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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블랑켓 일차벽의 대면재로는 베릴륨(Be)이 사용되며, 냉각재는 구리합급

(CuCrZr), 구조재는 스테인리스 스틸(SS 316L)이 사용된다. 열부하가 더욱 높은

디버터 부분에는 대면재로 텅스텐(W) 또는 탄소섬유복합체(CFC)가 사용된다. 이

와 같은 소재들의 상호간 접합을 위하여 고온등방가압접합법(HIP), 브레이징

(Brazing)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HIP은 게재물 없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확산접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구리합금과 구조재인 스테인

리스 스틸은 HIP 접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베릴륨과 구리합금의 접합은

취성의 합금간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전한 접합을 이루기 위한 인터레이어

(interlayer) 중간층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중간층을 선택하고, HIP에 대한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중간층을 선정하여 베릴륨

과 구리합금의 최적 접합 공정을 개발하였고, 접합 강도와 제작된 블랑켓 일차벽

의 건전성을 기계적 특성 시험과 고열부하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검증용 ITER 블랑켓 일차벽 목업(mock-up)은 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성공적으로 검증시험을 통과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Cr/Cu

인터레이어 보다 접합강도, 안정성이 증대된 인터레이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Cr/Cu 인터레이어는 전통적인 물리기상증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레이어

의 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빔증착(IBAD, Ion-Beam Assisted Deposition) 방법

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또한, Be/CuCrZr의 접합 강도를 더욱 높이고 고열 부하

환경에서 건전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인터레이어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Cr/Cu를 개선한 삼층 구조인 Ti/Cr/Cu 또는 Cr/Ti/Cu

조합의 인터레이어에 대한 접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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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evelopment of Joining Technologies for the ITER Blanket First Wall

By Byoung-Kwon Choi, Yang-Il Jung, Dong-Jun Park, Hyun-Gil Kim,

Sang-Yoon Park, Jeong-Yong Park, Yong-Hwan Jeong, Suk-Kwon Kim,

Dong-Won Lee (2011.01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design of the ITER blanket first wall includes the Beryllium amour

tiles joined to CuCrZr heat sink with stainless steel cooling tubes. For the

ITER application, the Be/CuCrZr/SS joint was proposed as a first wall

material. The joining of Be/CuCrZr as well as CuCrZr/SS was generally

carried out by using a hot isostatic pressing (HIP) in many countries. The

joining strength for Be/CuCrZr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for CuCrZr/SS,

since Be usually forms surface oxides (BeO) and brittle intermetallics with

Cu. Therefore, the joining technology for the Be/CuCrZr joint has been

investigated intensively. Be is apt to adsorb oxygen in an air atmosphere, so

Be should be etched to eliminate the surface pre-oxide using a chemical

solution and Ar ions in a vacuum chamber. Then Be is coated with

interlayers to prevent further oxidation. The kinds of interlayers are chosen to

be able to enhance the joining strength as inhibiting excessive Be diffusion.

The performance of the Be/CuCrZr/SS joint used for the ITER first wall

is primarily dependent on the joining strength of the Be/CuCrZr interface.

The Cr/Cu and Ti/Cr/Cu interlayers enabled the successful joining of Be tile

to CuCrZr plate. Moreover, ion-beam assisted deposition (IBAD) increased

joining strength of the Be/CuCrZr joint mock-ups. IBAD induced the

increased packing of depositing atoms, which resulted in denser and more

adhesive interlayers. The interlayers formed by IBAD process reveal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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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mproved resistance to the scratch test. It is suggested that the

improved adhesion of coating interlayers enabled tight joining of Be and

CuCrZr blocks. As compared to without IBAD coating, the shear strength as

well as the 4-point bend strength were increased more than 20% depending

on interlayer types and co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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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재 핵융합 발전을 위한 공학적 검증을 목적으로 전세계 7개국(일본, EU, 미

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ITER는 2019년 11월에 최초 플라즈마를 띄우고, 2027년 중수소-삼중

수소에 의한 핵융합 운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ITER 개발 사업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기술 공유 및 개발을 통해 향후 핵융합에

너지 상용화 시 핵융합발전소 건설의 원천기술 보유국의 위치를 주도적으로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달할 품목인 ITER 블랑켓, 특히 블랑

켓 일차벽 (FW, First Wall)은 신규 개발 시 기술 또는 비용 등 위험요소가 다

소 있지만, 추후 핵융합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 분야이다.

블랑켓 일차벽의 대면재로는 베릴륨(Be)이 사용되며, 냉각재는 구리합급

(CuCrZr), 구조재는 스테인리스 스틸(SS 316L)이 사용된다. 열부하가 더욱 높은

디버터 부분에는 대면재로 텅스텐(W) 또는 탄소섬유복합체(CFC)가 사용된다. 이

와 같은 소재들의 상호간 접합을 위하여 고온등방가압접합법(HIP), 브레이징

(Brazing)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HIP은 게재물 없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확산접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구리합금과 구조재인 스테인

리스 스틸은 HIP 접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베릴륨과 구리합금의 접합은

취성의 합금간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전한 접합을 이루기 위한 인터레이어

(interlayer) 중간층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중간층을 선택하고, HIP에 대한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그림 1은 블랑켓 일차벽 제조에 대한 개략적인

제조 과정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중간층을 선정하여 베릴륨과 구리합금의 최적 접합 공

정을 개발하였고, 접합 강도와 제작된 블랑켓 일차벽의 건전성을 기계적 특성 시

험과 고열부하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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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랑켓 일차벽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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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랑켓 일차벽 고유접합법 개발

검증용 ITER 블랑켓 일차벽 목업(mock-up)은 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성공적으로 검증시험을 통과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Cr/Cu

인터레이어 보다 접합강도, 안정성이 증대된 인터레이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Cr/Cu 인터레이어는 전통적인 물리기상증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레이어

의 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빔증착(IBAD, Ion-Beam Assisted Deposition) 방법

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2.1. 이온빔 증착법 개발

전통적인 PVD에 의한 증착 공정 중 대표적인 예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자

빔에 의한 소스 물질의 기화와 챔버 내의 확산 과정, 기판에의 증착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대개 기판은 이온빔을 통하여 사전에 오염 물질의 제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온빔 증착법은 이온 에칭에 사용한 이온빔을 코팅 과정 중에 활

용함으로써 코팅막의 치밀화를 돕고 막품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그림 3

은 이온빔 증착법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준다. 소스를 기화시키는 방법에 의해 스

퍼터링, 전자빔, 저항가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온빔의 특성에 따라 아르곤

이온빔, 플라즈마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아르곤 이온빔과

전자빔 증착을 이용한 장치를 활용하였다.

베릴륨의 코팅은 표면에 형성되는 BeO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는데, 습식 에

칭과 이온빔 에칭의 두 단계를 통하여 제거되었다. 습식 에칭은 에탄올

(C2H5OH)과 질산(HNO3)을 1:1 부피비로 혼합한 용액에서 5분간 세척한 후, 소

량의 불산(HF)을 가하여 15초간 에칭하였다. 이후 에탄올에서 5분간 세정하여

건조시켰다. 이온빔 에칭은 빔 전류와 전압을 각각 20 mA, 450 V 또는 600 V에

서 30분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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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빔 증착에 의한 물리기상증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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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온빔 증착법의 다양한 적용 예



- 6 -

인터레이어의 코팅은 이온빔 전류 및 전압을 변화시켜가며 최적의 조건을 설

정하였다. 그림 4는 1 um의 Cr을 증착하여 IBAD 효과를 비교한 사진과 그래프

이다. IBAD의 효과는 스크래치 시험을 통하여 막이 파손되는 임계 응력을 측정

함으로써 평가되었다. 스크래치 시험기의 팁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하중

이 51.7 mN/mm 속도로 증가되었다. IB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막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IBAD에 의해서 접합

력(adhesion)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Cr/Cu 인터레이어에 대한 IBAD 평가도 수행되었다. 인터레이어로 1 um의

Cr과 10 um의 Cu를 코팅하였으며, 빔 전압(beam voltage)을 350 V에서부터 550

V로 변화시켰다. 그림 5는 Cr/Cu 인터레이어에 대한 스크래치 시험 결과를 보여

준다. 막이 약하게 형성되는 경우, 스크래치 시험기의 팁은 더 많은 중량을 밀면

서 전진해야 하므로 더 큰 저항력을 받게 되는데, IB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저항력이 가장 높고, IBAD를 수행하면서 저항력이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빔 전류와 전압에 대한 효과는 경도 측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은 비커스 미소경도 값의 변화를 나타내며, 빔 전압과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경

도값이 증가한다. 전압 증가와 전류 증가는 IBAD를 하지 않은 경우 121 HV에

서 IBAD를 하면서 214 HV까지 경도를 증가시켰다. IBAD는 원자의 증착 과정

에서 이온빔에 의해 증착되는 원자를 충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막의 밀도와

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BAD가 실제 목업의 접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베릴륨 타

일에 상기 조건으로 Cr/Cu 인터레이어를 형성하고, 구리합금(CuCrZr)과 580°C의

온도와 100 MPa의 압력에서 2시간 동안 HIP 접합을 수행하였다. 접합된 베릴륨

/구리합금은 그림 7과 같은 형상으로 가공하여 0.5 mm/min의 변형 속도로 전단

접합 응력이 평가되었다. 접합에 사용된 Cr/Cu 인터레이어는 1 um의 Cr와 10

um의 Cu가 차례로 베릴륨 표면에 증착되었다.



- 7 -

그림 4. 스크래치 시험을 통한 Cr 코팅막의 IBAD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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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크래치 시험을 통한 Cr/Cu 코팅막의 IBAD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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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소 경도 시험을 통한 Cr/Cu 코팅막의 IBAD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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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구리합금(Be/CuCrZr)의 접합 강도는 IB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전단 강도가 125 MPa이었으며, IBAD를 통하여 이온빔의 전압을 350 ~ 600 V로

유지하면서 증착하는 경우 접합 강도가 177 ~ 197 MPa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였다. 그림 8은 IBAD에 의해 증가된 Be/CuCrZr의 접합강도를 나타낸다.

2.2. 코팅 인터레이어 개발

Be/CuCrZr의 접합 강도를 더욱 높이고 고열 부하 환경에서 건전성을 증대시

킬 목적으로 인터레이어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Cr/Cu를 개선한 삼층 구조인 Ti/Cr/Cu 또는 Cr/Ti/Cu 조합의 인터레이어에 대

한 접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인터레이어의 개발은 접합 및 고온 환경에서의 사용을 대비하여, elastic

compliance를 같도록 유지시키는 방안,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완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예컨대 Ti의 Young’s modulus는 116 GPa이고, Cr은

279 GPa, Cu는 119 GPa이므로 각각의 두께 비율을 1: 2: 1로 형성하게 되면 세

층의 elastic modulus는 같은 수준으로 제어될 수 있다. 또한, 열팽창 계수를 비

교하여 Ti의 8.6 um/m.K, Cr의 4.9 um/m.K, Cu의 16.5 um/m.K을 통하여, 내부

응력을 그림 9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각 인터레이어의 두께비를 도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80C에서의 응력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두께비는 1:

0.1: 1가 되고, 열팽창이 가장 큰 Cu를 고려하여 응력이 상충되는 두께비는

(0.2~1): 0.5: 5가 된다.



- 11 -

그림 7. 접합 강도 평가를 위한 전단 응력 측정 시편의 형상 및 가공 과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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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Be/CuCrZr 접합체의 전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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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열팽창에 의한 내부 응력의 계산에 사용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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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1 um)/Cr(0.5 um)/Cu(5~10 um) 인터레이어

Ti/Cr/Cu 인터레이어는 Be/CuCrZr의 접합 강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으며,

IBAD에 의한인터레이어 특성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Be/CuCrZr의 접합면에 대한 전단 시험 결과이다. IBAD를 수행하

지 않은 경우에 접합 강도는 174 MPa이며, 이 값은 그림 8과 비교할 때 Cr/Cu

의 경우보다 50 MPa 정도 높은 수치이다. Ti/Cr/Cu의 경우 IBAD를 350 ~ 600

V의 빔 전압과 20 mA의 빔 전류 조건에서 수행하면, 접합 강도는 190 ~ 216

MPa로 높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빔 전압이 600 V인 경우 보다는 350 V에서 접

합 강도가 더욱 높았는데, 이는 접합 강도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너무 높은 전압의 이온빔은 증착되는 막의 충진을 돕는 작용에서 원자를

떼어내는 이온 에칭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4점 굽힘 시험을 통한 접합 강도를 평가한 그래프이다. 4점 굽힘

시험에 대한 치구와 시편 치수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실제 전단 시험과 4점

굽힘 시험 후의 시편 실물도 함께 제시되었다. 4점 굽힘 강도도 전단 강도와 마

찬가지로 IBAD를 통하여 100 MPa (0.4 KN)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 Ti(1 um)/Cr(2 um)/Cu(1 um) 인터레이어

Ti(1 um)/Cr(2 um)/Cu(1 um) 인터레이어도 Be/CuCrZr의 접합 강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접합강도는 Ti(1 um)/Cr(0.5 um)/Cu(5~10 um) 인터레이어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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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i/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Be/CuCrZr 접합체의 전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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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i/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Be/CuCrZr 접합체의 4점 굽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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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4점 굽힘 시험의 시편 치수 및 전단시험과 4점 굽힘시험 시편의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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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인터레이어

Ti(5 um)/Cr(0.5 um)/Cu(5 um) 인터레이어와 Cr(1 um)/Ti(4 um)/Cu(5 um)

인터레이어에 대해서도 코팅 후 접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림 13에서

와 같이 상기 두 종류의 Ti/Cr/Cu에 비하여 낮은 접합 강도가 얻어졌다. 그림

13에서 1과 2는 각각 Ti(1 um)/Cr(0.5 um)/Cu(5 um)와 Ti(1 um)/Cr(2

um)/Cu(1 um) 인터레이어이며, 3은 Ti(5 um)/Cr(0.5 um)/Cu(5 um)이고, 4는

Cr(1 um)/Ti(4 um)/Cu(5 um) 인터레이어이다.

따라서, 접합 강도 측면에서 적절한 인터레이어는 Ti/Cr/Cu 계열인 Ti(1

um)/Cr(0.5 um)/Cu(5 um)와 Ti(1 um)/Cr(2 um)/Cu(1 um)라고 판단된다. 본 인

터레이어에 대해서는 접합 강도 이외에도 고열부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목업으

로 제작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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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인터레이어 종류에 따른 전단 및 4점 굽힘 접합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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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열 부하 시험용 목업 제작

Ti/Cr/Cu 인터레이어는 접합 성능이 평가되었고, 최종적으로 고열 부하 성능

을 평가할 목적으로 목업으로 제작되었다.

Ti(1 um)/Cr(0.5 um)/Cu(5 um) 인터레이어를 적용한 4개의 목업이 제작되었

다. 제작과정은 부록 1에 나타낸 ITER 검증용 목업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수행

되었다. 베릴륨 타일의 크기는 80 mm x 80 mm x 10 mm (t)이었으며, CuCrZr

은 두께가 25 mm, 스테인리스스틸(SS) 구조재는 두께가 50 mm이었다. HIP은 1

차로 CuCrZr/SS에 대해서 1050°C x 100 MPa의 조건에서 2시간 수행하고, 접합

된 CuCr/SS에 2차로 인터레이어가 코팅된 베릴륨 타일을 580°C x 100 MPa의

조건에서 2시간 접합하였다. 그림 14는 제작된 목업의 형상이다. 이 중 두 개의

목업은 십 자로 슬릿팅하여 고열 부하 특성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목업은 감시 시편을 통하여 접합강도가 평가되었으며, 전단응력 강도

는 131 ~ 182 MPa이고, 4점 굽힘 강도는 102 ~ 176 MPa이었다. 또한 슬릿팅 된

목업의 경우에는 전단 응력이 61 MPa, 4점 굽힘 강도가 90 MPa으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15는 초음파 탐상을 통한 비파괴 검사 결과를 보여 준다. (UT

probe: 10 MHz, 0.25 inch Diameter, Flat type) 목업 09008에서는 평균 진폭보다

+6 dB 이상되는 신호가 없는 것으로 양호한 접합 계면으로 보고되었으나, 목업

09009는 우측 하단 부위에서 높은 진폭의 이상 신호가 보고되었다. 또한 목업

09010 및 09011에서도 각각 좌측 모서리 하단과 우측 모서리 상하단에서 불량

접합으로 판단되는 이상 신호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고열부하 성능은 접합체의 파손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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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발된 Ti/Cr/Cu 인터레이어를 적용하여 제작된 고열부하시험용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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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열부하시험용 목업의 초음파 비파괴 검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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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Ti/Cr/Cu 인터레이어는 다면 타일 목업으로도 제작되었으며, 고열부하

시험에 적용될 계획이다. 제작에는 목업 당 3개의 50 mm x 50 mm x 10 mm

(t)이 사용되었으며, CuCrZr/SS 계면에 냉각 채널이 사각 홀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 16은 제작된 목업의 도면을 나타낸다. 본 목업의 형상은 semi-prototype 제

작을 위한 제작 가능성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목업에 적용된 냉각

채널의 구조는 semi-prototype의 핵심 요소를 모사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Ti/Cr/Cu 인터레이어가 적용된 총 2개의 목업이 제작되었으며, 각각 Ti(1

um)/Cr(0.5 um)/Cu(5 um)와 Ti(1 um)/Cr(2 um)/Cu(5 um)로 구성되었다. 그림

17은 제작된 실물을 보여준다.

제작된 목업은 감시 시편을 통하여 접합강도가 평가되었으며, 전단응력 강도

는 Ti(1 um)/Cr(0.5 um)/Cu(5 um) 인터레이어의 경우에 108 ~ 115 MPa이었고,

Ti(1 um)/Cr(2 um)/Cu(5 um) 인터레이어의 경우에 109 ~ 120 MPa이었다.

본 목업에 대해서는 현재 초음파 검사 및 고열부하시험이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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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면 타일 적용 고열부하시험용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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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개발된 Ti/Cr/Cu 인터레이어 적용 고열부하시험용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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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ITER 블랑켓 일차벽에 대한 Be/CuCrZr/SS 접합에 있어 기술적인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Be/CuCrZr의 접합이다. 베릴륨은 공기 중에서 쉽게 표면 산화

막을 형성하고, 이로 인하여 접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접합

이 되더라도 취성의 계면간 화합물을 형성하여, 최적의 접합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랑켓 일차벽의 제작에 있어 고유 접합법 개발을 위

하여, 인터레이어 코팅 공정 및 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레이어 코팅

은 Ti/Cr/Cu에서 선택되는 조합으로 접합 강도를 평가하여, Ti(1 um)/Cr(0.5

um)/Cu(5 um)와 Ti(1 um)/Cr(2 um)/Cu(1 um)의 인터레이어 조성을 최적 코팅

소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코팅 방법에 대한 IBAD 적용을 통하여 인터레이어의

막품질을 높이고 접합 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Ti(1 um)/Cr(0.5 um)/Cu(5 um) 및 Ti(1 um)/Cr(2 um)/Cu(5 um) 인터레

이어는 Be/CuCrZr/SS 목업으로 제작되어, 고열부하 환경에서의 성능 시험이 수

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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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Cr Zr Other
Contents 99.04 0.79 0.11  

ITER   Spec. Base 0.6   – 0.9 0.07   – 0.15 <0.2

 UTS   [MPa] YS   [MPa] EL   [%] Hardness Conductivity
Values 420 296 25.2 128   HB 48.3   

mW/mm2

ITER   

Spec.

>375 >270    

부록 1. 제작에 사용된 소재

1. 스테인리스 스틸

A standard austenitic stainless steel 316L was used for the fabrication of the

qualification mock-ups. ASTM A213 was used for the cooling pipes, and

ASTM A240 for the steel plate as specified in the manufacturing

specification.

2. 구리합금 (CuCrZr)

CuCrZr used in the current mock-ups was Elbrodur G supplied by KM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material complies with the required value

(specification) as presented in Table A1. In addi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good enough for the ITER application. Table A2 demonstrates the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for the materials.

Table A1. Chemical composition of used CuCrZr (wt.%)

Table A2.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purchased CuCrZ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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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BeO C Fe Al Mg Si Other
Contents 99.50 0.500 0.010 0.0800 0.04 <0.010 0.0200 <0.040

 

UTS,

[MPa]   

([ksi])

YS,

[MPa]   

([ksi])

EL,

[%]

Grain   

size, [mm]

Density,

[g/cm2](%)

Parallel   

(Long.)

364.0   

(52.80)

237.2   

(34.40)
3.70

8.6
1.849   

(99.92%)Perpendi-

cular (Trans.)

393.7   

(57.10)

239.2   

(34.70)
6.90

3. 베릴륨 (Be)

S-65C vacuum hot-pressed grade beryllium, which is a reference grade for

Be armor materials, was used to fabricate the qualification mock-ups. The Be

tiles were purchased from Brush-Wellman engineered materials, which fulfill

the previously defined material requirements. The chemical composition, as

well as the density, grain size, mechanical properties are represented following

the material certificate by the Brush-Wellman engineered material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Be with the grade of S-65C vacuum

hot-pressed is shown in Table A3. The content of BeO is 0.5 wt% that

satisfies the maximum allowable amount of 1.3 wt%. The average grain size

and relative density are 8.6 mm and 99.92%, respectively. The mechanical

properties are presented in Table A4. Both ultimat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re higher in perpendicular direction (Trans.) to the direction of

hot-pressing than in parallel direction (Long.). The tiles shall be cut parallel

to the direction of pressing of the VHP block. Yield strength is similar

regardless of sample directions.

 

Table A3. Chemical composition of used Be (wt%)

 

Table A4.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use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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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블랑켓 일차벽의 대면재로는 베릴륨(Be)이 사용되며, 냉각재는 구리합급(CuCrZr), 구조

재는 스테인리스 스틸(SS 316L)이 사용된다. 열부하가 더욱 높은 디버터 부분에는 대면

재로 텅스텐(W) 또는 탄소섬유복합체(CFC)가 사용된다. 이와 같은 소재들의 상호간 접

합을 위하여 고온등방가압접합법(HIP), 브레이징(Brazing)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HIP은 게재물 없이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확산접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적으로 구리합금과 구조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은 HIP 접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베릴륨과 구리합금의 접합은 취성의 합금간화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건전한 접합을 이

루기 위한 인터레이어(interlayer) 중간층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중간층을 선택하고,

HIP에 대한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의 중간층을 선정하여

베릴륨과 구리합금의 최적 접합 공정을 개발하였고, 접합 강도와 제작된 블랑켓 일차벽

의 건전성을 기계적 특성 시험과 고열부하 시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검증용 ITER 블랑켓 일차벽 목업(mock-up)은 Cr/Cu 인터레이어를 사용하여 제작되

었으며, 성공적으로 검증시험을 통과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Cr/Cu 인터레이어 보

다 접합강도, 안정성이 증대된 인터레이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Cr/Cu 인터레이어는 전통적인 물리기상증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을 통해

서 형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레이어의 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빔증착(IBAD,

Ion-Beam Assisted Deposition)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또한, Be/CuCrZr의 접합 강

도를 더욱 높이고 고열 부하 환경에서 건전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인터레이어 소재 개

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Cr/Cu를 개선한 삼층 구조인 Ti/Cr/Cu

또는 Cr/Ti/Cu 조합의 인터레이어에 대한 접합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블랑켓 일차벽,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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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the ITER blanket first wall includes the Beryllium amour tiles joined

to CuCrZr heat sink with stainless steel cooling tubes. For the ITER application, the

Be/CuCrZr/SS joint was proposed as a first wall material. The joining of Be/CuCrZr

as well as CuCrZr/SS was generally carried out by using a hot isostatic pressing

(HIP) in many countries. The joining strength for Be/CuCrZr is relatively lower than

that for CuCrZr/SS, since Be usually forms surface oxides (BeO) and brittle

intermetallics with Cu. Therefore, the joining technology for the Be/CuCrZr joint has

been investigated intensively. Be is apt to adsorb oxygen in an air atmosphere, so Be

should be etched to eliminate the surface pre-oxide using a chemical solution and Ar

ions in a vacuum chamber. Then Be is coated with interlayers to prevent further

oxidation. The kinds of interlayers are chosen to be able to enhance the joining

strength as inhibiting excessive Be diffusion.

The performance of the Be/CuCrZr/SS joint used for the ITER first wall is

primarily dependent on the joining strength of the Be/CuCrZr interface. The Cr/Cu

and Ti/Cr/Cu interlayers enabled the successful joining of Be tile to CuCrZr plate.

Moreover, ion-beam assisted deposition (IBAD) increased joining strength of the

Be/CuCrZr joint mock-ups. IBAD induced the increased packing of depositing atoms,

which resulted in denser and more adhesive interlayers. The interlayers formed by

IBAD process revealed about 40% improved resistance to the scratch test. It is

suggested that the improved adhesion of coating interlayers enabled tight joining of

Be and CuCrZr blocks. As compared to without IBAD coating, the shear strength as

well as the 4-point bend strength were increased more than 20% depending on

interlayer types and co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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