 종류  요건, QA 항목을 조사, 정리하 다. 

1차년도의 비과정을 통해, 2차년도에는 ITER FW 시편  mock-up을 제작하고, 기계, 괴 시험 등을 통해 

그 합성을 검증하 다. 한, 추가 으로 개발이 요구되어온 비 괴 검사법을 개발하고, 제작된 시편에 시험

하 다. 일본과의 국제 력을 통해 HHF test를 Cu/SS mock-up에 해 수행하 으며, Be/Cu mock-up에 

한 시험을 비 에 있다. 시편 제작과 합성 시험을 통해 최 의 합 조건을 도출하 으며, 합에 사용되

는 Interlayer의 특성  선정 작업도 수행하 다. 조달 자격 검증을 해 국제 에서 제시된 mock-up 설계에 

한 검토, 해석, 제작 업무에 착수하 다. 

  blanket 시스템 구성요소별 설계  제조 기술 분석을 해, ITER 국제 과의 workshop을 개최하고, 련 

기술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기술 개발 황을 발표하고, 련 정보를 습득하 으며, 참여국간의 력 체계를 수

립하 다. 특히, FW 제조와 련한 조달 검증 회의에 두 차례 참석하고, 한일 blanket workshop을 세 차례 

개최하 다. 이러한 국제 력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습득하여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국

제 에 연구 인력을 견하여 설계 보완 활동에도 직 으로 참여하여, 자료 습득과 문가 이 가능하도

록 하 다. Shield block R&D와 련하여 냉각성능 향상을 한 상세 설계를 ITER 국제 과 공동으로 수행

하여 설계 변경방안을 도출하 다. 

  TBM의 개발 황을 악하기 해, 세 차례 개최된 TBWG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  한국이 제안

하는 HCSB  HCML 개념을 발표하 고, 타 참여국들의 발표 내용  결과들을 입수하여 각 국의 TBM 

련 개발 계획들을 분석하 다. ITER의 운  계획에 맞춰 한국의 TBM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타 참여국들에게 달하 다. 한국의 독자 인 TBM 설계안을 개발하고, 이를 TBWG 회의에서 발

표하 으며, 한국의 TBM 개발  시험 계획안을 작성하 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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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o obtain and analyze the detailed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of the blanket system for each 

components, the related data are collected through the various sources. And also, design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FWs, shield blocks, and TBMs are investigated. From these analysis of the blanket R&D 

status of each party, we develop the KO R&D plan and it is used in the selection of manufacturing 

method and the materials. For the ITA16-10 subtask1, we had the official agreement with ITER IT in 

December 2004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FW panel fabrication methods and to establish the NDT 

methods for the FW panel. From the technical reports we published, we compare the manufacturing 

methods and the proposed material for each component according to the parties. Be is proposed as a 

plasma facing material and most parties have interest in S-65C. Cu alloy is proposed as a heat sink 

material and DSCu or CuCrZr are investigated now. For the structural material, stainless steel such as 

SS316L(N) is investigated internationally. HIP and brazing are proposed as the manufacturing methods.

 In order to establish the blanket system technology, design contents of shield block by ITER IT and other 

parties were investigated through participating the international workshop and meeting, dispatching the 

researcher to the ITER IT or other parties to collect the drafting and 3D modeling files. The modification 

items of blanket design were investigated and a researcher was dispatched in the ITER IT and participated 

in the analysis on cooling problem in shield block such as front header and drilled manifol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status of TBM, we participated the 14th TBWG meeting and proposed the 

KO HCSB and HCML as candidates. And also, we obtain the R&D results of other parties and make 

document about the R&D status of other parties for the TBM. Finally, we establish the KO TBM R&D 

plan and proposed it to ITER IT and other parties. In which, the following contents are contained; we will 

develop and test the our own TBM in ITER operation stage with the collaboration with leading parties to 

follow the ke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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